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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법교육 연구의 발전과 문법 수업 현상이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데 문제의식을 

지니고, S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의 렌즈를 통해 질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

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론과 실천의 순환적 연결을 도

모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습 현상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성 사고의 관점에서 학습

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를 고찰하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 지식 간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복잡적응계의 특징을 자기조직화와 창발, 공진화, 행위

자, 비선형적 상호작용,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의 측면에서 그 원리를 탐색하고 문

법 학습 현상 분석을 위한 틀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한 학습의 조건

화는 다양성과 잉여성, 개방성과 구조성, 창의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

함을 이해하였다. 탐구는 필연적으로 탐구 공동체를 전제하므로 문법 탐구 학습은 문법 탐

구 공동체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을 개념화하기 위해 우선 문법교

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의 정합성을 탐색하여 ‘학습자 중심’의 의미와 ‘지식 구성’의 구체

적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실제적인 문법 학습이 중심이 되는 문법 수업에서 문

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가 문법적 안목으로 세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는 ‘지

각’이자 인터페이스로 학습자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문법 탐구 활동은 내러티브

적 사고이자 인간의 본질적 사고 양식인 가설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

해 복잡적응계 창발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이러한 문법 탐

구 활동을 설계함으로써 문법 탐구 학습은 언어적 주체와 학습 주체의 합일을 통한 능동적 

의미 구성을 지향할 수 있다. 복잡적응계와 탐구 공동체는 프래그머티즘을 기반으로 한 복

잡성 사고의 관점에서 합일될 수 있으며,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탐구 공동체의 진리 탐구 과정과 복잡적응계의 동역학을 결합하여 문법 

탐구 공동체는 문법의 본질과 문법 학습의 본질에 다가가는 공동체이며, 문법 현상에 대한 

대화로서의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적 주체와 학습의 주체가 합일하는 문법적 인간으

로 거듭남을 추구하는 공동체임을 개념화하였다. 

 Ⅲ장에서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질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은유적 분석의 관점

을 전제하고 6개의 분반을 하위 메타행위자로 포함하는 S고 문법 수업을 전체 복잡적응계로 

상정하였다. 우선 S고의 문법 수업이 복잡적응계로 존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복잡적응

계로서의 특질을 고찰하였다.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학습자, 비선형적 상호작용, 다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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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활용,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를 중심으로 복잡적응계로서의 특질을 확인하였

다. 이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거시적인 학습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두 번째로 수업이라는 

미시적 단위를 중심으로 창발과 자기조직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때 대상 수업은 학습자

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이 일어났던 기호 분류 활동, 형태소 분석 활동, 단어 만들

기 활동으로 선정하였다.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초점 사건의 선택과 기획, 제약 조

건의 활성화를 고찰한 후 실제 수업에서의 창발과 자기조직화 양상을 살폈다. 기호 분류 활

동은 메타학습자 형성의 과정과 상향식 창발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형태소 

분석 활동은 학습자들의 참여를 통해 형태소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활성화할 수 있었으며 

제기된 초기 조건이 다른 분반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 단어 만들

기 활동은 생성의 관점을 분석의 관점에서만 가르치던 것에 의문을 품고 창발된 수업이었다. 

생성 활동을 통해 언어적 주체의 심리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 언어적 실제를 학습 안으로 

통합시킬 수 있었다. 또한 언어 놀이의 즉흥성과 권위의 분산을 체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의 변화를 문법 수업을 통한 변화와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 문법 학습 방법에 대한 인식의 세 측면에서 고찰하여 문법 탐구 학습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Ⅳ장에서는 이론적 탐구와 질적 탐구를 바탕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

경의 구조화에 대해 논하였다.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적 원리로 ‘문법적으로 해

석하기’,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문법적으로 성찰하기’, ‘함께 탐구하기’를 제시하고 

이것이 학습자와 교사의 실천적 원리로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행위자의 역량과 자율성 강화, 수업 구조 설계의 측면,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본고는 문법 수업 실천을 토대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형성과 학습 과정, 학습 경험의 의

미를 논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론적 안목을 지향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과 경험에 대한 실제적 의미에 천착할 때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

업 실천 사이의 상호 순환적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 문법 탐구 학습, 복잡적응계, 가추법, 자기조직화, 

지식의 창발,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문법적으로 성찰하기,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함

께 탐구하기, 가능성의 확장

학  번: 2012-3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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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인식

 학습자들은 문법 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이 질문은 연구의 출발점인 동시

에 연구를 펼쳐 나가는 하나의 맥락이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유의미한 존재론적 

변화를 지향하므로 항상 ‘학습자 중심’이며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 그간의 교육 철학이나 

학습 이론 등의 관점에 따라 ‘학습자’의 존재와 역할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고 해석되었지만 

‘학습자는 무엇을 학습하고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

다.1) 특히 학습을 외부 세계의 객관적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

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본 구성주의 담론, 생태학적 담론, 복잡

성 담론 등은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본질에 더욱 근접한 논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실은 여전히 ‘객관적 지식의 점령 

하에 침묵하는 학습자들로 채워져 있으며’(신명선, 2013: 87-88),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무

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학교의 모든 교실에

는 학습자가 있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어떠한 교육적 변

화가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것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이루어지

는 수업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다시 말

해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한 실

제적 기초 연구가 시급하다.

 실천적 연구의 필요성을 전제로 본고는 연구자가 교사로 참여한 S고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연구자의 양가적 정체성을 서론에 밝히는 것은 

이 연구가 수업하는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상호 교섭하며 존재론적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 15년간 연구자는 문법 교사로서 문법 수업의 실천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그 중심에

는 문법 탐구 학습이 놓여 있었다. 연구자의 대학시절은 ‘문법 탐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당

시는 문법 탐구 학습이 주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계와 현장의 관심이 뜨거웠고 특히 김

광해(1997)의 출판으로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문법교

육 실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던 때였다. 연구자는 학부 첫 강의 수강을 통해 문법이 

1) 언어학, 교육학 등의 패러다임에 따른 문법교육 연구 방향의 흐름에 대한 내용은 구본관
(2009)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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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대학 이전에 배웠던 문

법 지식이 그 자체로서 공고하며 절대적인 지식 체계였다면, 문법 탐구를 통한 문법 현상 

속에는 ‘언중’이라는 역동적 주체의 상호작용과 그 복잡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다.

 교사가 된 후 국어 수업 틈틈이 문법 단원을 다룰 때면 문법 탐구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자는 대학에서 깨달은 문법에 대한 흥미와 놀라움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

록 열심히 과제를 구안하고 실천하였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반 정도의 성공과 실패를 

겪은 것 같다. 즐거운 활동이었지만 다시 개념 설명을 할 때면 학생들은 난해한 표정을 지

었고 교사는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는 초기에 교사

로서의 능력을 반성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이것은 교사 개인의 실천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문법 학습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동안 문법 탐구는 문법교육과정의 핵심적 맥락

으로 편입되었고, 문법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수업 실천에서도 가장 중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법교육 현장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했던 문법 탐구 학습은 정작 현장으로부터의 신랄한 비판을 마주하게 된다. 탐구 과정의 

엄밀함과 학습자 탐구 결과의 불확실성이 비판의 핵심적 맥락이었다. ‘문법 탐구는 모든 문

법 지식에 적용될 수 없다’는 해답 아닌 해명을 두고 더 이상 큰 이견이 없는 듯 보였다. 이

는 문법 탐구 학습 자체가 본질적으로 실천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며, 문법 탐구를 다시 방법론에만 한정하여 바라보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다. 

 한때 혁신적 주장이며 개신이었던 문법 탐구는 이제 문법교육의 ‘일상’이 되었으나 아직 

그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남가영(2008)의 논의는 ‘문법 탐

구 경험’을 하나의 중핵적 문법교육 경험으로 제시하면서 문법 탐구 학습뿐만 아니라 문법 

학습에 대한 본질적인 탐색을 새롭게 촉발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법 탐구 경

험’이 ‘문법을 문법적으로 다루고 동시에 문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이라 할 때 모든 문법 

학습 현상에는 문법 탐구 경험이 필연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다. 문법 탐구 경험은 과제나 

주제에 따라 혹은 시간이나 물리적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학습 

현상이 존재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법 탐구 학습은 학습

자의 문법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유의미한 문법 학습을 포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학습자가 문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 활동을 통해 지식을 검토하고 구성해 가는 과정 자체가 

유의미한 문법 학습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법교육 연구자로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날실로서의 문제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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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문법 학습 현상의 본질로서 문법 탐구 학습의 의미와 경험을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문법 학습 현상을 잘 짜인 하나의 직물이라고 할 때 아무리 촘촘한 날실이라도 

그것만으로는 직조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날실 사이를 관통하며 촘촘한 연결을 만들어 내는 

씨실의 존재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연구의 씨실을 이른바 ‘현장’이라고 불리는 문법 수업 실

천에서 찾고자 하였다. 

  베짜기 작업은 가호 작업을 통하여 도투마리에 걸린 날실 사이로 씨실이 오가며 

천이 짜여지는 것을 말한다(한국문화보호재단, 2001: 367).

 베를 짜기 위해서는 우선 잉앗실 감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날실이 아래위로 오르면서 그 

사이에 씨실이 들어가도록 장치하는 것을 말한다. 문법교육 연구는 잉앗실 감기에 해당하며 

그 결과로 존재하는 결이 문법교육 현상의 날실이다. 문법 수업에서 문법교육 연구의 위상

은 ‘가르칠 내용’을 정련하고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그것을 표상하는 것이다.2) 학습자

가 실제로 학습한 내용은 가르칠 내용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새로

운 것일 수도 있다. 문법 학습 현상이라는 실재는 촘촘하게 걸린 날실 사이를 오고가며 학

습 경험의 씨실들이 교차하여 하나의 직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날실과 씨실

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문법 학습 현상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창발된다. 

 이제까지 잉앗실 감기에 공을 들여왔다면 이제 학습자들의 문법 학습 현상의 결을 더하여 

하나의 직물을 만들어 가는 실천적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교사로서 뿌리 내리

고 있는 씨실로서의 문제 인식이다.3) 본고는 실제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문법 탐구 학습 

현상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학습 경험의 실제를 궁구하고자 한다. 이론적 연구

들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지향해 왔다면 실천적인 연구에서는 ‘누가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는가’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 학습 현상 자체를 관찰

하고 유의미한 패턴에 주목하여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는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고 서로 상호작용할 때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학

습 경험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데 일련의 교육 연구들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4) 

2) 관련하여 학습자의 지식 구성의 조직 양상을 살펴 문법교육 내용 설계의 기초를 다지는 최근
의 연구로 이관희(2015)를 참고할 수 있다. 

3) 여기에는 문법교육을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볼 때 문법 수업이라는 실천적 토대가 매우 빈약
하다는 인식도 포함된다.

4) 김대행(2005)에서도 추상적인 교수・학습 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업에 대한 실천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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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본 연구는 수업에서의 문법 학습 현상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문법 탐

구 수업의 실천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동시에 이론과 실제의 순환적 연결을 회복하고자 한다. 

연구자 또한 교사로서 수년간의 교육 활동에 임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고민할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것은 이론과 실제의 동질성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론과 실제를 ‘동일하게’ 생각한 스스로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

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혹은 ‘무엇을 가르쳤는가’의 문제는 ‘무엇을 학습했는가’와 동일

한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5) 이에 본 연구는 문법 탐구 학습의 수업적 적용이라는 하

향식 관점이 아니라 문법 탐구 학습의 실천을 중심으로 문법 학습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상

향식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6)

문법 학습 현상에 대한 이해는 문법 수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필요로 한다. 연구자는 

실제로 연속적이고 다양한 변인들이 얽혀 있는 수업을 보기 위해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의 렌즈를 만나게 되었다. 복잡적응계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 패러다임은 기존의 객관적 지식과 학습의 고착적인 

전제를 다시금 직시하게 하고, 지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발되며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복잡적응계의 렌즈로 수업을 고찰하는 노력을 시도하면서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은 문법 탐구 공동체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었다. 복잡적응계에

서 학습자는 개인 학습자, 집단적 학습자 등의 여러 수준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수업이라는 

공간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문법 탐구 공동체가 형성될 때 개인 학습자의 성장뿐만 아니

구는 교사의 몫으로 돌릴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교사를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인식
한다. 교사는 수업을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동시에 일종의 실험실이라 볼 수 
있는 수업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수업 현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5) 박인기(2006: 269)에서는 이를 이론과 실제의 정합성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론과 실제
는 1:1의 등치 대응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렴, 우회, 배제, 간접화, 삼투 등의 다양한 회
로를 가지면서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명선(2017) 또한 이론과 실제는 문제적 현상으
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탐구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다.

6) 수업은 단순히 교육 이론의 적용이 아니다. 수업 실천과 교육 이론 연구는 복잡적응계를 이루
는 서로 다른 수준의 차원이며 상호 간의 정합성을 추구하며 함께 진화하는 존재이다. 교육 
활동의 일부로서 수업의 가능성에 대해 쥔켈(Sünkel, 1996: 59-60)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수업은 심지어 교육에서 새로운 과제, 분야,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수업 안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수업을 기회로 하여 교육이 일어나고, 수업을 동기로 하여 그리고 수업과 관련하여 
교육이 일어나며, 끝으로 수업 자체가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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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법 학습 환경의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학습의 실천과 수업 현상 자체에 대한 이론적 안목의 필요성으로부

터 출발한 문제의식은 수업과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의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었다. 

 첫째, S고 문법 수업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본 연구는 S고 문법 수업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이 가능

했던 환경과 조건들을 탐색한다. 문법 수업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 복잡적응계와 탐구 공동

체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법 탐구 학습을 중심으로 학습자와 교

사는 어떠한 학습 환경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어떠한 학습이 이루

어졌는지를 문법 탐구 수업의 구조와 문법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둘째, S고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S고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은 교사의 문법 탐구 학습 설계와 특정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해석적 관점, 언어적 실제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상향식 창발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

므로 이는 이론적으로나 수업 시작 전에 교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학

습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이다. 지금의 교실에서 ‘문법다운 문법 학습’이 이

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은 문법을 통해 학습자들이 어떠한 

가능성을 확장하였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된다. 단지 학습자의 관심과 흥

미를 끄는 일회적인 학습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성찰하는 언어적 주체이자 학습 주

체로서의 학습자의 존재론적 변화를 추동하고 확장하는 문법 학습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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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본고는 문법 탐구 학습을 중심으로 문법교육의 본질에 대한 탐색, 문법 탐구 학습 과정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차원으로 크게 나누어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문법교육 이론에

서 ‘학습자 중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논의들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에 대한 새로

운 관점을 제시하는 생태학적, 복잡성 교육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문법 탐구 학습에 관한 연구

 2.1.1. 문법교육의 본질로서의 문법 탐구 학습에 관한 연구

 김광해(1992, 1995, 1997)에 의해 도입된 문법 탐구 학습은 당시 문법교육의 문제를 근본

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문법은 왜 가르치고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

로 한다. 그는 문법 지식의 해석적 성격과 비법칙성, 선택된 하나의 잠정적 성과물이라는 지

식관의 변화를 전제로 지식 구성 과정으로서의 문법 탐구 학습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이론

은 문법 수업 현장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용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문법교육과 

학습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탐구하는 연구의 방향으로 이어졌다. 

 우선 문법교육 현상의 본질에 대한 천착은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에 영향을 받

은 ‘국어 인식’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김은성, 2005a, 2005b, 2006, 2013; 남가영, 2006, 

2007a, 2007b, 신명선, 2007b, 2013; 최규홍 2009)로 이어진다. 영국에서 촉발된 언어 인식

(Language Awareness)은 기존의 형태적 암기식 문법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점, 언어를 대

상으로 한 메타적인 인식을 통해 문법교육의 독자적 가치를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문법 탐

구 학습을 중심으로 한 당시 ‘국어지식 교육론’과 맥을 같이 한다. 김은성(2005a, 2005b)은 

언어 인식을 중심으로 문법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로 언어적 주체이자 언어 인식의 

주체인 학습자에 주목한다. 특히 김은성(2005a)에서는 국어 인식 활동이 내재적 문법 능력

을 가진 학습자들의 국어 인식을 보다 정교하게 벼리는 작업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문법 

탐구 활동에서 학습자들의 문법적 직관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본고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

다. 김은성(2006)은 국어 인식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지니는 태도를 문법교육의 중요한 경

험으로 보고 이를 촉진하는 문법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논구하고 있는 국

어에 대한 태도, 국어 인식에 대한 태도, 국어 인식 활동에 대한 태도는 본고가 탐색하는 학

습자의 문법 학습 경험을 바라보는 길잡이가 된다. 

 신명선(2007, 2013b)은 ‘언어적 주체’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화시킨 논의들이다.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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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란’ 언어적 현상에 만감하게(sensitivity) 반응하면서 현상의 원인을 탐색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며 자신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이다. 특히 신

명선(2013b)에서는 교육적 인간상으로 언어적 주체를 상정하고 공동체, 인격적 지식, 관계적 

지식을 지향태로 설정한다. 문법 교실의 의미를 실천의 장소로 인식하고 실천적 지식, 인격

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습자의 국어 인식의 과정과 태도, 경험 등을 중심으로 문법 탐구 경험이 문법교육의 중

핵적 내용이라는 남가영(2008)의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다. 현장의 교육 쇄신을 가져오는 하

나의 비전으로 적용된 문법 탐구 학습의 실천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가영(2008)의 연구는 그것이 방법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 그 자체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문법 탐구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촉

발시켰다. 그는 문법 탐구 경험의 구체적인 사고 활동을 보임으로 문법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학습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법 지식과 문법 탐

구 경험의 연계를 통해 문법 교실이 ‘문법 탐구의 경험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

서 문법 수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

 최규홍(2009)은 문법 현상 인식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문법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

다. 문법 현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언어 사용 

주체가 언어 인식의 주체로 변화하며 확장 순환적 문법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에서 유의

미한 논의를 제시한다. 

 2.1.2. 문법 탐구 과정 및 탐구 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문법 탐구 학습 실천을 위한 문법 탐구 과정 자체에 대한 연구도 주목된다. 이들 연구는 

문법 탐구 과정을 문법적 사고의 과정으로 보고 그 사고 유형을 밝히며 ‘문법을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점과 일치한다. 

 이관규(2001)는 기존의 사회과의 탐구 학습 모형을 차용한 김광해(1997)의 모형이 국어교

육에 적용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탐구 학습의 특성을 자발성, 자료성, 논리

성, 과정성, 가설성으로 보고,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토대로 ‘문제 제기 및 가설 설정→자

료 수집 및 분석→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의 절충식 탐구 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때 

‘절충식’이란 의미는 기존의 탐구 모형이 학생들의 발견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서 

교사와 학생의 적절한 역할 분배와 문법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러한 절충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를 ‘가설 설정’의 단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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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과 통하는 면이 있으나, 각 단계의 비율을 20%-40%-40%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학생들의 귀납적 발견 활동을 보다 중요한 탐구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 본고의 가

설 생성 단계는 가설의 생성과 검증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교실의 문법 탐구에서 가설 생성 단계 시 교사와 학생들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통찰력을 제시한다. 

 주세형(2008b)은 숙련자(학자)들의 문법 탐구 방법을 교육 내용화 하여 학습자의 문법 탐

구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론’으로 구축해야 함을 주장한다. 언어 현상을 관찰하는 일종의 ‘철

학’으로서의 ‘포괄적 탐구 방법’과 구체적 문법 현상과 관련된 ‘내용 기반 탐구 방법’으로 구

분하여 문법서들을 탐구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탐구 정신 강조, 언어적 직관의 심화 및 활성

화, 탐구 가능성 모색, 문법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해석 등 학습자의 유의미한 문법 탐구 학습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홍범(2008)은 문법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고등사고력과 탐구학습의 개

념적 유사성을 전제로 탐구학습 과제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탐구학습에 대한 

연구가 현장과 유리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학습자 중심의 ‘가설 평가’ 과정과 심화 탐구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가설 평가 과정은 학습자들이 생성한 가설을 잠정적인 것으로 보고 다

양한 가설들 중 합리적 가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보았다. 가설적 판단 과정으로서의 탐구

의 의미와 학습자의 가설 생성의 의미와 가치를 주장한 관점이 문법 탐구 학습을 바라보는 

본고의 논의와 일치한다. 

 남가영 외(2009)는 문법 교과서의 어휘계량적 접근을 통해 문법 탐구 과정의 세부 구조를 

‘관찰, 분석, 판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발견되는 문법적 사고 활동의 구체

적 목록을 제시하며 문법 탐구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히 ‘탐구’로 생각되던 

문법 활동이 ‘관찰하고 대조하고 분석하고 대치하고 삽입하고 구분하고 가정하고 추측하고 

설명하는’ 구체적 사고 활동의 과정으로 상세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김은성 외(2013)는 문법 탐구는 ‘문법적 사고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어야 하며 

보다 전면적으로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화되는 접근을 필요로 함을 주장한다. 문법 탐

구의 형식과 내용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문법 탐구 과제’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제 올림피아

드 문항을 중심으로 ‘자료의 관찰→규칙의 발견→의문 생성→가설의 생성→가설의 일반화’라

는 과학적 탐구 과정의 절차로 문제가 해결됨을 확인하였다. 문법 탐구 과제 해결에서 발견

되는 문법적 사고는 ‘현상으로서의 언어’를 통해 ‘체계로서의 언어’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으로 

‘귀납적 사고→귀추적 사고→연역적 사고’의 흐름을 갖는 과학적 사고임을 주장하였다. 기존

의 연구에서는 문법 탐구 과정을 귀납적, 연역적 사고 과정으로 보는 데에서 나아가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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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점과 상통한다. 

 최선희(2016)는 교육 현장에서의 문법 탐구 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문법 탐구 

학습 모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문법 탐구 과정의 본질적 특성을 전제로 새로

운 탐구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동일한 연구 맥락을 지닌다. 그는 

문법 탐구 과정에서 귀납적 사고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며 문법 탐구 학습 모형으로 ‘문제 

확인하기→분석하기→판단하기→적용하기’를 제시하였다. 그가 제안한 분석하기 과정은 문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예측하여 모종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잠정적인 해답

과 언어 현상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 설명, 판단을 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본고가 제

시하는 가설적 추론의 단계와 유사하다. 다만 그는 이 과정을 연역적 귀납법으로 보고 있다

는 점이 다르다. 

 김슬기(2016)는 문법 탐구에서 문제 발견 단계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이는 주어진 탐구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탐구적 태도를 기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탐구 질문 작성이 학습

자의 지속가능한 문법 탐구 학습을 추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논의와 일치하는 바가 

있다. 

 조진수 외(2017)는 문법 탐구 구인 설정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탐구

의 단계가 구인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되고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분석을 통

해 ‘문제 발견하기-분석하기-탐구 과정에 대한 초인지적 점검’의 세 요인으로 재편될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가설 설정,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자가 가설적 추론 과정을 가설 생성과 선택을 모두 포함하는 

단계로 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다만 연구자들은 논의를 통해 ‘분석 능력’을 이 단계의 공통 

기저 능력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탐구 과정에 대한 초인지적 점검’의 단계는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반성적 인식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방향과 일치한다.

 정지현 외(2017)는 탐구 학습의 현장화를 목적으로 탐구 주제의 다양화, 탐구 학습 모델 

설계, 자료 준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이다. 앤드류(Andrew, 2006)의 언

어 탐구와 인식(Language Exploration and Awareness: LEA) 접근법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

의 모형[실세계의 언어 현상 관찰→언어 의미, 기능 인식-제시한 질문에 대한 결론 도출]을 

적용하고 기존에 구축된 코퍼스의 언어 자료를 통해 의미 관련 탐구 활동의 대안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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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과정에 관한 연구

 문법 탐구의 실천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과정을 질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과정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는 임영미・오현아(2013), 최은정 외(2014), 문영은 외(2014)가 대표적이다. 

 임영미・오현아(2013)에서는 학습자의 탐구 학습 과정을 관찰하여 탐구 학습 우수 집단과 

미숙 집단 간의 학습 전략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의 실제 탐구 학습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탐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제 전략, 동화 전략, 단순 암기 전략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인정되지만, 논문에서도 그 한계

를 밝혔듯이 일반적인 학습 전략을 연구의 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 

 최은정 외(2014)와 문영은 외(2014)는 동일한 연구 대상7)에 대한 연구 성과이다. 이 두 

연구는 문법 탐구 주체의 사고 활동과 학습자의 내면적 반응 양상을 정치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문법 탐구 학습의 실천적 연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은정 외(2014)에서는 문법 탐구 과제 해결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문제 이해→문제 

분석→문제 해결 및 점검’으로 범주화하고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고행동코드를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문법 탐구 능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크다. PBG 분석 결과 

각 단계에서 활성화된 사고의 양상과 문제 해결의 기여도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

히 집단별로 상이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한 집단에 한해서 문법 

탐구 과제가 변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문법 탐구 학습의 과정에서 문법 탐구 과제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문법 탐구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 변인도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대목

이다. 

 문영은 외(2014)는 동일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탐구 수행 직후 작성한 경험 기술지를 질

적으로 분석하여 탐구 주체의 내면적 반응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문법 탐구 학습자의 유

의미한 반응을 과정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단계 

문제 해결을 통한 몰입의 재미’와 ‘수평적 교수・학습을 통한 지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결과

적 측면에서는 ‘언어에 대한 입체적 인식의 경험’과 ‘잠재 언어 능력 발현에 의한 자신감 고

양’을 읽어 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문법 탐구 학습 경험과 관련한 탐구 주체의 

인지적, 정의적 반응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본고가 탐색하고자 하는 ‘문법 학습 경험’ 분석

7) 연구자들은 A대학교 영재교육원 인문사회영재(중학교 1-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한 탐구 활
동 수행 과정을 공동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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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 연구로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다만 낯선 언어를 대상으로 한 탐구 과제라는 

점, 일회적 수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

을 기반으로 ‘문법 교실에서의 장기적 문법 탐구 수업 경험’을 분석하는 하나의 참고 준거로

서의 전이성을 가진다. 

 문법교육 연구를 하나의 지식 생태계로 본다면 김광해(1992, 1995, 1997)에 의해 주창된 

문법 탐구 학습은 하나의 질서를 이끌어 내는 끌개(attractor)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지식관

의 변화를 전제로 한 문법 탐구 학습은 문법교육의 정당성을 묻는 내외부의 압력에 하나의 

돌파구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주입식 암기 위주의 현장 교육에 문법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비전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뒤이은 국어 인식, 국어 의식과 관련한 연구들의 흐름

으로 이어지면서 문법교육의 독자적 정당성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설계에 기본 토대로 작

용하였다. 한편 문법 탐구 학습의 현장 적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학습 모형의 단

계를 조절하거나 문법 탐구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모색하는 연구들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연

구들은 학습자의 문법 탐구 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상정하므로 ‘문법 학습 과

정’에 대한 연구로 진일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연구자는 문법 탐구 학습이 그간의 ‘문법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의 논의를 전개하는 중추

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이제 ‘문법은 왜 배워야 하는 것인가’, ‘문법 학습의 의미는 무엇인

가’의 문제 즉 학습의 의미로 진화하는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본다. 이처럼 문법 탐구 학

습은 그간의 문법교육 연구들의 하나의 지향점이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일련의 새로운 가

능성들을 지속적으로 산출하는 끌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법 탐구 

학습은 여전히 생명력 있으며 다른 관점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진화하며, 

문법교육 생태계와 공진화하고 있다. 

2.2.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문법교육에 관한 연구

 주세형(2005a)은 통합적 문법교육 내용 설계 원리로 ‘학습자 중심성’, ‘기능 중심성’, ‘통합 

중심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신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교육 내용

8) 끌개(attractor)는 복잡한 혼돈 속에서 안정된 패턴으로 수렴되는 질서라 할 수 있다. 카우프
만(Kauffman, 1995: 328)은 이러한 끌개를 중복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 말하며, 중복성은 구
조적 안정성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계는 필연적으로 끌개로 흘러가는 궤적들을 따라가기 때문
에 소수의 규칙적인 것으로 안착될 수 있다. 문법교육의 정체성 정립에서부터 학습자의 학습 
과정 탐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문법 탐구’의 의미를 궁구하고 있다는 점에
서 문법교육 생태계 내에서 질서를 이끌어 내는 유의미한 끌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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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그는 제1원

리로 학습자 중심성을 제안하며 지식의 수행성 강화, 인식성 강화를 주장한다. 기능 중심성

으로 형식 중심과 기능 중심, 사용역에 따른 교육 내용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합 중심

성으로 ‘분절’과 ‘통합’의 균형을 전제하며 ‘단위와 부문’, ‘의미와 문법’, ‘세계와 문법’의 통

합 방향을 제시한다. 

 이관희(2015)의 논의는 문법교육 내용의 조직과 표상을 위해 학습자의 지식 구성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 문법교육 연구로 의미가 있다.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

으로 탐구를 지식 구성의 과정 자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점과 일치하며 그가 제

안한 교육 내용 조직 및 표상은 문법 수업 설계 시 고려할 만한 유의미한 지점들을 체계적

으로 제시한다. 다만 학습자의 지식 구성 양상이 수업 상황이 아니라 개인적인 학습과 설명

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본고가 지향하는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과 차이가 있다.  

 국어교육에서 생태학적 논의는 이른 시기부터 제시되었다. 박인기(1997, 2003, 2009)에서

는 국어교육학을 하나의 유기체로 비유하여 생태학적 지평을 모색하고, 총체적 인식론, 관계

적 세계관, 탈자기중심적 사고 등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박인기(2003)에서

는 생태론은 ‘복잡성의 원리’ 위에 토대함을 상기하면서 언어 사용 현상의 총체적 생태를 국

어교육의 영역으로 수렴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국어교육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도

(ecological validity)를 고려하여 언어 연구 방법의 다원화 및 연구 변인의 확장 등을 강조하

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 현상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본고의 전제를 뒷받침하

는 논의가 된다. 

 생태학적 담론은 문법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김규훈, 2012, 2014, 2016a; 고희

성, 2016a, 2016b; 김혜숙 외, 2014). 김규훈(2014)에서는 생태학적 국어교육이 인간, 언어, 

환경, 의미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총체성을 지향해야 함을 논의한다. 문법교육은 사

회문화적 소통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다층적인 국어 현상을 담아내고 있는 텍스트 중심 통합 

교육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이에 따라 ‘소통적 문법 능력’을 ‘이해, 탐구, 인

식, 실천’ 능력으로 설정하고 문법교육의 내용을 텍스트 중심으로 범주화하고 이에 적합한 

텍스트 유형화 논리를 마련하였다. 고희성(2016a)은 국어교육의 인식론으로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제시하고 그 구성 범주로 다양성, 호혜성, 적확성, 협력, 존중, 배려를 논하였

다.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 문법의 하위 범주와 

상호문화성의 범주, 문법교육의 범주를 결합하여 기존의 교육 내용에서 보다 풍부한 맥락과 

관점을 읽어 낼 수 있었다. 일련의 연구들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총체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문법교육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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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가르칠 내용’에 머물러 있다.  

 한편으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연구들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거꾸로 

교실(장은주, 2015; 진용성・김병수, 2015; 김규훈, 2016; 김수정, 2017; 김중수, 2017) 등

은 교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련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업 전에 미리 

‘디딤 영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본 수업 시간에는 학습자, 교사 

상호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상호작

용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교육적 변화이다.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실험

군, 대조군을 설정하여 거꾸로 교실의 학습 효과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거

꾸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문법교육에서 제시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언어

적 주체로서의 인식적 확장에 있을 때 그것을 단순한 개념 이해 문제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그 연구 결과에 있어서도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공존하고 있다. 

 거꾸로 교실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이것이 문법 탐구 학습의 초기 실천과 유사한 지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광해(1997)의 탐구학습은 근본적으로 지식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만 대부분 현장 적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 이해, 전달이라는 지식관을 타개

하지 못하고 학습 방법만을 학습자 중심으로 꾸려 나가는 경향이 짙었다. 박형우(2009)에서 

다시 지식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판단한다. 거꾸로 교실이 진정한 

학습 혁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방법만의 변화가 아니라 문법교육의 본질에 대한 인식론

적 전환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여기에도 여전히 문법 탐구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 등의 학습에 대한 근본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 

2.3. 복잡성 교육에 관한 연구

 복잡성 교육 담론은 교육학 연구를 통해 도입되고 전개되고 있다. 유영만(2006a)은 학습

의 과정을 복잡계적 시각에서 창발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복잡계를 구성하는 핵

심 원리를 도출하고 복잡계 진화 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구성하여 제시한다. 복잡계를 구성

하는 핵심 구성 원리를 성인교육학 분야, 일상적 학습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배재학(2009)과 심임섭(2015)은 교육에서의 복잡적응계에 대한 논의를 개진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가치가 있다. 배재학(2009)의 연구가 패러다임의 차원에서 복잡성 이론을 고찰하고 

그 속성과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면 심임섭(2015)은 복잡적응계의 공통적 특징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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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역동적 상호관계와 창발적인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

축하고 실제 수업을 통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천적인 연구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은유적 방법에 국한되었던 교육 연구를 시뮬레이션 모형

으로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실제 수업 분석의 경우 ‘윤리와 생활’의 공개 수업 

1차시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 수업을 복잡성체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

무적이나 복잡성 창발의 조건에 대한 고찰에 그치고 있어 이를 통한 자기조직화나 공진화의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도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수업 분석을 통해 창발되는 학습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연구사적 흐름

에서 본고는 장기간의 수업을 통해 창발되는 문법 학습 현상을 은유적 분석을 통해 구체적

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연구가 복잡적응계와 관련된 보편적인 교육 이론 

제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본고는 문법교육, 문법 수업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의 복잡

적응계를 다룬다. 또한 위의 두 연구가 복잡성 창발의 기제 발견과 그 교육적 함의에 초점

을 맞추었다면, 본고는 문법 지식 구성으로서의 지식의 창발, 자기조직화, 공진화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 교육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담보한다. 

 허영주(2011)는 복잡계 이론의 인식론적 입장과 은유적 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방

법들이 교육 연구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론의 도입을 통해 

복잡하고 역동적인 교육 시스템의 공통된 구조적 유형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학습과정과 의

사결정과정, 정책확산과정의 창발 과정을 이해하고, 복잡하고 가변적인 외부 상황에 높은 적

응력을 지닌 교육 조직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역동적인 교육 현실

을 이해하기 위한 은유 및 분석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심임섭(2016)은 2000년대 이후의 복잡성 교육의 흐름을 고찰하고 있다. 복잡성 사고 훈

련, 수업을 복잡계로 만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 복잡계 리더십, 복잡계 교육 정

책, 거버넌스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복잡계로 바라보도록 돕기 위

한 복잡성 사고 훈련의 방향이나, 간객관적 인식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복잡계로서의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가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고 창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련

의 흐름은 본고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국어교육에서의 복잡성 교육 이론은 김도남(2015, 2016)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독자의 읽기 과정이 정보의 자기조직화를 통한 의미 창발의 과정임을 논의하고 네트워크적 

특성과 자기조직화의 특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는 학습 자체가 복잡적응계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본고는 복잡적응계로서의 수업의 창발성을 인식론적으로 전제하고, 문법 수업의 실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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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은유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학적으로 읽어 내는 연구이다. 복잡성 창발의 공

통된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특정한 맥락, 특정한 수업과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은 무한하다. 그러므로 복잡적응계에 대한 연구는 공통된 질서를 발견하는 것과 아울러 특

정 맥락의 복잡적응계의 구조와 자기조직화의 특별한 창발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방향도 중

요하다. 복잡성은 고정된 하나의 대본으로 제시될 수 없으며 완벽한 포착도 불가능하다

(Davis & Sumara, 2006: 262). 학습이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대한 관찰과 해석적 기술은 하

나의 공고한 진리라기보다는 ‘그럴듯한’, ‘삶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가설적 추론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최선의 가설적 추론을 만드는 것은 맥락과의 적합성을 담보할 때 가능하다

(Pierce, 1958, 김정섭, 2003: 182에서 재인용)”라는 퍼스의 주장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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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과 방법

3.1.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의 적합성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울시에 있

는 S고등학교에서 연구자가 교사로 참여하여 문법 과목 수강 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경험한 

‘문법 탐구 수업’의 경험이다.9) 질적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선정은 연구 주제와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S고등학교의 문법 수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S고등학교의 문법 수업을 선택한 것은 그 수업이 지니는 특수한 맥락에 기인한다. 

우선 영재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국가 교육과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재들의 특성

을 고려하여 학교나 교사가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

반 학교에 비해 대학수학능력과 같은 시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S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

생들이 대학 진학 시에 수시의 과학 특기자 전형에 응시하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안타

까운 현실처럼 수능이 국어 수업을 주도하고 재편하는 경향은 없다. 이 두 가지 특수한 맥

락은 아이러니하게도 ‘국어 수업다운’ 국어 수업10)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 

입시나 평가가 목적이 아닌 교사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다. 특히 S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구성과 이에 따른 평가권의 자율성

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연구자가 실천한 수업은 진도에 따른 강의식 수업이 아

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토의하며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었다.11)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단지 일반 고등학교와는 수업 조건이 극단적으로 

다른 점에서 ‘특수(特殊)’하다기보다는 ‘문법 수업다운 문법 수업’을 실천하는 의미에 ‘특별

(特別)’함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12)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거나 한정된 

9) 한 학기 문법 수업 중 실제 연구 기간은 6주에 해당하지만, 학습자의 경험은 이에 따라 단절
되지 않고 연속적인 성격을 지닌다. 앞선 수업에서의 학습 경험은 학습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존재하므로 ‘한 학기 동안의 학습 경험’이라 칭할 수 있다.

10) 남지애 외(2013: 145-146)에서는 국어과 창의 인성 수업을 성찰하면서 그것의 실체는 정책
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수업이 아니라 바로 ‘국어 수업을 국어과답게 실시하는 것’임을 주
장하고 있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유연한 교실 환경과 다양한 자원 등의 제공과 같은 정책
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목하고 있다.

11) 연구자의 구체적인 수업 경험은 3장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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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예가 아니라 ‘문법 수업을 실천하는 공간’으로서의 특별함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인기(2010: 56)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는데, 그는 영재교육을 홀리즘(Holism)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학습 체험의 개방과 연결이라는 면에서 영재교육과 일반교육의 소통성

이 확장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은성(2016)은 ‘문법 교사’가 제도적, 학문적,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현실에 주목하며 문법 교사들의 문법 수업 실천이 문법교육 내실화의 설득

력 있는 방안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S고등학교의 문법 수업

은 독립된 하나의 교과로 진행되며, 학습자들이 오롯이 문법 수업을 듣기 위해 수강 신청을 

하였고, 스스로 ‘문법 교사’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존재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

다. 이러한 특정한 문법 수업의 경험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실천에 기반한 문법 학습 경

험의 지향점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법교육 실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유의미한 문법 학습을 창발하는 수업의 적합성에 주목하였다. 교사의 수업은 일회성

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는 이전의 수업 경험을 통해 수업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수업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문법 수

업’ 또한 이전의 문법 수업의 경험이 연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적용된 결과이며 동시에 ‘수업

의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문법 수업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13)

연구자는 2015학년도에서부터 문법 탐구 학습을 중심으로 한 문법 과목 수업을 통해 학습

자들의 흥미로운 반응과 학습 성취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당시 학생들은 문법 수업 후기에

서 다음과 같은 학습 경험을 보여 주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문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점도 좋았지만, 수업을 듣고 난 뒤에 문법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주어 좋았다. 

문법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하는지 질문을 가지게 되

12) 사전의 정의에 따라 ‘특수(特殊)’와 ‘특별(特別)’의 섬세한 차이를 포착하면 다음과 같다. ‘특
수(特殊)’는 ‘특별히 다름’의 의미와 함께 ‘어떤 종류 전체에 걸치지 아니하고 부분에 한정됨’, 
‘평균적인 것을 넘음’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특별(特別)’은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의 의미를 
지닌다.  

13) 실제로 연구자는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2017학년도 2학기에도 새로운 학습자들과 문법 수
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년의 학습 경험의 연속선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수업이 보다 정교해지고 발전되어 가는 부분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구성인자들의 개별적 다
양성과 역량, 자율성, 적극적 참여 등이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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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수업을 마칠 때쯤 그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다. 문법이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틀인 동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규칙이고 응용되

는 원리이다. 이것을 잘 모르면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에 있어 다채로운 표

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외울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았지

만, 문법을 단순한 국어 과목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 문법 수업을 

국어 수업인 동시에 철학 수업이었던 것 같다. 평소에 친구들과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 맞춤법을 신경 쓰는 터라 문법 수업에서 나눠주는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많

은 도움을 얻었다. 쉽게 헷갈릴 수 있는 ‘대/데’와 ‘왠/웬’ 그리고 ‘-어지다’라는 표

현이 어색하다는 것 등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알게 되었다. 내년에 후배들이 문법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친구들도 문법이 그

냥 단순하게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기원과 원리를 파

헤쳐 주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 능력을 과시할 때 ‘나는 몇 개 국어를 한다’ 이런 식

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바탕에는 자신의 모국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자신의 

모국어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법 

수업을 통해 나는 내가 ‘우리 한국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

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이지만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사용되고 왜 그렇게 사용되어

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이

유를 굳이 캐묻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왔기 때문에 혹은 그게 익숙하니까라는 말

들로 자신을 속여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과학도의 자세로서 이런 사소한 것에

도 궁금증을 가지고 그 이유를 캐물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문법 수업을 통

해서 깨달았다.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한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변화는 무

엇이며, 수업의 어떠한 요소와 조건들이 그러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수 있었는지를 보다 

통찰력 있게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고의 연구 문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연구 방법과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적합성이다. 수업은 제도적 교육 내

에서 의도적인 기획을 통해 학습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간이며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다.14)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연구에서 현장의 수업은 마치 암흑 상자와 같이 여겨진

다. 국가적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에 이르기까지 수업을 위한 여러 층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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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들이 연구되고 마련되지만 그러한 교육적 기획들이 학습자와 만나 실제 학습 경험

이 구성되는 수업 자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문법 학습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의 수업 참여와 관찰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5년간 국어, 독서, 문학, 작문, 문법 등 대부분의 

국어 과목의 수업을 담당해 왔으며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경험이 있다. 수업에 참여하고 관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과의 라포 형성 및 학습자들

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영달, 2015: 119). 연구자는 다년간의 수업에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영재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수업 적용을 전제로 문법 탐구 학습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이와 더불어 수업에서 문법 탐구 학습이 실천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향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수업의 주체인 학습자와 교사

의 경험을 의미 있는 교육 현상으로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업 연

구의 중요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연구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업은 더 이상 암흑 상자가 

아니라 학습의 ‘블랙박스’이다. 학습자의 학습에 대해 통제 불가능하고, 관찰 불가능하며, 아

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 암흑 상자가 아니라 학습 과정과 경험, 문화들을 담지하고 있는 블

랙박스 말이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는 자동적으로 인지되거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의도적 

기록, 관찰과 주목이 필요하다. 수업은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며, 담을 수 없으며, 기록되

지 않는 것이며, 단편적인 것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의도적으로 수업에 주목하고 생생한 

학습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며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의 블랙박스를 읽어 내고 해석하

는 연구들이 수업 비평, 교실 담화 분석 등의 여러 연구 형태를 통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이러한 수업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수업에 대한 주체들의 반성적 

성찰이다. 수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물론이

며, 외부자의 시선이 아닌 교사로서, 관찰자로서, 연구자로서의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자가 학습자들과 함께 경험한 한 학기 동안의 

‘문법 탐구 수업’ 중 중간고사 이후 6차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15)16)

14) 교실은 하나의 작은 사회로 취급할 수 있는데, 사회 전체의 문화체계로부터 도출되는 하위 
체계로서의 의미와 함께 ‘교수 학습 모형,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 등으로부터 서
로 절충적으로 구성되는 나름의 교실 문화’를 형성한다(조영달, 2015: 27-28).

15) 링컨과 구바(Lincon & Guba, 1983)는 ‘장기적인 관찰은 일정한 범위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찰은 깊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Sullivan, 2013: 98-99). 

16) 강의 기간과 연구 기간이 상이한 것은 IRB 승인 이후의 기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
다.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연구 윤리는 학습자의 수업이 연구에 의해 인위적인 영향을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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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탐구 수업 개관

 문법 탐구 수업과 관련한 교사, 학습자, 수업 주제 등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17)

￭ S고등학교 2016학년도 2학기 문법 수업 개관

① 문법 수업 담당 교사: 연구자(교육경력 15년차, S고등학교 부임 5년차)

② 강의 기간: 2016. 8. 4.~2016. 12. 24. 일주일 2시간 연강, 13차시

    자료 수집 및 연구 기간: 2016. 10. 10.~ 2016. 12. 24. 6차시

③ 문법 과목 분반별 수강 정보

적게 받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실행연구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수업을 실천하고 관찰하며 그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은 단순히 수업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학교 교
육 내에서 평가와도 직결된다. 연구를 위해 새로운 과제를 부가하거나 특정 학생들을 심층 면
담하지 않은 것은 수업이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학습자들에게 학
습과 관련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수업에서 학습자와 교사 간, 학습자와 학습
자 간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기 이전에 연구를 제안하는 것은 수업 자체에 대한 부담을 증가
시킬 수도 있고, 학습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수업을 이루는 조건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7차시 수업 이후에 연구자가 연구의 의의를 소개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였을 때 대부분의 학습자는 이에 흔쾌히 동의하였으며, 수업을 보다 열심
히 들어서 연구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전체 대상
으로 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제한점이 될 수 있으나 이 과정은 문법 탐구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의 학습 경험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학습의 배경지
식이자 경험으로 작용하므로 이후 6차시의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7) 교실 수업을 해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수업 참여자들의 활동 형태, 참여 양식, 학습 과
제, 학생의 인지수준, 학급의 규모와 조직 등이 자세히 전제될 필요가 있다(조영달, 2015: 
35). 다만 서론에서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문법 교과의 규모, 수업 주제 개
요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구체적 수업 맥락과 관련한 교사, 학습자, 수업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분반 1분반 2분반 3분반 4분반 5분반 6분반

분반 

기호18)
C1 C2 C3 C4 C5 C6

수업시간
월3,4

교시

월5,6 

교시

화1,2

교시

화6,7

교시

수1,2 

교시

목3,4 

교시
수

강

생

2학년 6명 5명 5명 5명 3명 7명

3학년 10명 11명 11명 11명 13명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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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법 과목 수업 주제

 언어의 본질과 특성, 단어의 이해, 문장의 표현20) 부분을 다루되 문법 탐구 학습을 중심

으로 교사가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연구 대상은 문장과 표현 이후 언어의 본질과 

특성, 단어의 이해, 품사의 이해 부분이다.21) 

18) 학습자 집단인 문법 분반도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므로 [Class-분반 숫자]로 제시한다. 문법 
6분반은 [C6]으로 나타낸다. S고에서 문법 과목의 ‘분반’은 같은 반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의 
개념이 아니다. 학습자들은 각기 다른 반, 다른 학년으로 구성된, 문법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19) 연구를 위해 학습자들을 분반별로 구분하여 고유한 기호를 부여하였다. 기호는 [학습자
(Student)-분반 내 고유 번호]로 체계화하였다. 예를 들어 1분반의 5번 학습자는 [S1-5]로 표
시한다. 

20) 제시한 분류는 영재교육과정에 의거하여 S고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집필한 ‘문법’ 교재의 단
원명이다. 이 영재교과서 집필 당시 연구자가 전체 체계를 잡고 집필 방향을 설정하는 등 주
된 역할을 맡았었다. 영재교과서 체계는 2007, 2009 개정에 의한 문법 교과서,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단원 체제 등을 참고하였다.  

21) 다만 수업과 학습 경험의 연속선상 언급이 필요한 경우 ‘문장과 표현’ 단원의 학습 과제나 
교사의 경험은 메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총인원 16명 16명 16명 16명 16명 18명

분류 

기호19)

S1-1~

S1-16

S2-1~

S2-16

S3-1~

S3-16

S4-1~

S4-16

S5-1~

S5-16

S6-1~

S6-18

표�Ⅰ-1� 문법�과목�분반별�수강�정보�

단원 주요 학습 내용

문장과 

표현

•어순

•언어의 유형

•한국어의 기본 문형

•문장 다듬기 활동

언어의 

본질과 

•언어 기호의 특성 탐구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 규칙성, 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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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학습은 본질적으로 학습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질적 연구 또한 구성주의적 관점, 

주관주의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취하는 것은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방법론적 일치성(methodological congruence)을 담보하는 것이다(조영달, 

2015).

 학습 경험은 그 자체가 매우 역동적이고 비선형적인 복잡성 시스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는 점, 이에 따라 학습은 학습자 개인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교사, 학습자 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향식 창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교수에 의해 예측한 대로 실행되지 않으며 오히

려 우발적인 사건이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 수 있다는 점, 특정한 맥락과 얽혀 있다는 점에

서 경험의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관찰, 기술, 해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 적합하다. 

 아이즈너(Eisner, 1998: 352)는 본질적으로 교육 분야의 연구는 다른 분야보다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기 어렵고,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려 있는’ 한정적인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일반화는 철저한 통계 연구이건 사례 연구이건 따르기만 하면 되는 ‘처

방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질적 연구의 결과는 ‘처방전’이 아니라 공유되

고 토론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상호 탐구와 타협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질적 

연구 결과는 독자들에 의해 선택되고 적용되면서 일반화가 가능해진다. 본고는 학습 연구의 

본질적 성격을 전제로 학습의 과정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읽어 내는 수업 비평의 

특성 •언어와 사고, 문화

단어의 

이해

•형태소의 정의 및 형태소의 분석

•합성어, 파생어의 형태소 분석

•파생어의 원형 밝혀 적기와 소리대로 적기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접사의 뜻 구별

품사의 

이해

•품사 설정과 관련된 국어와 영어의 차이

•품사 제정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

•품사의 명칭과 뜻

•각 품사에 대한 이해

표�Ⅰ-2� 문법�과목�수업�주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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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선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 연구자, 교사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수업 비평은 교실 수업을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연구이다.22) 아이즈너(Eisner)

의 ‘교육 비평’과 ‘교육 감식안’23)이라는 개념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수업을 하나의 현상으

로 보고 수업에 작용하는 모든 기제를 메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이정숙, 

2005: 280). 이혁규(2010: 81-83)는 수업 비평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업 현상을 하나의 텍스트로 본다. 

둘째, 수업 비평은 수업 현상 내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수업 비평은 수업 현상을 기술, 분석, 해석, 평가한다. 

넷째, 수업 비평은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글쓰기’이다. 

 수업 비평은 수업을 해석적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의적인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현상 

속에 내재해 있는 요소들의 관계성을 중시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기술, 분석, 해석, 평가하며 

창조적인 글쓰기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며 비판적 대화를 이어가는 활동이다. 

 본고가 연구의 틀로 수업 비평을 선택한 것은 연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론적 통

찰이 반영된 것이다. 질적 글쓰기에서는 연구자의 위치성(positionality)과 상황성

(situatedness)이 드러나기 마련이다(김영천・이동성, 2013: 61). 기존의 교수가 학습자의 외

부자적(externalist) 시각에서 ‘가르칠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었다면 학습은 학습의 주체인 학

습자의 내부자적(internalist) 시각에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

이 필요하다(Olson & Torrance, 1998: 21-22). 교실에서의 학습 경험에서 또 중요한 하나

의 주체는 교사이다.24) 교사는 학습 주체에게 가장 강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구성인자

22) 국어교육에서의 수업 비평과 관련한 연구 성과들로는 이정숙(2005), 심영택(2010), 정재찬
(2010), 엄훈(2012a, 2012b) 등이 있다. 

23) 아이즈너(Eisner, 1998: 109-112)는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복잡하고 미묘한 특징을 섬세하
게 식별하는 능력’을 ‘교육적 감식안’이라 부른다. 교실은 감식안의 가장 복잡한 주제 중 하나
이며, 이에 대한 감식안을 기르는 것은 교수와 학습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에서 무엇이 중요
한지를 아는 관점, 교사-학생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미지 등과 같은 교육적 인식을 확장하
고 교육 경험을 점진적으로 분화시킬 수 있다. 그는 학교 교육에서 (1)의도적 차원, (2)구조적 
차원, (3)교육과정 차원, (4)교육적 차원, (5)평가적 차원이 교육적 감식안으로 다루어야 할 생
태학적 측면이라 주장한다. 

24) 발달생태학에서는 ‘아동-부모’, ‘아동-교사’와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이원적(dyad) 체계를 
생태학적 도식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설정한다(Bronfenbrenner, 1992: 5). 그런 점에서 수
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교사’의 관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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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이자 교실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이고 복잡한 흐름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며 새로운 가능

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집단의식’이자 ‘해설자(commentator)’로 존재한다(Davis et al., 

2000: 280-281). 본고는 수업을 실천한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학습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

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자의 위치와 

상황을 자기반영적 글쓰기(self-reflexive writing)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주재홍・김영천

(2012)에 의하면 자기반영성은 ①연구자 자신에 대한 반성, ②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사회 

구성적 과정 ③연구과정에 대한 솔직한 반성의 기록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을 취할 때 연구를 진행하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교사’와 ‘교

육 연구자’로서의 두 정체성이 보다 면밀히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대화성과 다의성을 추구하는 다성적 글쓰기(multivocal writing)을 지향한

다. 주재홍・김영천(2012)에 의하면 다성성(multivocality)은 한 사회 내에 여러 목소리가 존

재하거나 혹은 한 개인의 목소리가 다중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단일한 이론이나 한 사람의 절대적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과 목

소리를 통해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공유할 수 있다.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업에 참여한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

를 통해 수업 현상과 학습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Ⅱ장에서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탐구를 시도한다. 문

법 탐구 공동체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복잡적응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복잡성 사고의 관점에서 학습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를 확인하며 복잡적응계의 주요 개념과 특질,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한 학습의 

조건화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것은 수업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렌즈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문법 탐구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복잡적응계 창발을 전제로 하므로, 복잡성 사고의 인

식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의 개념화를 모색한다. 문법교육 연구와 문

법 수업 실천의 정합성을 탐색하여 문법 수업의 의미를 고찰하고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활

동 설계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복잡적응계에서 지식은 체계 내의 관계를 통해 창발되

는 것이다. 문법 수업 실천을 위한 문법 탐구 학습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설

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한다.25)

25) 아이즈너(Eisner, 1998: 398)는 질적 연구는 사전에 잘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이 아니
라 사후에 설명하는 작업이라 논한다. 그런 점에서 이론에 대한 초점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드러나고 정교화될 수 있는 것이다. 플릭(Flick, 2009: 96)에서도 질적 연구에서의 이론
적 가정은 연구과정의 흐름 속에서 좁혀지고 수정되면서 더욱 정교해짐을 논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순환적 특성을 전제로 Ⅱ장에서의 논의는 순수한 이론적 탐색이 아닌 연구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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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탐색한 이론적 틀을 참고로 하여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질적으로 고찰하고 해석한다. 이때 ‘사후 관찰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은유적 분석 방법’

을 취한다. 은유적 분석 방법이란 교육 현상을 근접 관찰한 후 기술하면서 행위자의 상호작

용, 자기조직화, 혼돈, 공진화, 창발, 프랙털 등 복잡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적

용하고 기술하는 연구 방법이다(심임섭, 2015: 5).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의 복잡적응계적 

특질을 확인하며 이러한 체계가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본다. 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문법 탐구 학습의 구조를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복잡도 증

가를 통한 집단 지성 창발이 일어난 수업 단위별 고찰을 통해 미시적 탐구 학습의 양상을 

확인한다. 구체적인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와 학습자들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창발의 여러 

장면을 포착하며 수업에서의 학습 과정의 실제와 그 의미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문법 탐

구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기 동안의 문법 탐구 수업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학습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 검증의 삼각화를 꾀하였다.26) 수업 시간의 

학습 대화 녹화, 학습자들의 반성적 저널로서의 글쓰기, 언어비평문, 교사의 수업 구성과 수

업 실천에 관련된 수업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습자들의 반성적 저널 또한 매 수업 

시간 학생들의 자기 학습에 대한 메타적 인식이 담긴 ‘생각쪽지(수업 후기+탐구 질문)’, 최

종 학습 경험에 대한 성찰이 담긴 ‘문법 탐구 학습 경험’으로 자료의 성격을 다양화하였다. 

거치면서 초점화되고 정교화된 논의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6) 설리반(Sullivan, 2009: 100-101)은 매치슨(Mathison, 1988)의 견해를 인용하여 삼각검증의 
진정한 가치는 자료 수집과 문제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실재 세
계를 의미 있게 볼 수 있도록 풍부하고 보다 나은 증거를 제시하는 기술이라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삼각검증은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양한 구성물의 교차점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복잡성 체계 연구를 위해 더욱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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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수업 산출물 자료27) 수업 활동 자료

생각쪽지 6~10 398편
수업 동영상

(학습 대화, 

학습 활동)

6분반  6차시

(100분 수업 기준)

언어비평문

(비평문 계획서 포함)
140편

탐구학습지 및 수업 

안내 자료
8개

학습 PPT 11개
문법 탐구 학습 경험 74편

우리말 산책 24편

표Ⅰ-3� 문법�학습�경험�고찰을�위한�자료�

 수집된 자료는 Nvivo 1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코딩을 통한 의미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

때 개방코딩과 폐쇄코딩을 모두 적용하는 다중 코딩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Ⅱ장에서 논의된 

복잡적응계의 특질을 바탕으로 폐쇄코딩을 실시하여 그 특징적인 구조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문법 탐구 공동체의 구체적인 학습 경험의 양상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자료에 

의한 개방코딩을 1차 코딩으로 삼고, 여기에서 범주 간 유목화를 통해 상위 범주를 도출하

였다. 

 Ⅳ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조화28)의 실천wjr 

원리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조화의 실천적 

원리를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문법적으로 성찰하기’ ‘함께 

탐구(exploration)하기’로 제안하였다. 실천적 전략은 행위자의 역량과 자율성 강화, 수업 구

조 설계의 측면, 문법 탐구 활동 설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본 연구는 문법 학습 현상을 복잡적응계의 렌즈를 통해 새롭게 인식하는 작업이다. 따라

서 이전에 없던 새로움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학습 현상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나, 알고 있었으나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주목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이

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문법교육 연구와의 공통점을 전제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7) 학습자 수업 산출물 자료들은 [학습자-번호]로 기호화하였다. ‘생각쪽지’는 6~10을, 언어비
평문은 11,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은 12의 기호를 부여하였다. 가령 1분반 1번 학습자의 생각쪽
지 6은 [S1-6-6]으로, 문법 탐구 학습 경험 자료는 [S1-1-12]로 나타내었다. 

28) 복잡적응계에서 교수행위는 건축적 의미보다 생물학적인 의미의 구조화하기(structuring)가 
적합하다(Davis, 2004: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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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 고찰을 위한 이론적 탐구

 학습 현상과 학습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질문 즉 ‘학습이란 무엇인

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고에서 상정하는 학습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가 무엇인지를 확

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는 동시에 연구의 전 과정에 걸치는 

인식론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식론이란 세계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하나의 특정한 렌즈이다. 

아무리 복잡하고 역동적인 실체도 2차원만을 인식하는 렌즈를 통해서는 하나의 평면으로만 

관찰될 뿐이다. 그러므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론적 렌즈를 

찾고 연구 과정에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의 실천은 ‘학습자의 유의미한 문법 학습’을 목표로 자기유사성

을 지니고 있지만 그 수준이나 양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문법교육 연구가 문법 교과

의 지식의 구조를 고려한 이상적인 교육 내용 설계를 지향한다면, 문법 수업은 특정한 시공

간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특정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문법 탐구 수업 실천을 위해 수업 대상으로서의 문법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떠한 문

법 학습 활동을 촉진시킬 것인가를 탐색한다. 이는 바로 문법 학습의 인식론적 틀을 탐색하

는 것이다.29) 

 1. 수업 현상을 바라보는 렌즈: 복잡적응계

 20세기 중반 물리학과 생물학의 일부 연구에서 촉발된 복잡성 과학은 인공두뇌학, 정보과

학, 체계이론, 인공지능, 프랙털 기하학, 비선형 동역학 등의 간학문적 연구로 이어졌으며 경

제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는 물론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은 

예술 분야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Davis, 2006; 유영만, 2006; 허영주, 2011). 그러

나 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며, 이는 교육의 공고한 제도적 체계가 고

착화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Davis & Sumara 2006: 231). 

복잡계의 중요한 특징은 학습하는 체계라는 점이다. 학습은 복잡계의 본질적인 언어이며, 

이 점에서 복잡계에 대한 탐색은 학습 현상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측면을 포착하고 이해하는 

29) 조영달(2015: 68)에서는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연구 대상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 성
격에 맞는 연구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논하고 있다. 특히 교
실 수업 연구에서 교육 현상의 성격은 무엇인지, 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연구의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연구 진행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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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1.1. 학습에 대한 복잡성 사고의 기본 관점

 1.1.1. 학습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

 복잡성 사고(complexity thinking)30)란 특정 이론이라기보다는 여러 정합이론들(coherence 

theories)31)을 함께 묶어 놓은 일종의 개념 우산과 같은 것으로 여러 이론 및 초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층적인 교육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다학문적

(transdisciplinary) 접근이 필요하다(Davis et al, 2000: 182-183).32) 

 복잡성 사고의 탐색은 학습에 대한 우리의 암묵적인 편견을 직시할 수 있게 해 준다. 우

리의 교육 연구는 행동주의, 인지주의 담론을 극복하고 구성주의, 생태학적, 복잡성 사고의 

패러다임까지를 넘나들고 있다. 이에 따라 문법교육 연구는 물론 연구자를 비롯한 현장의 

많은 교사들도 학습은 학습자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 공감하며 수업을 준

비하고 실천해 왔다. 그러나 정작 ‘지식을 구성하다’의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질적 천착이 부족했다.33) 또한 학교 현장 자체도 구성주의 교육이나 혁신 교육의 바람이 

30) 관련된 용어로 ‘복잡성 이론(complexity theory)’, ‘복잡성 과학(complexity science)’을 들 수 
있다.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06)에서는 복잡성 과학이 보여 주는 ‘무엇이 존
재하는가’의 사실 추구나, ‘무엇이 존재할 수도 있을까?’라는 해석 탐구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실천 지향적인 것에 초점을 두며 ‘복잡성 사고(complexity thinking)’의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11)에서는 ‘thinking’의 
번역어로 ‘철학’을 사용하고 있으나,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에서는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복잡성 사고’ 용어를 채택한다. 

31) 정합이론(coherence theory)은 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의 대안으로 ‘인간학습에 대
한 몸과 마음, 자아와 타자, 개인과 집단, 인식주체와 지식, 인간과 인간이 아닌 개체 사이의 
근본적 구분’을 거부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구성인자들의 생존과 관련하여 최적이나 효율
성이 아니라 ‘적절성(adequacy)’과 ‘충족성(sufficiency)’의 관점을 취한다. 구성주의, 학습에 대
한 문화비판이론, 생태학적 이론들이 이에 속한다(Davis et al, 2000: 164-180).

32) 본고는 학습의 생물학적 토대, 사회문화적 토대를 동시에 고려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물
학적인 존재이므로 신체적, 물리적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적 행동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그
러나 현대 교육 연구에서는 생물학적인 것이 대체적으로 배제되어 왔다(Davis & Sumara, 
2006: 211).

33) 토비아스와 더피(Tobias & Duffy, 2010)는 구성주의 수업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을 소개하
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교육에서의 구성주의는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구체성의 결여
로 도전과 비판을 받아왔는데, 주로 최소한의 수업 가이던스를 구성주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에
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의 능동성과 ‘지식은 구성된다’는 의미를 모호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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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 있지만 여전히 교수가 학습을 야기한다는 기계적인 가정을 떨치지 못하고 ‘학습 결과’

와 ‘성과 지표’에 따른 의무교육 과정을 따르며 보상과 처벌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

는 모습을 보인다(Davis et al, 2000: 158). 

 이것은 ‘학습’을 이해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된

다. 학습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교육 연구들은 필연적으로 앎, 지각, 인식의 본질에 대

해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습은 세상을 경험하는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Olson & Torrance, 1996: 733).

 이와 관련하여 마뚜라나와 바렐라(Maturana & Varela, 1984: 30-38)는 ‘인식을 인식한

다’는 것은 ‘눈에게 눈 자체를 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어지러운 순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활동임을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그들은 우리의 존재와 행위와 인식이 

언제나 함께 얽혀 있음을 인정하고 ‘함이 곧 앎이며 앎이 곧 함이라’는 탐구의 방향성을 제

시한다. 자신의 세계를 산출하는 인식 또한 생물의 생존을 지속하는 효과적인 행위로 이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교육 현장에 얽혀 있는 학습에 대한 암묵적인 인식론적 전제를 확인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든다.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06: 203)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설명적인
(descriptive) 구성주의 담론을 규범적인(prescriptive) 담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보다 실천지향적인 복잡성 사고를 지향한다. 

형이상학

(합리주의, 경험주의 등)

형이하학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복잡성 과학, 

생태주의 등)

세계관

결정된 것

우주는 이미 완성되었거나 계획된 

것, 이상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이

해

창발되는 것

우주는 다양화되고 변형되면서 펼쳐지는 

것으로 봄

존재론
존재론적 차이에 중점을 둔 이분법

적 논리(잘라내기)

존재론적으로 현상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

는지 분지(bifurcation)의 논리(가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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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스(Davis, 2004)는 복잡성 교육과 생태주의적 교육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과 

교수 행위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와 그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 준다.34) 그는 이

34) 위의 표 내용은 포스넛과 투메이(Fosnot & Twomey, 1996)와 데이비스(Davis, 2004)를 참
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주된 

은유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식견(insight), 명확성

(clarity), 깨우침(enlightenment)

기하학적 이미지: 선형(lines), 구별

되는 구역(distinct regions)

청각적 은유: 목소리(voice), 담론

(discourse), 공명(resonance)

프랙털 이미지: 나무(tree), 그물(webs)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해

이상향을 향해 나가는 발달 과정, 자

연적 발달은 완전함을 향해 나가는 

진보로 이해, 선형적 과정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것, 주체가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창발하는 과정, 생물학적인 

전개

학습에 

대한 이해

학습은 불완전한 아동이 완전한 성

인으로 질서정연하게 나아가도록 계

획하는 것으로 발달 모형과 교육과

정 구조에 공식적으로 적용되어 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적응 

과정

학습자와 학습하는 대상을 분리하지 않으

며 학습자와 상황은 서로 얽혀 있음.

학습은 외부의 것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대부분의 가능성과 경로를 대신

하여 어떤 특별한 가능성을 행하고 택하

는 변형의 과정임.

학습은 축적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회귀

적인 정교한 시행착오의 과정임.

학습은 가능성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 나

가면서 이미 배운 것을 변화시키는 과정

임.

지식 학습을 통해 전달되고 전수되는 것 학습을 통해 구성되는 것

지각
(perception)

에 대한 

관점

흠과 실수를 만드는 통로로, 주체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

주체와 바깥세상을 연결해 주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표�Ⅱ-1� 학습에�대한�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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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흐름을 이분법적(dichotomizaton)이고 선형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선형적이고 계보학적 

사고(bifurcation)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비선형적 가지치기는 복잡성 담론에서 학습 현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론과 관계가 있다. 계보학적 사고는 이분법적 사고(dichotomizaton)

처럼 사물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어 서로 배타적인 범주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양하고 분지를 

통해 사물의 구별이 만들어진 근본적 이유나 근거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두 범주의 차이보다

는 동일함과 공통적 전제를 탐색하는 관점이다. 이는 특히 초학문적인 복잡성 사고의 관점

에서 특정한 학습 현상을 탐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이론들의 공통된 기반과 관계성을 조

망하면서 복잡계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확장적인 안목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형이상학에 기반한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불완전한 아동이 학습을 통해 이상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발달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이에 따라 가르칠 내용은 학생들의 표준화된 발달 과

정에 맞추어 객관적인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으며, 교실에서의 수업은 이러한 지식을 전달하

고 전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정보의 입력에 따른 학습 결과의 산출은 선형적인 

것이며, 학습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형이하학적 담론을 전제로 한 교육에서는 세계란 근본적으로 창발되는 것으로 

학습 또한 끊임없는 적응의 과정으로 본다. 지식은 학습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

서 지식의 대상과 지식의 주체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 세계관에서는 주체는 지각

(perception)을 통해 다른 주체 혹은 다른 사회적 집단들과 접속할 수 있으며, 자기조직화

(self-organization)와 새로운 지식의 창발을 경험할 수 있다. 

 1.1.2. 학습과 객관적 지식의 관계

 복잡성 사고는 집단적인 지식과 개별적인 이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교한 논의를 가능하

게 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Davis & Sumara, 2006: 139). 이는 학습과 

객관적 지식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림�Ⅱ-1� 지식과�인식�행위에�대한�대중적인�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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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은 객관적인 지식(knowledge)과 개별적인 인식 행위(knowing)의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으로 학습을 정보나 지식의 일방적 흐름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이는 

<내적/외적>, <자아/타자>, <개인/집단>, <인식주체/지식>의 이분법적 관점에 토대하고 있으

며 학습은 외부 세계의 지식과 내적 모델을 연결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식은 ‘주입’하

는 것이며 이해는 ‘습득’하는 것이 된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칠 내용’을 정련하고 교수 

방법을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목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 요소들을 조작함으로써 교과

의 지식이 학습자들에게 내면화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때 주된 교수 행위는 지시, 

계획, 예측, 행동관리, 평가 등으로 나타난다(Davis et al., 2000: 154-164). 

 이에 반해 복잡성 사고는 인간의 학습에서 <몸과 마음>, <자아와 타자>, <개인과 집단>, 

<인식주체와 지식>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을 거부하며 ‘내적 정합성(coherence)’을 중심으로 

이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본다.

 복잡성 사고에서는 그림 Ⅱ-2처럼 주관적 이해가 객관적 지식 안에 중층적으로 포개져 

있는 새로운 학습에 대한 은유를 제시한다. 학습은 외부에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의 일방적 

흐름이나 전달이 아니라 서로 함축되어 있는 두 현상이 각각의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항상적

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본다(Davis & Sumara, 2000: 63). 주관적 이해는 객관적 지식

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 둘은 ‘내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상호 간의 관계를 맺으며 존

재한다. 

 이러한 관점은 무엇보다 학습에서 개인과 집단의 양립35)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적 이해

35) 구성주의 담론에서 피아제의 이론은 주관적 이해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비고츠키
의 이론은 객관적 지식 체계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 왔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그림�Ⅱ-2� 지식과�인식�행위에�대한�

복잡성�사고의�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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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한다. 복잡성 사고에서 주관적 이해는 새로운 경험을 통합하고 체화하는 동시에 객

관적 지식 체계 안으로 통합된다. 복잡성 사고는 개인 대 사회라는 이분법을 극복하되 이 

둘을 상이한 과정이 작용하는 복잡성 행위의 두 가지 수준으로 본다. 특히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 지식은 서로 다른 시간 척도를 지니지만 유사한 진화론적 동역학을 따르는 것이다

(Davis & Sumara, 2006: 63). 요컨대 학습은 개인적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

실의 집단성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개인과 집단은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

재하는 상이한 수준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적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교육을 바라보면 정규 교육은 그림 Ⅱ-3과 같이 역동적이고 중층적으로 포개진 수

많은 수준이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데이비스와 심트(Davis & 

Simmmt)는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이해 사이에 교육과정과 교실 통일체를 의미하는 적어도 

두 가지 수준의 복잡성 조직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Davis & Sumara, 2006: 164).36)

많은 연구들이 이 두 이론의 성과를 비교하고 양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두 이론이 
근본적으로 전혀 별개의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다(Davis & Sumara, 2006: 123).

36) 이러한 학습체계는 생태학적 환경(ecological environment)과 유사하다. 브로펜브렌너
(Bronfenbrenner, 1992: 3)는 생태학적인 환경을 위상학적으로 한 가지 구조 안에 다음 구조
가 각각 끼어들어가 있는 동심원적 겹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치 마트료시카와 같
은 러시아 인형 세트처럼 각 구조는 다른 구조 속에 포함되며 전체가 자기유사성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그림�Ⅱ-3� 학교에서�배우는�교과(객관적�지식)의�포개진�

수준(Davis� &� Sumara,� 2006:�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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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지식은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통해 교육 내용화되고 개별 학습자들의 주관적 이

해는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 지성으로 창발되면서 교과 지식의 경계 내에서 이를 지향하며 

보다 발전할 수 있다. 만약 학습에서 객관적 지식을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객

관적 지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자의 주관적 이해만을 강요하는 것은 이러한 중층적으로 포

개진 수준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37) 교실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주관적 이해에 기여

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관적 이해가 어떻게 교육과정 안으로 통합되고 동시에 객관적인 교

과 지식의 틀을 갖추는지, 개인의 이해와 교사의 노력, 교육 내용의 전문화 등이 교과 형성

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Davis & Sumara, 2006: 165).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이해 즉 학습에 대한 관계는 포퍼(Popper, 1972)38)와 그의 이론을 

새롭게 주목한 버라이터와 스카다말리아(Beteiter & Scardamlia, 2011: 671-680)의 논의 또

한 참고할 수 있다. 포퍼(Popper)는 주관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지식을 구분한다. 주관적인 

지식은 유기체적 지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유기체의 성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객관적인 지식은 학술지나 책으로 출판된 이론들과 이론에 대한 논의들 등 

대상화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그는 서로 연관이 있지만 분리된 세 가지 세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를 ‘세계1’로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들의 세계를 ‘세계2’로, 그

리고 책들, 장서들, 컴퓨터의 기억장치들 및 이 같은 종류의 논리적 내용들의 세계

를 ‘세계3’으로 부를 수 있다(Popper, 1972: 118). 

 그의 논의를 교실 학습에 적용하면 교실 학습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세계2에 대한 믿음

을 활성화시키되 세계3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2가 물리적인 세계1만을 확인하고 

언급한다면 단순한 사실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반면에 세계2를 중심으로 각각의 관점만을 

주장한다면 상대주의적 잡담으로 흘러갈 수 있다. 세계2는 세계3의 직관적인 진보의 원천으

로 작용하며, 동시에 세계3은 세계2의 지향점으로 작용한다. 

 버라이터와 스카다말리아(Beteiter & Scardamlia, 2011: 671-680)는 포퍼(Popper)의 스키

마에서 ‘세계 2.5’라는 새로운 범주를 제시하며 그것을 ‘실천에 내재된 지식이라 부른다. 이

37)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객관적 지식을 학습자에게 강요하는 것이었다면, 학습자 
중심을 표방하며 교사의 역할을 최소화하며 학습자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교육은 학습자
들의 주관적 이해만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8) 과학에서 정합이론은 쿤이나 포퍼를 통해 확산되었다(Davis & Sumara, 200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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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개인적인 마음의 세계2로 환원될 수 없으며, 세계3의 일부분도 아니다. 그것은 토론되

고 비교되고 수정될 수 있는 지식이다.

 기존의 교육은 이러한 지식 구성과 학습을 구분하지 않고 주로 세계3의 대상들을 학습의 

최종적인 산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교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교육의 결과로 

담지하게 될 지식과 역량으로서의 세계2 차원의 학습이다. 학습은 학습자의 세계2가 세계3

과의 내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1.2. 복잡적응계의 개념

  1.2.1. 복잡성의 개념

 복잡성 과학에서 ‘복잡하다’의 의미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질서정연한 상황이 복잡함’을 

뜻한다(윤영수・채승병, 2005: 19).39) 즉 복잡함 뒤에 숨어 있는 질서가 복잡성의 정확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우선 ‘복잡성(complexity)’은 ‘복합(complicated)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버

(Weaver, 1948)는 현상의 세 가지 범주로  ‘단순(simple)’, ‘복합’(complicated), ‘복잡

(complex)’을 제시하였다. ‘단순’과 ‘복합’은 기계적인 사건(mechanical events)을 이르는 용

어로 구성 요소들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체계는 기초

적인 요소, 근본 원인, 기본 법칙 등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정확한 규칙에 근거하여 완벽하

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체계는 ‘부분의 예측 가능한 합’의 의미를 지닌다. 서구 근

대 과학에서 주로 다루어 온 문제는 이러한 분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다. 

 이에 반해 ‘복잡계(complex system)’40)는 역동적이고 적응력 있는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

용에 의해 창발되는 체계이다.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매 순간 공동 적응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지닌다. 체계는 예측이 어

려우며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창발(emergence)을 보여 준다(Davis & Sumara, 2008, 

39) ‘complex’의 어원인 라틴어 ‘complexus’는 ‘엮는다(pleko)’와 ‘함께(com-)’가 결합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용
어이다(윤영수・채승병, 2005: 19).

40) 복잡계는 크게 비적응적복잡계와 복잡적응계로 나뉠 수 있다. 전자가 카오스 현상이라 불리
는 비유기적 요소로 구성된 자연계의 체계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인체의 신경계, 경제시스템과 
같이 다수의 행위자가 자율성을 갖고 상호작용하며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특정한 구조와 규
칙을 만들어 나가는 체계를 말한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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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et al., 2000). 

 복잡성의 의미는 전통적 과학과 복잡성 과학의 관점 비교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복

잡성 과학은 서구 과학의 환원주의41)가 해결하지 못한 비선형적이고 창발적인 현상들에 관

심을 갖는다. 이전의 과학이 선형적인 대상을 분석하여 전체를 환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면, 복잡성 과학은 ‘분석에서 종합으로, 쪼개는 과학에서 합치는 과학으로’ 선회한 선두 주자

이다(Holland, 1995: 224). 

 위의 표에서 질서와 무질서를 바라보는 두 관점은 특징적이다. 전통적 과학에서 질서와 

무질서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며, 질서를 지닌 것만이 과학의 대상이었고, 무질서한 것들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복잡성 과학에서는 질서와 무질서는 분리된 것이 아니

라 언제든지 서로의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본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110). 복잡적

응계의 자기조직화는 질서와 무질서 상태의 중간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다(윤영

수・채승병, 2005: 146).

 교실에서의 수업 또한 학습자라는 자율적이고 적응적인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학습하

고 진화한다는 점에서 복잡적응계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다. 이때 수업 현상을 바라보는 관

점은 기존의 선형성, 예측 가능, 분석적, 질서 중심의 관점을 극복하고 비선형성, 예측 불가

능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며 질서와 무질서의 균형과 통합을 지향하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

다. 

41) 환원주의(reductionism)는 구성 요소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그 결과의 종합을 통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부분의 합이 전체와 일치한다는 선형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요소환원주의라고도 부른다(윤영수・채승병, 2005: 543).

전통적 과학 복잡성 과학

평형/균형

선형성

예측 가능

분석적

질서↔무질서

비평형/불균형

비선형성

예측 불가능

통합적

질서-무질서

표�Ⅱ-2� 전통적�과학과�복잡성과학의�비교

(삼성경제연구소,� 199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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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적응의 개념

 학습이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 개인의 행동이나 행동 잠재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할 수 없던 것(not being able to)’에서 ‘할 수 있게 된 것

(being able to)’으로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Olson & Torrance, 1996: 730). 이러한 학

습자의 변화는 적응(adaptation)이라는 생물학적 개념을 통해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학습은 기본적으로 유기체가 환경에 맞춰 자신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또한 환경을 변화시

키는 적응(adaptation)의 과정이다. 피아제(Piaget, 1970: 140)는 인간을 신체적, 생물학적으

로, 인지적으로 발달해 가는 유기체로 보면서 ‘주체란 끊임없이 구성되어 가고 있는 존재’로 

보았다. 피아제(Piaget)가 제시한 적응(adaptation)은 생물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살아 있는 

유기체와 이들이 속한 환경 간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을 통한 인지적 평형화(cognitive equilibration)를 성장의 기제로 보았

다.42) 

 마뚜라나와 바렐라(Maturana & Varela, 1984)는 인간 인지 능력의 생물학적 뿌리와 인

식 행위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토대를 고찰하면서 앎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앎

은 유기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를 산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적인 속성이며 유기체의 구조와 환경과의 끊임없는 재귀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

조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자신을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존재를 자기생성조직

(autopoietische organization)으로 본다. 생물은 조직(organization)의 유일한 산물이 자기 자

신이라는 점, 즉 생성자와 생성물 사이에 구분이 없으며 자기생성개체의 존재와 행위는 나

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모든 인지적 경험은 자신의 생물학적 구조를 바탕

으로 매우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인식자를 전제한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와 인식은 언제나 

함께 얽혀 있으므로 ‘함이 곧 앎이며, 앎이 곧 함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개체의 변화는 

환경의 어떤 상태나 자극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유발’되는 것이며 이때 구조 변화 

유발을 결정하는 것은 섭동작용물의 속성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구조라는 점이다. 즉 학습

42) 동화는 자기 자신의 논리적 구조나 이해력을 토대로 경험을 조직해 가는 과정으로 세상을 
자신의 틀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조절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와 맞지 않는 새로
운 경험이 주어졌을 때 혼란과 불평형의 상태를 거쳐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으로, 자신의 한계
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식과 영역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조절은 반성적이며 통
합적인 행동이며 자신의 자아를 변화시키고 인지적인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평형화는 정적이거나 동화, 갈등, 조절 등이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
다. 그것은 적응과 조직, 성장과 변화에 있어서 마치 춤을 추듯 평형을 이루어 나가는 역동적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Fosnot & Twomey, 1996: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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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습을 촉발하는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학습자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136)에서는 학습은 충분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

해 학습 체계의 내적 관계들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때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학습을 촉발시킨 사건이나 경험이 아닌 학습자 자신이라 말한다. 

 요컨대 학습자는 자신의 구조와 역사를 바탕으로 학습을 통해 매 순간 자신을 새롭게 갱

신하는 적응적 존재이다. 교실에서 학습자는 매 순간 변화하는 과정적 존재이며, 각 학습자

들의 학습 경험은 모두 상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쉽게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학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학습자 자신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중요함을 인식

할 수 있다. 

1.3. 복잡적응계의 특질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는 서로 병렬적으로 행동하는 많은 행위자들로 구성

된 동적 그물망이라는 점에서 ‘복잡’하며, 각 구성 요소들이 동시에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변화한다는 점에서 ‘적응적’인 체계이다(윤영수・채승병, 2005: 165). 

 그간의 복잡성 사고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수많은 복잡적응계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질을 

밝히며 한편으로 복잡계 창발을 위한 내적 외적 조건들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흘러 왔다43). 

복잡적응계의 개념과 정의를 기술하는 여러 논의들은 유사하면서도 연구자들에 따라 세부적

으로 차이가 난다(MacDaniel, 2007: 22; Holland, 1995: 218). 맥다니엘(MacDaniel, 

2007)은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며 복잡적응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간명하게 제

시하고 있다. 

학습하는 다양한 행위자들(diverse agents)이

비선형적 방식(nonlinear ways)으로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함으로써

자기조직화(self-organize)하며

창발된 속성(emergent properties)을 지니며

환경과 함께 공진화(co-evolve)한다. 

43) 산타페 연구소(Santa Fe Institute)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복잡성에 대한 근원적 통합의 비전
을 공유하는 기관이다. 연구소의 미션-진화하는 세상의 복잡성 속에서 질서 찾기(Searching 
for order in the Complexity of Evolving Worlds)-이 말해 주듯 복잡계의 보이지 않는 기제
와 과정을 밝힘으로써 자발적이고 자기조직화하는 전 세계의 동역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
을 전제한다. 산타페 연구소를 중심으로 복잡성 과학이 태동하게 된 필연적이고 우연적인 동
기에 관한 이야기는 월드롭(Waldrop, 1992)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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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계는 간단하게 말해 ‘창발 현상’을 보이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하는 

복잡적응계의 특질은 이러한 ‘창발’이 일어나기 위해 체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볼 수도 

있다.44) 따라서 복잡적응계의 핵심적 특질인 자기조직화와 창발, 공진화에 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행위자, 비선형적 상호작용, 프랙털 구조 등의 특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45)  

 1.3.1.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창발(emergence), 공진화(co-evolve)

 복잡계 이론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워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규칙과 질서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관련이 있다. 복잡적응계에서 질서가 만들어

지는 원리가 바로 자기조직화이기 때문이다. 자기조직화는 외부의 개입 없이 구성 요소 간

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질서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성을 지닌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111).46) 자기조

직화는 창발(emergence)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카우프만(Kauffman, 1995: 49)은 창발의 개

44) 홀랜드(Holland, 1995: 30)는 복잡적응계의 공통적인 네 가지 속성과 세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유일한 기본 요소들이 아니며, 이 7가지 요소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공통 
특성의 목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논한다. 

45) 이때 이 특질들은 본질적으로 함께 얽혀 있는 동시발생적인 것이라 논의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중복이 불가피함을 미리 밝힌다.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06: 146)는 
복잡체계를 분석하는 모든 시도가 작위적일 수밖에 없음을 언급한다. 복잡성 체계의 여러 측
면들은 서로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분석적 시도
는 복잡체계가 여러 측면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들이 ‘복잡 체계의 구조와 
동역학’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46) 새나 물고기들이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 것, 개미 사회가 고도의 규칙과 질서를 갖게 되는 
현상을 자기조직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179)에서는 먹이
를 찾는 개미 비유를 통해 먹이를 발견하는 지식은 개체인 개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미
들의 상황적・분산적 활동 속에 존재함 즉 ‘학습자는 집단’임을 논하고 있다. 복잡성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예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개미들의 움직임은 학습과정에 관한 유용한 분석을 제공한다. 먹이를 찾을 때 개미들의 경
로는 목적이 없고, 불규칙한 것처럼 보인다. 먹이가 발견되었을 때, 개미는 지금까지의 절차를 
무시하고 언덕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의 화학적인 향을 추적한다. 다른 개미들이 함께 참여하면
서 길게 이어지는 열은 점차적으로 거의 직선경로로 반듯하게 펴진다. 개인적・집단적 수준에
서 보이는 인간학습은 또한 이 절차와 비슷하다. 외견상으로 임의적인 공동의 탐구와 함께 시
작되고, 효과적인 틀을 생성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움직임들’을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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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전체는 그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문장으로 나타낸다. 창발은 개별적 구성 요

소가 갖지 못한 특성이나 행동이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전체 구조에서 자발적

으로 출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유영만, 2006a: 35). 

 자기조직화와 관련하여 카우프만(Kauffman, 1995: 53-55)은 이것이 질서와 혼돈 사이의 

균형잡힌 영역을 향해 진화함을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창발은 ‘혼돈의 가장자리

(Edge of Chaos)’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물리학적 비유인 상전이를 빌려 설명한다. 

물이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증기와 같이 각기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복잡

적응계도 경직된 질서의 영역, 가스와 같은 혼돈의 영역, 그리고 질서와 혼돈 사이에 놓인 

일종의 액체의 영역, 즉 상전이가 일어나는 영역 즉 혼돈의 가장자리를 상정한다. ‘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Chaos)’는 질서와 혼돈의 경계로 혼돈으로 와해되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

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구조로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창조적 적응의 지대(Zone of Creative Adaptability)’라 명명하기도 한다

(유영만, 2006a: 62). 학습에서는 혼돈의 가장자리를 넘어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창발(emergence)은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예기치 않은 조직

화 또는 구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자기조직화 과정 중에 참신하고 일관적인 패턴

과 자질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창발은 복잡적응계의 참신함과 놀라움의 핵

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창발은 외부적으로 강요될 수 없으며 상호작용의 과정에

서 내부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연성과 즉흥성을 띤다.

공진화(co-evolve)는 체계 내의 각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동시에 순차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공존공생하는 자기조직화이다. 

하위 체계들이 공진화를 통해 만들어 내는 질서는 상위 체계의 자기조직화 과정이라는 점에

서 본질적으로 공진화도 자기조직화 과정에 속한다(정명호・장승권, 1997, 유영만, 2006a: 

64에서 재인용). 복잡적응계와 환경은 다른 행위자들의 발달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는 공진화(co-evolve)를 거친다. 체계가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를 둘러싼 세상 또한 

변화시킨다. 카우프만(Kauffman, 1993, 1995)은 복잡적응계가 ‘적합도 지형(fitness 

landscapes)’47)에 존재하며 행위자들은 그러한 지역적 정보에 의해 행동하며 지속적으로 적

합 지형에서의 그들의 포지션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지형을 변화시키는 동

47) 적합도 지형이란 생물 개체나 개체군의 적합도 정도를 유전자 배열과 같은 매개 변수의 평
면에서 높이로 나타낸 일종의 곡면 그래프로, 산과 계곡이 있는 지형에 비유되기도 한다
(Kauffman, 199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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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그 지형에 적합한 자신의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개체와 환경의 공진화의 개념은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생태적 지위는 그 종이 어떻게 사는가와 관련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48) 학습 현상에 있어

서 학습자와 학습 환경 간에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적합한 상호작용의 조건들이 바로 생태

적 지위이다. 이는 카우프만(Kauffman)이 말한 ‘적합도 지형’과 유사한 개념이다. 문법 학습

을 통해 학습자들이 언어 현상을 인식하는 문법적 사고와 안목이 정교화될 때 집단적 학습

자로서의 전체 학급도 보다 많은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법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쪽으로 환경이 진화하게 된다. 

 자기조직화와 창발은 복잡성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면서 동시에 까다로운 개념이

다. 창발성이 발생하는 독특한 조건과 기제가 상황마다 극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교육 관

련 자료에서 자기조직화 현상과 관련된 설명적 연구는 거의 없다(Davis & Sumara, 2006: 

148). 본고가 주목하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구체적인 학습 경험은 이러한 자기조직화를 고

찰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장과 변화 과정을 통해 문법 탐구 공동체의 적응과 공진화를 이해

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1.3.2. 행위자(agent)

 복잡적응계는 예외 없이 다양한 형태와 능력을 가진 수많은 활동적인 행위자들로 구성된

다(Holland, 1995: 26). 이러한 행위자의 다양성은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한 자원으로 기능

한다. 특히 행위자들은 상호작용을 거쳐 더 높은 수준의 행위자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를 

메타행위자(meta-agent)라 한다. 

 마뚜라나와 바렐라(Maturana & Varela, 1984)는 메타행위자의 형성이 생물학적으로 구

조 접속을 통한 메타세포체의 생성과 관련됨을 언급한다. 하나의 세포에 있어 다른 세포들

은 상호작용의 여러 원천들 중의 하나로, 기본적으로 환경으로 작용한다. 개체가 환경과 상

호작용을 통해 구조 변화를 주고받으며 상위의 유기적 개체로 도약하는 것이 메타세포체의 

창발이다. 메타세포체는 2차 등급의 자기생성체계라 할 수 있는데 각 세포들을 자기 구조의 

구성 요소로 갖고 있다. 2차 등급의 메타세포체로는 유기체나 콜로니, 사회 등의 조직이 포

48) 타운센드 외(Towbsend et al., 2000: 106)에서는 생태적 지위를 한 개체 혹은 종이 살아가
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원에 대해서 작용하는 내성과 요구를 설명하는 개념이라 논한다. 예를 
들어 온도는 모든 생물의 생장과 생식을 제한하는 하나의 조건이지만, 서로 다른 생물은 서
로 다른 온도범위에 대한 내성을 나타낸다. 온도의 범위는 생물의 생태적 지위에 대한 하나
의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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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사회적 현상은 유기체들이 재귀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각자의 

개체발생을 실현하며 3차 등급의 개체를 이루는 데 참여하는 일과 관련된다. 세포체의 자기

생성조직의 특성과 2차, 3차 등급의 자기생성조직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연속적이고 중층적

으로 포개져 있으며, 자기유사성을 띤다. 

 마뚜라나와 바렐라(Maturana & Varela, 1984)는 메타체계(metasystem)로서의 ‘유기체’와 

‘사회적 체계’의 차이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유기체란 최소의 자율성을 가진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메타체계인 반면 인간사회는 최대의 자율성을 가진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메타

체계이다. 유기체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체의 존재 방식이므로, 유기체는 생존

을 위해 개체들의 개별적 창조성을 제한한다. 즉 개체들이 유기체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적 체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산출한 언어 영역

과 구성원들의 속성의 확장이다. 따라서 사회적 체계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창조성을 넓힌다. 

사회적 체계는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Ⅱ-4� 유기체와�인간�사회의�구성요소들의�자율성�비교

(Maturana� and� Varela,� 1984:� 227)

학습에서는 개인 학습자와 메타행위자로서의 집단 학습자가 서로 중층적으로 포개져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습에서 개인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집단적 학습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집단적 학습자의 창발은 동시에 개인 학습자의 가능성을 넓히는 공진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계가 창발된다는 점에서 개인 행위자들의 능력

(capabilities)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Holland, 1995: 26). 홀랜드(Holland, 1995)는 행위

자의 행동은 규칙들의 집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간주한다. 특히 이러한 수행 체계를 설

명하기 위해 행위자들이 환경에서 오는 정보를 여과하는 일을 <탐지기>에 비유하여 설명한

다. <탐지기>는 말 그대로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성질을 조사하여 그 성질이 있으면 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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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꺼지는 장치이다. 

 이는 학습과 관련하여 ‘탐지자로서의 인간’49)을 상정하는 생태심리학적 관점과 유사하다. 

생태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학습과 관련하여 행위자-환경(agent-environment), 인지-행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인지 즉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는가는 학습자와 구체적인 

환경적 요소들, 특히 행위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제공하는 ‘행동유도성

(affordance)’과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Jonassen et al., 2000: 186-188). ‘행동유도성’50)

은 특정한 목적과 능력을 가진 학습자에게 인지될 수 있는 환경적 속성이라 정의할 수 있는

데 이는 자동적으로 인지되고 행위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지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행동유도성은 쉽게 학습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더 많은 탐구와 실천과 시간을 

요구하기도 한다(Gibson, 2000: 17). 상대적으로 전문가는 더욱 진보된 탐지자로 설명될 수 

있다. 전문가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나 제공되지만 초보자는 쉽게 탐지해 내지 못

하는 행동유도성을 탐지해 낼 수 있다(Jonassen et al., 2000: 193-194). 문법 학습과 관련

하여 교사들은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유도하는 행동유도성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학습자

들이 그것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법 탐구에 적합한 

환경을 구조화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문법 탐구를 유도하는 행동유도성을 인지하고 문법 탐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수업에서도 자료나 활동 그 자체가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고 지식의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학습자는 문법 탐구 학습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동시에 환경을 보다 문법 탐구에 적합한 조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해서는 우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촉발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되는 메타행위자, 메타메타행위자의 창발적 속성을 이해하는 일

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민감하게 탐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것은 학습과 관련된 행동유도성을 발견하며 이를 환경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

하는 작업이 된다.

49)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컴퓨터가 아닌 자동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와 같은 조절 시스
템으로 비유된다. 

50) 깁슨(Gibson, 2000)은 행동유도성은 환경을 사용하기 위한 동물의 능력(capabilities)과 관련
되는 환경으로서의 속성이라 제안한다. 예를 들어 의자는 유연한 몸통과 고관절, 의자의 높이
에 맞춰 구부릴 수 있는 무릎을 가진 생명체에게 앉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
도 행동유도성이 유용한 조건이 되는데 가령 손잡이가 있는 출입문에 ‘미시오’나 ‘당기시오’를 
붙여 행동을 유도하는 것보다 출입문 자체를 밀고 당기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적합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미는 문의 경우 손잡이를 없애고 당기는 문의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은 이러
한 행동유도성을 고려한 것이다(Norma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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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비선형적 상호작용

 선형성은 부분들의 값을 합하면 전체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적응계

의 본질적 핵심은 행위자들의 비선형적 상호작용(nonlinear interaction)에서 포착된다. 비선

형적 관계의 패턴을 찾고 이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력은 출력에 비례하지 않으며 

체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많은 노력이 

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MacDaniel, 2007: 23). 

 홀랜드(Holland, 1995: 46)의 흐름(flow)도 비선형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흐름은 시간에 따른 적응의 변화와 경험의 축적을 반영하는 패턴이라 할 수 있다. 

흐름은 마디와 줄로 이루어진 그물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마디는 처리자 즉 

행위자이며, 줄은 가능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마디들의 연결을 통해 자원이 흘러가며 이때 

행위자가 적응에 성공하였느냐 실패하였는냐에 따라 마디와 줄이 생성되기도 하고 폐기되기

도 한다. 이러한 흐름의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은 승수 효과(mutiplier effect)와 재순환 효과

(recycling effect)이다. 전자는 마디에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투입된 

자원은 마디에서 마디로 옮겨가면서 연쇄적인 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승수 효과는 새

로운 자원의 효과를 평가할 때나 새로운 경로를 통해 자원이 퍼져 나갈 때 중요하다. 후자

는 그물 속에서의 순환 효과라 할 수 있는데, 재순환이 있으면 동일한 초기 투입으로 각 마

디에서 더 많은 자원이 생산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성질이 비선형성을 만들어 내며, 간

단한 예측을 통해 장기적인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Holland, 1995: 46-51). 

 복잡적응계를 유지하거나 계속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피드백 기능이다. 피

드백 고리(feedback loop)는 체계 산출에 참여하고, 그 산출을 다시 투입으로 피드백하는 계

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다(Davis et al., 2000: 329). 피드백은 편차를 상쇄시키는 부정적 

피드백(negative feedback)과 편차를 증폭시키는 긍정적 피드백(positive feedback)으로 나뉜

다. 부정적 피드백(negative feedback)은 기존의 교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피드백으로 주로 

체계의 안정과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긍정적 피드백(positive 

feedback)은 기존 평형 상태의 균형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체계 구조나 기능을 갖

추기 위해 불안정성, 무질서, 불균형, 비평형 상태로 기존 체계를 지속적으로 요동치게 하는 

피드백이다. 자기조직화를 위해서는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의 상호보완적 조정 작용

이 필요하다. 부정적 피드백은 기존 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나 자원을 활용

(exploitation)하는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궤도 이탈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에 역점

을 둘 수 있다. 긍정적 피드백이 체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혼돈의 가장자리에 이를 수 



- 45 -

있다. 긍정적 피드백은 체계의 새로운 부분을 탐색(exploration)하거나 미지의 영역을 찾아 

새로운 체계의 진화 과정을 촉진하는 피드백이다(유영만, 2006a: 66-67).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06: 245-251)는 스스로 학습하며 동시에 적응하

는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의 행위에 대해 감응을 줄 수 있어야 함을 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조직적인 구조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향성, 해석, 적

합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통제 권한을 분산시키며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습 현상과 복잡적응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신체적 근접이나 개인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해석적 가능성들의 

병치를 통해 개념적 혼합의 가능성, 생각과 이미지의 교환, 놀라운 조합의 가능성, 창발되는 

해석 등이 복잡성 수업에서 근접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창조성의 의미이다(Davis, 2000:  

320). 또한 축적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이나 간단한 행위보다는 비선형적인 반복 행위에 초점

을 맞추면서 하나의 생각에 대한 연속적인 반복이 가능성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Sullivan, 

2009: 70). 

 1.3.4.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

 복잡적응계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이미지보다는 프랙털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프랙털 

구조는 재귀적 정교화(recursive elaboration), 척도독립성(scale independence), 자기유사성

(self-similarity), 중첩내포성(nestedness)의 특징을 지닌다.

 재귀적 정교화는 새롭게 더해지는 반복 속에서 매번 새로운 수준의 복잡성이 출현하는 것

이다. 이는 자기생성조직의 특성이기도 하다. 자기생성조직은 재귀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

적 변화를 경험하고 수용한다. 척도독립성은 이러한 복잡함의 수준을 표현하는 용어로 그림

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결코 더 복잡해지거나 단순해지지 않는 특질을 의미한다. 항상 

동일한 수준의 디테일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자기유사성의 원리와 연결된다. 

한 부분을 선택하여 확대하면 전체의 모습과 유사성을 지닌다. 중첩내포성은 프랙털 형태가 

다른 수준의 조직 안에 중층적으로 포개진 하위 조직들을 중첩해서 갖는 특징을 의미한다

(Davis & Sumara, 2006: 56). 

 학습체계의 여러 구조들도 중층적 내포성을 지니며 개체들이 체계 내에서 동시적으로 작

동하고 있다. 개인 학습자, 조별 학습자 집단, 학급 전체는 모두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이며 

중층적으로 포개진 구조 속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한다. 메타학습자는 집합체 안의 동기

화된 개체들의 학습을 통해 산출되며 동시에 메타학습자의 행위는 개별 학습자의 학습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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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게 된다(Davis & Sumara, 2006: 326). 자기유사성의 질서 아래 개인은 제한된 기

능만을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질서가 투영된 또 다른 전체라 할 수 있다. 자기유

사성의 형태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과정이 아니라 창조적 모

습을 만들어 내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전체의 모습을 닮은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

어 냄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전체 모습을 다시 창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삼성경제연구

소, 1997: 88-89).

1.4.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한 학습의 조건화

 복잡적응계는 자율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하는 체계이다. 창발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서가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다. 이를 학습에 적

용해 본다면 학습은 정해진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생각되지 

않은 것을 창발하기 위한 ‘가능성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Davis & Sumara, 

2006: 111).

 가능성의 확장은 학습자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모르

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예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에 ‘주목

하게’ 하여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 주

는 것이다(Davis et al., 2000: 55).

 이를 위해서는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들을 집단적 학습자로 만들어 창발 현상을 겪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선 논의에서 학습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닌 학습자

의 구조가 변화하는 문제이며, 학습자 자신의 복잡성 구조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업에서 미리 설정된 학습 목표나 수업 계획의 획일적 실행은 더 이상 타당하

지 않다. 학습에서 가르친 것과 학습한 것은 다르다. 창발은 변화의 과정을 사전 각본에 따

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어진 상황이 만들어가는 흐름을 따라 ‘유영(遊泳)’

할 때(유영만, 2006a: 64) 즉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273-274)는 학습은 결코 교수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에 의해 조건 지워지는

(conditioned) 것이며 교수에 대해 적어도 의존적(dependent)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점

에서 학습은 통제 불가능하지만 학습을 유도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가

장 중요한 관심은 교실 집단성 창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환경과 조건을 학습 공동체

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Davis & Simmt, 200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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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앞에서 논의한 복잡적응계의 일반적 동역학 측면에서 복잡성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교육에서 복잡성 창발을 위한 조건화에 대해 탐색한다. 이

것은 척도독립성을 전제로 거시적 맥락과 교육이라는 특수 분야에 적용된 보다 구체적 맥락

에서의 이해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복잡적응계 이론에서 자기조직화나 창발은 혼돈의 가장자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체계는 필연적으로 복잡성이 높은 방향으로 흘러

가야 한다. 이를 수업에 적용해 본다면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도를 높이는 방

향으로 섭동(pertubation)이 가해지거나 요동(flucturation)이 일어나면51) 혼돈의 가장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임계점을 지나면서 학습혼돈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새로운 질서 상태로 편입

될 수 있다. 

 윤영수・채승병(2005: 186-190)에서는 체계의 복잡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

을 제시한다. 첫째, 열린 체계를 유지하며 외부와 지속적으로 정보와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때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며 전체 체계 내에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구성 요

소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체계를 구성하는 행

위자의 종류는 다양해야 하며 복잡하게 얽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 체계와 구

성 요소들은 공진화해야 한다.52) 넷째, 행위자의 무작위한 일탈을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규

칙이 있어야 한다. 이는 체계의 불확정성을 줄이고 행위자 개개인의 상호작용의 대한 안내

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행위자들이 창발을 통한 질서를 수용하고 유지하는 것도 복잡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중요한데, 이는 적합도 지형(fitness landscape)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적합도가 큰 봉우리

에 자리 잡은 유전자형은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며 반면에 골짜기에 놓인 

유전자형은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 적합도 지형은 안정된 상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단 하나만의 

51) 섭동은 체계 외부에서 가해지는 변동이며 요동은 체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냄비에 담긴 물을 생각할 때 냄비를 손으로 가볍게 건드려 흔드는 것은 섭동에 해
당한다. 반면 열을 가해서 냄비 한쪽에 기포가 생기며 물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것은 요동에 
해당한다(윤영수・채승병, 2005: 110). 교사의 수업 활동은 섭동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학습자
들의 내적 변화는 요동에 해당된다. 

52) 체계의 진화 방향과 행위자의 진화 방향이 적합성(fitness)을 유지할 때 창발할 확률이 높아
진다. 만약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에서 거꾸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처럼 항상 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공진화를 위해 행위자는 체계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윤영수・채승병, 2005: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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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우리를 갖는 적합도 지형에서는 단 하나만의 개체만이 생존할 수 있지만, 수많은 지역적

인 봉우리들이 있는 울퉁불퉁한 적합도 지형에서는 다양한 개체가 공존할 수 있다. 

 이것을 문법 탐구 학습에 비유하여 생각한다면 학습자들이 문법 탐구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문법 탐구에 적합한 사고나 태도나 습관 등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적절한 기회를 문법 수업 안에 마련해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응력 있는 다양한 학습자들을 생각할 때 단일한 기회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

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복잡성 창발을 위한 방안

1. 열린 체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자원, 에너지의 유입과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구성 요소 즉 행위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3. 전체 체계와 행위자들이 공진화할 수 있도록 적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

양한 적합도 지형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체계의 안정성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위해 적절한 규칙을 마련한다.  

 

 데이비스(Davis. 2006)와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는 교육 현상을 중심으로 복잡성 

교육을 논하는 성과들이다. 이 연구들은 복잡성 창발을 위한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초점 사

건(focal event)’, ‘제약 조건의 활성화(enabling constraints)’, ‘내적 다양성(inter diversity)과 

내적 잉여성(inter redundancy)’. ‘탈중심화된 통제(decentralized control)’를 제안한다. 교사

는 복잡성의 맥락 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특징들에 주목할 수 있도록 대상이나 

사건을 잘 선정하고 개발해야 한다. 초점 사건(focal event)은 학습자의 관심을 모으고 집중

시키기 위한 인위적 구조 혹은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가르칠 개

념들을 분절하고 탈맥락화하여 가르쳐 왔다면 복잡성 교육에서는 지식의 생생한 맥락을 제

거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만을 초점화함으로써 그 핵심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학습 환경의 구조화가 필요하다(Davis et al., 2000: 339). 이런 의미에서 초점 사

건은 학습자의 인지적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구체적 활동을 통해 일반적인 탐구로 나아가는 

학습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제약 조건의 활성화는 학습 활동 설계 시 가능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선택적 허용을 부과

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충분한 구조’와 ‘충분한 개방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다. 제약을 통해 대상에 대한 초점화된 주목과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충분한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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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들의 이해와 해석이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다 제약된 범

위에 주목함으로써 다양한 설명과 해석의 문을 열어 주는 과정이다. 이때 과도한 제약은 학

습자들의 자율성과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를 박탈하고 정해진 경로대로만 학습을 강제할 수

도 있으며, 반면에 충분한 제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어떠한 제약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잡성 창발에 기여하지 못한다. 

 내적 다양성과 내적 잉여성은 복잡성 체계의 안정성과 창의성의 균형으로 나타낼 수 있

다. 내적 다양성은 창발을 위한 가능성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집단 내의 충분한 다양성이 

있을 때 복잡성 창발이 가능하다. 집단 내의 다양성은 폭넓게 존재할 수 있지만 기존의 교

실에서는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한 가능성을 억제해 왔다.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합성을 중심으로 한 해석 가능성을 통해 학습자들이 다양한 이해와 관점을 표상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다양성은 체계 내의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감지될 수 있을 때만 유용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기반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적 잉여

성이다. 내적 잉여성은 행위자들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협력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서

로의 결점을 보완하며 체계의 견고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교실 학습자를 집단적 학습

자로 창발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공통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위는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탈중심화된 통제는 학습의 중심이 학습자나 교

사 즉 대상에 있지 않고 아이디어나 이념, 의문, 표상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 등 집단적 가

능성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도 최종적인 권위자나 지도자가 아니라 

지향성, 해석, 적합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에서 복잡성 창발을 위한 조건

1. 초점 사건: 복잡성의 맥락을 제거하지 않은 채 특정한 부분에 대한 의도적 주목을 

통해 핵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의 선택과 개발

2. 제약 조건의 활성화: 가능성의 한계를 정하고 선택을 허용하는 규칙, 대상에 대한 

초점화, 중복성을 기반으로 적절한 다양성들이 분출되도록 하는 것

3. 내적 다양성: 학습자들의 다양한 해석 생성과 수용 

4. 내적 잉여성: 협력과 상호작용을 위한 공통 기반 마련

5. 탈중심화된 통제: 아이디어, 이념, 의문, 해석 등이 중심, 적합성을 중심으로 권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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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관점은 근본적으로 교실 수업의 복잡성을 높이는 방향을 지향한다. 복잡성 창발은 

다양성과 잉여성, 개방성과 구조성, 창의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갖추는 일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잉여성이 체계의 구조적 측면을 안정화하는 방향이라면 다양성의 측면은 체계의 

복잡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상호작용은 공통적 토대를 바탕으로 적절한 다양성들

이 분출되도록 하는 기제이며, 적합도 지형 또한 구조적 안정성과 다양성을 모두 갖출 때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며 동시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공진화를 이룰 수 있다. 교실 수업에서

는 학습자들 사이의 충분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업의 구조나 설계가 필요하

며 지속적인 자원의 유입과 순환을 통해 열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탈중심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관점들이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구조와 조건들은 학습 환경의 설계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Ⅱ-5� 복잡적응계�창발을�위한�학습의�조건

2.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의 개념화 

 앞서 살펴본 복잡적응계로서의 학습의 관점을 문법 수업 실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법교육에서의 문법 학습 현상의 위상과 그 내적 정합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중심’과 ‘지식 

구성’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으며 문법교육 실현을 위한 공진화의 방향을 보다 구체

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의 관계를 고찰하여 

그 정합성을 확인하며,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수업의 가능태로 문법 탐구 공동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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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상을 그려 보고자 한다. 

2.1.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의 정합성 탐색

 문법 탐구 학습이 주창된 이래로 문법 탐구 경험을 문법교육 내용으로, 문법적 사고 과정

으로 체계화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의 문법 

수업은 이러한 변화를 추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반적으로 ‘이론과 실제

의 괴리’라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것은 ‘괴리’가 아니라 ‘거리’라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 간의 정합성(coherence)을 유지하며 발전하는 

관계이지만 그것이 동일한 과정은 아니다. 이는 앞서 복잡적응계에서 학습 즉 주관적 이해

와 객관적 지식이 중층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하며 항상성을 유지하는 관계

와 같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될 때 이론은 실천의 한계를 내포한 불완전한 것이 아니며, 실

천 또한 이론의 적용이나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그것의 실천적 가치를 중심으로 오롯이 설 

수 있다고 본다. 

 2.1.1.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의 관계

 이성영(1998)이 논의한 ‘교육문법의 체제 연구’는 여기서 주목하는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 간의 정합성에 주목하여 교육 방향을 제안한 이른 시기의 통찰로 의미가 있다. 

그의 논의를 복잡성 사고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문법교육과 문법 수업 실천의 정합성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문법 능력 → 학자 → 문법 기술1 (학문 현상)

문법 능력
→

학생
→ 문법 기술3

(학습 현상)
← ← 문법 기술2

표�Ⅱ-3� 문법�학습�현상의�구조(이성영,� 1998)

 

 그는 ‘문법 학습 현상의 구조’를 통해 학문 문법, 교육 문법,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 간

의 정합성을 논의한다. 첫째, 그는 ‘문법 학습을 학습자들이 문법 현상에 대해 자신의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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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성하고 끊임없이 다듬어 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는데, 이는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보다 

합리적인 가설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문법 탐구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설명

은 학문 현상과 학습 현상의 구조적 동일성과 ‘자기유사성’에 주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러한 점에서 문법 기술 1, 2, 3은 각각의 상이한 수준에서 지식을 구성하거나 학습하는 주

체의 문법 현상에 대한 해석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문법 학습 현상의 구조를 ‘문법 기술2→학생→문법능력’과 ‘문법 능력→학생→문법 

기술3’의 순환적 과정으로 본 것은 문법교육에서 교과 지식과 학습 현상이 서로 적응하며 

정합성을 유지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 준다.53) 그가 교육 문법의 차원을 학문의 논리와 교

육의 논리의 유기적 결합으로 본 것, ‘문법 학습 현상’을 교육 문법 체계화와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되 그 차이를 명시한 점에서 ‘자기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중

층적으로 포개진 내포 구조의 도식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그림�Ⅱ-6� ‘문법�학습�현상의�구조’�재도식화

 복잡성 관점에서 중층적으로 포개진 학습 체계는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안으

53) 그는 문법 학습은 순환적인 문법 학습 현상 전체를 대상화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
이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법 능력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문법
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 생
산된 문법에 대한 기술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학습 내용으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인지, 학자
들의 문법 기술과 학생들 스스로 찾아낸 문법 기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그
리고 이를 여러 가지 관련 요소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 모두 문법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이성영, 199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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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름 접히고 밖으로 주름을 펼치며’ 항상적으로 진화하는 맥락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Davis & Sumara, 2006: 167). 이러한 문법교육 연구의 차원과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 차원의 내외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은 각 수준의 동역학을 고려하며 자기조직화와 공

진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그런데 표Ⅱ-3에서 ‘문법 기술2’와 ‘문법 기술3’을 구별하여 제시한 것과는 달리 ‘문법 능

력’과 ‘학생’에 대한 이해는 단일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54) 우선 ‘문법 기술2’와 

‘문법 기술3’과 관련된 학생은 실제성의 차원에서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문법교육이 이상

적이고 평균적인, 추상적 학습자를 상정한다면, 문법 학습 과정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학습자가 핵심적 맥락으로 존재한다. 이론적인 문법교육 연구가 ❶‘문법 기술→학생→문법 

능력’의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성을 지닌다면 문법 수업 실천은 ❷‘문법 능력→학생→문법 

기술’의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성을 전제한다. ❶의 과정이 ‘문법이 교육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

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이라면 ❷의 과정은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학습자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학습 과정

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행위의 문제와 직결된다. ‘문법 능력’ 또한 ❶이 

보다 본질적인 ‘문법 능력’의 규명과 그것의 교육적 입각화에 초점을 둔다면 ❷는 학습자들

의 내재적 문법 능력에서 출발하여 이것이 학습 행위를 통해 어떻게 발현되고 변화될 수 있

는지, 어떻게 ❶의 문법 능력과 통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복잡적응계에서는 축척 증가에 따라 각각의 수준에서 포착할 수 있는 복잡성에 차이가 있

다(삼성경제연구소, 2005).55) 문법 수업 실천의 국면으로 내려갈수록 학습 현상을 둘러싼 복

잡다기한 양상들과 그 관계들이 포착될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이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쉽게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 없으며 ‘지금 여기에서’의 학습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즉흥적이고 상황적인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다. 문법교육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이 전경화되지 못하고 이상적인 수준으로 전제되어 왔다면56) 문법교육 

54) 이는 근본적으로 ‘문법 능력-학생-문법 기술’ 사이에 일어나는 순환적인 과정(이성영, 1998: 
209)을 염두에 둔 도식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가 문법 기술2, 문법 기술3
을 구분한 것처럼 학생과 문법 능력 사이에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55) 이를 지도에 비유해 보면 ❶이 우리나라 전도와 같이 위치와 공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쉬운 
소축적 지도에 해당한다면 ❷는 좁은 지역의 자세한 지리적 속성과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대축척 지도에 해당한다.

56) 가령 최미숙 외(2008: 296)에서 논의하는 문법교육 내용 체계화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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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에서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이며, 자신을 준거로 하여 각기 다른 양상으로 

실현되는 복잡한 현상 자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법교육 연구가 ‘문법 학습의 출발점이자 문법 학습이 지향하는 도달점의 준거라는 점’에

서 ‘교육적 유용성’을 고려하는 것이라면(이성영, 1998), 문법 수업 실천의 국면은 ‘교육적 

유용성’을 지향하며 실제적인 ‘학습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천하며 끊임없이 검토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2.1.2. 문법 수업의 구조와 문법 탐구 활동의 의미 

 본고가 주목하는 문법 탐구 학습은 제도 교육 내 교실 수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문법 

수업은 하나의 현상으로 실존한다. 특정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특정한 참여자가 존재하며, 특

정한 수업 대상이 존재한다. 학습자들은 교사,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저마다의 경험을 바

탕으로 문법에 대한 앎(knowing)57)을 행하며 각자의 맥락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쉽게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 없으며 강제할 수도 없다. 학습자의 자발

적 학습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문법 학습이 일어나는 실천적 공간 내의 

관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문법 수업의 구조와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쥔켈(Sǖnkel, 

1996)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첫째, 교육 내용 체계화 작업은, 교과로서의 문법교육 내용이 실제 국어과 교수・학습으로 
실현되기에 적절한 이상적 조직 방식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교육과정 차원에서 
설계되는 것이다. 

    둘째, 위계성을 고려한 내용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식의 구조를 고려한 내용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문법 영역 독자적인 지식 
체계를 고려한 방향이다. (밑줄 연구자)

    위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문법교육 내용 체계화는 ‘이상적 조직 방식’을 고려한 추상적인 
교육과정 차원의 작업이다. ‘위계성’을 고려하되 이는 ‘지식의 구조’에 따른 것이다. 첫째 조건
에서 ‘실제 교수・학습으로 실현되기에 적절한’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
면 중층적으로 내포된 여러 수준들과의 정합성을 통해 학습자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57) 데이비스 외(Devis et al., 2000: 20)는 ‘앎, 배움, 교수’는 명사구뿐만 아니라 동사구로도 해
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식은 역동적인 과정’이며 대상이라기보다는 활동에 가
깝다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라 논한다. 본 연구에서도 인식과 학습을 ‘세계를 산출하는 역동
적이자 효과적인 행위‘로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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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7� 수업의�근본�구조(Sünkel,� 1996)

 쥔켈(Sünkel, 1996)은 수업을 이루는 근본 구조를 등변의 교수적 삼각형으로 나타내었다. 

수업을 이루는 근본 구조는 수업 대상, 학생, 교사이다. 문법 교실에는 문법 교과와 문법 학

습자, 문법 교사가 존재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문법에 대한 학습 행위는 학습자의 문제이며, 

교사의 모든 관심과 행위는 이러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기서 학습의 대상인 

문법 학습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교사의 과제이다. 가르칠 내용의 설계는 문법 교과의 지

식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수업에서의 ‘학습 가능성’ 맥락에서 해석된 

것이라 볼 수 있다.58) 따라서 수업에서의 구체적인 문법 학습 내용의 설계는 학습자의 학습 

행위에 의해 규정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습 행위는 교사가 강제할 수 없으며, 학습자의 자발적 실천을 전제

로 한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학습 행위에 영향을 주어 

학습을 유도할 수는 있다. 쥔켈(Sünkel)은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을 위한 수업 구체화의 두 

가지 측면을 논한다. 하나는 ‘수업 대상의 구체화’이며 다른 하나는 ‘학습 행위의 조직화’이

다. 문법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학습자의 문법 학습 활동을 조직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연구자의 수업에서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와 학습자의 문법 탐구 활동

의 조직에 해당한다. 

 이론적인 문법교육 연구의 성과들은 문법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며 

표상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향은 ‘교사↔수업 대상’의 과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교사는 문법교육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문법관을 정립하며 학습자들의 문법적 

사고를 촉진하는 학습 내용 설계에 1차적 책임이 있다.59) 그러나 문법 학습 내용의 구체화

58) 쥔켈(Sünkel)은 수업 대상 구체화의 원리는 수업 대상의 구조가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행위
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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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통해서 학습자의 학습을 유도할 수는 없다. 이는 반드시 학습자의 문법 학습 행위를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화는 본질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준거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수업에서 특정한 관심을 가진, 특정한 

행동 성향을 가진 학습자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각기 다른 경험과 능력,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수업 시간에도 매 순간 적응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이다. 수업 환경에서 교사는 이러

한 다양성과 역동성, 예측불가능성들을 수용하며 학습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수업과 수

업 활동을 조직화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법 수업 실천의 방향으로 문법 탐구 활동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

림 Ⅱ-7을 참고할 때 문법 수업은 교사가 설계한 문법 학습을 촉진하는 활동의 구체화와 

학습자의 문법 학습 행위의 조직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남가영(2008)은 ‘문법 탐구 경험’을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문법을 문법답게 다루는 수행의 

경험’으로 의미화한다. ‘문법 탐구 경험’이 문법교육의 중핵적인 경험이자 교육 내용으로 존

재할 때 문법 교실 또한 문법 탐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논한다. 그의 논의가 문법교

육의 본질과 교육 내용 체계화를 지향하는 연구이므로 ‘가르칠 내용’ 대한 상세한 접근이라

면 본고는 이에 대한 정합성을 추구하면서 수업 국면에서 문법 탐구 활동의 구체화와 학습

자의 문법 탐구 학습의 조직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법 탐구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

다. 이때의 문법 탐구 활동은 ‘문법 탐구 경험’이 문법교육의 중핵적 경험인 것처럼 설명 중

심, 탐구 중심, 통합 중심 문법 수업과 같이 하나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제시되는 의미(최

지현 외, 2007)를 넘어 문법적으로 사고하며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문법과 문법 학습

의 본질에 다가가는 학습자의 유의미한 문법 학습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 제시하고

자 한다. ‘함이 곧 앎이며, 앎이 곧 함이다’라는 인식론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문법 탐구 활동

은 구체적인 행위인 동시에 경험이자 하나의 학습 성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간의 문법교육 연구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본질을 탐색했다면 문법 

수업 실천에서는 ‘어떤 문법 학습 활동을 통해 무엇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업에서의 학습은 학습자의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무엇을’은 반드시 ‘어떻게’를 통해 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

의 학습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문법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구안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자기조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습자의 실제 학습을 중심으로 한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활동은 주관적 

59) 문법교육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관련한 유의미한 성과는 심영택(1995, 2004), 정지은
(2007), 이지수(2016a)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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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객관적 지식을 접속시키는 인터페이스로 존재해야 한다. 수업이라는 ‘도관’을 통해 

학습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현상으로서의 문법 탐구 활동 자체가 학습자의 일부가 

되며 문법 현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의 ‘지각60)’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지각된 세계가 확장되며 끝없이 자신의 관점, 위치 및 견해를 

검토하는 과정이 문법 탐구 학습이며 이것은 바로 유의미한 문법 학습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림�Ⅱ-8� 문법�탐구�활동의�의미

이를 위해 문법 탐구 수업은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활동을 유도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문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유도성

(affordance)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문법 학습 가능성을 추동하는 것으로 

본고는 복잡적응계이자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전제로 한 문법 탐구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2.2.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법 탐구 활동 설계의 방향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법 탐구 활동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법과 문법 학

습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이 정립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현장에서 문법 탐구 학습의 실천이 

어려웠던 것은 첫째, 가변적 문법관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가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 둘

째, 문법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식 구성’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지 못한 점 때문이라 

60) 데이비스 외(Daivs et al. 2000: 45-47)는 ‘지각’이란 단순한 정보를 수집하여 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덧대어 현재의 경험을 ‘지각’한다고 주장한다. 눈으로 보는 이미지
도 시각적 자극체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예측되고 지각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각과 개념은 
분리될 수 없으며, 지식이 지각을 형성하며 또한 지각이 지식을 형성한다. 문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가 세상을 인식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하나의 성향이자 관점으로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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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따라서 문법 수업 실천을 위해서 문법관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를 점검하고, 학습

자의 ‘지식 구성’의 의미를 ‘가능성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문법 탐구 활동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2.1. 인식론적 관점: 내러티브적 사고로서의 문법 지식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문법 지식은 인간의 생물학적 토대와 사회문화적 토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온 것이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사고 양식이자 산물이라는 점에서 문법 지식은 본

질적으로 내러티브적 사고와 관련된다. 브루너(1960)는 사고의 두 가지 양식인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를 주창하였다. 패러다임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형식을 갖춘 논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사고 양식이라면 내러티브적 사

고는 ‘그럴듯함(verisimilitude)’, ‘삶유사성(life-likeness)’의 기초 위에서 그 적절성을 판단하

는 사고 양식이다. 패러다임 사고와 내러티브 사고의 차이에 관해서는 한승희(2005: 42)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물리적 세계의 사물을 다루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세계의 문제를 다루

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전자는 패러다임적 사고 또는 논리, 과학적 사고로 후자

는 이른바 내러티브 사고로 알려져 왔다.(중략) 전자가 신념, 욕망, 의지 등 인간의 

의도적 상태와 무관한 불변의 세계를 다룬다면, 후자는 독자의 관점에 따라 변화하

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를 다룬다. 전자가 사물과 사건들의 불변성에 연관된 존재의 

세계를 설명하려 한다면 후자는 삶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인간적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진위 검증을 요구하는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옳다고 느끼거나 있음직한 어떤 

관점과 부합되는 설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자가 주체의 바깥 세계를 지향한다면 

후자는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추구한다.”(밑줄 연구자)

 그에 의하면 내러티브적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인간적 세계를’ ‘있음직한 어떤 관점과 부

합하는 설명’을 통해 이해하는 과정이며,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입장을 추구하는’ 사고 

양식이다. 이런 점에서 내러티브적 사고는 인간 행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단순히 

조명하는 것을 넘어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를 구성하도록 해석하는 체계라 볼 수 있다(한승

희, 2005). 근대 과학과 인식론의 영향으로 교육에서는 주로 패러다임적 사고가 주목을 받아

왔지만 인간과 삶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내러티브적 사고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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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61) 

 문법교육에서 이러한 주목은 김광해(1995)에서 선구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는 문법 탐

구 학습을 주창하면서 문법 지식은 자연과학과 구분되는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

이며 문법 지식의 해석적 성격과 비법칙성, 선택된 하나의 잠정적 성과물이라는 관점을 전

제하고 있다. 현재 학교문법 책에 실려 있는 문법 지식들도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문법적 

해석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라 볼 수 있다. 최근 제민경(2015), 이관희(2015)에서도 문법 개

념의 내러티브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언어를 창조하고 운용하

는 주체라는 점에서 문법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문법 학습과 관련하여 일상적 사고로서의 내러티브적 사고에 보다 초점을 맞

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내러티브적 사고는 이야기를 만드는 마음의 인지적 작용이다. 자신과 

익숙한 상황을 믿으려 하거나 그럴듯한 설명을 창출하는 일상적 사고에 속하는 것이다

(Kuhn, 1992, Rozenblit & Keil, 2002, 이선경, 2005: 47-51에서 재인용). 과학적 사고가 

형식적이며 엄격한 추론에 의해 검증 가능한 세계를 다룬다면, 내러티브적 사고는 논리적 

추론보다 직관이나 체험을 통한 절차가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이다. 이때 주체 혹은 공동체

가 공유하는 배경지식이 추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선경, 2015:  47-51). 

 문법 지식이 본질적으로 내러티브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면 문법 학습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고 양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문법 교실은 객관적 지식을 ‘이해’하고 ‘습

득’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왔으므로 학습자의 직관이나 배경지식은 불완전하고 교정되어야 할 

오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권재술 외(2000)(이선경, 2015: 20에서 재인용)에서는 객관 개념

(concept)과 주관 개념(concepton)을 구분한다. 객관 개념이 공인된 속성을 의미한다면 주관 

개념은 사람의 인지 구조 속에 있는 표상을 의미한다. 형태소에 대한 객관 개념은 문법학이

나 문법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이라면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형태소에 대한 개념은 주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전자와 달리 구체적이고 개인 특유의 경험적 사례, 감정 

등의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다. 문법 교실에서는 이러한 주관 개념이 내러티브적 사고 양식

을 통해 활성화되고 객관 개념과의 정합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수정되고 정교화되고 확장

61) 강현석 외(2007)에서는 그간의 사고교육에서 패러다임 사고에 대한 강조가 편향적으로 이루
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 사고 양식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러티브적 사
고가 필요함을 논하고 있다. 그들은 사고교육의 문제점으로 합리주의적 패러다임, 분석적 사
고의 치중, 지식의 본질에 대한 편협성, 일반 사고력과 영역 특수적 사고력의 이원론, 상상력
의 부재를 제시한다. 또한 내러티브적 사고 교육을 통해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실재
의 구성, 협동학습의 중요성, 줄거리 생성 능력과 가설 생성 능력의 강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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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럴듯함’을 추구하는 일상적 추론이며 이것이 바로 

본고가 주목하는 가설적 추론(abduction)과 연결되는 지점이다62). 브루너는 내러티브적 사고

의 핵심은 바로 ‘가설 생성’적 사고에 있음을 논하며, 의미는 사건과 사건의 결합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내러티브적 사고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판

단력’의 특성과 연결될 수 있다(최인자, 2004: 476).

 또한 내러티브적 사고를 통해 언어적 주체이며 동시에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들의 능동적 

역동적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주목할 수 있다. 오크셔트(Oakeshott, 1975, 김만

희・김범기, 2002: 857에서 재인용)는 내러티브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쌓고 자신의 

세계를 편집하는 저자의 위치에 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습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내러티

브적 사고를 통해 부분적 지식과 경험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미 구

성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내러티브적 사고로서의 문법 지식에 대한 학습은 언어와 인간에 대한 관계적, 총체적 이

해뿐만 아니라 언어적 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이며 동시에 학습 과정에서 인식의 주체

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다. 문법 학습에서 학습자는 언어적 주체인 동시에 학습

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여야 한다. 

62) 한승희(2005: 55)는 과학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가 가설적 추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설적 추론이 인간 사고의 본질적 모습’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논한다. 

그림�Ⅱ-9� 내러티브적�사고로서의�문법�지식과�문법�학습



- 61 -

 2.2.2.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 방향: 가설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해석적 상호작용

 문법 탐구는 문법 교과의 중핵적 교육 경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

에서의 문법 탐구 학습 실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끊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본고는 이

러한 문제가 실천적 맥락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진단한다.63) 학습자의 지식 구성으로 연결되

는 문법 탐구 활동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문법 탐구 학습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1) 가설 생성과 선택의 통합 과정으로서의 가추법

 문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가 문법적으로 사고하는 행위이자 과정이다. 교사는 이러한 학습

자의 문법적 사고 과정을 고려하고 각 단계를 순차화하여 문법 탐구 활동으로 제시해야 한

다. 김광해(1995)는 탐구 학습을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의 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지식의 발견’ 과정은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학문적 체계로서의 문법 지식’을 확정적으로 

‘도출’해 내거나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광해(1997) 이래로 문법 탐구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고 과정과 절차를 논의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문법 탐구 학습에서의 ‘지식의 구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김광해(1997)에서 제안한 모형의 

단계를 조장하되 각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이나 수행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구체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특기할 만하게 가설 검증의 과정으로 귀납적 과정

을 중시하거나(최선희 2016)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을 ‘분석’ 과정에 포함하는 연구들이 많

다(남가영 외, 2009; 최은정 외, 2014; 조진수 외, 2017; 최선희, 2016). 

반면 이관규(2001)에서는 여러 가지의 탐구 모형을 ‘가설 설정’의 여부에 따라 나누고 있는

데, 가설 설정이 단계로 포함된 모형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학습자의 적극적 의지를 강조하

는 동시에 이 과정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체계적, 

집중적인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논한다. 김홍범(2008)에서도 ‘가설 평가’ 과정을 제

63) 주세형(2008a)에서는 탐구 학습에 대한 비판은 탐구 학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탐구 학습 
모형 이후에 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기법’, ‘수업 전략’ 차원의 연구가 
후행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한다. 김은성(2013: 46)에서도 문법 탐구 학습의 문
제는 ‘문법을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한, 이론의 문제라 주목한다. 본
고는 이러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수업에서의 실천적 측면 또한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해야 한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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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실제 문법 탐구 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이 생성한 잠정적 성격의 다양한 가설들 중에서 

합리적 가설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은성 외(2013)에서는 귀추적 사고 과정

을 제시하여 ‘가설 생성’의 과정을 ‘의문 상황 분석, 가설 형성, 반례를 통한 가설의 검증, 

반례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의 재형성’으로 매우 세분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최은정 외(2014)

에서 분석한 문법 탐구 활동의 PBG(문제 행동 도표)에서 가설 수렴과 가설 수정의 과정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가설 생성, 검증 과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퍼스(Pierce)와 포퍼(Popper)는 새로운 지식 생산의 

과정에서 가설 생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두 입장은 또한 가설 생성 과정이 관찰과 

분석에 선행하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포퍼(Popper, 1972)에서는 하나의 

가설은 항상 관찰에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가설을 등대로 비유하며 모든 관찰에는 특

정한 문제의식, 즉 가설이 선행하며, 우리의 관찰은 언제나 선택적이라 논한다. 이는 김광해

(1997)에서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의 과정을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통어하는 것이나 

앞서 이관규(2001)에서 가설 설정의 단계를 분석의 활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 논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설 생성을 바라보는 두 학자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포

퍼의 경우 가설 생성은 통찰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비논리적 과정이며 가설 검증은 연역법을 

통한 논리적 과정으로 본다. 반면 퍼스는 가설 생성의 과정 자체가 통찰이나 직관에 의존하

는 면이 많지만 막연히 발생하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 요소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논리적 관계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과정이며, 최선의 가설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논

리적 과정이라 주장한다. 포퍼의 주장이 가설 연역법이라면 퍼스의 주장은 가추법과 연결된

다. 가설 연역법은 가설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 기존의 가설을 폐

기하고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즉 이전 가설의 실패를 이용한다. 반

면에 가추법에서는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을 통합하며 이전 가설의 성공한 부분을 활용한다. 

가추법에서는 사람들이 가설을 생성할 때 가능한 최선의 가설을 생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

설 선택과 검증의 과정이 통합될 수 있다(김정섭, 2003: 1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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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연역법 가추법

•가설 생성과 가설 검증 과정 분리

•가설 생성은 통찰과 직관에 의한 

비논리적 과정

•가설 검증은 연역법을 통함

•시행착오의 과정, 이전 가설의 실

패를 이용

•가설 생성과 가설 선택 과정의 통

합

•이전 가설의 성공을 이용, 새로운 

것들을 통합하며 발전

•최선의 가설을 생성하고 선택하는 

과정

⇧ ⇧ ⇧

공통점

•지식 생산의 과정에서 가설 생성의 중요성을 주장함

•가설은 관찰과 분석에 선행하는 맥락을 제공함

표�Ⅱ-4� 가설�연역법과�가추법의�비교

 

 논의를 종합할 때 지금까지의 문법 탐구 학습에서의 가설 생성과 검증 과정은 ‘가설 연역

법’의 관점에서 시행되어 온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가설은 항상 반증가능성의 

오류를 포함한 것이며, 이것은 연역적 과정을 거쳐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왔다. 가설 

생성과 가설 검증의 과정이 각각 분리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가설 생성보다 연역적 과정을 

통한 가설 검증을 더욱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 볼 수 있다. 본고는 문법 탐구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최선의 가설을 생성하고 선택하는 과정으로 ‘가설적 추론’ 즉 ‘가추법

(abduction)’64)으로서의 단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에 가추법의 가능

성을 확인하고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64) ‘abduction’의 번역어는 귀추, 가추, 가설적 추론으로 다양한데, 기호학이나 사회과학, 인문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가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며, 문학교육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김은성 외(2013), 장성민(2017)에서는 ‘귀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
는 가설 생성과 선택이 이 과정의 핵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번역어로 ‘가추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논문에서 ‘가추법’, ‘가설적 추론’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문법 탐
구 활동에서의 ‘가추적 과정’을 이해할 때에는 ‘가추법’보다는 ‘가설적 추론’이라는 의미가 보
다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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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추법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탐색

 퍼스(Pierce)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가추법은 관찰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관찰되지 

않은 어떤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이나 이론을 개발하는 탐구 방법이다(김정섭, 2003: 181). 

가추법은 과학적 논증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단, 범죄의 수사, 날씨의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논증이다(김정섭・박수홍, 2002: 143).

 연구자가 문법 탐구 활동에서 ‘가설적 추론’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 과

정이 연역법이나 귀납법과는 달리 학습자의 내재적 문법 개념을 활성화하여 문법 교과에서 

제시하는 문법 지식과의 정합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퍼스(Pierce, 1913)는 논리학자들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논증 형태로 연역법(deduction)

과 귀납법(induction), 가추법(Abduction)을 제시했다. 연역법은 논리적 구조상 잘못된 결론

에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정이나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

식의 ‘진화(evolution)’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논한다. 귀납법은 근대 과학의 기본 논리 구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사례와 결과로부터 규칙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귀납법은 연역법에 비해 새로운 지식이 구성될 수 있으나 항상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을 

고려해야 한다. 가추법은 법칙과 결과로부터 사례를 추측하는 것으로 결과의 확실성에서 보

면 가장 불확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co & 

Sebeok, 1983: 356-362). 즉 연역법에서 귀납법, 가추법으로 갈수록 확실성은 줄어들지만 

풍성함은 늘어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내는 가능성이 증가한다.65) 

65) 관련하여 에코(Eco, 1984: 84)가 제시하는 다음 그림을 통해 추론적 도식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실선은 이미 검증된 명제들을 지시하고 점선은 추론 과정에서 생산된 시험적 명
제들을 지시한다. 연역법은 규칙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절대적인 과정이라면 가추법은 결과를 
통해 규칙을 추론하는 실험적이면서도 모험적인 과정이다. 귀납법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만 규칙을 재구성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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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역 추론 귀납 추론 가설 추론

모든 A는 B이다.
A1, A2, A3... A100은 B

이다.
예외적인 현상 X가 발견된다.

C는 B이다.
A1, A2, A3... A100은 C

이다.

A와 B, C중에서 A가 X를 설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C는 A이

다.
그러므로 B는 C이다. 따라서, A를 따를 근거가 있다. 

표�Ⅱ-5� 연역�추론,� 귀납�추론,� 가설�추론의�예(Lasen-Freeman,� 2004:� 130)

  이러한 가추법의 특성으로 인해 과학이나 인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 산출을 위한 중

요한 논리로 가추법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적 탐구에서는 가추법을 통한 가설 생성을 자연 

현상에서 발생되는 의문에서 과학적인 설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중간 지식으로 여긴다(권용주 외, 2003). 또한 지구과학과 같이 관찰이 불가

한 대상의 본질적 속성상 제한된 정보를 통해 현상에 대한 원인을 추정하고 현재의 지구 환

경이 오랜 시간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가추적 접근이 더 많이 사용된

다(Engelhartdt & Zmimmermann, 198, 이규호・권병두 2010, 196에서 재인용).66) 교육적 

적용과 관련하여 치파렐리(Cifarrelli, 1999, 김정섭, 2003: 190에서 재인용)는 가추법은 놀라

운 사건에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므로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재구조화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앤더슨(Andersosn)은 퍼스의 가추법을 창의성 교육에 적용하면

서 과학적 창의성뿐만 아니라 예술적 창의성도 가추법에서 시작함을 역설하고 있다. 홉스 

외(Hobbs, et al)는 독해 교육에서 배경지식과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을 만들어내는 일은 가

추법을 사용할 때만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김정섭, 2003: 190-193).

 또한 가추법은 연역법이나 귀납법처럼 논리학자의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상생활에

서 매일 사용하는 추측적 사고이다. 가령 식당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식당

의 음식이 맛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찌푸린 하늘을 보고 비가 오리라 예상하는 것은 연역이

나 귀납의 논리가 아니라 가추의 논리이다. 그러므로 퍼스(Pierce)는 가추법이 ‘우리의 미래

를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모든 기호

의 의미는 가추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다(Eco & Sebeok, 1983: 359). 가추법

66) 연구자는 언어 현상 또한 제한된 정보를 통해 원인을 추정하고 현재의 언어 현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학습자가 바로 언어적 주
체라는 점에서 학습 주체와 언어적 주체의 동일시를 통해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
것이 문법 학습의 고유한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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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호가 그것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미 작용의 실험적이면서 모험적인 

축적이다. 

(3)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한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문법 탐구 활동은 가추법, 연역법, 귀납법 등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활동이다(김

은성 외 2013). 그중에서 연구자가 문법 탐구 활동 수업 실천을 위해 가추법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가능성과 생산성에 있다. 문법 탐구 학습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가추법의 특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추법은 과학적 사유의 출발점으로 인정된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낼 가능

성이 풍부하다.

  2) 가추법은 일상생활에서도 두루 쓰이는 일상적 사고방식이다. 언어 및 기호 해

석의 본질적 과정이다(Eco, 1984).

  3) 연역법이나 귀납법과는 달리 관련된 배경지식을 이용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해

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가추법을 사용할 때에만 가능하다(Hobbs, et al., 

1990).

  4) 가추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확정적인 것이 아닌 가능성의 명제다(이

규호, 권병두, 2010: 195). 퍼스(1958)는 배경지식과 맥락에 가장 적절한 가

설이 바로 최상의 설명적 가설임을 주장한다. 

  5) 가추법은 하나의 사실이나 사례에서 시작하므로 귀납법처럼 광범위한 언어 자

료가 없더라도 접근 가능하다.

 문법 탐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문법 능력을 지닌 모국어 학습자이다. 문법 교과가 

지향하는 객관적 문법 지식은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주관적 문법 개념을 활성

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구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가설적 추론 활동은 학습자들의 자

기 준거적이고 정합적인 지식 구성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67) 가추법은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여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최선의 설명 체계를 만들어 보는 과정

이다. 이 과정에서 ‘왜’와 관련된 문법 규칙의 이유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라슨-프리만

(Lasen-Freeman, 2004: 82-83)에서는 ‘어떻게’에 내재된 ‘왜’를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들이 

67) 라슨(Lason, 1995, 2000)은 귀추(가추) 과정을 현 상황과 이전 경험의 유추적 과정으로 설
명한다(권용주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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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규칙의 이유를 아는 것은 세

계를 바라보는 학습자들의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문법 탐구 

활동은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해 문법 규칙의 ‘왜’를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 

 가추법을 통해 생성된 학습자의 가설 지식은 본질적으로 과정적이며 잠정적인 것으로 수

용된다. 즉 정해진 답을 확인하거나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최선의 가설을 선택하는 과정이

라는 점에서 가설 생성과 선택의 과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는 가설 선택의 

과정을 자료 분석을 통한 귀납적 과정이나 연역적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가설 설정의 과정에

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관점과 해석이 만나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창발되는 과정

에 주목한다.68) 이는 상호작용을 통한 복잡적응계의 형성과 관련된다.  

 가추법은 놀라운 사실에서 시작하여 해석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사고이다. 그러므로 

복잡성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초점에서 일반적인 탐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초점 사건

(Davis et al.,  2000: 340) 을 통해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렵고 난해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습에서 모든 해석의 준거

는 학습자 자신이다. 학습자의 이전 경험이나 지식에 비해 놀랍거나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

거나 새로운 것들이라면 충분히 가추법을 시작하는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귀납법의 엄

격함이나 광범위한 자료 제시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모국어 화자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직관적, 암묵적 문법 개념을 활성화하여 가설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쉽고 재미

있게 탐구 활동에 참여하며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놀라운 언어 현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심을 통해 문법 탐구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행

동유도성(affordance)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언어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에 

언어 학습의 실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가설 생성을 위한 의문은 일상생활에서 호기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문법 탐구 경험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유효성(effectivity)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요컨대 위에서 살펴본 가설적 추론으로서의 문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기

반으로 다양한 해석을 생성하고 검토함으로써 복잡성을 창발시킬 수 있으므로 복잡적응계로

서의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68) 브라운과 클레멘트(Brown & Clement, 1987; 한승희, 2005: 48-50에서 재인용)의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귀납적 추론과 가설적 추론의 비교 연구에 의하면 귀납적 추론이 인간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비해 가설적 추론은 인간 사고의 
본질로서 내러티브적 사고, 즉 인간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마음을 형성하는 
사고로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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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것은 연구자의 이론적 탐색과 실제 수업 실천의 과정을 검토하여 제안한 하나의 잠

정적 안에 불과하다. 이러한 절차는 기존의 교육 현장에서 문법 탐구 학습을 바라보는 것처

럼 고정되고 경직된 것이 아니다.69) 교사가 수업 실천을 목표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가설 생성과 가설 선택의 과정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아래 표에서는 이해를 위해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두 과정은 순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법 탐구 활동: 가설적 추론을 통한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과정 설명 학습자의 학습 맥락
복잡적응계 

학습 맥락

① 문제 

인식
놀라운 언어 현상에 주목

‘놀라운’의 기준은 바로 

학습자 자신의 기존 믿

음, 과거 문법 학습 경

험 등임

초점 사건의 선

택과 기획

문법 탐구 활동

을 시작하게 하

는 행동유도성

(affordance)

② 가설 

설정

놀라운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무엇인가?

‘왜 그럴까’를 생각하며 자신의 

관점에서 문법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기 

관찰된 사실과 자신이 

알고 있거나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을 결

합하여 설명하기

학습자 상호작용

을 통한 내적 잉

여성과 내적 다

양성의 병치

→창발 및 자기

조직화,

가르침이 가능한 

순간

③ 가설 

선택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한 가설의 

공유 및 선택

최선의 진리를 향한 자기 수정, 

자기 절제의 과정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다양한 관점이

나 해석을 경청하고 비

교, 검토하기, 질문하기, 

나의 가설 수정하기

표�Ⅱ-6� 가설적�추론을�통한�해석적�상호작용으로서의�문법�탐구�활동의�학습�맥락

69) 이러한 문법 탐구 활동의 구안은 교사인 연구자의 실천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지만 연구자도 처음에는 이것을 문법 탐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문법 탐구 학습의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현장의 교사
들 중에서도 이러한 틀에 매여 자신이 유의미한 문법 탐구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알지 못하거
나,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 기존에 강조되지 못했던 학습자의 가설 생성
과 선택 과정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잉여성, 수업의 즉흥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준비할 때 
학습자의 문법 탐구 경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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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문법 탐구 활동의 지향: 언어적 주체와 학습 주체의 합일을 통한 능동적 

의미 구성

 앞서 논의한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언어적 주체와 학습 주체의 합일을 통한 능동적 의미 

구성의 방향을 지향할 수 있게 된다. 

 문법교육에서 상정하는 학습자 상은 ‘언어적 주체’이다. 언어적 주체의 개념은 중요하게 

다루어 왔지만, 문법 학습을 통해 언어적 주체를 길러 내는 실천적 국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신명선, 2013b: 83). 특히 언어적 주체는 문법교육을 통한 경험적 결과로서

의 ‘상’도 중요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학습 주체로서의 의미도 중요하다. 교실에 들어오는 학

습자들은 저마다의 언어생활의 주체 즉 ‘언어적 주체’로서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는 능동

적 의미 구성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언어적 실제성’과 관련이 있다.

국어교육에서 단편적이고 분절된 지식 교육을 넘어 총체적 언어 교육을 꾀하기 위해 ‘실제

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제한된 예를 넘어서 학습자들의 동기를 불

러일으키고 실제 언어생활을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언어’ 자료를 가져와야 한다는 식의 표

면적 이해로 흐른 경향도 없지 않다. 이성영(2012)은 구성주의와 총체적 언어 교육에서 비

롯된 ‘실제성’은 맥락성, 주체성, 총체성을 함의하며, 학습 과제와 자원 차원에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국어교육 활동에서의 ‘실제성’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직시하고 실제성

을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가상성(假想性)’으로 제시하고 있다.70) 김창원(2014)은 실

제성의 의미를 ‘국어 현상으로부터 국어교육의 내용과 자료를 이끌어 내는 틀로서 바라보며, 

남지애(2016)에서는 학습자가 구성하는 지식의 측면에서 언어적 총체성과 관련하여 실제성

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법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 자체가 언

어적 실제성 그 자체이다. ‘언어적 실제’라는 것도 구체적 대상이 있기보다는 한 언어 사회 

내에서 개별 언어적 주체들에 의해 실현되는 언어활동의 총체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학습

자의 지식 구성을 위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언어 자료는 외부에서 주어진 자료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언어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문법 탐구 활동에서 정교하게 제시된 학습 자료

를 통해서 자신의 언어적 실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고, 이를 통해 ‘문법’이라는 학문적 지

식과 자신의 언어적 실제를 관련시키면서 문법 지식이 더 이상 언어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

지 않는, 탈맥락적인 지식으로만 남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를 언어적 주체이자 

언어적 실제성을 담지하는 존재로 다루면서 미시 체계뿐만 아니라 거시 체계에서 사용하는 

70) 이성영(2012: 63)은 가상성의 의미를 ‘가정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본고
가 지향하는 가추법과 관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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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언어(가정에서의 담화, 동료들과 대화, 그 주체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를 학습자를 통해 수업 내로 포섭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결은 실제적 자료나 활

동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체가 핵심적인 연결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법 탐구 활동을 가추적 사고를 통한 기호 해석의 과정으로 본다면 결국 기호의 의미를 

해석하는 언어적 주체에 주목해야 한다. 에코(Eco, 1984: 94)에 의하면 끊임없이 물음이 제

기되는 기호 과정에서 기호에 의해 주체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고 해체된다고 본다. 주체는 

내용의 끊임없는 재세분화에 의해 형성된다. 즉 기호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가 무엇을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림�Ⅱ-10� 문법�탐구�활동의�지향점

 이런 관점에서 문법 탐구 활동은 언어 현상과 문법에 대한 해석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내

면에서 문법적 실천을 만들어 내는 언어적 주체와, 문법적 사고를 통해 문법을 인식하는 학

습의 주체가 서로 만나는 행위가 된다. 위의 그림에서 서로를 향하는 화살표는 이들의 순환

적 관계를 설명한다. 즉 언어적 주체는 언어 현상에 대한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으며, 자신을 언어적 주체로 인식하는 학습자

들은 또한 언어 현상에 대한 활발한 해석적 활동에 참여하며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 자신

의 학습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성찰하는 학습자는 문법 현상에 대한 해석 활동을 통해 자

신이 바로 언어적 주체임을 깨달을 수 있으며, 언어적 주체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자신이 무

엇을 배우고 앞으로 무엇을 배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학습 주체로서의 자아상을 더욱 확고

히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순환적 관계를 통해 문법적 실천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여러 해석

들의 의미가 학습자 자신의 삶과 유기적 관계를 지니며 나아가 공동체적 삶으로서의 언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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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로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

 

2.3.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공동체의 개념화

 복잡적응계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지성을 창발한다는 점에서 집단화

(aggregation)의 속성을 지닌다(Holland, 1995: 31). 또한 퍼스에 의하면 탐구의 방법은 근

본적으로 특정한 탐구 공동체를 발생시킨다(Liszka, 1996: 199). 그렇다면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학습과 탐구 공동체를 전제로 한 문법 탐구 학습의 관계와 위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잡성 사고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최적성(optimality)이 아니라 적합성(adequacy)의 문제

로 보는 프래그머티즘 철학을 전제한다. 그런 점에서 복잡성 사고는 타당성, 신뢰성, 엄밀성, 

일반화보다 가능성, 합당성, 관련성, 우연성의 진리와 더 가깝다. 또한 앎에서 인식 주체를 

전면에 내세운다(Davis & Sumara, 2006: 60-61). 다양한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지

성으로 창발되는 복잡적응계는 프래그머티즘에서 주장하는 탐구 공동체와 맞닿을 수 있다. 

 탐구 공동체는 프래그마티즘 철학의 퍼스(Pierce)로부터 시작되어 듀이(Dewey), 리프맨

(Lipmann)을 거쳐 계승되었다. 퍼스의 탐구 공동체는 ‘실천적 합리성(concrete 

reasonableness)’을 향하여 성장한다. 이때 합리적 실천성은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발생되는 

것으로 우연이나 카오스로부터 진화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과정을 종결적(finious) 과정이

라 부르는데 이는 선택과 변화에 의해 수정되는 과정의 특징을 지닌다. 흥미로운 것은 퍼스

가 이러한 종결적 과정을 일리아 프리고진(Ilya Prigogine)의 소산구조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

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종결적 과정을 가스 확산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가스 분자의 

무작위적 운동은 비가역적으로 가스가 균등하게 분산되는 결과로 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는 시스템 내에서 특정한 운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퍼스는 이를 “우연이 질서를 낳

는다.”라고 주장했다(Liszka, 1996: 202). 진리를 위해 종결적 과정을 향해 끊임없이 수정하

는 과정 자체가 복잡적응계 창발을 전제로 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연결에 따

르면 문법 탐구 학습은 탐구 공동체로 이어지며, 탐구 공동체는 복잡적응계 창발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복잡적응계나 공동체는 항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71) 특히 복잡적응계는 상

71) 코미토(Komito, 1998; Jonassen & land, 2012: 402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공동체는 형태나 
기능이 고정된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들에 의해 언제나 협상 가능하며 그 
의미와 구체성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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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조건에 따라 즉흥적으로 창발된다. 그러므로 모든 수업이 복잡적응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1회적으로 형성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반복적이고 주의 깊은 노력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가 지향하는 문법 탐구 학습은 교실에서의 집단성 창

발을 통한 지식 구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복잡적응계’이며, 문법 탐구를 실천하는 공동체

라는 점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이다. 복잡적응계가 시스템적이며 그 체계의 일반 원리를 내

포하는 명명이라면 문법 탐구 공동체는 실천적 공동체와 더불어 교육 장면에서 보다 친숙하

며 학습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명이라 본다.72) 그러나 ‘문법 탐구 수업=복잡적응계=

문법 탐구 공동체’는 아님을 다시 한 번 주지해야 한다. 실천적 참여를 통한 복잡적응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 둘은 같은 의미로 쓰이며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수업도 가능하다. 

문법 교실은 복잡적응계로서의 탐구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리프맨(Lipman, 2003: 119)은 교실에서 반성적이고 자기수정적인 탐구 공동체 형성이 필

요함을 주장한다. 탐구 공동체(community of inquiry)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대화를 통한 

논의의 흐름에 따라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가 수행되는 공동체이다. 이를 복잡적응계

의 관련 조건과 연결 짓고, 앞서 논의한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개념화를 상세화하면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2) 본고에서는 두 용어를 하나로만 한정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Ⅱ-11� 복잡적응계로서의�문법�탐구�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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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탐구 공동체는 문법 현상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는 공동체이다. 언어 자체도 복잡적

응계의 본질적 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문법 탐구를 통해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모

호함과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도전하며 탐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

는 대화를 통한 해석적 활동을 전제로 한다. 상호작용을 통해 문법적 사고의 가능성을 확장

하고 공유된 이해를 통해 문법에 대한 서로의 관점과 감수성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문법 탐구의 과정은 1회적인 흥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의 본질과 문법 학습

의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제까지 교실에서 이루어진 문법 학습이 주로 문법

에 대한 표면적 접근이었다면 심층적 접근을 통해 문법적 개념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

동체 형성이 중요하다73). 이것은 문법적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이며 언어적 주체와 인식적 

주체가 조우하는 경험이다. 

 복잡적응계 내의 모든 요소들은 항상 타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적응한다. 더 이상 내부

와 외부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개인 학습자의 문법적 안목의 성장은 문법 탐구 공동체의 

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문법 탐구 공동체의 성장은 개인 학습자의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

는 공진화의 관계에 있다.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은 언어 현상을 문법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동시에 문법적 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이자 세상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변화를 수반하

는 성장 과정이라 할 수 있다. 

73) 학습에서의 표면적 접근은 기호(sing) 자체에 초점을 두는 데 반해 심층적 접근은 기호화
(signified)된 것이 무엇인가에 주목한다(Olson & Torrance, 1998: 744).

그림�Ⅱ-12� 문법�탐구�공동체의�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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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탐구

 이 장에서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의 전제를 제시하고 복

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학습의 특질 및 거시적 구조, 복잡도 증가를 통해 창발이 일어난 

수업 단위별 미시적 양상을 분석한다. 또한 한 학기 동안의 지속적인 문법 탐구 학습 경험

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분석의 전제

1.1. 은유적 분석의 관점

 복잡계를 분석하는 정통적 방법은 모형화(modeling)를 통한 분석이다. 이는 해석적 모형

이나 계산적 모형을 통해 거시적 패턴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엄밀

한 방법이다. 이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능력과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은유적 

분석(metaphoric analysis)의 관점을 전제로 복잡적응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은유적 분석이란 

복잡계 이론을 직관적으로 활용하여 복잡계 내에서 갑작스럽고 단절적 변화의 실체를 중심

으로 그 원리와 대응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은유적 분석은 분석의 시기와 변화의 주체에 따라 표 Ⅲ-1처럼 구분할 수 있다74). S고의 

74) 관점1은 체계 내부에 단절적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능동적으로 유도하려는 것과 관련 
있으며 관점2는 체계 내부에 창발된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관점3은 외부환경의 단절적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이라면 관
점4는 외부환경의 단절적 변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발빠른 적응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된다(윤
영수・채승병, 2005: 180-181).

변화의 주체
내부 외부

분석의 시기
변화 전 관점1: 복잡계의 인위적 혁신

관점3: 외부의 변화에 강건

한 시스템 설계

변화 후 관점2: 변화의 실체 파악
관점4: 외부의 변화에 신속

히 적응

표�Ⅲ-1� 은유적�분석의�범주



- 75 -

문법 탐구 공동체는 사전에 변화를 기획하고 인위적 혁신을 유도하는 실행 연구가 아니라 

정규적 교육과정에 의한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마친 후 변화적 실체를 추적하는 점에서 관

점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체계가 복잡적응계인지를 살펴보아

야 하며, 체계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위치했었는지, 섭동이나 요동이 있었는지, 자기조직화 

현상이 있었는지, 변화를 통해 복잡하지만 안정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등에 주

안점을 두어 분석할 수 있다(윤영수・채승병, 2005: 190-194).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에서 어떠한 창발이 일어났는지, 그로 인한 새로운 질서를 어떻

게 유지하였는지는 복잡적응계의 적응력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적응력은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데 체계 내부의 복잡성을 증대시켜 체계 내부의 새로운 패턴을 발

생시키거나, 이 변화의 질서를 항상적으로 유지하는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가 

체계 내의 다양성과 관련 있다면 후자는 내적 잉여성을 통한 안정된 구조와 관련 있다. 

1.2. 복잡적응계의 경계 설정

 질적 탐구를 위해서는 우선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복잡계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분석할 체계와 외부환경을 구분하는 경계를 임의로 

정해야 한다.75) 또한 인식적 주체의 앎을 강조하는 복잡성 사고의 관점에서 복잡적응계의 

분석은 특정한 관찰자의 인식을 필연적으로 전제한다. 복잡적응계 구성원들은 실제로 복잡적

응계의 질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업에서 복잡적응계 창발을 민감하게 포착

하고 감지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교사로서 참여한 

수업에 대한 분석이므로 기본적으로 참여자이자 관찰자로서 교사인 연구자를 상정한다. 이런 

점에서 S고 복잡적응계의 의미 있는 경계는 6개 분반을 아우르는 전체 문법 수업이 된다. 

‘집단적 의식’76)으로서의 교사의 인식을 통해 수업에서 새롭게 창발된 가능성들이 포착되었

으며 이는 다른 분반의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통해 순환되었다. 개별 분반은 다른 분반과의 

관계를 통해 보다 높은 집단 학습자로 존재할 수 있었다. 

 따라서 S고 문법 탐구 공동체는 S고등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2017학년도 2학기 문법 수

75) 원칙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적으로 시야를 넓히면서 복잡성이 갑자기 변하는 단계, 창발현
상이 일어나서 복잡도가 적절히 낮아진 단계를 경계로 삼는다(윤영수・채승병, 2005: 
379-381).

76)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280)는 가르치는 일은 개체 차원을 넘는 ‘집합적 차원의 
의식’을 동반하는 일이며, 이때 교사는 의식자로서 총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흐름들에 
대한 해설자(commentator)이자 유인자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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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라는 체계를 전체 복잡적응계로 설정한다. 이때 문법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행위자

(agent)이며, 이들이 속한 6개의 분반은 각 행위자들의 메타행위자(meta-agent)가 된다. 이 

메타행위자들은 교사라는 노드를 통해 학습 자원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 하나의 메타메타

행위자가 된다. 그런 점에서 S고의 문법 탐구 공동체는 문법 수업을 전체 복잡적응계로 하

며 그 하위에 분반별 메타행위자, 행위자의 계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체계로 볼 수 있다. 

그림 Ⅲ-1은 S고 문법 수업이라는 복잡적응계의 계층적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며, 이 중 ‘가’ 

부분의 메타행위자의 하위 구조는 그림 Ⅲ-2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림�Ⅲ-1� 복잡적응계로서의� S고�문법�수업의�경계

그림�Ⅲ-2� 가.� 3분반의�행위자�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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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석의 대상과 분석 틀

 한 학기 동안 지속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은 복잡적응계의 관찰 및 연구라는 점

에서 어려움을 내포한다. 복잡적응계는 요소들로 쉽게 환원될 수 없으며, 요소들 간의 관계

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인과적 예측을 하기 어렵다. 되르네이(Dörnyei, 2014)는 복잡계의 

렌즈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직관적 통찰은 얻을 수 있지만 요소별로 나누어 조작

화(operationalize)가 어렵고, 요소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으며, 자료로서 집단의 평

균은 제한된 관련성만을 가지기 때문에 연구의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앞

서 언급한 은유적 관점을 전제로 본고는 이미 창발된 질서의 패턴을 관찰하여 요소들로 환

원하기보다는 구체적 자료들의 관계를 통해 학습 경험을 재구성하고 그 맥락 속에서 유의미

한 경험들을 읽어내고자 한다. 

 우선 문법 탐구 공동체가 복잡적응계로서의 특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는 교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잡적응계로 볼 수는 없다. 학생들 간

의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교사의 일방적 설명이 이루어지는 교실은 집단(collective)라기보다

는 집합(collection)에 가깝다. 복잡적응계는 행위자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긴밀한 상호

작용을 통해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자를 전제한다(Sullivan, 2010: 15). 또한 복잡적응계

는 진화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복잡한 시간패턴을 보인다(Holland, 1995: 30). 체계는 한 시

간의 수업 동안 창발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한 학기 동안의 지속적인 적응을 통해 새로운 자

기조직화를 이루어내기도 한다. 칠러(Chiller, 2016: 142)는 복잡적응계의 기술(description)

에는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한데 각각의 기술은 체계에 대한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고 본

다. 기술의 차이는 복잡성의 차이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

습 경험을 보다 총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거시적 측면에서의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의 구

조와 학습자의 변화, 그리고 미시적 수준에서의 자기조직화와 창발 양상을 함께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Ⅱ장에서 살펴본 복잡적응계의 특질인데, 이것은 다른 한편

으로 복잡계 창발을 위한 조건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체계의 구조는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거시적인 학습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문법 탐구 학습이 잘 일어나는 학습 환경은 무엇이며 학습자들은 이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살펴본 다음의 특질을 중심으

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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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항목 중 자기조직화와 창발의 미시적 모습은 구체적인 수업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6차시 중 학습자 참여를 중심으로 창발이 일어났던 ‘기호 분류 활동’, ‘형태소 분석 

활동’, ‘단어 만들기 활동’ 수업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활동들은 복잡도 증가를 통

한 교실 내 집단적 창발의 역동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며,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에서도 인상적인 수업으로 선택한 것이다. 수업은 다양한 관계가 얽혀 있는 하나

의 덩어리로 존재하므로 창발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업에서 학습자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교사의 수업 및 탐구 

활동의 설계이다. 각 수업에서 어떠한 문법 탐구 활동 설계되었는지를 ‘초점 사건의 선택과 

기획’, ‘제약 조건의 활성화’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공동

체의 학습 대화, 수업에 대한 교사의 메타 인식, 생각쪽지를 통한 자기조직화 등을 통해 구

체적 창발과 자기조직화의 모습을 포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의 의미는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공진화해 

온 개인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그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77) 복잡

적응계 창발은 개인 학습자들의 참여와 국지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학습자들이 자기조직화하면서 집단 지성으로서의 공진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복잡적응계에

서 진보는 결정적으로 집단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개인의 정체성이나 주관적인 지식, 개별 

행위자들을 축소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집단성은 자율적인 행위자

들의 상호 규정하는 실천 속에서 발생하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Davis & Sumara, 2006: 

111). 집단적 창발을 통해 문법 탐구 공동체로서의 학습이 학습자들의 어떠한 성장과 변화

를 조우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의미한 범주는 문법 탐

구 수업을 통한 변화,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 문법 탐구 학습 활동에 대한 인식이었

77) 비선형시계열 분석은 행위자에 대해 정량화할 수 없는 세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구성요소 각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흐름에 중
점을 두어 접근할 수 있다. 학습자 자료를 통해서 국지적인 상호작용의 파악이 어렵지만 전체
적인 경향의 의미는 읽어낼 수 있다(윤영수・채승병, 2005: 386).

행위자의 자율성

비선형적 상호작용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

창발과 자기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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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맥락

 학습은 특정한 맥락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S고의 문법 수업은 특정한 학습자, 특정한 

시공간적 배경, 특정한 수업 주제와 얽혀 있다.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학습과 관련된 맥락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2.1. 수업 실천의 주체로서의 교사에 대한 이해

 교사의 교수 경험은 교수에 대한 태도, 학습자의 인식과 세계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패트릭(Patrick, 1992)은 교사들마다 물리학을 얼마나 다르게 이해하는지, 학급 수준의 교육

과정을 얼마나 상이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가르치는지, 물리학을 개념화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그 내용을 가르치는 방식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통해 교수라는 것

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였다(Olson & Torrance, 1998: 769). 이처럼 문법 학습

에 있어서도 교사에 따라 ‘문법교육과 학습’을 무엇으로 보는지, ‘교수’와 ‘학습’을 어떻게 보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탐구

복잡적응계로서의 특질 및 

구조

상호작용을 통한 창발을 

중심으로 한 수업 단위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

•행위자의 자율성

•비선형적 상호작용

•중층적으로 포개진 

프랙털 구조

•초점 사건의 선택과 기획

•제약 조건의 활성화

•창발과 자기조직화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한 

변화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

•문법 탐구 학습 활동에 

대한 인식

⇧ ⇧ ⇧

수업 학습 대화 동영상 분석 / 교사의 메타적 인식 분석 /

생각쪽지 분석 /문법 탐구 학습 경험 분석

표�Ⅲ-2� 분석의�대상과�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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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따라 수업 설계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교사이자 학습자로서 수업 실천에 

참여한 연구자의 문법 학습 경험과 인식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교사로서, 문법교육 연구자로서의 첫 이력이 될 수 

있는 국어교육과에서의 학부 수강 첫 강의는 ‘문법 탐구 학습’이었다. 당시 그 수업을 담당

하신 김광해 선생님의 독특한 과제는 ‘생각쪽지’였다. 국어학 이론을 공부하면서 매 시간 내

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탐구할 만한 질문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처음 

배우는 문법학의 이론들도 어려웠는데, 이에 대해 탐구할 만한 질문을 생각해 오라고 하니 

쉬운 과제만은 아니었다. 당시 연구자는 문법 현상에 대한 통찰이 드러나는 질문을 만들어 

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은 생각쪽지의 공유

였다. 선생님께서는 매 시간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의미 있는 생각쪽지의 질문을 공유해 주

셨다. 생각쪽지를 공유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을 접할 수 있었고 친구들의 안

목과 선생님의 식견에 다시 한 번 감탄하였다. 그리고 다음 시간 질문은 더 잘 써보리라 다

짐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S고 문법 수업에서 실천한 생각쪽지는 스승의 교육적 아이디어를 

물려받은 것이다. 그것은 이론적 계승이라기보다는 모방에 가까운 것이다.78) 연구자가 유의

미하게 경험했던 교육적 경험79)을 제자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연구자의 교육경력의 2/3는 중학교 교사로서의 경험이었고, 나머지 1/3은 S고라는 특수한 

고등학교 교사로서의 경험이다. 중학교 국어교사로서의 10년은 현재 연구자의 문법 수업 실

78)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349)는 교사가 수업에서 배운 바를 다른 수업에서 모방하
는 것은 단순 복제가 아니라 창의적 재활성화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수업은 각기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배운 수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업이 보여주는 ‘사고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9) 김광해 선생님의 이러한 교육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학습 경험을 남겼
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발췌한 글을 실어본다. ‘생각쪽지’의 힘과 이를 통한 관계 맺음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다.(https://blog.naver.com/baron18/50012045076)

    국어교육은 어디에나 있었고, 무엇이나 국어교육이 될 수 있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미
리 보고 있었고, 보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김광해 선생님의 국어학개론 첫 시간이었다. 앞
으로 매주 일기를 쓰라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이후로 떼었던 일기를 대학에 와서 쓰게 될 줄
은 몰랐던 터라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데, 그냥 일기가 아니라 생각쪽지란다. 그날그날 지내면
서 경험하고 만나는 것들에 대해 국어교육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라는 것이었다. 이 숙제를 해
내는 한 학기는 그야말로 매일을 한쪽 머리로는 국어교육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선생님
은 우리들이 올리는 쪽지들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주셨다.(중략) 대학에 들어와서 나는 
수많은 글을 써냈다. 하지만 내 글에 대해서는 다들 A, B, C 알파벳만 불러주었지 누구도 반
응해주지 않았다. 단 두 명, 김광해 선생님의 매일 같은 코멘트와 김대행 선생님의 서릿발 같
은 비판이 내가 받아본 반응의 전부였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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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토대가 되었다. 중학교 수업은 국어교육의 깊이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기보다는 한두 

가지 개념을 수업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편이다. 우선 학습자들의 연령상 집중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초등학교 이후 본격적인 문법 

수업은 처음이므로 어려운 개념들을 많이 다룰 수가 없다. 쉬운 개념이라 하더라도 학습자

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어떠한 사례가 필요하며 어떠한 단계를 거쳐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다. 그것은 마치 방정식과 관련된 초등학교 수학을 방정식의 

도입 없이 설명하는 것과 같았으며, 유용한 공식의 활용이 아니라 공식을 유도하는 증명 문

제를 푸는 듯한 더딤과 난해함이 존재하는 맥락이었다. 처음에는 문법 용어와 개념을 자유

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수업이 부러웠으나 중학교 10년을 거치면서 연구자 스스로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었음을 S고

에 와서 깨달을 수 있었다. 

 S고에서의 수업은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맥락과 영재학생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부가된 것

이었다. 처음에 부임을 하고서는 어떻게 수업을 준비할 것인지 매우 고심했었다. 일반학교와

는 다른 2시간 연강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의 2~3배에 달하는 수업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 수업 준비의 대부분은 보다 어려운 학문적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

니라 ‘기존의 개념과 관련하여 왜 그런지’,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은 무엇인지’를 찾고 이를 

쉽게,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과정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국어 활

동을 몸에 익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업 활동을 구안하였다. 풍자 UCC 제작하

기, 과학시조 창작하기80), 작문 검토회, 문법 탐구 수업 활동 등이 그러한 수업의 결과물이다. 

 연구자는 S고에 와서 교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

었다. 일반 학교의 수업 환경에 비하면 매우 혁신적이며 ‘국어 수업다운 국어 수업’을 실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업 실천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수업이 가능한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문법 탐구 수

업의 한계는 본질적인 한계가 아니라 아직 수업에서 제대로 실천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판이라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현장에서의 국어 수업은 국어교육의 가치보다는 

입시나 평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정기 고사에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며,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시험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80) 구체적인 UCC 제작 수업의 의미는 남지애(2013)을 참고할 수 있다. 과학 시조 창작하기 수
업은 2013 영재교육 우수학습자료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자료는 GED영재교
육종합데이터베이스(https://ged.kedi.re.kr/)의 교수학습자료실에서 ‘시조로 과학 읽기(과학 시
조 창작하기)’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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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내용’에 의거해서 ‘정해진 정답’을 5지 선다에서 선택하도

록 강제한다. ‘국어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다’는 학습자들의 인식은 국어 학습의 개방적 체

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해석과 ‘가르쳐진 해석’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보통의 수업이나 평가에서 이러한 불일치에 대

한 해결이나 이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S고에서 연구자가 만난 학습자들도 중학교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국어 수업을 경험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다. 

2.2. 학습의 주체로서의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습자 특성을 중심으로 S고등학교의 문법 수업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S고등학교

의 학습자는 과학영재로서 영재 선발 시험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재이다. 이때 학습자의 

영재성은 ‘과학, 수학’ 분야에 한정된 영역 특수적인 것이다. 물론 영역 특수적 영재성이 일

반적인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도 영향을 미치겠으나 필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수업 경험과 학생들의 초기 조건을 살펴보면 국어 과목 학습과 관련하여 S고등학교 학습자

들의 국어 학습 경험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거나 심화된 것은 아니

다.81) 특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편향된 학습으로 국어과뿐만 아니라 인문 과

목의 경우 학습 경험이 결여되거나 스스로 거부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일반 학교의 학생들

보다 독서 경험이나 글쓰기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여기서도 개인별 편차가 많아 하

나의 경향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82) 다만 과학 탐구와 비판적 사고에 익숙한 학습자의 특

성이 문법 탐구 학습을 하는 데에 유리한 맥락으로 작용할 것이며, 탐구의 다양한 모습을 

기대하며 수업을 구안하고 실행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 특수 분야 영재들이라는 특성상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도 국어 과목은 ‘비전문 교과’이며 학점 이수를 위해 들을 수밖에 없는 과목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S고에서 국어 교사로서 연구자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81) 김유미(2014: 21-21)에서도 과학 고등학생들을 국어 능력에 대해 ‘과학고 학생들의 국어과 
학업성취도를 분석해 보면 중상 정도의 수준으로서, 국어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연구 결과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한 바 있다.

82) 이는 연구자가 독서, 작문 수업을 맡으면서 수년에 걸쳐 학습자들의 독서 편력, 작문 편력을 
검토한 경험적 결과이기도 하다. 첫 시간에 ‘편력’ 쓰기는 자신의 경험을 기술한 것으로 학습
의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으며, 한 학기의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는 준거로도 
유용하다. 이번 연구에서도 첫 시간에 ‘문법 편력’을 작성했지만 연구 기간 이전의 수업 산출
물이므로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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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문 과목의 수업이 과학 영

재들에게 도움이 됨을 스스로 인식하게 할까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위의 표는 S고의 국어과 교육과정이다. 문법 과목은 기본 선택 과목에 속한다. 문법 과목

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필수과목인 국어 Ⅰ, Ⅱ와 독서 Ⅰ, Ⅱ, Ⅲ을 이수한 학습자들이다. 학

생들은 선택 과목의 경우 현대문학, 고전문학, 문법, 작문 중 6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

야 한다. 작문 과목은 3학년 1학기 때 거의 전교생이 신청하여 듣는 편이며, 현대문학은 매 

학기에 개설되며 많은 학생들이 신청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법과 고전문학은 ‘어쩔 

수 없이’ 수강하는 과목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2학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문법과 

고전 문학 중 ‘택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수업에서도 ‘고전 문학을 피해서’ 혹은 ‘고전 문

학보다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는 수강 동기를 가진 학습자가 많았다. S고의 특성상 과목 

수강은 학습자의 수강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나 대부분 졸업을 위한 이수 과정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소극적인 동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2학기에만 개설되는 사정상 3학년 2학기

에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아 입시를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이 수업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3학년 2학기 수업이라는 조건은 문법 수업 내부적 요소라기보다는 

외부 환경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사실 3학년 2학기 수업이라서 처음에는 모든 수업들을 열심히 들을 생각은 없었

다. 그냥 편한 분위기에서 최대한 나의 자율에 맞게 수업을 들으려고 했다. 

[S6-15-12]

 따라서 연구자는 과제나 부담을 줄이되 수업 시간에는 문법 탐구 활동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학습자들에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수업을 준비할 것을 약속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의 가장 우선 과제는 학습자들이 문법 탐구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참

S고 

국어과 

교육과정

필수 과목 선택 과목

기본 필수 소계 심화 필수 소계 기본 선택
이수

학점
심화선택

이수

학점

국어

국어Ⅰ(2)

국어Ⅱ(2)

독서Ⅰ(1)

독서Ⅱ(1)

6
독서Ⅲ(1)

독서Ⅳ(1)
2

현대문학(2)

고전문학(2)

작문(2)

문법(2)

6
매체언어비평

(2)
2

표�Ⅲ-3� S고�국어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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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83) 

2.3. 문법 탐구 수업 활동의 구조

 교사는 수업대상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구조화하며, 학생들은 수업 대상

을 통해 무엇을 학습하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며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수업 대상은 

교과내용과 관련된 특정 교과의 실천과 직결된다. ‘문법 수업다운 문법 수업’을 실천하기 위

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업대상 측면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Sünkel, 1996: 96). 연구자는 문법 탐구 수업 실천을 위해 한 단위(2차시)의 문법 수업 활

동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고 첫 시간에 학습자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문법 탐구 수업의 기본 구조를 설정하여 수업 주제나 수업 상황에 따라 학습 활동이나 

과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반복하되, 그 안에서 다양한 주제와 학습 활동

이 어울려 변주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의 설계는 필수적인 잉여성 마련84)과 자

기유사성을 지닌 활동의 반복을 통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복잡적응계 창발에 

기여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과 학습자들의 경험은 문법 탐구 학습의 구조 분석

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83) 앞서 S고의 수업은 수능이 국어 수업을 재편하는 경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업에 들
어오는 학습자들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며 일부 3학년의 경우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수업
을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었다. 연구자는 이 문제는 구성원들의 참여 의지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 보았고,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습 동기가 형성되거나 문법 탐구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습자들도 많았다. 연구자의 의지 역량(will-do competencies)과 
수행 역량(can-do competencies)(김은성, 2016: 11)을 모두 필요로 하는 수업이었다. 

84) 복잡적응계에서 필수적인 잉여성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도 있으나 행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공동의 텍스트나 인공적인 도구를 도입하여 조절할 수 있다(Davis & 
Sumar, 2006: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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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업 목표: 문법은 왜 배우는가?

생각쪽지n 작성
⇓

수 업 활 동

우리말 산책 

읽기

자기주도적 학습(개별 자료 읽기)

맞춤법, 음운, 문법, 어휘, 언어 현상 전반에 걸친 내러티브식 

읽기 자료

↓

탐구 질문 공유
학습자의 탐구 질문 소개 및 피드백

(다른 학습자의 해석, 문법적 해석 소개)

↓

문법 탐구 활동

학습 내용과 관련한 문법 탐구 과제 수행(가설 생성, 가설 선

택 활동)

-개인(조별) 탐구 과제 수행 → 분반 전체 토의

-다양한 질문 제시, 개방적 분위기에서 학습자의 가설 적극 

수용, 다양한 관점의 문법 해석 체계 제시

⇓

생각쪽지n+1 작성

표�Ⅲ-4� 문법�탐구�수업�활동의�흐름

 2.4. 교실 환경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가? 이때의 환경은 학습자들의 수업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학습 환경 설계와 관련된다. 그 중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교실 환경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S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로 운영되므로 교사의 수업에 맞춰 좌석 배치와 같은 환경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아래 그림은 문법 탐구 수업이 이루어진 수업 공간에 대한 구

조도이다.85) 

85) 본문에 나오는 그림은 문법 수업을 수강했던 학습자가 수업 상황을 회상하며 스케치해 준 
것이다. 이 학습자는 적극적인 수업 참여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때
로는 수업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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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수업에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ㄷ’자 형으로 좌석을 배치했

다. 이 구도는 학습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 수업활동에 함께 참여하기가 용이

하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 집단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한다. 특히 교사는 중앙의 빈 공간을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학습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Haycraft, 1978, Wright, 2004: 77에서 재인용),86) 학습 과정에서 개별 혹은 소

집단별 학습을 확인하며 조언을 할 수도 있었다. 연구자는 분반 토의를 이끌 때나 개념 설

명을 할 때에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ㄷ’자 구도 내에 서 있고자 했다. 이 대형은 자칫 

학생들 간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단점이나 장점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연구자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히려 이러한 소란스러움이 혹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S고 문법 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문법 탐구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수업 환경 설정에서 어떤 환경이 

이상적인가를 찾는 것보다 어떤 환경이 자신의 수업에 적합한가를 고민하는 일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87) 

86) 헤이크래프트(Haycraft)는 모두가 수업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좋은 좌석 배치는 학생들이 
벽을 뒤로 하고 원을 그리거나 말발굽 모양으로 배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문법 수업에서의 
‘ㄷ’자형 배치는 말발굽 배치와 유사하다. 

87) 랭건하임(Langaenheim, 1980; Wright, 2004: 77에서 재인용)은 수업에서 이상적인 연출 공

그림�Ⅲ-3� S고�문법�수업의�교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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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그림은 학습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문법 수업의 한 장면이다. 앉은 자리에서 양옆

면의 학습자들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ㄷ’자 중앙의 교사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구도가 잘 

드러난다. 

그림�Ⅲ-4� 학습자의�시선으로�본� S고�문법�수업의�장면

 

 문법 교실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은 교실 3면의 칠판이었다. 수업 초기에는 주로 교

실 전면의 칠판만 활용했었다.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 때 그것은 그냥 일반벽과 다를 바가 

없었다. 연구자는 단어 만들기 과제를 설계할 즈음 ‘교사 교과전문성 개발의 국제적인 동향

과 과제’라는 국제 포럼에서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Building Thinking Classroom)’라는 릴

제달(Liljedahl, 2016)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교실 환경에 대한 그의 논의가 눈에 띄었는데, 

학습 공간을 ‘책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교실의 칠판이나 벽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확

장할 때 학생들의 공유된 이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논한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가

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학교 교실의 칠판이었다. 이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여 조별 활동의 

‘결과물’만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법 탐구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발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었다.

간은 필요치 않으며 자신의 수업 활동에 적합하게 학습자들을 배치하여 시작부터 유대감을 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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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공동체의 특질 및 학습 구조

 이 절에서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복잡적응계로서의 특질을 살펴본다. 이는 해당 문법 수

업이 복잡적응계로 존재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며 동시에 복잡성을 창발할 수 있었던 구

조적 안정성과 그 기제에 대한 고찰이 된다.

3.1.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학습자

 학습자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

는 복잡성 통일체이다(Davis & Sumara, 2006: 41). 활발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상위 수준의 메타행위자를 형성하며 집단적 학습에 기여하는 것은 바로 개별 학습자이다. 

하나의 체계는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자기조직화’된다는 점에

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1.1. 지향점의 공유: 문법은 왜 배우는가?

 ‘우리말 다 할 줄 아는데 국어는 왜 배워요?’ 이는 수업에 들어가는 국어교사라면 일상적

으로 접하는 질문 중 하나이다. 수업에서 학습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지식 구성이 일어나지 못한다. 연구자는 문법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한 학기 동

안 공유하는 화두이자 탐구 질문으로 ‘문법은 왜 배우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학습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 무엇을, 왜,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88) 이것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에게도 유의미한 질문이다. 교

사의 수업 실천은 학습자들에게 교과 학습의 가치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의 ‘문법은 왜 배우는가’는 ‘문법을 왜 가르치는가’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법관을 재구성하며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학습자와 교사가 찾는 해답은 정

해진 것이 아니라 수업 활동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정될 수 있는 것이며, 최선의 답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학습의 지향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89) 각 차시별 수업 목표가 해

88) 유영만(2006b: 74)에서는 건강한 학습의 조건으로 ‘문제의식’을 거론한다. 학습 주체가 자발
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출발점에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질 때 그 진행 과정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하여 어떤 결과를 창조할 것인지에 흥미를 느끼며 활동 자체에 몰입할 수 있
다. 

89) 복잡적응계에서는 예측 가능한 학습 목표를 상정하는 대신 학습의 지향점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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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문법 개념의 성취기준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이 질문은 모든 문법 시간을 아우르는 상위 

맥락으로 존재하는 장기적인 목표 지향이었으며 그 자체로 문법 학습에 대한 메타적 인식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90) 

 우선 연구자가 ‘문법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문법은 왜 배우는가’의 질문을 상정한 것은 

문법 탐구 학습에서의 학습의 의미와 학습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하는 것이다. 전자의 

질문이 객관적 지식으로서 ‘문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후자의 질문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학습자’의 문법 학습이 중심이 된다. 즉 ‘나는 문법을 왜 배우는가’의 질문으로 환언할 

수 있다. 문법 탐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워야 할 지식으로서의 문법이 아니라 학

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 그 자체이다.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66)에서는 전자가 ‘우

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지식 차원의 질문이라면 후자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가’라는 앎의 과정을 다루는 문제라 언급한다.91) 이런 점에서 ‘문법은 왜 배우는

가’는 ‘문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법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의 맥락과 상통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법 학습자의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질문은 문법 학습 활동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질문이

나 활동의 의미를 찾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형태소 분석과 관련하여 ‘분석 활

동의 목적과 의미’를 묻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는 분석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라기

보다 ‘문법 학습의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언어

를 자율적 구조체로 다루어보는 경험(남가영, 2008) 자체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단어나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형태소의 정의는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이지만, 형태소 중에는 실질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리고 혼자서는 쓰일 수 없는 형태소

도 있는데, 대개 이러한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는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형태소 분석을 하여 원형을 알아내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때 형태소 분석을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 (왜 하는 것일까?) 무엇을 얻고 싶

90)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당사자만이 구할 수 있는 것임을 수업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학습
자 스스로 문법 수업에 참여하면서 ‘문법을 배우는 이유’를 찾아가야 하며, 교사도 ‘문법을 가
르치는 이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91) 그들이 제시한 질문은 ‘수학은 무엇인가’와 ‘수학은 무엇을 하는가’이다. ‘문법은 왜 배우는
가’는 ‘문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법 학습의 동기와 의미를 찾아나
간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며 앎의 과정을 다루는 점에서 유사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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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일까? [S2-2-8]

  이번 시간에도 형태소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접사와 어근의 차이가 느

껴지기 시작한다. 형태소를 분석해서 생기는 이점은, 단어를 문법에 맞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편한 대로 말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방치한다면 너무 혼

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렇기에 '문법'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규칙이 필요하긴 하다. 까

다롭고 어렵거나, 복잡할 수 있긴 하지만 말이다. 구체화 하여 분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재밌기도 하다. [S4-7-10]

 

 이러한 과정은 학기를 통해 지속되었다. 학습자들은 개별 수업에 참여하면서 문법을 배워

야 하는 이유를 꾸준히 탐색하였고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점들을 인식하며 나름대로 학습

의 이유와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자신의 앎의 과정을 성찰하는 준거로 작용하

였고 ‘문법과 문법 학습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기제가 되었다. 아래의 사례는 학습 과정

에서 수업의 마무리 시점에 이르기까지 학습자들이 ‘문법은 왜 배우는가’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학기 중

  형태소 분석을 예전에도 해 본 적이 있지만, 형태소 분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한자어를 이해하

는 데에 있어 각 한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각 형태소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음절 단위로 끊지 않는 경우, 그 외에도 

사실 용언의 활용어미가 아닌 거의 모든 형태소가 그리 직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형태소를 관찰해 보았다. [S3-15-8]

학기 말

  이유는 문법 수업이 새로운 문법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본래 예상하고 있었던 문법적 규칙과 같은 내용도 배울 

수 있었지만 언어의 본질적 특성, 그리고 언어가 왜 현재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배우고 탐구한 것이 내게 가

장 인상적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에 문법 수업을 들으면서 기

존에 가지고 있었던 학문에 대한 의문 중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

였던 ‘도대체 언어에 대해서 왜 공부하는가?’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S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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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은 ‘문법은 왜 배우는가’에 대한 탐색을 통해 문법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

다. 후술하겠지만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을 보면 단지 문법 탐구 학습이 흥미로웠

다를 넘어 학문으로서의 문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신의 발전 등을 진술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런 점에서 학습의 지향점은 숙달 목표(mastery-goal)로 작용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숙달 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들은 학문적 과제(academic task) 자체에 숙달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자기발전(self-improvement)에 주의를 기울인다. 발전의 비교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학기 중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는 과정에서 헷갈리는 것들도 있었는데, 가

령 '휘날리다'는 휘어 날리다 인지 휘 날리다 인지 헷갈렸다. 같은 

범주에 묶여 있는 다른 단어들이나 단어가 주는 느낌을 보면 파생

어 같았는데, 휘라는 접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나는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고민했었다. 원래 암기하는 것을 안 좋아해서 거의 이

해하고 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해도 물론 중요하

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 어떤 접사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쪼개서 생각하는 습관

을 들이면 처음 보는 단어들도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겠다는 생각

도 들었다. 이래서 문법을 배워야하나 싶었다. [S1-5-9]

학기 말

  나에게 이번 문법 수업은 문법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준 시간

이었다. 내가 처음에 문법 수업을 수강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수

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나 문법 과목에 대한 흥미보다는 내년에 

치르게 될 수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다. 오히려 나는 어렸을 때

의 주입식 문법교육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문법은 납득이 되지 않

는 암기 과목이었다. 그래서 수업 초반 문법 편력을 제출했을 때도 

문법에 대한 나의 솔직한 생각과 수업을 통해 그 인식이 바뀌었으

면 좋겠다는 말을 썼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을 통해서 문법은 단순

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말 전반에 걸쳐서 우리말을 어떻게 사

용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암기를 싫

어하는 내가 문법을 공부할 때 왜 암기가 필요한지도 납득하게 되

었고, 문법을 왜 배워야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S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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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자신이 성취했던 수준이 된다. 이러한 숙달 목표가 교실 수준에서 주어지면 학습자

들은 수업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여 숙달 수준에 이르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타인과의 비교

가 아니라 현재의 수준에서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Anderman & Anderman, 

2009: 437).92) ‘문법은 왜 배우는가’의 공유는 학습자들이 기존의 문법에 대한 이해와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었다.  

 3.1.2. 행위자의 자율성과 다양성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 학습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바로 학습자들의 능동

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통해 창발될 수 있었다. 복잡성을 창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

로 행위자들의 다양한 능력, 경험과 의견의 다양성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새로

운 생각에 기여하며 체계 안의 섭동을 유발시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Sullivan, 2010: 

15-19). 교사 또한 복잡적응계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존재한다. 학습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교사는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자

 우선 문법 탐구 학습에 ‘의도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자 한 학습자들이 많았다. 학습자들

은 한 학기 동안의 자신의 학습 태도를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배워가기 위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최대한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매일 매일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까’를 기

대하며 수업에 참여하였다. 

  많은 것들을 배워가기 위해 그만큼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수업을 들으며 생각

한 점들은 많으나 이를 다 표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흥미로운 내용들도 많았

는데, 특히 중간고사 이후 수업들을 통해 언어의 본질을 파악하고 단어를 형태소 

등의 작은 단위로 분리해가는 것이 앞서 말한 언어적 사고의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S4-4-12]

92) 숙달 목표 외에 수행 목표(performance-goal)는 과제 수행의 오류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으
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경쟁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학습자들은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다 수행할 수 있다(Anderman & Anderman, 2009: 437). 그러나 일
반적인 교실에서는 숙달 목표보다는 수행 목표에 집중되어 경쟁을 통해 타인을 능가하는 학습
자를 길러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교실에서도 수업과 교과를 관통하는 장기적이고 숙달 지
향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구성원들과 이를 공유하는 수업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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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모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그

래서인지 잠도 거의 자지 않는다. 이런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생각보다 즐

기면서 수업에 참여한 것 같다. 생각보다 수업을 통해 얻게 된 지식들도 많다. 

[S5-13-12]

  문법 수업을 들으면서 S고에서 열리는 문법 수업인 만큼 암기 위주의 문법 수업

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역시 기대와 맞게 탐구, 분석 위주의 문법 수업이었

기 때문에 수업 의도에 맞게 최대한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수업에 참여하도

록 노력하였다. [S6-6-12]

  그 후로 문법 수업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3학년 2학기 수업 세 개(일명 절대로 

안 조는 수업) 중 하나가 되었다. 매일 매일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까 기대되었다. 

수업 내용도 너무나 재미있었고, 오히려 '시험범위를 늘려서' 더 배우고 싶었다. 

[S3-13-12]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학습자 외에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못한 학습자들도 있다. 쥔켈

(Sünkel, 1996: 128-130)은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이자 수업을 지속하는 조건은 학

습자의 관심이라 말한다. 학습에 대한 관심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더라도 학습 과정을 통해 

생겨날 수도 있고 학습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는 공교육제도에서의 필수과목

의 경우 학생들의 주관적 관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최소한의 주체성을 포

함한 복합적인 관심이 있을 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최솟값은 학습자가 

기본적인 수업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으나 이 수행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언급

한다. 앞서 학습 맥락에서 보았듯이 3학년 입시를 이유로 한 학습자 중 수업에 아예 참여하

지 않은 경우 끝까지 수업에 대한 관심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교사는 이들을 강제할 수 없었

다. 학습자의 자율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다만 과제 활동이나 수업 활

동에서 성실하지 못했지만 조별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수업에 대한 관

심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요번 학기에 들은 문법수업은 다른 수업도 그렇듯이 심층 준비와 휴식을 위한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 물론 양심상 꽤 많이 내용을 들었었다. [S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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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수능이 급했던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수

업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업에 참여하면서 발표도 해보고, 학습지 활동도 해봤습니다. 

탐구 중심의 문법 수업은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더 쉽게 문법이라는 언어적인 학문

에 다가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생각쪽지, 언어비평문을 쓰는 활동을 통해서 문법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S2-11-12]

 모둠 활동이나 분반 토의는 교사의 세심한 설계와 촉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적극적

인 참여 없이는 원활히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으며 통찰력을 가진 학

습자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모둠 활동과 토론을 하면서 옛날에 가끔씩 혼자 생각해봤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

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

이 생각하게 되었다. 전에는 언어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서가 어떠한지는 

생각해봤지만, 주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온다는 생각은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또 언어가 얼마나 자의적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재미있었

다. 특히 우리 분반에 언어에 대해 많이 생각해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 좋고 새

로운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내가 언어에 대

해 생각하는 능력도 더 키워진 것 같다. [S2-5-12]

  우리 분반의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다. 김X휘 군, 김X호 군의 통찰력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으며, 김X수 군은 뜬금없는 소리도 몇 번 했었

지만 발표를 정말 열심히 했다. 김X식 군도 발표를 열심히 했으며, 송XX 양도 발

표를 열심히 했다. [S3-9-12]

 

 이러한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는 ‘수업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추진력이 되었다. 

분반의 모든 학습자들이 언어에 대한 식견이 높거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

극적인 학습자들의 참여가 다른 학습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참

여하는 수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쥔켈(Sünkel, 1996: 256)은 수업의 분위기를 수업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 상황과 수업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것이라 정의한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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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습 과정에서의 모든 구조와 순간들,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에서 생성되

며 ‘수업이 실제로 도달한 구조적 안정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적 분위기를 형성

하며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다양한 관심과 능력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우

선 학습자들은 근본적으로 적응적 존재이다. 같은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저마다의 경험과 이

해를 바탕으로 각각 다양한 학습의 의미를 구성해 나갔다. 다음은 언어의 본질과 특질 수업

을 마친 2분반의 학습자들이 작성한 생각쪽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같은 수업을 들었지

만 각자 상기하는 지점이 달랐으며 자신의 배경지식을 연결하여 새로운 관점의 사고와 질문

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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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초점과 질문이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

이 ‘문법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문법 학습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학습자

들은 수업에서 새로 배운 내용이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문법 현상을 해석하고 자신의 경

험을 정교화하고 있다. 언어의 기호적 특징에 대한 학습은 ‘인공지능의 추상화 능력 실현의 

어려움’을 상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고, 교육을 통한 추상화가 우리에게 공통성을 기반으



- 97 -

로 한 ‘합리적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제가 됨을 깨닫기도 하였다. 언어의 자의성과 관

련하여 매체 경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상품에 대한 ‘네

임 벨류’를 언어와 사고의 관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일련의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언어적 경험을 정교화할 수 있었

다. 또한 생각쪽지의 공유를 통해 보다 다양한 관점의 문법적 해석과 질문을 접하며 가능성

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은 문법적 능력과 안목을 높

이며 보다 자율적인 학습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2) 교사

 교사는 특정한 수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체이다. 교사의 수업 설계와 실천이 

학습자의 배움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습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학습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업에서의 교사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복잡적응계에서는 

교사 또한 교수자이자 참여자, 학습자로 존재한다. 

 이 수업에서의 교사는 연구자 바로 자신이므로 수업 설계의 의도와 구체적 방안, 수업을 

통해 변화한 점들은 전체 논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여기서는 학습자들의 눈을 통해 학

습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교사는 어떠한 행위자로 존재하였는지를 고찰해 본다.

  이번 문법 수업은 선생님께서 따분하지 않게 어떻게 수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느껴졌다. [S4-2-12]

  하지만 우리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확실히 일반적인 수업과는 달랐다. 학생들

이 문법을 단순하고 재미없는 규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창의적인’ 수업을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느꼈다. [S6-9-12]

  무엇보다 선생님의 수업은 생각이 꽃피는 수업이었던 것 같네요. [S3-13-12]

  확실히 개방형 질문이 많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문법에 대하여 생각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졌다고는 볼 수 있다. 이외 수업 방식에 있어서 고등학생이 

궁금할 만한 점을 잘 자극해 주신 것 같다. [S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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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은 교사가 기획한 문법 탐구 수업이 문법에 대한 흥미를 고취하고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음을 상기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였

으며 특히 ‘고등학생이 궁금해 할 만한 점을’ 자극하여 학습자들이 언어 현상에 호기심을 가

지고 ‘생각을 꽃 피울 수 있는’ 수업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교사가 준비한 수업과 실제 수

행은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는 수업에서 학습자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학습 과정에서 문법적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

는 세밀한 준비와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문법 탐구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

련되는데, 학습의 동기는 그에 적합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과정적이고 상

태적인 것이다(Jonassen & Land, 2000: 209). 

  다른 활동에서도 토론식의 학습법이 무척 좋지만 학생들끼리의 의논만으로는 정

답을 내기보다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라는 식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기에 어느 

편이 더 설득력이 있고 쓸모가 있는지,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를 설명해주

시는 선생님의 역할이 큰 것 같다. 덧붙여 국립국어원에 가서 단어를 검색해보고 

품사를 살피는 것을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다! [S3-13-12]

  기억에 남는 것이 많아서 어떤 것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기호에 대해 설명하신 

것이나 표준국어 연구원에서 검색하는 것이나 언어가 쓰인 것을 보고 교착어 등으

로 나눈 것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기억에 남는다. [S2-3-12]

 또한 교사는 문법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참여자로서의 위상도 중요하다.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분

반 토의에서 교사는 학습자 맥락을 이해하고 전문가로서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학습자

들이 이를 준거로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수업 시간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였다.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여 사전을 찾아

보거나 여러 자료, 질문과 답변 등을 학습자와 함께 찾아보았다. 이것은 문법 탐구를 수행하

는 실질적 수행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문법 학습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 보

았다. 앞으로 학습자들이 문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교사는 문법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암묵적 행위를 통한 모방을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폴라니(Polanyi, 1966: 60)는 학생이 교사의 행동에서 모종의 감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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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모방하여 학습하는 것은 암묵적인 앎과 관련된다고 본다. 교사는 명시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암묵적인 지식의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저 스스로 달변가도 아니며 더구나 문법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고 많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항상 나름대로 수업을 준비하고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수업이 즐거워졌고 궁금한 점이 생겨도 선생님께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저의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경

우도 있었을 텐데 항상 저의 입장에서 의문을 해결해주시려고 애쓰는 선생님이 계

셔서 이 질문을 과연 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어서 저는 수

업시간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의 엉뚱한 질문들에 선생님께서 웃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셔서 국어과목에 대한 저의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었

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S1-6-12]

 또한 교사의 피드백은 학습에서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학습자들의 의견을 존

중하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적합성을 지향하는 문법 탐구 활동에서 학

습자들의 의견은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보다 적합한 설명과 해석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

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의견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관점을 촉발

시켜 줄 수 있는 자원으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문법 수업을 기획해 주시고, 열정을 다해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S3-12-12]

 

  그렇지만 생각쪽지 쓰기나 조별활동 참여는 항상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는 선생님께서 문법을 잘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S6-5-12]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께 가장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언제

나 모든 반 학생들의 생각 쪽지를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 수업 준비도 다른 국어 

수업에 비해 깊이 있는 지식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느끼

고 있습니다. 6분반을 혼자서 가르치시는 데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수업을 해주

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S6-15-12]

 수업에서의 교사의 열정은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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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스스로 문법 교과에 대한 열정과 희열을 보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에 대한 내

재적 희열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이홍우, 1996: 356-370).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332)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관심과 열정이 거울처럼 학습자들에게 모방된 반응을 촉발하면서 

체계 내에서 긍정적 피드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효과는 매우 강력해서 

교사는 교과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교사는 수업에서의 실천적 지식을 통해 문법 탐구에 대한 안목과 열정이 학습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수업에서 교사는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인 동시에 참여를 통해 문법 탐구

에 대한 열정과 암묵적 지식의 학습을 유도하는 환경으로 존재했다. 교사 자체가 문법 탐구 

활동의 행동유도성(affordance)인 것이다.

3.2. 비선형적 상호작용

 비선형적 상호작용은 학습자들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복잡성을 창발하는 중요한 기제이

다. 여기서는 수업 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형성, 탐구 

질문 공유 등 피드백을 통한 학습자 생성 자원의 순환에 대해 고찰해 본다.  

 3.2.1.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형성

 가설적 추론 활동은 단서로 주어진 언어 현상에 주목하여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활동

으로 구안하여 수행하였다. 정형화된 탐구문제로 제시되기도 하였고 활동 중간에 현상에 대

한 개방적 질문으로도 제시되었다. 학습자들의 문법적 직관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에 대한 

활발한 가설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분반 토의였다. 이때 수업의 조건상 ‘발표 

및 토론’이 수행 평가 항목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기록하고 평가해야 

했다. 따라서 교사가 분반 토의의 사회를 맡고 의견이 있는 학습자들은 발언권을 얻어 공식

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러한 분반 토의 형식을 진행하면서 고민한 지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학생들은 교사

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표하게 되므로 교사 중심의 중앙집중형 네트워크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나였다. 중앙집중형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만이 이루어질 때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형태이다. 둘째 분반 토의의 경우 조별 활동보다 많

은 학습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가 균등할 수 없으며, 침묵하는 학습자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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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06: 251)는 네트워크의 구조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 공유된 이념, 통찰, 기회, 개념 등이 행위자들을 가로질

러 확산될 수 있는가가 복잡성 창발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지향성, 해석, 적합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통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수업을 거듭할수록 분

반 토의가 문법에 대한 해석적 공간으로 작용함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은 3분반의 기호 분류하기 활동 수업 분반 토의의 도입 부분이다. 기호 분류 기준을 

세우기 위해 ‘기호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생성하고 발표하였다. 

교사: 자, 얘들아, 우선, 기호가 뭘까? 분류를 하면서 기호가 뭘까 생각해 봐야겠

죠. 거기 15개가 다 기호예요. 그것 말고도 더 많은 기호가 있는데. 기호가 

뭘까, 기호가 무엇일까? 공통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자유롭게 발표하

셔도 돼요. 기호가 무엇일까? 기호.

     어, S3-12. 

S3-12: 네, 원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보조 개념을 쓴 거

교사: 예를 들면? 원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조 개념? 보조 개념을 가져왔

다. 

S3-12: 예를 들어 사랑을 하트로.

교사: 아, 사랑을 하트로 나타내는 것, 그것도 기호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 자체

도? 기호겠네요. 그죠? 또? 있어요?

S3-10: 추상적인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

교사: 추상적인 거를 뭔가 시각적인 거로 나타낸 거. 볼 수 있는 기호로 표현하는 

거. 그죠

교사:  어. S3-13.

S3-13: 어, 기호가 그러니까 대상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보는 걸, 그러니까 

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는 것을 표현한 거지 그대로

를 표현한 게 아니라 본 만큼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는 거를 나

타내는 거 같고. 그리고 시각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사: 그러면 시각 말고도?

S3-13: 예를 들어 사이렌 같은 경우는 앗 이게 위험 상황이구나를 알잖아요.

교사: 청각!

S3-13: 네, 그것도 어떤 기호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교사: 아, 그렇죠. 되게 철학적이네.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을 표

(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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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데, S3-13은 그 대상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지각에 의한 것이다. 

우리 미학오디세이에서 배웠지만, 정말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 주관인가 객관

인가 이런 것처럼, 감각한 것이다. 또?

S3-2: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을 직접 서술할 수 없으니까 더 간략하게 드러내기 위

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

교사: 그렇죠. 대상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다 구구절절 쓰거나 할 수 없으니까 간

략하게, 아까 시각화나 청각화나 간략하게 한 것이다. 공통점이 있을 수 있

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어, S3-11.

S3-11: 그까 사회 구성원들 간에 하나의 약속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항상 말이

라 그런 거로 복잡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한 걸 약속해 가지고 

교사: 아, 그죠, 뭔가 간략하게 하려면, 쉽게 알아보려고 하려면 약속이 전제되어

야 한다. 좋은 대답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기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기호. 기호, 어렵죠. 구성이라고 하

니까 어려운데, 우리가 기호 할 때 우선 뭘 봐요? 기호. 

교사: 기호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표현 형태를 보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해요? 

학생: 의미

교사: 그죠. 의미를 생각해 보죠. 그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 언어학자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기호에는 표현 양식이 있고 그 표현 양

식의 의미가 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언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표현 양식과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사실 기

호에요. 언어도 기호. 그래서 표현 양식과 의미가 있다. 여러분 그 표현 양

식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기호를 하나 들고) 아까도. 이거 있잖아. 이

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보이기는 자동차, 불 이렇게 보이는데 해석을 어떻

게 할 건데? 자동차 불내지 마라? 

학생들: (웃음)

교사: 불나게 달리지 마라?

학생들: (웃음)

교사: 앞 반에서 불나게 달리지 마라. 혹은 불난 자동차는 오지 말아라? 

학생들: (더 크게 웃음)

교사: 불자동차는 오지 마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의미가 되겠죠? 그

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한다. 그러면 각 조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

(25)

(30)

(35)

(40)

(45)

(5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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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화 차례를 보면 ‘교사-학생-교사-학생’의 반복적 패턴이 발견된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교사와 학생의 대화 비율은 1:1이다. 그러나 교사의 발언을 제외하고 학습자들의 대

화만으로 ‘기호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기호의 본질적 기능, 기호의 형식적 측면, 의사소통적 특징, 기호 현상의 인지적 

특징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의 삶의 경험에서 자신의 해석을 

거쳐 생성된 지식으로 의미가 있다. 

기호란 무엇인가?

 ① 원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보조 개념을 쓴 것 [S3-12]

 ② 추상적인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 [S3-12]

 ③ 기호는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한 것을 표현한다. 

    반드시 시각적일 필요는 없다. 청각 기호 [S3-13]

 ④ 간략하게 드러내기 위해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 [S3-2]

 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 [S3-11]

이러한 가설 생성과 선택의 과정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사는 우선 ‘기호란 무

엇일까’, ‘기호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와 같은 질문의 형태로 주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을 이끈다. 또한 두 번째 (7)에 있는 교사의 발언처럼 학습자 의견에 대해 구체

화 질문을 할 수 있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 보이는 것이 도움

이 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의견에 부연 설명이나 사례 들기 요청을 통해 학습자 

의견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발언 다음에 오는 교사의 발언(7, 10, 13, 24~27, 30~31, 35)은 학습자들의 의견을 

읽어주는 역할을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발언을 통해 단순히 학습자 의견을 반복적으로 거

론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의 고유한 관점을 짚어내고, 이를 분반 전체의 의견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동시에 제시된 여러 의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하며 전체적인 논의의 흐름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33, 36).

 특징적인 것은 학습자 발언 후에 바로 평가를 내리거나 교사의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는지 우선 한 번 생각해 볼게요. 1조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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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11, 27, 32)와 같이 다른 의견 발표를 촉진하는 질문을 반복하였다.93) ‘또?’라는 짧은 질문

은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내포한다. ‘또?’는 이제까지 제시된 의견 외에도 다른 의견이 존재

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 질문을 들은 학습자들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관점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럴듯한’ 생각이 공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라는 질문이 제시되었

을 때 학습자들은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그 외에?’, 

‘또?’라는 질문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일정한 개방성, 불명확성, 내재적인 무작위성을 기치로 

내세워 다양한 가설을 촉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Davis & Sumara, 2006: 260).94)

  수업시간에 다양한 문법적인 현상들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밝히자면 약간은 '제가 그걸 알 리가 만

무하지 않나요?'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질문하시니 어느새 자꾸 고

민해보게 되었습니다.....본격적으로 후기를 쓰자면, 끝난 후에 보니 선생님의 질문 

식 수업이 정말 좋았습니다. 토론하는 활동도 좋았습니다. 문법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닌, 함께 생각해서 터득하는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조별 활동으로 수업을 듣기만 할 때보다 우리말의 구조를 더욱 잘 알고 

오래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4-7-12]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처음부터 이러한 구조가 익숙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위의 학습자

는 초기에 연구자의 질문 자체를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었다. 그는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교사는 알고 있는 질문’이라는 도식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리사 델핏(Lisa Delpit, 

1996, Betsy Rymes, 2009: 188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교사가 ‘대답이 알려진 

93) 분반 토의에서 자신과 유사한 의견이 나오면 발표를 하려던 학습자도 침묵을 하게 된다. 내 
의견을 다른 친구가 이미 말했기 때문이며, 같은 생각은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 생
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의견’과 ‘다른 친구’의 의견은 반드시 동일할까? 해석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의견에서도 의외로 새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또한 유사한 의견은 단순히 잉여적인 것이 아니라 분반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확
보하며 특정 관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분반 토의를 통해 ‘자신의 생각
을 문법적으로 말해 보는 기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같은 의견이라도 ‘자신
의 말로’ 설명해 보기를 독려했다. 이러한 행위는 내적 잉여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의 조건이 
될 수 있었다. 

94)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331)에서는 ‘대기시간’도 학습자들의 가설 생성을 촉발시키
는 긍정적 피드백과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대기시간이 3초 이상 연장되면 학생들
은 좀 더 신중하게 반응하며, 보다 면밀히 탐색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보다 통찰력 있는 답변
을 제시하여 상호작용은 ‘집중적인 치열한 대화와 비슷한 무언가로 진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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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Known-answer questions)’을 할 때 혼란을 겪는다고 한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나

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 요점이 무엇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S4-7의 경우 초

점은 ‘제가 알 리 만무하다’에 있지만 결국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며, 그것을 이야기해

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S4-7 학습자는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답이 아닌’, ‘함께 생각해서 터득해 가는’ 분반 활동에 적응할 수 

있었다.

 교사의 발언의 기능을 정리하면 ① 문제 제시, ② 학습자의 의견 읽기 ③ 학습자 의견의 

구체화 질문 ④ 발표의 전체 맥락 읽기 ⑤ 다른 의견 발표 촉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는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역할로 물러나 있으며, 기호에 대한 가설과 문법적 

해석은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 여기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피드백 연

결체로서 학습자의 가설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IRE

⇒

IRF
개시(Initianion) 개시(Initianion)
반응(Response) 반응(Response)
평가(Evaluation) 피드백 연결체(Feedback)

표�Ⅲ-5� 분반�토의의�대화�패턴

 기존의 학습대화에서 주로 활용된 IRE 담화 패턴은 ‘대답이 알려진’ 질문에 대한 교사의 

질문→학생의 반응→교사의 평가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질문의 선택과 정답의 제시가 교사

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답을 배제

하고 맞는 답을 찾아가는 경직된 경로를 따른다. 그러나 IRF의 형식에서 교사는 질문을 제

시하되, 그에 대해 평가하는 최종 권한을 지니지 않고 피드백 연결체를 활용하여 반응을 확

대하고 생각을 확산시켜나가도록 자극할 수 있다.95) 이를 통해 또 다른 연결체를 구성해 나

가며 학습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Betsy Rymes, 2009: 180). 

특히 피드백 연결체를 통해 학습자들의 생각을 읽어줌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

데, 의미 있는 관점들을 정리하여 발견하며 그것이 분반 전체의 공식적 의견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다. 

95) 올슨과 애싱턴(Olson & Astington, 1993; Olson & Torrance 1996: 527-528에서 재인용)
은 복잡한 사회 인지적 과정을 포함한 수업에서 교사의 사고는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진술과 
과제의 목적에 대한 진술을 통합해야 하며, 반드시 지속적으로 피드백의 효과를 관리하고 학
습자의 양상을 자극해야 한다고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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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시간은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중학교 때의 문법과 완전히 다른 형식의 수

업이었다.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게 되는 참여형 수업은 나에게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국어에 대한 흥미

를 돋우어 주었다. 처음에 문법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렵진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

었는데 수업이 이해하기 쉽고, 또 친구들의 애기를 듣고 나도 그 토론에 참여하면

서 문법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S1-2-12]

  물론 발표를 안하면 깎여서 발표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타 과목과 비교해 보

았을 때 문법 과목에 대해 내가 흥미를 가지는 정도는 확연히 차이나는 발표 횟수

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매시간 자유로운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나의 의견을 

발표하였고, 또 그 과정을 즐겼던 것 같다. [S3-1-12] 

 연구자는 처음에 이러한 형식이 ‘발표’를 통한 공적 말하기인 동시에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구조로 인해 문법 탐구 활동이 자칫 경직되거나 부담스러운 활동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최대한 발언 기회를 많이 부여했으며, 발언 내용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않고 발언 횟

수만을 기록하였다. 발표에서는 정답은 아니더라도 ‘바람직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법적 직관을 활용하여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고 자유롭게 

어떤 의견이든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학습자들은 이

러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게 되는’, ‘자유로운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상기하고 있다. 물론 성적과 관련하여 발표의 부담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여러 친구들과 다

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활동 자체를 즐긴 학습자들이 많았다. 

 또한 분반 토의 중심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자가 깨닫게 된 점은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

한 상호작용이 반드시 모든 학습자의 물리적인 연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학습자 중심 학습을 염두에 둔 교실에서는 조별 활동 등 학습자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조

직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교사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S고의 문법 탐구 수업에서 상호작용 형성의 중심이었던 분반 토의는 상대적

으로 교사의 주도적 역할이 컸으며 모든 학습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

적일 수 있다. 그러나 카우프만(Kauffman, 1995: 147)은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의 깊은 설계와 섬세한 가공’이 아니라 ‘극히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망이 

성기게 결합하는 것’이라 주장한다.96) 칠러(Chiller, 2016: 71)에서도 엄격한 계층적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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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얕은 구조(shallow structures)’를 가질 때 복잡적응계 창발이 일어날 수 있음을 논

한다.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또한 수업에서 집단 지성을 창발하는 것은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의견과 관점이 중심이 되는 환경임을 주장한다. 분반 토의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공식화되고 상위인지 작용을 통해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

면서 자원이 활발하게 순환될 수 있었다. 분반 토의에서는 의견 발표뿐만 아니라 경청을 통

해서도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아래 학습자의 경우처럼 생각쪽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소통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앞서 모든 학습자들이 분반 토

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각각 자신의 성향과 개성에 따라 자기에게 적합한 활

동을 통해 문법 탐구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하고 있었다.

  비록 나의 의견을 많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쪽지를 적으며 나름대로 나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다. [S2-14-12]

  내가 수업시간에 말하지 못했던 나의 의견을 적는 하나의 ‘창구’였다고 생각하기

에 문법의 모든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S4-1-12] 

각각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의견, 아이디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수업을 통해 이루

어질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문법 탐구 

활동으로서의 분반 토의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토론을 

통해 문법적 식견을 넓히는 기회’,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 의견과 비교해 보는 기회’, ‘생각

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토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생각

과 관점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나의 의견을 점검하고 나아가 문법이 무엇인지에 대

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었다.  

  또한 수업 내용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조별 활동과 탐구 활동과 같은 서

로 토론해보는 기회가 많았고, 선생님도 바로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의견

96) 그는 부울 회로망 실험을 통해서 이를 밝히고 있다. N개의 전구와 전구 당 K개의 입력을 
받는 회로망을 생각할 때, K=1이면 각 전구가 단지 하나의 전구로부터 입력을 받는 경우이
며, K=N이면 각 전구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전구들로부터 입력을 받는 경우이다. 그는 이 
회로망에서 자발적으로 강력한 질서를 드러내는 것은 K=2와 같이 드문드문 성긴 회로망이며, 
K의 값이 커질수록 혼돈 영역에 위치함을 밝혔다.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카우프만
(Kauffman, 1996)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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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먼저 들어보게 해서 단순한 문법 수업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알찬 수업이었습니다. [S3-7-12]

  인상 깊게 본 강연에서 소개한 기업의 두 가지 구조가 생각난다. 첫 번째는 우리

나라나 일본에 흔히 있는 구조로, 한 명 또는 몇 명의 높으신 분이 있고, 그 아래

로 피라미드 식으로 간부와 사원들이 배치되어서 소통하는 소위 수직적인 그룹이었

다. 두 번째는 모든 일원들이 직급이라는 장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어떤 결과

물을 만들어가는 수평적인 그룹이었다. 수직적인 그룹의 일원이 되면 자기가 맡는 

일은 간단하다. 위에서 내려오는 일을 수행한 뒤, 그대로 위로 올려 보내기만 하면 

된다. 수평적인 그룹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토론과 의견 표출을 해

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며 한 발짝씩 결과를 향해 나아간다. 설곽에서의 문법 

수업이 새로웠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교과서가 던져주는 명제를 외우는 것에서 출

발하지 않고, 지문과 예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문법 명제를 향해 나아가는, 마

치 초기의 국어학자들이 문법 규칙을 세울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문법 개념들을 정

리했던 것이다. 문법 개념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런 분석 태도

를 학습함을 통해 폭넓은 문법 개념을 습득하는 탄탄한 기반이 길러졌다고 생각한

다. [S3-8-12]

 정답 지향이 아닌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조

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사고와 관점이 생성되고 공유되면서 내적 다양

성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창발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문법 수업처럼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해 주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는 토론과 의견 표출을 통해 한 

발짝씩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수평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복잡적응계의 중심에 

있는 대상은 개인이나 개인 상호 간의 집단성이 아니라 ‘집단적인 인식 행위(collective 

knowing)’이다. 공동의 목표, 집단의 지향성, 하나의 이념, 공통적인 헌신, 창발적인 가능성

이라 할 수 있다(Davis & Sumara, 2006: 252). 학습자들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터득하

며 문법 학습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문법 탐구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3.2.2. 학습자 생성 자원의 활발한 순환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 학습자와 교사는 하나의 노드이며, 이들 사이에 생성된 상호작용의 

흐름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 순환된 자원은 ‘문법적 사고’와 ‘문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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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었다. 문법 탐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활동과 학습자의 생각쪽지 작성과 공유였다. 연구자는 문법 탐구 공동체 내의 모든 과

제의 공유를 원칙으로 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 과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개별적 소통을 전

제로 한다. 그러나 학습자 과제는 그 자체가 유용한 자원이며 학습자 간의 내적 잉여성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연구자는 S고 학습자들의 생각쪽

지를 공유함으로써 문법적 사고와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었다. 

우선 생각쪽지 과제의 성격과 양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생각쪽지’는 매 수업의 과제

로 제시된 것이다. 연구자가 대학에서 작성했던 ‘생각쪽지’는 탐구 질문을 만드는 단일 성격

의 과제였다. 여기에 ‘수업 후기’를 덧붙여 ‘수업 후기+탐구 질문’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다

음은 학습자에게 안내한 생각쪽지 작성 안내 부분이다. 

 문법 수업 후기는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과정이다. 안내지 문장들의 숨은 주어는 ‘내가’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학습자마다 학습 경험과 반응은 각기 다르다. 왜냐하면 

학습자 자체가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각쪽지를 통해 연구자는 특정 문법 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지닌’ 학습자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문법 개념을 구성’하는

지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문법 수업 후기

 •수업에서 다루었던 문법 요소나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수업에서 다룬 문법에 대해 평소 알고 있었던 바(오개념 포함)

 •수업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 혹은 흥미로웠던 점(개념이나 용례 등을 들어)

 •궁금한 점 혹은 더 알고 싶은 점

 •수업 자료, 방식에 대한 평가 등

 •관련하여 더 찾아보거나 생각해 본 점 등

▸탐구 질문

•평소 궁금해 하던 혹은 흥미로워하던 언어 현상이나 문법 규칙 포착

•여러 사례들 찾아보거나 만들어 보기

•규칙성 발견을 바탕으로 탐구 질문 만들어 보기

  (~는 왜 그럴까? 어떠한 규칙이 있을까? 등)

•질문에 대한 나름의 해답 마련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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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탐구 질문 작성을 안내하면서 이를 통해 ‘문법적으로 인식하고 문제

를 발견하는 힘을 기를 수 있으며’, ‘나의 언어에 대해 관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탐구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궁금한 것을 발견하여,97) 이 현

상을 문법적인 관점에서 질문화해야 한다. 즉 자율적 ‘문법하기’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쪽지를 분반 학생들과 공유하는 과정은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

다. 다음은 실제 생각쪽지 7의 탐구 질문을 분반 학우들과 공유한 것이다. 3분반과 5분반의 

탐구 질문 공유를 통해 분반별로 얼마나 다채로운 사고들이 공유될 수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탐구 질문은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심화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수업 질문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한정된 수업 주제와 시간을 벗어나 문법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주제와 대상을 확

장시킬 수 있었으며 문법적 호기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97) 10번의 탐구 질문 작성이 모든 학습자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많은 학습자들이 과제를 위
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
면서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회상하
는 학습자들이 여럿 있었다. 이는 학습에 대한 의도성의 생성과 관련된다. 다음의 학습자가 
그 중 한 명이다. 

    또한 탐구 질문을 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뒤로 갈수록 소재가 점점 떨어진 만큼 주위 언어 
현상을 항상 유심히 관찰할 여지가 생겼다. 초중반까지는 정말 궁금했던 것들이나 문법을 어
떻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배워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나중에는 소재도 떨어
지고 해서 신조어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활동이 전부 언어적 사고의 확장
의 결과였다. 특히 ‘-충’은 그냥 생각나는 것을 썼는데 나중에 수업 때 자료로 활용되어 놀랐
다. [S4-4-12] 

[3분반] 생각쪽지 7 탐구 질문 공유

① 알파벳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S3-10-7] 

 ☞ T: 알파벳 기원에 대한 동영상 시청, S3-6의 문자 발달의 역사에 관한 생각쪽지 공유 

권장

② 'ㅋㅋ(크크)', 'ㅎㅎ(흐흐)'가 단어 또는 하나의 성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인정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S3-8-7]

 ☞ T:이 말들이 무엇을 나타낼까?  S:감정

    T: 품사로 나타낸다면?  S:감탄사

    T: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s:흐흐

    T: ‘ㅡ’를 첨가하여 음절을 만들어 읽음, 완전한 단어는 아니나 감탄사의 역할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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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T :고속도로 ‘졸면 ㅈㄴㄷ’ 표지판 본 경험 공유

③ 인터넷은 언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S3-14-7]

 ☞ T: 언어생활이나 변화에 가장 획기적인 영향을 준 것은? S: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제국주의, 민족의 이동, 타자기의 발명, 문자의 발명, 인쇄

④ 텔레파시가 실재한다면 언어적인 특징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S3-9-7]

 ☞  T: 재미있는 질문! 언어적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 속 사고라도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⑤ 만약 내가 언어의 사회성과 규칙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자. 어

떻게 결정을 내려야하며, 어떤 근거를 들어야할까? [S3-9-7]

 ☞  T: 공통되는 질문, 언어의 규범성과 사회성, 올바른 언어 지키기, 문법 수업을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함

⑥ 우리나라는 언어가 세종대왕시대에 집현전의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제작의 시작을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언어인 영어나 중국어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시초가 불분명

하다. 그러면 이러한 언어는 어떻게 파생되면서 발전하게 되었을까? [S3-3-7]

 ☞ T: 일상적인 오개념, 한글과 한국어의 혼동. 훈민정음 창제 당시 문자의 위상과 현재 

우리 한글의 위상은 달랐을 것.

[5분반] 생각쪽지 7 탐구 질문 공유
 

① 세계의 언어는 다양하지만 숫자만큼은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여 쓰는 이유는? 

[S5-6-7]

 ② 수학도 일종의 언어 체계일까? [S5-16-7]

  ☞ T: 다른 분반 질문, 자연수, 유리수는 연속적인 세계를 분절한 것인가?

        수학은 기본적으로 기호 체계, 정해진 의미 내에서만 약속이 되며 창조성의 경우 

제한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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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반과 5분반의 탐구 질문 공유를 보면 공통점과 다양성이 함께 존재한다. 우선 언어의 

기호적 특성에 대한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작성된 것이며 수학과 과학에 특기와 관심이 있는 

학습자들인 만큼, 수학이나 암호 같은 기호 체계의 특성과 언어를 비교하는 질문이 제기되

었다. ‘텔레파시에 언어의 기호적 특징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매우 독창적인 것이

었으며 인간 의사소통의 영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언어의 규범성

과 언어의 역동성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초성 단어를 언어라고 

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 언어나 문자의 기원과 공통적인 표현에 대한 궁금증 등이 탐구 

질문을 통해 제시되었다. ‘알파벳의 기원’과 관련한 질문은 3분반에서 다른 분반으로 피드백 

되며 공유된 이해를 형성할 수 있었다.

 ③ 은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표준어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S5-10-7]

  ☞ T: 유행어, 은어 등 문법을 파괴하니까 쓰지 말아야 한다, 아니만 언어 사용자들이 사

용하니까 무조건 인정해 줘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S: 별거 아니고 말할 때 쓰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쓰지 않는다 .

  T: 문어가 훨씬 보수적. 20여년 전 PC 통신 언어에 대한 학계의 기우가 있

었음.    규범성과 창의성의 길항 작용, 언어적 주체의 성찰이 필요

 ④ 줄임말은 언어의 일부인가? [S5-2-7]

  ☞ T: 만약 품사로 분류한다면? S: 감탄사

     T: 음절 조건 만족하지 않지만 감정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감탄사로 볼 수도. 이런 

표현의 경우 상투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소통이 가능함→초성 퀴즈 제시

     T :고속도로 ‘졸면 ㅈㄴㄷ’ 표지판 본 경험 공유

 ⑤ [3분반 탐구 질문 공유] 알파벳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S3-10-7] 

  ☞ T: 알파벳 기원에 대한 동영상 시청,

 ⑥ 암호도 자의적인 언어체계인가? [S5-10-7]

 ⑦ 동음이의어 생성의 이유는 무엇인가? [S5-7-7]

  ☞ T: 언어는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 것, 한정된 음운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한계, 뜻은 다른데 소리가 같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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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쪽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느낌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탐구 질문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더 나아간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면에서 좋은 시도인 

것 같다. [S6-9-12]

  그리고 이러한 수업의 방식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생각쪽지, 그중에서도 생각

해 볼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의 언어현상에 그렇게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질문을 찾는 데 힘들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다

음 수업 때 같은 분반 학우들이 써낸 생각쪽지 질문들을 보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생각해볼 만한 언어현상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이러한 재밌는 현상을 찾으면 다음

번 생각쪽지에 써놓기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고, 또 언어 비평문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

하여 글을 써 보면서 저는 문법,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언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S6-11-12]

  수업의 다른 요소들 중에는 다른 친구들의 탐구 질문을 듣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꽤 재미있었다. 내가 탐구 질문을 만드는 것은 귀찮고 어려웠는데, 친구들

이 한 생각들을 들으면 그런 생각도 한다는 것이 신기했고 쉽게 지나쳤던 부분에 

대해 친구들이 던진 의문을 듣고 정말 그렇네,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여

기에 선생님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려주시거나 우리나라 문법학계에서는 어떻게 보

고 있다는 등 아니면 실제로 그런 구분도 있다는 등 설명을 덧붙여 주셔서 좋았다. 

[S3-14-12]

 탐구 질문을 공유하는 활동은 학습자의 문법적 호기심을 확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

체계를 마련해 보는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였다. 분반 학습자들이 생성한 문법적 호기심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호기심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자원

의 구축과 순환의 과정에서 또다시 새로운 자원을 생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이 활

동은 또한 탐구 질문이라는 명시적 앎뿐만 아니라 탐구 질문을 생성하는 다른 학습자의 언

어적 민감성과 창의성, 과제에 대한 열정, 성실성 등의 암묵적이고 실천적인 앎을 공유하는 

장이었다. 한편으로 생각쪽지는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교사의 직접적 피드백의 기회가 되었

으며 학습자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눈’으로 문법 현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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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문법 탐구에 대한 공감으로 변화되며 상호작용적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Rymes, 2009: 70).

 3.2.3. 다양한 자원의 활용

 교사가 수업에서 직접 다룰 수 있는 주제와 탐구 활동은 한정되기 마련이다. 학습자들의 

맞춤법 학습 동기를 고려하여 연구자는 ‘우리말 산책(이익섭, 2010)’에 실린 글을 수업 시작 

시에 한 편씩 읽도록 계획하였다. 이 책은 일반인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마치 한편의 ‘문법 

에세이’를 보는 것처럼 쉽고 친절한 설명이 돋보인다. 이 활동은 교사의 별다른 개입 없이 

학습자들의 자율적 읽기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텍스트 읽기 또한 기호에 대한 해석 과정으

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교사로서 하나의 새로운 시도였다. 보통 수업에서 모

든 제재나 활동은 교사의 소개나 설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 

글은 수준 높은 문법적 식견을 가진 필자가 독자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춰 매우 적절하게 문

법적 이해를 활성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읽기만 보장된다면 교사의 부

연은 자칫 잉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수업의 시간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제한된 수업 시간 안에 여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

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 활동은 5분 정도의 워밍업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학습자들

에게 ‘우리말 산책’은 문법 탐구 수업을 여는 ‘좋은 애피타이저’가 되었으며 문법 탐구 학습

을 지속할 수 있는 ‘흥미’를 제공하였다. 

  매 수업 시간마다 나눠주시는 우리말 산책 자료는 좋은 애피타이저 같은 느낌이

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거나,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읽는 것은 

문법수업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S6-9-12]

 우리말 산책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식들과 꽃 사진은 화요일 아침을 차분하고 즐겁

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S3-13-12]

 많은 학습자들이 ‘우리말 산책’ 읽기 자료를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일

상적 문법 오류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문법에 대한 흥미를 생성할 수 있었으

며’, ‘문법 학습에 도움이 됨’을 언급하였다. 또한 ‘글이 재미있다, 흥미롭다, 인상적이다’와 

같이 글 자체에 대한 평가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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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구체적 텍스트의 구조를 살피며 ‘우리말 산책’의 어떠한 조건들이 이러한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글은 수업 첫 시간

에 나누어준 글의 일부이다. 

‘며칠’인가 ‘몇일’인가?-우리말 산책을 시작하면서

(상략)

오늘은 가볍게 ‘몇일’과 ‘며칠’의 맞춤법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❶국어사전에 ‘몇일’을 찾으면 <‘며칠’의 잘못>이라고 나옵니다. ‘몇일’은 맞춤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글에서도 ‘몇일’이라 찍으면 빨간 줄이 쳐지는 걸 볼 수 있

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몇 날’, ‘몇 달’은 말 할 것도 없고, 

‘몇 월’도 다 ‘몇’을 밝혀 적으면서 왜 유독 ‘몇일’은 안 된다는 건지 무슨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❷그러나 그렇게 정한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며칠’은 워낙 한 단어로 굳어져 

‘몇일’로 분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게 그것입니다. 만일 ‘몇일’로 적을 정도라면 

그 발음도 [면닐(←멷일)]일 것이 아니냐, ‘몇 월’을 보아라, ‘며춸’이 아니고 [며둴

(←멷월)]이 아니냐 그런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오는 근거입니다. 

 ❸‘며칠’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니?”라고 할 때처럼 어느 하

루의 날짜를 가리키는 의미가 그 하나고, “며칠이나 걸리겠니?”에서 보듯이 기간을 

가리키는 의미가 다른 하나입니다. ‘몇 월’은 “지금 몇 월이니?”로는 쓰여도 “이 공

사는 몇 월이나 걸리겠니?”로는 안 쓰이고 반면 ‘몇 달’은 “지금 몇 달이니?”라고 

쓸 수 없고 “이 공사 몇 달이나 걸리겠지?”로만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은 두 가지로 다 쓰이는 것입니다. 그 어느쪽 ‘며칠’도 ‘며칠’로 써야 하고 ‘몇

일’로 쓰면 틀립니다. 

❹그런데 맞춤법은 이렇게 근거를 따져 외울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의 

Knight를 외울 때 왜 소리도 안 나는 k나 gh를 살려 적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춤법은, 달리 말하면 스펠링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외우는 도

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이 맞단다, ‘몇일’은 틀리단다 그렇게 외우고 ‘며칠’로 써 나가 볼까요? 며칠

만 훈련하면 이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몇일’이라고 쓴 걸 보면 눈에 

거슬리게 될 것입니다. (이익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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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텍스트에서 ❶은 문제적 언어 현상의 발견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대부

분의 사례들이 일반인들이 고민하거나 실제로 자주 틀리는 맞춤법이라 학습자의 흥미와 필

요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며칠’로 표기하는 것은 ‘몇 월’, ‘몇 달’과 비교할 때 분

명히 변칙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필자는 맞춤법 표기에 주목하여 문법적 호기심을 불러일으

키는 동시에 문법적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추법

에서 단서로 제시하는 ‘놀라운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뒤이어 ❷와 ❸에서 필자는 ‘며칠’로 

표기하는 문법적 근거를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며칠’이 한 단어로 굳어져 쓰이고 있음을 

발음의 문제를 통해 보여주며 의미상으로도 특정 날짜를 가리키거나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

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며칠’로 표기하게 된 문법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학습자의 문법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필자는 맞춤법

의 관습적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❹와 같이 ‘외우는 도리밖에 없으며’ 또한 훈련

을 통해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는 맞춤법이 문법적 원리의 인식을 통해

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언어 수행임을 생각할 때(남지애, 2008: 32) 제안할 

수 있는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이 된다. 이때에도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우리말뿐 아니라 

다른 언어의 표기법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인 것임을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

이고 있다. 이 과정은 문법적 설명과 해석을 통한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과 관련이 있다. 

 연구자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외우는 도리밖에 없다’는 필자의 의견을 학습자들이 어떻

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었다. 왜냐하면 과학영재들의 특성상 외우는 것을 기피하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암기식 문법 학습에 적잖은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쪽지를 

살피며 흥미롭게도 필자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학습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

습자들은 맞춤법뿐만 아니라 문법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우고 익히려는 노력’을 하

는 태도를 갖추게 된 것이다. 

  문법 수업을 들으면서 문법에 대해 생각하는 나의 태도가 조금 변하였는데, 첫 

번째로 여러 문법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외울 각오를 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문법 

현상에 대해 왜 일어나는지를 따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현상들을 익히려는 노력은 

크게 안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말 산책('-대'와 '-데'))에서 구별해 적어야 하는 

단어 등을 혼동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은 외우는 것이라는 말을 보고, 어느 정도 

나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태도가 조금 변하게 되었다. [S6-5-12]

 요컨대 ‘우리말 산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학습들의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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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첫째, 제시하는 언어 현상 자체가 학습자들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는 것이었다. 둘째, 

글을 통해 언어 현상에 대한 자세한 문법적 설명과 관점, 문제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셋째, 글 자체가 차분하며 재미있고 필자의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말투가 묻어나 학습자들

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우리말 산책’을 읽고 맞춤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고, 맞춤법 

원리와 관련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실제 올바른 맞춤법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일상적인 문법적 오류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수업 내용들 중에서 나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읽기 자료이다. 앞에서도 

말했듯 나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들었던 궁금증들을 이 수업을 통해 

많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읽기 자료가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큰 도움

이 되고 흥미로웠다. [S5-13-12]

  문법 수업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일상생활에서 말을 쓸 때 생기는 사소한 헷

갈림들, 예를 들어 '되'와 '돼'의 용도, '안'과 '않'의 차이점 과 같은 것들에 대한 개

념들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매 수업마다 나누어주신 프린트에 

자세히 써져 있어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잘못알고 있었던 

개념들 또한 고칠 수 있었다. [S2-10-12]

  이번 문법 수업에서 가장 유익했던 것 중 하나는 우리말 산책 자료들이었다. 그

렇게 조금씩 읽는 게 쌓여서 우리말에 대한 지식이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범하는 문법적 오류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오개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

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특히 일상에서 헷갈렸던 맞춤법이나 단어 선택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S1-5-12]

 또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법 현상에 대한 해설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법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아래 학습자는 수업을 하면서 ‘학습 동기’를 형성한 경우이다. 특히 ‘흥

미를 가지게 된 동기’로 ‘우리말 산책’을 꼽고 있으며, 다음 학기 수업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학습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우리말 산책’ 활동은 텍스트의 

적절함과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이 맞물려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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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문법에 대해서 들으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내가 문법을 잘 못하기 때문도 

있지만 학점이 작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문법 수업

을 들으면서 수업이 생각보다 즐겁고, 자꾸 궁금한 점이 생겨나면서 수업이 더 듣

고 싶어졌고 나에게 이 문법 수업이 가진 의미는 즐거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리

고, 스스로의 더 배우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으로 변해갔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 처음에 문법수업을 들을 때는 없었던 학습 동기가 수업을 함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결국 그런 학습동기가 생겨 즐겁게 문법을 공부하면서 아는 지식의 양도 

늘어나고 문법이 마냥 지루하고 외우기만 하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재미있는 사

실들도 많고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2017년에 개설될 문법 수업을 위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우리말 산

책 읽기 자료를 그 때에도 계속 나눠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는 것이다. 내가 문법 

수업에 흥미를 가진 이유 중에서는 여러 수업 중에 진행하는 활동들도 있었지만 흥

미를 가진 동기는 그 우리말 산책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말 산책에는 재미있고 

실제로 사용할 때 헷갈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평소에 궁금했던 점도 해결해주면서 

재미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도 없어지지 않았으

면 한다. 후배들도 나와 똑같은 것을 느끼고 문법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S3-2-12]

 또한 학습자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읽기 자료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이 글을 통해 문법 개

념을 익히고 문법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겪을 수 있었다. 실제로 여러 학습자들이 ‘우리말 산

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별적인 학습을 넘

어 적극적인 수업 활동으로 다룸으로써 분반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나누고 싶어 했다.

  그리고 문법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매 수업 시간에 배부된 우리말 산

책이었습니다. 글 형태로 쓰여 있어서 읽으며 문법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4-14-12]

  '우리말 산책'은 내용은 괜찮았는데, 짧게라도 그 내용을 우리끼리 이야기해볼 시

간이 주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 전에 제대로 문법 공부를 안 하고 관심도 

없어 자주 찾아보질 않아 소개된 까다로운 문법에 대한 내용들 대부분이 새롭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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밌었다. 예를 들어 나는 '된/됀'을 계속 헷갈려 왔고 글의 빨간 줄을 통해서만 구

분해 왔는데, 해당하는 글을 읽고 궁금증이 완벽히 해소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 변

화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 2~3분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S2-1-12]

 학습자들은 ‘우리말 산책’을 통해 문법적 사고를 체험하고 모방하는 기회를 접할 수 있었

다. 제시되는 문법 개념뿐만 아니라 필자의 문법적 사고와 탐구 태도를 배울 수 있었던 것

이다. 특히 ‘우리말 산책’이 가설적 추론 활동을 중심으로 한 문법 탐구 활동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아래 학습자는 필자의 

문법 탐구를 메타적으로 분석하여 ‘언어 현상과 마주했을 때’,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다양

한 관점에서 고민해 보고’, ‘예문을 들어 관찰하면 좋다’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게 되었다. 

이것은 누가 명시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글을 읽으며 필자가 보여준 문법적 사고방

식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의 마음에 대한 감을 키우고 암묵적 앎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방은 단순 복제가 아니라 재활성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Daivs et al., 2000: 349). 

  문법 공부에 가장 큰 도움과 흥미를 주었던 것은 (후배들에겐 안타깝게도(또 그 

많은 자료를 다 읽게 될테니!)) 우리말 산책이라는 책을 복사하여 나누어주신 읽기

자료였다.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등장하는 예문들, 그리고 우리말의 역사나 

단어 자체의 의미 및 기능, 그리고 사람들의 사용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논제

를 다루는 올바른 문법탐구의 태도까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읽기자료에서 

소개된 것들은 알아두면 좋은 교양이라서 흥미롭고 유익하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언어현상을 마주했을 때 1.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문법적으로 생각

해볼 줄 알것이며 2.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보고 3. 읽

기자료에서 늘 그러듯이 여러 가지 예문을 들어 관찰하면 좋다는 것도 알 것이다. 

(하략)

  비평문을 제대로 쓰기 위해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더 자세히 알

아보기 위해 관련 논문을 읽었는데, 항상 과학 논문만 읽었지 인문학 관련 논문을 

읽은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문법 논문은 더더욱 처음이었는데, 예시를 들어서 논

제를 살핀다는 기본적인 틀은 우리말 산책의 읽기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S3-14-12]

 또한 일반적인 읽기 자료에 비해 필자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이것은 문법 탐구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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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우리말 산책’이 텍스트로서뿐만 아니라 이 글의 필자 또한 ‘국어학 전문가’라는 행위

자로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좋았던 것은 자주 나누어 주시던 우리말 산책(?) 프린트였는데, 말투도 친

근하고 우리 주변의 흔한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S3-16-12]

  우리말 산책도 유익했다. 일단 우리말 산책을 쓰신 분이 글을 재미있게 써서 심

심할 때 읽기가 좋았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던 맞춤법 몇 가지도 제대로 알 수 있

었다.[S2-14-12]

  우리말 산책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가끔 생각할 거리를 주었

고, 무엇보다도 글쓴이의 글 자체가 인상적이어서 읽게 되었던 것 같다. [S2-4-12]

 매체 자료를 활용한 매개적 수업에서 글의 필자 또한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교

사로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학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Sünkel, 1996: 241-243). 그런 점에서 ‘우리말 산책’은 자체적으로

도 문법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법적 사고와 절차를 보여주는 적합한 텍스트이면서 

학습자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거쳐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을 촉진하는 유의미한 자원

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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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산책(이익섭, 2010) 

텍스트의 특징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촉진

1. 일상 생활에서 혼동하는 맞춤

법이나 흥미로운 언어 현상 자

료를 다룸

⇒

•학습자의 눈높이와 필요 충족

•언어생활의 문제 해결에 도움

•문법에 대한 흥미 제공

•가설적 추론의 단서인 ‘놀라운 사실’로 작

용

2. 언어 현상에 대한 자세한 문법

적 설명과 관점, 문제 해결 방

법 제시

⇒
•문법적 사고 과정의 추체험과 모방 기회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침

3. 필자의 전문적이며 친근한 말

투가 묻어남
⇒

•필자가 문면에 드러나며 또 다른 행위자

로 인식

•전문가이자 교사로서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촉진

표�Ⅲ-6� ‘우리말�산책’을�통한�학습자�문법�탐구�학습의�촉진

3.3.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

 프랙털 구조는 부분과 전체가 자기유사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학습 현상에서 프랙털 구조는 하나의 학습 체계가 더 큰 차원의 다른 학습체계

에 내포되어 있으며 각각의 수준에서 정합성을 가지고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면 자기유사성을 바탕으로 부분과 전체의 공진화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반복

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 경험을 재귀적으로 정교화할 수 있다. 

 3.3.1. 문법 탐구 활동의 중층적 재귀화 구조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활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수업의 주제적 연결뿐

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경험 자체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쪽지의 작성

과 탐구 질문의 공유가 컸다. 특히 이러한 활동들의 과정과 결과가 선조적인 것이 아니라 

중층적 재귀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우선 생각쪽지 자체가 문법 탐구 활동의 재귀적 정교화 과정과 관련이 있다. 학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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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활동이 끝난 후 단순히 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법 탐구 활동에서 

이루어진 자기조직화의 결과를 명시화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❶‘죽음’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명사로 쓰이는 경우와 서술어의 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를 비교하는 활동을 했다. ❷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인데 무엇이 다른지 스

스로 생각해볼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❸‘죽음’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서술어의 명

사형에 대해 이와 비슷하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❹느낌으

로 알았던 그 차이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사화되어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서

술어의 명사형일 뿐이므로 어미를 바꾸어도 의미가 통한다’와 같이 문법 용어를 사

용해 설명하니 명확해졌다. ❺아마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런 문법 용어도 생겼을 것 같다. [S3-14-9]

 위의 생각쪽지에서 ❶과 ❸이 수업 활동에 대한 갈무리라면 ❷와 ❹는 수업 활동을 통한 

자신의 자기조직화의 내용이다. 이 학습자의 경우 ‘평소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명사 ‘죽음’과 

동사의 명사형인 ‘죽음’의 차이를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특히 ‘느낌

으로만 알았던’ 차이를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문법적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상기하면서 학습자는 ❺와 같은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죽음’과 

‘죽음’의 차이라는 초점 사건에서 시작하여 ❺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의 앎은 명사와 동사의 

명사형, 접사와 어미의 차이 인식뿐만 아니라 문법적 설명의 과정에서 경험한 문법적 사고

와 용어의 필요성에 대한 통찰로 확장되고 있다. 생각쪽지 작성을 통해 즉흥적으로 이루어

진 수업 활동의 의미를 상기하며 재귀적 정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질문

에 대한 토의였다. 하지만 하나같이 모두가 ‘사고가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언

어가 먼저라 생각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했다. 물론 언어의 자의성을 고

려했을 때 언어는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당연히 사고가 언어보다 더 상

위에 있는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니 언어 결정론도 일리가 있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내가 말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변환해서 타인에게 말하기에 사고가 언어에 앞서지만,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만은 언어가 사고에 앞선다고 생각한다. 말을 통한 일상적

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우리는 말(언어)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사고에 대한 

여러 단서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말을 통해 상대방의 사고를 그 단서들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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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재해석한 새로운 사고가 만들어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만은, 언어가 사고에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3-9-8]

 위의 생각쪽지에서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수업 시간의 논의와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논의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며 생각쪽지를 

쓰는 이 순간에 다시 현재화되어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교화하는 사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생각쪽지 쓰기는 그 자체가 과거의 수업 경험을 상기하

여 자신의 언어와 세계를 전망할 수 있는 시간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현상학적 세계를 확

장하는 행동’(Bronfenbrenner, 1992: 43)이라 할 수 있다. 생각쪽지 쓰기와 관련하여 많은 

학습자들이 ‘복습의 의미’, ‘배운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의미’, ‘문법에 대한 탐구심 

고양’, ‘문법 탐구 수업의 연장의 의미’를 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생각쪽지 활동의 특성에 기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생각쪽지를 부담 없이 써도 된다고는 하지만, 과제라는 것의 특성상 매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많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매

주 수업을 되돌아보고 탐구 문제를 제시하는 것 자체는 문법 탐구 수업의 연장으로

서 좋은 동기 부여가 된 것 같다. [S2-2-12]

  그리고 이번 문법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요소는 생각쪽지라고 생각한다. 우선 탐

구 위주의 문법수업이 흥미를 유발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

소라면 관심도 없었을 문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S3-4-12]

 생각쪽지는 문법 탐구 활동의 연장이면서 문법 수업에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

었다. 생각쪽지는 학습자의 문법 탐구 활동에 대한 동기를 지속시키는 활동이자 적합도 환

경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생각쪽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

다. 이는 문법 학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관

점에서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의 발달과 관계된다. 이러한 추론 능력의 

발달은 문법 탐구 활동에 임하는 학습자의 문법적 안목의 성장과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탐구 공동체 내에서 지식의 책무성

을 깨닫기도 한다. S6-4의 경우 자신이 써낸 생각쪽지가 전체 분반에 공유되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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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도, 분반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생각쪽지를 작성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

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자들의 행위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공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

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막막했던 생각쪽지이지만, 오히려 이 생각쪽지를 쓰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법 수업 외적인 능력도 갖추게 되었

다. 이제는 내 생각을 누군가 갑자기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S4-3-12]

 첫날, 문법 편력을 쓰던 날이 생각났다. 노트북을 쓰는 수업인가?하며 신나가지고 

글을 썼던 기억이 나더라. 그날 문법 편력을 쓰면서도, 난 놀고 싶어서 계속 딴짓

을 하기도 했고 중학교 때 국어시간에 배워서 기억나던 문법 상식 몇 개를 대충 

적어 냈던 것도 같다. 그런데 불현 듯 다음 주에, 내 문법 편력의 일부가 소개되었

다. 그걸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다. 그냥 단순히 과제제출용으로 내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써낸 문장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며 대충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 생각쪽지들을 쓰면서, 최대한 내 생각을 담아

내면서도, 궁금한 점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터넷이너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려고 

했다. [S6-4-12]

 

앞서 언급한 수업 활동의 구조를 생각할 때 학습자들은 n차시 수업을 마치면 수업에 대한 

후기와 탐구 질문을 생성하는 생각쪽지 n을 작성하게 된다. n차시 수업에는 n-1차시에 작

그림�Ⅲ-5� 문법�탐구�활동과�생각쪽지의�

중층적�재귀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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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탐구 질문들이 공유되고, 해당 차시의 문법 탐구 활동과 관련된 학습 경험이 진술된다. 

학습자는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탐구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 궁금한 

점들을 수업 후기로 작성하고, 탐구 질문을 생성한다. 

 이러한 문법 탐구 활동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중층적으로 내포된 구조를 지닌다.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문법과 문법 탐구 경험에 대한 인지와 사고를 재귀적으로 정교화하는 

학습 경험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문법 탐구 활동과 생각쪽지는  ‘n→n+1’로 가는 

선형적 진행이 아니라 사고의 접속과 확장을 통해 재귀적으로 정교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3.3.2. 문법 탐구 학습의 프랙털 구조: 문법 탐구 활동과 문법적 성찰 

 S고의 문법 탐구 공동체는 가설적 추론 활동으로서의 문법 탐구 활동과 지속적인 생각쪽

지 작성을 통해 활동과 성찰의 두 축을 형성해 나갔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활동은 언어 현상을 단서로 하여 자신의 경험과 직관, 배경 지식에 

기대어 ‘왜 그럴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가설을 생성하는 가설적 추론 활동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과 타인의 학습, 그리고 집단적 학습의 과정을 메

타적으로 인식하며 공유된 이해로 나아가는 창발을 경험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의 문법 탐

구 활동 또한 활동과 성찰을 두 축으로 한 것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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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습자들의 생각쪽지는 자신의 학습 경험을 반성하고 내면화하는 ‘수업 후기’와 

문법적 호기심의 지속과 탐구 문제 발견을 중심으로 한 ‘탐구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수업 

후기가 학습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라면 탐구 질문 작성은 문법 탐구 활동의 연장선에서 지

속적인 문법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각쪽지의 가지 또한 성찰과 

활동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S고 문법 탐구 학습의 구조는 부분과 전체가 자기유사성과 척도독립성을 지니는 프랙털 

구조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의 복잡성 이면에는 문법 탐구 활동과 성

찰이라는 근본적인 구조가 놓여 있었다. 다시 말해 문법 탐구 활동 참여와 반성적 성찰이라

는 두 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무한한 다양성과 복잡성이 창발될 수 있었으

며,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또한 부분(一卽多 多卽一)’(유영만, 2006b: 41)인 문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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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공진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유사성의 원리에 따라 개별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은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과 닮아 있으며, 학습을 통해 문법적 주체로 거듭나면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자기

조직화로 귀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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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단위별 창발 양상에 관한 분석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지성이 창발된 ‘기호 분류 활동’, ‘형

태소 분석 활동’, ‘단어 만들기 활동’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 단위의 미시적 수준에서의 창발

과 자기조직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4.1.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한 집단 지성의 창발: 기호 분류 활동

 기호 분류 활동은 많은 학습자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업으로 꼽은 것이다. 특히 조별 

활동과 분반별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기호란 무엇인가를 적극적

으로 탐색해 나간 활동이었다. 

 수업 활동에서 창발을 일으키려면 복잡도를 증가시켜 상전이 공간 즉 혼돈의 가장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학습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Learning Chaos)’는 도전적인 과제나 딜

레마적 문제 상황으로 고민하던 학습자나 학습자 집단이 혼돈을 경험하다가 어떤 단서를 자

생적으로 발견하거나 제3자의 도움으로 새로운 학습단계로 도약하는 과도기적 상태라 할 수 

있다(유영만, 2006a: 70). 기호 분류 활동에서 학습혼돈을 유발할 수 있었던 유인들은 무엇

이었으며, 학습자들은 어떻게 혼돈의 가장자리를 거쳐 창발을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통

해 학습자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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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초점 사건의 선택과 기획: 차원 이동과 연결을 통한 확장

 언어는 자의적인 기호 체계이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주목은 언어 기호의 특징뿐만 아니

라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총체적 관점에 대해 인지할 수 있

는 중요한 활동이다. 보통 수업에서는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다루지만 ‘언어가 기호’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 아마 그것은 당연한 전제로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데 언어의 자의성은 언어가 기호 체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된다. 연구자는 언어의 자

의적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의 기호적 속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해

야 한다고 보았다. 당연한 것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척도를 조정하여 ‘언어’ 차원이 아니라 ‘기호’ 차원에서 언어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었다.98) ‘언어’ 차원만을 다루면 ‘언어’의 속성은 전체적인 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차원을 확장하여 기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언어’를 보다 대상화하여 주목할 

수 있고,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를 통해 ‘언어적 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언어의 자의적 속성은 언어 기호가 상징 기호라는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상징 

기호의 속성은 그것과 구별되는 다른 기호들의 특질과 연결될 때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이 

점에서 퍼스의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재현적 성격에 

의한 기호 유형으로 기호와 대상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기호의 표상적 특성이 대

상과 유사한 것은 도상 기호, 기호의 표상적 특성이 대상과 인접해 있으면서 지시나 인과에 

98) 복잡적응계의 관점에서 언어 또한 중층적으로 내포되고 자기유사성을 가지는 프랙털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본다(Lasen-Freeman, 2004). 프랙털 구조는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을 지니며 
척도독립성(sacle-independence)으로 인해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단순해지거나 더 복잡해
지지 않는다. ‘언어 차원’에서 카메라의 렌즈를 줌인(zoom-in)하면 언어의 특질을 지닌 채로 
언어 단위에 주목할 수 있으며, 줌아웃(zoom-out)하면 언어보다 상위의 관점에서 언어적 특
질을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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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대상을 재현하는 것을 지표 기호, 기호의 표상적 성격과 그것이 재현하는 대상 사이에 

어떠한 유사성이나 인접성도 없이 관습이나 상징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상징 기호라 한다

(Liszka, 1996: 98-103).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언어가 상징 기호라는 것에 주목

할 때 기호의 표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통해 ‘자의적’으로 결합되는 속성을 보다 구체적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는 연결을 통한 차원 확장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언어의 본질과 특성 학습에 대한 첫 번째 초점 사건으로 설정한 것은 

‘기호 분류 활동’이다. ‘초점 사건(focal events)’은 학습자의 관심을 모으고 집중시키기 위한 

인위적 구조 혹은 활동으로, 수업에서 구체적인 활동에서 일반적인 탐구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Davis et al., 2000: 340). 이 활동은 기본적으로 ‘언어는 상징 기호이다’라는 

앎에 이르는 탐구 과정이며 이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호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기

호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동시에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학습 활동으로 

기획하였다. 

그림�Ⅲ-6� 언어의�본질과�특성�학습에�대한�초점�사건(기호�분류�활동)� 기획의�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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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호 자료의 선택: 다양성의 증가

기호 분류 활동 설계를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도상, 지표, 상징에 속하는 구체적 기

호 사례들을 찾는 일이었다. 연구자에게 수업을 설계하는 일은 완벽한 순서도를 구축한 후 

이에 따라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계 설정과 자료 수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서로 보충하는 순환적 과정이었다.

 기호의 사례 구축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이면서 동시에 ‘전형적인 

사례+전형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전형적인 사례의 경우 해당 개념 

이해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전형적이지 않는 사례는 개념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언어학 서적을 참고하여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 상징 기호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 이에 속하는 기호들을 실제 생활에

서 다양하게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림 Ⅲ-6은 최종 학습지에 실린 기호들의 모음이다.99)

 기호는 문자 기호(⑥, ⑦, ⑬, ⑭), 장소를 안내하는 픽토그램(①, ③, ⑮), 신호등 및 도로

교통표지판(④, ⑨), 안전표지판(②, ⑧, ⑪, ⑫),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모

티콘(⑤), 자화상(⑩)의 15가지로 구성하였다. 문자 기호 내에서도 추상명사(⑬), 의성어(⑦), 

아라비아 숫자(⑥), 한자의 숫자(⑭) 등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문자 체계가 상징적이기는 하지

만 한자와 같은 상형문자의 경우 도상성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인

지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도상 기호의 경우도 흔히 생각하는 픽토그램(①, ③, ⑮) 외에도 

그 자체로 도상적인 역할을 하는 초상화나 이모티콘 등을 제시하여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고의 특성상 각 과별로 실험실이 있으며 거기에는 실험실 안전 수칙과 

표지판들이 게시되어 있다. 연구자는 평소 학생들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안전표지판을 다

루는 것이 학생들의 생활 맥락에서 유용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99)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지와 함께 실제로 이리저리 움직여 보며 분류하기 쉽게 기호 카드를 만
들어 나누어 주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나누는 것보다 실제로 자유롭게 그룹화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며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기호 카드의 제작 또한 ‘분류’ 활동을 촉진하는 행
동유도성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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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7� 기호�분류�활동�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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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 조건의 활성화

 기호 분류 활동을 수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때 기호 분

류 활동의 목적에 따른 세부 단계를 고려하되 수업 실천을 고려하여 이것을 시간의 흐름으

로 순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교수 설계는 모종의 사고 실험으로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 학

생들과 특정 활동을 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다(Davis et al., 2000: 353). 이를 위해서

는 학습자들이 밟아야 할 단계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 단계를 설정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은 분류 기준을 언제, 어떻게 제시할 것인

가의 문제였다. 이것은 활동의 개방성과 구조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한 

지식과 문법 지식과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너무 개방

단계 활동

1 활동 안내

․ 기호 분류 활동

․ 분류란 무엇일까

․ 분류 기준 설정의 필요성

2 조별 활동 1

․ 기호 분류 기준 탐색

․ 기호란 무엇일까?

․ 기호의 특징 관찰

3 분반 토의1
․ 기호란 무엇일까?-가설적 추론 활동

․ 각 조의 기호 분류 기준 공유

4

분반 토의를 

바탕으로 한 교사의 

설명과

새로운 기준 제시

․ 기호의 정의

․ 퍼스의 기호 이론(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 기준 제시: 표상체와 대상체 사이의 거리

5 조별 활동2 ․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분류

6 분반토의 2 ․ 조별 기호 분류 결과 공유-발표 및 질의 응답

7
용어 소개 및 차시 

안내

․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 용어 소개

․ 관련된 내용 스스로 찾아보기

․ 차시 안내: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에 대한 이해, 

언어의 기호학적 특성에 대한 수업

표�Ⅲ-7� 기호�분류�활동�단계의�설정



- 134 -

적인 과제는 오히려 비생산적일 수 있으며, 너무 제약이 강한 경우에도 기준에 맞춰 기호들

을 단순히 ‘나누는 것’으로만 활동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개방과 충분한 구조화

는 가능성의 한계를 정하는 동시에 선택을 허용할 수 있는 규칙을 부과한다(Davis et al., 

2000: 314).

 연구자는 우선 학습자들이 다양한 기호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기호에 주목

하고 그 특징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별 활동에서는 기호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분류 기준을 생성해 

볼 것을 기획하였다. 분류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의 설정이며,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서는 분류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기호

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적합한 분류 기준을 생성하는 단계를 마련하였다. 학습자들의 관찰

과 가설 설정을 바탕으로 두 번째 조별 활동은 퍼스의 기호 유형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였

다. 기호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분류한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도 있고, 학문적 기준에 의해 기호를 새롭게 분류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언어는 상징적 기호라는 앎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보

았다.100) 조별 활동1→ 분반 토의1→조별 활동2→분반 토의2의 순서로 활동을 계획한 것은 

조별 활동의 결과가 분반 토의를 통해 공유되고 검토되고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기호를 다양하게 보는 학습자들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기호를 기호학의 체계

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 

지식의 측면에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Ⅲ-8� 기호�분류�

활동에서의�주관적�이해와�

객관적�지식의�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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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수업에서의 창발과 자기조직화

 (1) 복잡도 증가의 맥락: 분류 기준 생성과 삼분법(三分法)

① 기호 분류 기준의 생성 

학습자들이 처음 기호 분류 활동을 시작할 때 대부분은 문자와 그림의 이분법으로부터 시

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기호의 표현형만을 보고 나눈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범주 구

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단일 차원 또는 속성에 근거하여 범주화하려는 편향이 상당히 강력한 

것에 기인한다(Medin, Wattenmaker & Hampson, 1987; 신현정, 2011: 117-118에서 재인

용).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15개의 기호를 분류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기호의 특

성을 탐색한 후 기준 자체를 설정한다는 것은 다양한 맥락과 판단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었

다. 기호 분류 기준의 설정은 그 자체가 기준에 대한 합당한 가설을 생성하는 활동이었다. 

특히 분류 기준은 기호를 크기나 개수와 같은 단순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호의 

특성을 고려하며 ‘기호를 기호답게’ 나누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학습자들은 자신들

이 설정한 기호 분류의 기준들이 기호의 개념 및 특질에 비추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과정

을 거쳐야 했다. 다양한 기호들을 관찰하여 기준이 될 만한 특질을 찾아내는 것은 크게 어

렵지 않은 활동이다. 그러나 조별 학습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다양한 특질들을 비교하고 판

단하여 15개의 기호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은 상당한 복잡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가령 문자와 그림을 분류할 수는 있지만 왜 문자로 분류하는지, 그림과 차별되는 문자만

의 특성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바로 언어의 속성에 대한 주목을 필요

로 한다. 아래 4분반 4조의 학습자들의 논의처럼 단순히 기호를 분류하는 것이 아닌 ‘왜 그

렇게 분류를 하는 것인지’, 분류된 기호들의 공통된 속성을 찾아내고 보다 타당하게 설명하

는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S4-14: 근데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 얘네들과 얘네들을 묶는 특징

을 뭐라고 해야 할까?

S4-9: 얘, ‘멍멍’이 아니야? 얘가 강아지 그림이었어도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을 거 

100)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314)는 교육은 학생들이 이미 확립된 이해를 단순히 재생
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새로운 해석적 가능성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창조적인 혼합이
라 말한다. 지식을 확립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확립된 지식을 검토하는 것, 즉 가능성의 한
계를 규정하고 동시에 선택을 허용하는 규칙을 부과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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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S4-11: 그렇지.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잖아. 글자로 이루어져있다는 거랑 그

렇지 않다는 걸로 나눌 수 있잖아. 

S4-14: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걸 읽을 수 있는가의 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림이라 할 수도 있고 

S4-9: 그러니까 얘도 여기 포함되어도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

인 사람들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멍멍’을 보거나 

이런 걸 보거나.

S4-14: 얘네들은 읽는 방법이 약간 정해져 있는 그런 거 아닐까?

S4-9: 얘도 똑같은 거잖아. 

S4-8: 아아아! 이거 어때? 이건 발음할 수 있어!

S4-14: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S4-8: 이건 발음이 안 돼.

S4-11: 그런 느낌으로.

S4-14: 그런 느낌으로. 읽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들!

 이 조는 문자와 그림을 우선 분류하면서 문자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

다. S4-14는 문자를 분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어떤 공통된 속성으로 문자를 하나의 묶음

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언어 기호의 속

성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와 관련이 된다. 이에 대해 S-9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

해 생각해 냈고, S4-8은 ‘발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것은 S4-14가 제안

한 ‘읽다’의 의미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것이다. ‘발음할 수 있다’는 것도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문법적 설명으로서 모호함이 있지만101)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언어 기호의 분절적 속

성을 인식하며 문자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4-3: 아! 얘네는.... 언어를 안 배우면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 기호를 배우지 않

으면.

교사: 그러면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다를 다르게,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

101) 이 조의 경우 S4-9는 이모티콘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문자 범주에 함께 넣을 것을 제안한다. 이
에 다른 학습자들은 문자와 이모티콘을 묶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의 모호함을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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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4: 그까 이거는, 뭐지. 자..의성이 있다고 해야 하나. 

S4-3: ❶자의성이 뭐야?

S4-4: 그까 이게 얘(三)도 3이고 얘(3)도 3이잖아. 다르게 생겼는데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잖아. ❷그러니까 생긴 거랑 의미랑 관련이 없다는 거지. 이건 생

긴 거가 의미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잖아. 

S4-3: ❸아~ 그러네!

S4-4: 이건 생긴 거랑 의미랑 관련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지

S4-3: ❹얘는 관련이 있잖아. 세 개 놓고 3 아니야?

S4-5: 그건 상형문자지.

S4-4: 그러네

교사: S4-4는 자의성 기억나요?

S4-4: 중학교 때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교사: 니네는?

S4-3: 저희 중학교 때 안 배웠어요.

교사: 안 했어? 니네는 안 배웠어? 어, 훌륭한데 기억하고 있다니.

S4-2: 훌륭하다.

교사: 한 번 해봐봐. 중간에 이런 얘들은?

S4-3: ❺얜 생긴 거랑 관련이 있나?

S4-4: 이건 되게 애매한데. 느낌표가, 느낌표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 

S4-5: 근데 처음에 문자의 기원은 상형문자잖아.

S4-4: 그게 그런가?

S4-5: 이런 거에서 사람 인자가 갑자기 생기고

S4-4: 그것도 그럴싸하네.

S4-3: ❻아! 근데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서 신호등 같은 것도.

S4-4: 신호등에 색깔이 없어도 첫 번째 것이 들어오면 멈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S4-3: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순서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얘네는 딱 봐도 빨간

색이어서 위험하게 생겼잖아. 사실 노란색은 경고스럽게 생겼고.

#S4-4: 그렇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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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는 언어 기호의 속성을 보다 언어학적인 기준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S4-3은 ‘언어

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는 통찰을 제시했는데, 연구자는 이어서 그것을 기호의 

속성에 기대어 다른 말로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S4-4는 ‘자의성’을 제시한 후 사

례를 들어 ‘생긴 것과 의미가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여 다른 학습자의 이해를 돕

고 있다. 조의 다른 학습자들은 ‘자의성’의 개념을 알지 못했으나 S4-4의 설명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자의성을 설명했던 S4-4는 수업 이후 생각쪽지에서 언어 기호의 속

성을 설명했던 자신의 기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호 분류 활동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찾는’ 과정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호를 적당히 나누는 것이 쉬울 것 같았지만 헷갈리는 것들

이 많았다. 우선 당연히 우리가 '글자'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

로 따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찾는 데에 의견

이 있었으나, 내가 언어의 자의성을 기억해내서 이와 연관 지어 글자들은 그 생김

새가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

했다. 三자가 이때에도 조금 마음에 걸렸다[S4-4-6].

 실제로 대화에서도 S4-4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은 이 조의 핵심적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를 했다. ❶~❻의 대화를 살펴보면, S4-3이 S4-4가 설명하는 ‘생긴 거와 의미가 관

련이 없다’는 자의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생긴 것과 의미의 관련성’을 찾으

며 조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대화를 거치며 S4-3은 주의를 알리는 노란색의 경고 표지

판에 주목하면서 기호의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생긴 것’이 ‘모양과 색깔’로 세분화되면서 복합적인 기호 형태에서 ‘색깔’을 분리해 내었고, 

이를 통해 기호가 나타내는 색깔의 의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생각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

준은 처음부터 S4-3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조별 대화를 통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창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새로운 기준이 생성된 후 이들은 분류 기준으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창발된 결과를 수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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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호의 특성에 따른 삼분(三分) 

 또한 이분(二分)이 아니라 삼분(三分)하라는 조건 또한 복잡도를 높이는 제약이 되었다. 5

분반 1조의 학습자들은 기호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분한 논의를 통해 ‘배워서 알 

수 있는 것’과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 가지

로 분류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가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언어의 기호적 특징을 보다 정교화하고 있다.

 S5-11: 아, 잠깐만. 신호등도, 지금 우리 세 가지로 분류하지 않았어. 우리. 배워

서 알 수 있는 거랑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로 나눴기 때문에 더 세

분화를 해야 해. 

S5-16 그러니까 저 언어랑 언어가 아닌 것으로 우선 분류했는데, 언어보다 기호가 

우선하는 거니까 언어라는 기준을 두면 될 것 같고, 

S5-9: 이렇게 나누는 거랑, 시각을 나누는 거랑

S5-11: 아. 맨 처음 3, 三, 멍멍, 사랑, 느낌표는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글로 나타

낸 거기 때문에 

S5-16: 각 나라마다도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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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11: 그 언어를 아는 사람, 그 언어와 글자를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사

실 언어를 알아도 문맹이면 모르는 거니까. 

S5-16: 어, 그치

S5-11: 글자를 아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거고. 

S5-13: 시각적인.

4분반 1조의 학습자들은 ‘한 가지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스스로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교사: 여기도 정리 다 됐어요?

S4-4: 일단 나누기는 했는데, 이해는 할 수 없어서. 

S4-5: 한 가지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눠야지.

S4-3: (핸드폰으로 경고 표지를 찾아보고 있음)

교사: 뭐가 어려워요? 뭐가 애매해요?

S4-5: 그까 얘네, 이렇게(문자와 다른 기호들) 나눈 기준이 하나고 이렇게 나눈 기

준이 하난데, 서로 달라서. 

교사: 아 기준이 달라서.

S4-5: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래서 분류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요. 

교사: 아, 그렇지.

S4-5: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사: 그렇게 되면 사실 일관적인 큰 상위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혹시 아직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혹시 다른 기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일관적인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고, 아니면 

또 흐트릴 수 있겠죠. 이건 아무렇게나 흐트릴 수 있으니까. 

 교사인 연구자의 의도는 기호의 재현적 성격에 따른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의 

세 가지 분류를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일관된 기준에 의해 세 부분으

로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대부분이 문자와 그림을 상위 기준에 의해 나누고, 

그 다음에 그림을 다른 기준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는 양상을 취했다. 위의 조와 같이 이

러한 기준 설정이 하나의 기준으로 삼분(三分)을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고민하는 학습

자들도 있었다. 이 활동은 분류 활동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기’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기준 설정의 합당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호의 특징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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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다양한 기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 기호에 대한 주목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분(二分)에서 삼분(三分)은 단순히 한 차원의 추가가 아니라 자체로 

복잡성의 양상이 높아지는 상황을 연출하여 학생들의 학습혼돈을 높이는 제약 조건이 되었

다. 이러한 조건은 공통적으로 ‘기호란 무엇인가’, ‘기호는 어떤 특질을 지녔을까’, ‘기호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에서 기호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

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기호 분류 활동에서 설정한 제약 조건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기호의 속성에 주목하게 하고 

다양한 연결과 조절을 통해 심도 있는 분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제약 조건의 활성화는 탐색

의 가능성을 보다 확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퍼스의 기호학을 공부했다. 그런데 수업의 마

지막 몇 분 동안 퍼스의 구분 기준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만약 평이한 수업 방식을 따라 ‘기호는 3가지로 구분된다’,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구분 기준은 이러하다’를 제시받았다면 바로 이를 암기하고, 여러 가

지 예시를 생각해보며 내 나름대로 구분하는 연습을 했을 것 같다. 그러한 구분 기

준에 의심을 품는 대신 그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을 

것이고, 그로부터 충분히 창의적으로 탐구하였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기호의 분류 

기호 분류 활동 제약 조건의 복잡성

기준 생성: 가설의 생성 ⇨

․ 기호를 관찰하여 기준이 될 만한 특성 발견

․ 분류된 기호의 일관적인 공통 속성 설명하기

․ 분류의 이유 설명하기

․ 분류 기준의 적합성 검토하기 

세 부분으로 분류 ⇨

․ ‘문자-그림’의 단순 이분법 지양

․ 일관된 분류를 위한 세심한 기준 선택과 조정

․ 분류 기준의 적합성 검토하기

⇩ ⇩

 기호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 이해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

표�Ⅲ-8� 기호�분류�활동�제약�조건의�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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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직접 고민해보는 시도는 못했을 것이다. [S3-14-6]

 기호 분류 활동의 ‘제약 조건의 활성화’는 ‘기호 분류의 기준을 직접 고민해 보는 시도’를 

통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탐색을 촉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호학 이론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 줄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단순히 ‘기호를 구분하는 연습’이 아니라 스스로 

분류 기준을 생성하며 ‘기호란 무엇인가’란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2) 조별 활동: 메타학습자의 형성 과정

 기호 분류 활동은 조별 활동을 통해 행위자들의 국지적인 상호작용을 보다 활발하게 일어

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학습자들이 조별 활동을 통해서 기호 

분류 기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낸 것은 아니었다. 학습자들의 자율성, 배경 지식, 

경험, 대화 참여 태도, 대화 양상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의 조별 활동은 과제의 구조화 외에 교사의 개입 즉 섭동을 최소화하고 학습자들 

내부의 요동에 의해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3분반의 4개 조는 각각 보여주는 

복잡도가 다르며 메타행위자로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할 수 있었는지에 차이가 난다. 조별 

단위 학습자의 창발 양상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은 집단지성으로서의 창발 현상에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① 경직된 질서 영역

 3분반 1조는 2학년들만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개 조 가운데 가장 상호작용이 없었던 조

였다. 다음은 조별 활동의 도입 부분의 논의이다. 

S3-4: 뭘 해야 돼?

S3-3: 나눠야 돼.

S3-2: 기준이 뭐야?

S3-3: 기준 우리가 설정해야 돼.

S3-2: 이렇게 나누면 안 돼?

S3-3: 어떻게 나눈 거야?

S3-2: 문자-그림-나머지

S3-3: 오~ 오~ 인정...... 나 쓸게.

S3-2: 그럼 우리는 이걸로 끝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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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순회하며 등장) 끝났어요, 벌써?

S3-3: 근데 세 가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녜요? 기준 세 개.

교사: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S3-2: 기준도 세 개여야 돼요?

교사: 아니 기준이 하나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지. 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이

런 특성을 가진 것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

하면 되겠죠. 어떻게 나눈 거예요?

S3-3: 음, 문자, 그림 나머지

교사: 그러면 좀 더 세분화 할 수 없을까 생각해봐. 뭔가 하나에 많이 몰려 있지?

S3-3: 네.

교사: 니네 다 동의해? 혹시 애매한 거는 없었어요? 해석이 어려운 건 없었어요? 

기준 자체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

S3-2: 기준 자체는 명확하잖아요. 

교사: 문자, 그림? 그러면 얘네들(나머지)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얘와 얘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얘 중에서 얘네가 다 똑같은지, 그리고 얘네를 가지

고 다 다시 보는 거야. 왜냐면 분류라는 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야지 이 기준이 잘 나와요. 

 

 1조가 처음에 문자와 그림으로 나눈 것은 다른 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교사가 등

장한 시기도 시작한 지 4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기호에 대한 기준이나 탐색

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S3-3의 반응에서 보듯이 기준

에 대한 논의 없이 결과만을 기록하고 이 활동을 끝내려고 하는 데 있었다. 

S3-3: 음 위치 표시!

S3-2: 얘는 경고

S3-3: 경고

S3-5: 얘는 다 경고라고

S3-2: 요건?

S3-5: 요것도 경고

S3-2: 이 나머진 뭐라 그래?

S3-3: 음... 나머지 흐흐

S3-3: 경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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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말이 이어지지 않다가 교사의 중간 발표 안내가 나가는 사이)

S3-2: 금지하는 거 하고 뜻이 명사인 거하고, 뜻이 추상적인 거

S3-3: 음, 인정! 인정!

 1조의 학습자들은 토의 내내 의견 교환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기호의 특성을 관찰하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경고, 위치’라는 기준만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다른 

학습자들은 어떠한 설명의 요구나 이에 대한 동의나 보충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계적으로 수용하였다. 중간 발표에서 S3-2가 발표한 기준도 합의된 기준이 아니라 발표를 

위해서 떠올린 S3-2의 또 하나의 개인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조(S3-2): 의미가 경고를 담은 것들과 그리고 경고를 제외한 의미들 중에서 명사

적 의미를 가진 것과 그걸 뺀 나머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것들을 나눴어요. 

 이 조의 특징을 분석하자면 우선 활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향점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였다. 둘째 기호 분류 결과에만 주목하고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이나 속

성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자-그림-나머지’에서 ‘경고-위치-나머지’로 분류 

기준이 변동되었지만 이것도 대화를 통한 조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

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 조의 조별 활동은 상전이에 비유하자면 얼어붙어 있는 고

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각자의 기준을 한 번 언급하는 것으로 끝이 났으며 이를 통해 어

떤 소통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도출하지 못했다. 기호의 속성을 나타내는 분류 기준도 문자

와 그림, 위치와 경고 이후로 발전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1조는 ‘분류 활동

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서로 간의 활발한 설명과 해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직된 

영역에 머물렀다. 

문자/그림 → 문자/그림/나머지 → 위치/경고/나머지 →

 

글자/사람 있는 

것/사람 없는 것
→ 위치/경고/나머지 →

글자/명사적 

뜻/추상적인 뜻

3반� 1조의�기호�분류�기준�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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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돈의 무질서 영역

 2조의 경우 조원들 간의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졌었다. 대화를 보면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

되고 있지만 하나의 기준에 대해 조원들끼리 숙고하는 대화 패턴이 많지 않았다. 탐색을 하

되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설명과 논의가 부족하였다. 

S3-12: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얘네는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기호

들로

S3-11: 그렇게 보니 얘네들은 정보 전달이 아니야? 어떻게 말하지?

S3-10: 메시지, 메시지.

S3-11: 메시지. 정보가 메시지. 너무 비슷해서, 뭔가. 정보가 메시지.

S3-10: 나도 몰라. 그럼 니네가 아이디어 좀 내봐. 나만 내고 있잖아.

S3-12: 카톡 이모티콘이 저기서 어떻게 묶여?

S3-11: 이거 다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 

S3-9: 그까 얘네들은 다 다 위험한 거잖아. 하지 말라는 명령하는 거잖아. 

S3-10: 이건 강력한 거, 이건 그냥 단순한 메시지인데 그림으로 표현한 거

S3-12: 생각을 해 보자. 야, 이거를 두 개 따로 묶으면 어때?

S3-11: 왜?

S3-12: 왜냐하면 쟤네는 어떤 기호화도 없이 단순히 표현한 거잖아. 있는 그대로

를. 다른 건 다 기호로 표현을 했는데

S3-11: 밸런스가 안 맞잖아. 개수를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춰줘야지.

S3-12: 개수 밸런스까지 고려하는 거야?

S3-11: 당연하지.

 위의 대화에서 보면 S3-12 학습자의 경우 ‘기호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나타내

고 있어 알아볼 수 있는 것’과 ‘어떤 약속을 통해 정의된 것’으로 나누고자 여러 번 시도하

였지만 이전에 논의된 ‘정보 전달’ 기준에 가려 논의되지 못하거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논리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그의 해석은 논의의 장으로 편입되지 못했던 

것이다.102) 따라서 기호의 의미에 따른 경고, 상황 지시, 정보 전달, 감정 전달, 약속에 따른 

102) 퍼스(Pierce)는 공동체 내에서 발화자와 해석자 간의 교환가능성(exchangibility)이 허용되어
야 함을 주장한다(Lizska, 1996: 182). 그러나 이 경우 S3-11의 발화는 해석자들에 의해 받
아들여지지 못하였으며 발화자와 해석자 간의 교환도 일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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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등 기호 분류에 적절한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조의 논의

로 수렴되거나 공유되지 못하고 각자의 의견으로 맴돌며 복잡도가 가중된 상황이 되었다. 

S3-12: S3-11, 분류 기준을 말씀드려 봐. 선생님께

S3-11: 분류 기준. 얘는 문자라는 점에서 모았고, 얘네는 둘다 전달하기는 하는데,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 데 얘는 확실히 위험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대해 강하

게 전달하는 거

교사: 이건 목적, 경고, 목적이고, 얘는? 기준을 나눌 때는 목적에 의해서 이거 이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S3-12: 맞아, 맞아

S3-11: 정보전달보다는 그냥 글자라는

교사: 그럼 글자는 무슨 목적이 있지?

S3-11: 사실 이게 무슨 목적

교사: 얘랑 얘랑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일단 생각해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해 보고.

S3-12: 네

교사: 얘네가 애매한 거야

S3-11: S4-12 얘기로는 얘는..니가 설명해 봐.

교사: S4-12, 어떤 생각이야?

S3-12: 쟤네는 기호 없이 단순히 표현을 한 거니까

S3-9: 이거 기호 아냐?

S3-11: 이거는 정해진 기호가 아니야. 이모티콘이잖아. 

교사: 이건 좀 더 기호화하지 않은 것라고 보면, 얘는 문자고, 얘는 다 기호다

S3-12: 너무 많나?

S3-11: 밸런스가 안 맞나?

교사: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특징적으로 S4-12는 ‘기준을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 것’을 제안했

다. 교사가 순회하며 이 조에 왔었을 때 S3-12는 S3-11에게 선생님께 기준을 말씀드리고 

점검을 받자고 이야기를 꺼냈다. 교사의 검토와 중재, 조언을 요청한 것이다. 연구자는 당시 

제시한 기준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누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조언하였다. S4-12는 

교사의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이 생각해 온 기준도 설명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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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대화에 부분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사가 떠난 후 이 조는 기준에 대한 

숙고를 거치지 못하고 다시 표류하게 되었다. 

S3-11: 빨리 해. 끝났어?

S3-12: 끝난 거야? 어떡해, 어떡해. 나 이해가 안 돼.

S3-11: 니가 설명해 봐.

S3-12: 너네가 뭘하고 싶다는 건지 알겠는데 

(펜 줍는 이야기로 소란스러움)

 이러한 토의 끝에  S3-11이 논의가 끝났음을 확인하자, S3-12는 이해가 가지 않음을 토

로하고 있다. 여기서 S3-12는 ‘우리’가 아니라 ‘너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리’103)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교사 중간 발표 안내)

S3-9: 이걸 발표한대. 

S3-11: 우리 뭐로 정할까?

S3-9: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S3-11: 그래 어떡해? S3-12걸로 할까 아니면 

S3-9: S3-12 게 뭔데?

S3-11: 이거 두 개만, 기호인 거

S3-9: 그건 아닌 거 같애.

S3-11: 그럼 이렇게? S3-9 파이팅!

S3-9: 근데 이거가...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학습자들은 아직 자신들의 기준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음을 직감했으며 이것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에 적잖이 당황했다. 

교사: 그 다음에 2조는 어떻게 나눴어요? 2조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눴는

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103) 퍼스(Pierce)는 공동체의 존립 근거로 기호에 대한 해석이 행위자들 간의 연결, 관계를 통
해 ‘우리의 것’ 즉 공유된 의미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논한다(Liszka, 1996: 169). 이는 
복잡적응계에서 논하는 집단적 창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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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S3-12): 아, 그 고흐랑 이모티코은 기호가 개성이 있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건데, 나머지는 3이랑 숫자3, 사랑이랑 멍멍이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호를 

정리해서 그 뜻을 표현한 거고, 그 나머지는 좀 더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단순화 시켜서 기호로 나타낸 거요. 

 요컨대 2조의 경우도 탐색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 숙의하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기준만을 

탐색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S3-11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의 기준 제시에 ‘그럼 이렇게 나

눌까’, ‘그럼 이렇게 나눌까’라 말하며 이것을 결과의 문제로만 귀결시켰다. 기호에 대한 다

양한 속성과 기준들이 대화 안에서 제시되었지만 ‘공유된 이해’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혼란

만 가중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조는 상전이에 비유하자면 가스와 같은 무질서한 혼돈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조의 문제도 기준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

다. 중요한 것은 기준의 제시가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는 자신의 관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충분히 논의하며 서로 간의 공유된 이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③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창발로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서서히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갔던 두 조는 3조와 4조였다. 3조의 

특징점은 대화 도중 새롭게 제시된 기준에 대해서 다른 조원들이 모두 공감을 하며 그 기준

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이다. ‘목적으로 분류하기’는 S3-16의 의견이었지만 학

습자들은 하나의 적합한 논리로 받아들이며 전체 조별 논의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

고 질의하면서 그것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적 잉여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러

상황/장소 →

정의된 것/정의 

없이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

→ 상황/장소 →

 

정보 전달/메시지 

전달
→

강력한 메시지/정보 

전달
→

기호화/단순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

→

문자/정보/상황 →
1/소수/소수 아닌 

것

3반� 2조의�기호�분류�기준�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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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통의 기반은 기호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물론 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활발히 일으킬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S3-16: 아니면 목적으로 분류하면 안 되나? 얘는 뭔가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 목적

이고.

S3-13: 오호!

S3-14: 음~

S3-13: 그럴 수도 있겠다!

S3-16: 그런데 나머지, (웃으며) 이런 거 모르겠어.

(함께 웃음)

S3-8 경고하는 거잖아. 

S3-16: 그런가?

S3-14: 얘네는 그냥, 표지라고 해야 하나, 그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얘는 경고

문, 얘는 어디로, 알려주는 거

제시된 기준을 검토하는 가운데 기준이 조정되기도 하였고 혹은 대화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준이 제시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S3-13의 ‘외계인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다소 신선한 논의에도 학습자들은 논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참신하게 받아들였으며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새로운 기준은 학

습자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창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S3-13: 느낌표도 놀람을 뜻하는 거고. 아~ 야, 외계인이 봤을 때 알아들을 수 있

을지 생각해 보자.

S3-14: 하하

S3-13: 일단 이걸 못 알아들을 것 같애. 

S3-16: 이것도 모르지 않아?

S3-14: 이건 약속이고. 

S3-13: 이건, 그래도 약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S3-16: 아, 이건 알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S3-13: 어

S3-16: 근데 이런 거는 모르지 않을까? 이런 거는 규칙이잖아. 

S3-14: 어~ 규칙이 들어가네, 우와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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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16: 규칙이 들어가니깐

 조의 전체 논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정리하거나 하지 않

고 하나하나 관점을 보태거나 정교화하며 논의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치 십

시일반(十匙一飯)을 통해 하나의 전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도 같았다. 숙고 끝에 퍼스의 재

현적 성격에 따른 분류 기준과 흡사한 논의를 제시하였고 하나의 기준으로 세 부분을 논리

적으로 나눌 수 있었다. 

S3-8: 뭐냐, 뭐라 쓸까?

S3-14: 상징성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S3-13: 그까, 추상이 좀 들어가야, 추상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S3-14: 그 좀이라고 하면 안 되고 

S3-13: 추상화가 들어갔다.

S3-14: 제대로 이렇게 얘랑 얘랑 구분을 좀 명확히 해야 돼.

S3-13: 어, 그렇네.

S3-13: 얘는 대상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찍어 내되, 

S3-14: 상징성이 들어가는데

S3-13: 상징되고

S3-14: 대상을 이미지로 묘사한 거고. 얘는 완전히 기호체계인 거고.

S3-13: 음

교사: 얘는?

S3-14: 얘는 그 상황을 그대로 그대로 묘사했어요. 

S3-13: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랑 얘는 완전히 일치하고 얘는 조금 멀고, 얘는 아예 

멀고. 상관이 없고.

글자/그림 →
목적으로 분류해 

보자
→

외계인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을까?

(형상화 여부)

→

 
언어는 한 

분류-약속의 

기호체계이다.

→
상황 묘사/1차적 추상/2차적 추상

(대상과 일치/거리가 약간 멂/상관이 없음)

3반� 3조의�기호�분류�기준�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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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의 경우 매우 진지한 태도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여느 조와 비슷하게 그림과 글자로 

나누자는 의견에서 시작했지만 S3-15가 ‘생각을 한 후에 나누자’는 의견을 제시한 후 기존

의 분류 결과를 초기화하고 있었다. 교사가 순회 방문했을 때 기준부터 고심하고 있다는 말

을 듣고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을 제안해 주었다. 우선 분류를 시

도해 볼 것을 제시했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참관 아래 이제까지 조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기

준들을 다시 설명해 주었고 이를 통해 다시 우선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끼리 묶어 나가기 

시작했다.

S3-15: 일단 다시 나눠 놓자.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나누면 안 

돼.

(생각 중)

S3-6: 잠깐만. 그래. 교과서

S3-15: 훌륭한 생각이야.

S3-7: 뭔가 기호가 있다. 

S3-6: 의미와 형식으로 나누네. 

S3-7 그렇겠지

S3-15: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도 약간

교사: 책에 없죠? 그래도 훌륭해. 찾아보고. 어떻게 나누셨어요?

S3-15: 열심히 생각을 해야. 

S3-15: 그냥 순서대로 놨어요. 

교사: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비슷한 것끼리 필터링해 볼 있겠지.

S3-6: 경고하는 것들도 있고, 

교사: 경고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S3-6: 음 

교사: 해석이 되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 번 생각해 

봐.

S3-6: 음. 이렇게 약속하는 것들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S3-15: 음

교사: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동의가 있으면 한 번 빼 보면 되지. 이렇게 다 늘어 놓

으면 분류가 어려우니. 머릿속에 정리가 되나? 비슷한 것끼리 묶어봐봐.

S3-15: 그런가?

교사: 묶으면서 기준을 설정해도 될 것 같아요. 기준부터 정하고 묶지 않아도. 묶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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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공통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지.

S3-15: 네.

 이 조의 특징 중 하나는 기호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이다. S3-15는 ‘둘을 구분하는 

것이 왜 다른지’, ‘느낌표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모티콘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질문을 통해 환기시켰다. 특히 S3-6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난

다’고 말한 것에 ‘생각을 좀 해 보자. 왜 다른지’라고 말하며 함께 이유를 탐색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기호의 특성과 기준의 속성에 대한 조원들의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그 대화의 내용들이 모여 기준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발표 직전 대

화에서 S3-15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집단지성의 발현을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혼란이 가중되었으나 하나의 질서로 수렴되지 못했던 2조 학습자 S3-12의 

‘너네’와는 분명 다른 용법이었다.

S3-15: 얘네 둘이랑 다른 것을 구분 짓는 게 왜 그런 것이지?

S3-6: 뭔가 왜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달라.

S3-15: 생각을 좀 해 보자. 왜 다른지.

S3-6: 이모티콘은 뭐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S3-7: 감정전달? 기분, 감정 전달?

S3-15: 근데

S3-6: 이거는 어떤 특정한 대상, 개념보다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림은 그걸 추상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거고.

S3-15: 얘네는 뭘 전달하고 싶은 거야?

S3-6: 나는 불행하다?

S3-7: 저런

(생각 중)

S3-15: 느낌표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S3-6: 이걸 일종의 약속으로 봐야하는지 안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어.

교사: 니네 다 했어?

S3-15: 아, 잘 모르겠어요. 

(교사: 잠깐만, 얘들아. 조별 발표 안내 발언)

S3-15: 우리는 약속으로 보자.

S3-6: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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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15: 아 어렵네.

S3-7: 이 느낌표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S3-15가 기준 설정의 엄밀함과 근본적인 질문을 중요시하였다면 S3-7은 기호 분류 활동

이 최선의 설명을 제시하는 것임을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S3-7:  다른 거랑 구별이 확실히 되잖아. 근데 다른 기준을 정하면은 이걸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S3-6: 일단 ‘사랑’하고 ‘멍멍’은 같은 데 들어가야 하는데 다르려나?

S3-7: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건 소리니까 또 다르게 묶으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

아. 이건 추상화된 객체를. 객체란다.

S3-15: 기호 자체의 의미가 담겨 있는

S3-7: ‘3’, ‘三’은 같은 건데 다르게 쓰고 있으니, 또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는 기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기

호라도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유동적인 해석에 기여할 수 있었다. 즉 

하나의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분류하고 그 관점을 해석하면서 최선의 방

안을 모색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S3-7 학습자는 다른 조원들

의 의견을 수용하고, 우선 제시된 기준을 통해 분류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근

본적이고 엄밀한 기준에 대한 지향과 유동적인 해석의 지향이 조화를 이루며 깊이 있는 관

점의 탐색을 이끌 수 있었다. 

S3-7: 신호등도 약속이잖아. 근데 약속인 것과 약속이 아닌 것은 이분법이 되어 

버리는데, 일단 묶는 것을 보고 기준으로 해야겠다. 

 3분반 4개 조의 조별 활동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활동이 근본적

으로 기호에 대한, 기호의 속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통해 상호 접속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의 발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분류’의 결과와 ‘기준’의 제시가 

아니라 공통되면서도 다양한 각자의 의견들을 통해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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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활동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기 전에 결론을 내 버리거나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제시할 

경우 학습자들은 경직된 질서의 영역에서 개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다양한 의

견을 제시하였지만 그것이 조의 공통 의견으로 숙고되지 못한 경우 오히려 혼란만이 가중되

며 그 역시 새로운 질서로 창발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개인으로 남게 되었다. 반면 대화 

과정에서 충분한 탐색과 숙고를 거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대화 자체

가 하나의 유기적 양상을 보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우리’의 의견이 창발

되었던 것이다. 복잡적응계의 창발과 관련하여 3분반의 4개 조가 보여준 양상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경직된 질서 영역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창발로
혼돈의 무질서 영역

기호에 대한 표면적 이해

분류 활동 결과에 집착

일방적 언급

대화 없음

(발화자와 해석자 간의 

교환가능성×)

경직된 개인

⇨

기호에 대한 심층적 

접근

기호의 특성과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 해석

대화를 통한 숙고

(발화자와 해석자 간의 

교환가능성

공유된 이해/‘우리의 것’

새로운 질서의 창발

⇦

기호에 대한 표면적 이해

대화로 이어지지 못함

(발화자와 해석자 간의 

교환가능성×)

혼란스러운 개인

표�Ⅲ-9� 복잡적응계에서의�조별�메타행위자의�창발�양상

문자/그림 →
기호의 목적성에 

따라 분류해 보자
→

기호 자체에 

의미가 담긴 

것/아닌 것

→

 

경고/해석/약속 →
약속/약속 아닌 것 

우선 묶어 보자
→ 약속/해석 →

대상체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3반� 4조의�기호�분류�기준�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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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반 활동: 창발을 통한 공진화

 조별 활동을 통해 혼돈의 가장자리를 거쳐 창발로 나아간 조도 있었고, 경직된 질서 영역

이나 혼란스러운 무질서 영역에 머문 조들도 있었다. 만약 이 활동이 조별 활동으로 끝났다

면 특히 1조는 기호를 그냥 나눠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

적응계 학습은 분산적인 네트워크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몇 개의 노드들이 활성화되지 못하

더라도 네트워크가 파괴되거나 건강성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Davis & Sumar 2006: 

101-103). 학습자들의 실패는 다른 학습자들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1차적으로 조별 활동이 기호 분류 활동을 통해 복잡성이 높아진 활동이었다면 분반 토의

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며 공통적이거나 다양한 타 학습자들의 결과를 공유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조별 기호 분류 결과의 칠판 게시는 다양

한 조별 아이디어의 병렬 배치의 효과를 가져왔다. 학습자들은 게시된 결과를 자신의 조와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았다. 교사 또한 게시된 결과를 보며 경향성을 파악하고 함

께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았다. 퍼스가 제시한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에 

따라 분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생성해 낸 기호 분류 자체가 비교 분석

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① 기호의 복합성에 대한 지식의 창발

그림�Ⅲ-9� 3분반�기호�분류�활동�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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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의미 

(표상체와 대상체 간의 거

리로)

(명사/추상적/경고)

추상적인 의미

(표상체와 대상체 간의 

거리로)

경고의 의미

(표상체와 대상체 간의 

거리로)

2조
중의적이면서 한 가지로 

정해진 상황

의미가 확실하게 굳어진 

상태

한눈에 의미를 알 수 있

는 것

3조
원시인이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형식

추상적인 기호의 의미지

와 실제 의미 사이를 연결

하는 학습 과정이 필요한 

기호

원시인이 봤을 때 전혀 

알 수 없는 기호

4조 가장 추상화됨
구체적인 의미까지는 파

악하기 어려운 기호

한 눈에 의미를 알아볼 

있는 기호

 

 3분반의 분류 기준 발표와 분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상체와 대상체의 거리’를 다양한 

해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된 기준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가’, ‘학습이 

필요한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였다. 이러한 속성은 대상과 기호의 연결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기호를 해석하는 주체의 ‘의미 과정’에 중점을 둔 것임을 이해할 수 있

다. 학습자들은 대화를 통해 기호의 연결 관계, 사례, 의미 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기호 분류 활동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기호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기호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이었

다. 

기호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

연결관계 유사성 인접성 자의성(관습/규칙)

사례 사진, 지도, 설계도
연기-불, 콧물-감기

도로안내 표지판

언어, 태극기, 

수학공식

의미과정 보면 알 수 있음 추리하면 알 수 있음 반드시 배워야 함

표�Ⅲ-10� 퍼스의�도상/지표/상징�비교(김기혁�외,� 20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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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게시된 결과를 살펴보며 특징적으로 ‘화장실’ 기호가 조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했다. 사실 다른 반에서는 ‘화장실’ 기호를 두고 도상 기호이냐 지표 기호이냐를 

두고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었지만 이 반의 경우 그러한 주목이 없었다. 연구자는 ‘화장실’ 

기호에 대한 해석이 기호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 주목했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다. 

교사: 어? 들어가셔도 되고요. 4조에서 설명하거나 다른 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약간씩 다르죠. 지금 많이 두드러지는 게 三자가 바뀐 거랑 그 

다음에 아까 그 화장실 표시가 왔다갔다 하는 거 같죠. 다른 것들은 비슷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때요?

4조(S3-6): 그러네요.

교사: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4조는 왜 화장실 남녀 표시를 왜 중간에다 

뒀어요? 직관적이지 않나요?

4조(S3-7): 남녀인 거는 알 수 있는데 좀 애매했던 게 그냥 저게 남자와 여자일 

수도 있는데 저게 그 어, 뭐라고 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 왜 이리 말이 안 나오지?

교사: 어 다른 사람이 말해도 돼요.

4조(S3-15): 화장실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다른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교사: 어, 화장실이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음. 

그러면 비상구, 비상구는 어때요?

4조(S3-7): 저거는 보면 그냥 문 같이 생긴 게 있고 달려나가는, 급하게, 급하게

까지는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려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저거는 어

느 정도, 저 화장실 표지보다는 더 좀..

교사: 더 직관적이다?

4조(S3-7):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보다는 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

는데 그래도 저쪽으로 넣었어요. 

교사: S3-7이 4조의 질문까지도 끝까지 맡아서, 아까 안 하고 싶다고 했으나. 

학생: (웃음)

교사: 혹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것들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죠? 기

호가, 주변에 있는 기호들이 기호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걸 하는 거 자체가 언어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접근

하기 위해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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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화장실 기호와 노약자 엘리베이터 기호의 경우 도상적인 기호이지만 그것이 나타내

고자 하는 지점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지표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학습자들은 논의를 통해 

주목할 수 있었다.104) 주의나 경고를 나타내는 표지판의 경우 안쪽의 그림은 도상성이 크지

만 표지판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도형이나 색깔은 약속을 통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

임을 대화를 통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과제를 설계하면서 학습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관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학습자들이 만들어낸 가능

성들은 매우 다양하고 깊이가 있었다. 기호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은 기호 분류 활동을 통해 

집단 지성이 창발한 의미였다. 교사는 이러한 학습자들의 관점과 이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하

고 체계 내에서 순환이 되도록 피드백 할 책무가 있다. 

② 제약 조건의 수정

기호 분류 활동 수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의견이 매우 섬세하고 

타당하며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 분반 활동에서는 연구자가 

제시한 ‘표상체와 대상체의 거리에 따른 분류’를 발표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생적으로 생

각해 낸 다양한 관점들을 공유하기에 약간의 제한이 따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주제

로 네 번째 수업을 하게 된 4분반에서는 학습자들이 조별 활동에 몰입하여 각자 적절한 기

준을 찾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다. 사실 조별 활동 20~30분은 기호의 특성과 의미, 기준의 

속성에 대해 주목하고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연

구자는 즉흥적으로 활동 단계를 조정하여 1차 조별 활동 결과를 분반 활동에서 공유하도록 

결정하였다.105) 

104) 김기혁 외(2010: 20)에서는 도상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표
적 측면을 갖게 되는 것이라 말한다. 학습자들은 은연중에 기호 사용의 맥락까지를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105) 일반적으로 평가나 공정한 교육의 문제로 모든 학급이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단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사실 이것은 현장에서 상식의 문제라기보다
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암묵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도 처음에 이
러한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학년 전체에 걸친 수업의 경우 한 교사가 모
든 학급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교사가 같은 과목을 공동으로 담당한다. 이 경우 매번 
교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평가에 민감하고 경직된 분위기일수록 모든 학급의 교육 내
용을 통일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기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다 다르며, 수업은 즉흥적
인 것이기 때문에 학습은 다양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는 수업이 학습자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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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 다 한 조들은요, 좀 앞반과 다르게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다시 기준에 대

해서 통일했는데, 여러분은 기준 그대로 나와서 발표를 해 볼게요. 

그림�Ⅲ-10� 4분반�기호�분류�활동� 1차�결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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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약속에 의한 의미 전달 기호의 모양 기호의 색

2조 문자: 구체적인 의미 객관적인 정보 전달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정보 전달

3조
글자: 사람들 사이의 

약속

딱 봐도 알 수 있는 기

호(상황을 묘사함)

사전에 약속에 의해 만

들어진 기호(상황을 묘

사하지 않음)

4조 자의적인 것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명확한 것

감정 전달을 목적으로 

함

 4분반의 분류 결과는 확실히 다채로웠고 예상하지 못한 여러 기준이 제시되었다. 조별 활

동을 순회할 당시만 해도 1조가 모양과 색으로 기호를 분류하는 것은 기호의 형식에 집중한 

표면적인 분류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조들이 기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의 생각은 1조의 발표를 들으며 바뀌었다. 

1조(S4-3): 저희의 발표는.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고흐 그림을 가리

키며) 의미 없는 그림도 있지만 이 그림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고 가

정하고 분류를 했어요. 애들(1번)을 보시면 얘가 어떻게 고딕체로 뽑아 놨든 

다 같은 뜻을 가짐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3번)을 보세요. 얘네는 생김

새에 따라서 의미가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모양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

는 예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얘네는(3번) 특히 신호등을 주목해 보면 신

호등은 빨간 불이면 멈추고 노란 불이면 경고고, 파란 불이면 가라는 뜻이에

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색깔로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제가 급하게 픽토그램에 대해 검색해 본 결과 빨간색은 경

고, 주의, 아, 주의가 아니구나, 위급 상황이나 금지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 

노란 색은 경고 및 주의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초록색은 대피 및 

치료, 피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얘네 7개는 모두 그 색으로써 

그 의미를 전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저희 분류 기준은 의미를 전

달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그룹은 그런 것이 딱히 없고요, 서로의 약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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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요. 얘네는 두 번째 그룹은 모양, 그리고 세 번

째 그룹은 색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질문 있을까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회화에서는 색을 안 쓸까요? 그러면? 

반 고흐의.

1조(S4-3): 아

교사: 추상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1조(S4-3): 하지만, 추상주의 같은 경우 색깔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반 

고흐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의 윤곽선만으로도 아 이게 반 고흐의 자화상

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반 고흐의 자화상까지는 아니어도 이건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린 거구나 이런 것을 한 방에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색이 

그다지 의미를 많이 전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S4-1: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그림에서 남자를 파란색으로 여자를 빨간색으로 

칠하는 그림이었으면 오른쪽(3번)으로 들어갔을까요?

학생들: (웃음)

1조(S4-3): 하지만 그런 경우 남자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고 여자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더라도 저는 아마 남자가 그려진 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픽토그램들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색보다는 모양이 의

미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습관적으로 파란색으로 색

칠된 칸으로 들어가지 않고 빨간색으로 색칠된 칸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색보다는 모양이 더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사: 어. 질문

S4-11: 방금 그 기준을. 색을 중시하는가 모양을 더 중시하는가 그런 것 같은데

1조(S4-3): 네

S4-11: 그런데 중시의 기준은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저 느낌표

에서 흑백 사진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그게 느낌표라는 것이 전달이 되잖아

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느낌표만 보고도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건데, 

저기는 색을 좀 더 부가적인 의미로, 결국 그 의미의 전달은 모양이 기본적

으로 수반되지 않는 건지? 좀 색을 부가적인 의미로, 모양이 더 기본적인 의

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 기준을 저렇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조(S4-3): 물론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픽토그램이라는 

걸 만들 때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색깔별로 갖는 의미를 나누기로. 픽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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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만들 때 약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

듯이, 빨간색은 뭔가 위험한 상황, 금지나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노란색 표지판) 뭔가 빨간 색을 쓰면, 노란색은 경고의 

의미안데, 빨간색을 썼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거를 나타

낸다고 볼 수 있겠죠. 롤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학생들 웃음) 빨간색 느낌표

는 퇴각 신호고, 노란색 느낌표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색깔

이 커다란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또 질문 있나요? 네, 수고하셨어요. 답변까지. 박수. 자 그러면 2조 한 번 나

가볼까요? 색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모양과 색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색깔이 모양보다 앞서는 것인가 약간 아까 질문이 들어왔고요. 그랬을 때, 

뭐지, 색깔. 픽토그램에서 색깔을 찾아 설명해 준 것은 잘했던 것 같고요. 그

럼, 2조.

 학생들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가설을 생성하고 있었다. 주어진 자원이라함은 연

구자가 만든 학습지의 15개의 기호이다. 언어학 서적을 참고하며 학습자들이 생각할 만한 

기호의 범주를 예상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표지판을 

중심으로 지표 기호를 선택한 탓에 흩어 놓고 보았을 때는 몰랐지만 분류를 하고 보니 표지

판 기호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1조는 표지판의 색깔에 집중하였다. 표지

판의 색깔이 약속을 통해 경고와 안전, 주의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에 착안하였다. 복잡

적응계 이론에서 상향식 창발을 브리콜라주(Bricolage)에 비유한다. 브리콜라주(LeviStrauss, 

1966)는 현재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브리콜라주는 즉흥성의 

핵심적 전략으로 정보와 자원을 재배치시켜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브리콜라주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존재하는 상황을 매우 상세하고 알고 

있으며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McDaniel, 2007: 32). 학습자들은 현재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관찰하여 기호를 이해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였다. 조원이었던 S4-4의 수

업후기에는 이러한 경험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던 중 남은 기호들 중 픽토그램이 꽤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

으로 어떤 기호들이 색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색과 의미가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

과 세 개의 그룹의 기준이 모양과 의미가 상관없는 것/모양만 상관있는 것/색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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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있는 것으로 나누었다. 정확한 기준은 나중에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우리

의 기준 중에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S4-4-6]

 1조의 설명을 들으면서 비로소 표지판의 색이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은 표지판의 도상적 

기호에만 신경을 썼었지만 설명을 들으며 색에 집중했을 때 복합적인 기호의 모습이 들어왔

다. 표지판의 색깔도 의미를 소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조의 조원이었던 S4-5는 분반 활동을 통해 공통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언어’ 기호의 특성을 인식하고 있

으며, 그림 기호의 경우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

음을 인식하였다. ‘모든 그림이 그 기호를 보는 사람, 독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그는 기호 활동을 통해 단순히 객관적인 기호가 아니라 소통의 체

계로서 기호를 인식하고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별 발표에서 S4-11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신들의 기준을 의심해 보고 고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탐구 

질문’에서는 ‘인간의 감정은 기호로 전달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작성하면서 기호의 본

질에 대해 보다 깊이 탐구할 수 있었다. 

  오늘의 활동은 여러 가지 그림(혹은 기호)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었다. 우리 조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도 보자마자 네 가지 그림, 한글로 적힌 

두 개와 숫자 3, 그리고 한자로 3을 한 부류로 분류했을 것이다. 

 나는 위와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는 분명 아무

런 기준, 구체적 기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4가지 그림을 한 그룹으로 

몰아넣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문자’ 또는 ‘언어’의 공통적인 성질을 자연스럽게 뇌

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은 모든 그림이 그 기호를 보는 사람, 독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언어와 픽토그램, 고흐의 그림, 신호등 등등이 우리 뇌에서 다른 

기호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들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처음에 

우리 조는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기준을 세워 색깔, 모양 등의 기준으로 분

류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과연 ×표시가 빨간색이어야만 그 효능을 발휘하는지, 

또 비상구의 사람이 초록색이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

해 보게 되었다. 

[탐구 질문] 나는 오늘 수업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인간

의 감정은 기호로 표현 가능한 것인가?”(중략)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글로 적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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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듣는 언어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어도 

일종의 약속이자 기호일 뿐, 뇌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느낌을 이렇게 외적인 표현

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은 다양한 기호를 이용하여 남

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은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궁금하였다. [S4-5-6]

 2조에서 논의를 하였던 S4-7은 자신의 조별 활동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1조의 발표를 

들으며 색깔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 질문을 통해 생각을 확장

할 수 있었다. 분반 전체 논의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발견하고 생각의 범위

를 확장하였던 것이다.

 색깔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다?

  기호 분류 과정에서 우리 조에서도 색을 통해 전달되는 여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가장 쉬운 케이스가 바로 신호등이다. 그런데 위험을 뜻하

는 빨간색을 중국에서는 좋아하듯, 모든 나라가 색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궁

금해졌다. 사실 우리반에서 S4-3군이 언급은 해줬지만 그래서 픽토그램에 대해 더 

조사해보았다.

픽토그램의 정의는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국제적인 행사 등

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문자이자, 언어를 초월해서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그래픽 심벌(symbol)이라고 한다. 의미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도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하고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재원이가 말했듯, 색상도 의미를 내포한

다.(검정은 일반 사항 및 공공시설물 안내, 빨간색 원 안의 사선 모양은 금지, 파랑

은 지시, 노랑은 주의 및 경고, 초록은 안전ㆍ피난ㆍ위생ㆍ구호, 빨강은 소방ㆍ긴급

ㆍ고도 위험 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빨간색은 위험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안내를 따로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안전교육 시간에 

픽토그램에 대해 자세히 다뤄주면 좋겠다. 수업시간에 봤던 기호들 중에서도 한눈

에 알아보기 힘든 기호들도 있었고, 검정은 일반사항, 파랑은 지시 이러한 뜻까지 

있었는지는 처음 알았다. [S4-7-6]

 다른 조의 기준을 참고로 하면 고흐의 그림과 이모티콘의 경우 주관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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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라는 주목이 눈에 띈다. 기호는 표지판처럼 명확한 지시의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미술

작품처럼 주관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있다. 학습자들이 실제로 기호를 분류하는 

과정은 어떠한 가정이나 편견 없이 주어진 기호를 최대한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라는 단지 세 가지의 틀로만 기호를 재단하지 않

고 기호의 생김새, 색깔, 의미, 사용역 등의 다양한 맥락을 발견하고 포섭할 수 있었다. 퍼스

의 기호 유형론에서는 재현적 성격에 의한 분류 외에도 표상적 성격, 해석 능력에 따른 유

형론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이 제기한 ‘감정전달을 목적으로 함’은 ‘감정적(emotional) 해석체’

에 속하는 것으로 기호의 해석이 해석자에게 감정적 효과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Liszka, 

1996: 245). 이처럼 학습자들은 매우 다양한 기호 해석의 맥락을 ‘적절하게’ 생산해 내고 있

었다. 이러한 활동을 거친 후에 퍼스의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는 기호를 바라보는 

논리적 해석체계의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기호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일 자체가 중심이 되었으며, 학습자들의 다양한 결과를 비교하고 해석하는 일이 목적이 되

었다. 

  조별로 기호를 각 조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모든 조가 글

자를 한 가지 분류로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글자는 그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

회의 약속이 이루어진 특수한 기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기호들은 분류하

는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조는 색을 활용해 빨간색이 위험의 의미로 사용된 

것에 주목하였고 우리 조는 상황을 설명하는 묘사가 사용된 기호를 한 종류로 분류

하였다. 

  맨 처음에는 우리 조가 정확한 방법으로 분류한 줄 알았지만 생각해보니 모두의 

방법이 타당성 있는 것 같았다. 조별 활동을 하니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서로 질문을 던져 대답하는 과정도 재미있었다. 앞으로 조별 활동이 이루어

진다면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S4-15-6] 

  기호를 기준을 선정해서 나누어 보고, 기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생

각보다 마음에 드는 기호 구분 기준을 쉽게 찾아낼 수는 없었다. 다른 기호들과 문

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동의를 했지만, 문자가 아닌 기호들을 기호의 목

적에 적합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기호를 이렇게 분류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기호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S4-4-6]



- 166 -

 수업 이후에 기호에 대한 개념적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구체적인 기호들에 주목하고 

그 특징을 인식하는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도 있었다. 그는 특히 기호 분류 활동을 하면서 

반 고흐의 자화상이나 이모티콘이 기호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신기해하였다. 그러한 경

험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예상치 못했던 기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탐

구 질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기호에 대한 새로운 주목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의 확장으로 연결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호성과 관련된 면에서 옛날에 많이 생각한 것이 있었다. 기호란 무엇인

가? 뭔가 사전적인 정의도 있지만 우리가 분류하였을 때 각 조 별로 많이 달랐던 

것 (물론 그것에 있던 것은 다 기호였지만...)을 보아 어쩌면 기호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나는 처음에 그림

이 기호일 줄은 몰랐다. 물론, 우리가 쓰는 한글이나 알파벳도 '언어를 표기하기 위

한 기호' 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양한 기호를 보니 기호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누가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나름 (?) 생각을 해 보

았다.

  우리에게 '기호'라고 하면 수학기호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루트 자연상수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 좀 더 나아가면 줄

임말 같은 것이 많이 떠오른다. sup, inf, Q.E.D. 등등.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표지

판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을 기호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많

은 기호를 배워놓고 다른 기호를 생각할 수 있었다. 오늘 수업에 기호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뭔가 애매모호한 것도 있었다. 어쨌든 내가 기호라고 생각한 것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려 한다. 

  먼저는 수업 끝나고 내가 선생님께 따로 말씀드렸던 'S고 로고'이다. 이것은 상징

적 의미가 강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으로는 삼성, 엘지 같은 회사의 로고도 포함

될 것이다. 또한 표지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스티커도 기

호라 생각할 수 있다. 이것도 결국 의미를 함축한 것이니까 말이다. 지표기호와 비

슷한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수업시간에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과자봉지 같은 곳에 보면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로고가 있는데 이것도 지표기호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도상기호는 실제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림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생각나는 것이 없어보인

다. 지금 오랜 기간을 생각하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짧은 기한 동안 생각

해보려 노력한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호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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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 좋다. [S4-1-6]

 분류 기준을 생성하고 직접 분류를 하는 조별 활동이 치열한 대화를 통해 지식을 구성하

는 자리였다면 분반 단위의 조별 활동 공유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체계의 존재를 확

인하는 과정이며 보다 상위의 맥락에서 지식 구성이 가능한 장이었다. 각 조의 활동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준과 분류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자기 조의 결과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의 장단점을 상위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었다. 메타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은 학습

자들의 인식 지평을 확장시켜 주는 동시에 정교하게 수정하는 역할을 하였다.106) 이는 상위

의 집단지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직접 기호를 분류해 보고, 또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어 본 후 서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생각을 공유했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이 이뤄지고 난 뒤에 언어학자들이 정

한 규칙을 듣고 나니, 그들이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S6-11-12]

 

106)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326)는 ‘소집단→대규모 집단 토론’의 과정은 단순한 반복 
연습이 아니며 더 다양한 해석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견고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라 말한다. 이 과정은 다양한 수준의 학습체계들이 중첩 내포되어 구조 내에서 동시에 작용하
는 특징이 있다. 



- 168 -

요컨대 언어 기호의 자의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기획한 기호 분류 활동은 학습자가 미처 

기호라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호 제시, 기호 분류 기준 생성과 삼분(三分)의 조건으로 

학습자들의 복잡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조별 활동에서 경직된 질서 영역, 혼돈의 무질서 

영역, 혼돈의 가장자리라 불리는 상전이 영역에서 창발로 나아간 각 조들의 대화 양상을 관

찰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준의 제시나 분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기호의 특성과 

의미, 속성 등을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대화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학습자들의 관점과 관

점이 대화를 통해 접속할 때 하나의 메타학습자로 창발되며 새로운 지식을 구성할 수 있었

다. 분반 활동을 통한 메타메타학습자의 지식 구성은 학습자들의 지식을 확장하고 동시에 

정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기호 분류 활동이 기호를 단순

히 나누는 활동이 아니라 기호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4.2. 가르침이 가능한 순간: 형태소 분석 활동

 4.2.1. 초점 사건의 선택과 제약 조건의 활성화: 활동의 복잡도 증가

 단어의 이해와 표현은 대개 형태소 분석, 단어 구조의 분석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언어 단위에 대한 분석적 이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주제라 할 수 있다. 문법론의 

가장 기본 단위이며 단어의 직접 구성 성분이 된다는 점에서 형태소에 대한 주목은 중요하

다. 실제로 형태소와 단어에 대한 학습을 문법 학습의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학습으로 생각

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연구자도 처음에 ‘형태소 분석→단어 구조의 분석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흐름에 따

라 전체 수업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논의되기 

어려운 형태소나 단어 분석 수업을 어떻게 하면 문법 탐구 수업과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다. 형태소 분석은 일반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활동이라 생각되기 쉽다. 

 연구자가 선택한 것은 ❶형태소 분석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 ❷다양한 형태소에 대

해 주목할 수 있는 문항을 과제로 설계하기107), ❸분석 결과의 확인이 아니라 분석 과정에

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상호 간의 형태소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07) 이 문항은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검색하여 설계한 문항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일
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문법적 해석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질문과 해석들은 학습자의 문법적 인식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참조가 
되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도 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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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적응계 형성과 관련하여 ❶은 지향점을 탐색하는 문제였고, ❷는 과제의 복잡도를 증

가시키는 것이었으며, ❸은 활동 규칙의 변수를 통해 복잡도를 증가시키며 해석성과 정합성

의 문제를 담보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활동에서는 ❸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4.2.2. 수업을 통한 창발과 자기조직화

 (1) 십시일반(十匙一飯): 형태소에 대한 공유된 이해 형성

 연구자는 형태소의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고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를 고려하여 

(1)~(4)의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은 중학교 때 경험한 저마다

의 형태소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다음은 4분반 학습자의 형태소 분

석 활동 도입 부분이다. 

문항 분석 시 주목할 만한 형태소

(1) 나무가 매우 많다. 단일어, 조사, 어간, 어미

(2) 하늘에 새하얀 구름이 있다. 접두사, 어간, 관형사형 어미

(3)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연결어미, 그립-/그리-

(4)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한자어, 합성 동사, 현재 시제를 나타내

는 어미

표�Ⅲ-11� 형태소�분석�문항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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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❶우리 형태소 하면 무조건 분석 많이 하죠. 근데 분석을 하는 거는, 그냥 

개수를 세기 위함이 아니야 절대. 우리 형태소 분석 하면 늘 5개, 7개 이렇게 개수

만 맞춰보죠. 그게 아니라 단어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거죠. 단어가 어떻게 구성

되어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다른 설계도를 가질 수도 있죠. 어떤 다른 

블록들이 맞물려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구조를 보려면 우선은 분

석해야 해요. (중략)

 ❷너무 힘들지 않게 그냥 한 번 나눠보자. 그리고 얘들아 미리 말하지만 정확히 

안 나눠지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형태소로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

어요. 뭐 어원적이거나 역사적으로라든지, 애매한 그런 단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누면 좀 합리적일까, 일단 최소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거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❸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 그렇지 지원자를 받겠습니다. (중략) 혹시 여

기에 내 거랑 좀 다르다, 조금 더 내가 이렇게 보충하고 싶다하는 사람 나와서 한 

번 해 보세요. 일단 네 명이 이렇게 했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받아들이면 되죠. (중

략) 나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한다. 다 똑같아요? 우리 4분반은 이렇게? 다 똑같아

요?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연구자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태소 분석 활동이 단순히 분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

이 아니라 ‘단어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❶). 또한 활동을 통해 정답을 

맞히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위’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다

양한 언어 단위를 판단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❷).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것을 함께 공유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자원을 통해 학습자의 

기여를 독려하였고, 학습자들의 풀이에 대해 ‘틀렸다’가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관점에서 접

근하여 서로의 의견을 ‘보충’하며 공동의 학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❸). 

 학습자들은 지원자들이 칠판에 나가 분석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자신의 풀이와 

비교해 가며 다른 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형태소 분석 활동은 자원한 4명의 문제만

이 아니라 ‘나’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라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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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1번 한번 풀어볼 사람.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자) 어, S4-12. 그리고 2번 

풀어볼 사람, 2번. (다른 학생이 손을 들자) 어, S4-1,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3번 풀어볼 사람? 정확하게 답을 안 맞혀도 돼요. 그냥 자기 생각을. 수

정해 줄 수 있으니까. 3번 해볼 사람? 3번? 3번보다 나는 4번을 하고 싶다? 

4번 해볼 사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손들고. 발표, 발표 점수. 3번? 4번? 

S4-4, 4번？ S4-4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S4-3: 제가 한 번 3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교사: 어, S4-3, 3번. 

S4-8 : 3번 문제에서 형태소가 막, 한 글자 내에서도 쪼개져도 돼요?

교사: 한 글자 내에서도 쪼개질까? 

학생들: 네.

교사: 쪼개지는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보

시면. 그런데 쪼갰는데 음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눌 수 없지 않을까? 훌륭해. 여러분이 계속 수학문제만 나와

서 풀었는데 이렇게 국어문제도 풀어주고. 혹시 여기에서 내 거랑 좀 다르

다. 조금 더 내가 이렇게 보충하고 싶다, 하는 사람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네 명이 이렇게 했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받아

들이면 되죠. 

S4-8 : (손을 들며)저.

교사 : 어, S4-8 뭐? 밑에 가서 다른 색깔 펜으로, 까만 거 여기 있다. 

S4-8: (문제를 풀이하며 돌아서서) 그런데 이렇게만 ㅂ 하나로만 형태소가 되는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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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 나도 저렇게 잘라야 한다고 생각해.

교사: 자기 생각에 한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내려 보세요. 어떻게, 이거

를 자르자? ‘-ㄴ’을 자르자? ‘-ㄴ/-다’로？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빗금을 

그어봐. 또? 나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한다. 다 똑같아요? 우리 4분반은 이렇

게? 다 똑같아요?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생 : 잘 모르겠어요.

교사 :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4반은 이렇게 하는 거로? 

S4-8 : 아! ‘떠’하고 ‘오르-’ 사이에.

교사 : 어 나와 보세요 S4-8. 떠오른다? 또 있을까요? 우리 다 됐어요? 혹시 더 

수정,

S4-3 : 선생님 근데, 저 ‘새-’를...

교사 :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한 거를 한번 써보세요. S4-3 나와서 한번 해

봐. 

(학생이 나온다.)

교사 : 아 붙여야 될 거 같아요? 새하얀? 또? 

 특히 S4-8 학습자는 ‘그립다’에서 직관적으로 ‘-ㅂ’을 형태소로 파악했지만 음절 단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한 글자 내에서도 형태소가 쪼개질 수 있는지’를 질

문하였다. 연구자는 이 질문이 형태소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학급 내부의 질문’으로 수용하여 다른 학습자들에게 공유하였다. 연구자는 

반복되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음 단위 형태소의 존재를 공통적으로 생소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번 문제를 제외한 3개의 문제 모두 첫 번째 지원자의 풀이에서 완성되지 

않았다. ‘정답’의 기준에서 말하자면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 문법 탐구 수업에서

는 이러한 불완전한 과정이 오히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초석을 마련해 줄 수 있다. 형태

소 분석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6분반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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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우선 새를 떼자는 거에는 다 동의하세요? 이 새는 뭐야?

학생들: 새파랗다

교사: 어, 새파랗다, 새빨갛다, 새하얗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새가 뭔가 뒤

에 말과 결합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뗄 수 있는 부분. 이 의미는 뭘까?

S6-4: 뭔가, 수수하게, 찐하게

교사: 어, 강조의 의미, 새하얗다 하면 하얀 것, 그럼 이거 왜 ‘-ㄴ’은 뗄까? S6-5

이 아까 고민했던 게 ‘-ㄴ을 형태소로 볼 수 있어요?’라고 했거든. 형식은 ‘-

ㄴ’이지만 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렇게 뗀 이유는 뭐야? S6-1이랑 S6-18이가 떼자고 했잖아. S6-18 한 번 이

야기 해 볼까? 이거 왜 떼야 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S6-18: 관형어로

교사: 어, 관형어. 이거를 관형어로 만들어 준다. 구름을 수식하려면, 원래 ‘새하얗

다 구름’ 안 되죠? ‘새하얀 구름’이니까 ‘-ㄴ’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관형어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하나의 의미를,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하야-+-ㄴ) 쓸까? 이렇게(하얗

-+-ㄴ) 이렇게 쓸까? 

학생: 밑에

그림�Ⅲ-11� 6분반의�형태소�분석�공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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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분석할 때 ‘새-+하야-+-ㄴ’으로 볼까요? ‘새-+하얗-+-ㄴ’으로 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겠네요. 

S6-1: 만약 ‘ㅎㄴ’겹받침이 있었으면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교사: 아, 이렇게 써야 한다? 창의적인 생각이네요. 이건 ‘하얗-+-ㄴ’이 합쳐질 때 

발음의 조건상 ‘ㅎ’이 없어지고 ‘ㄴ’이 들어간 건데, 원래 형태를 생각해 보면?

S6-1: ‘하얗-’

교사: ‘하얗-’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원래 기본형 ‘하얗-’. 

원래 형태소를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에서 여러분 분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형을 생각해 보는 거. 다를 붙여보는 거. 기본형이 뭐냐

면? 많다, 많고, 많으니, 많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 정한 거야. 사람들

이 사전에 올릴 표제어로 기본형을 정한 거야. 

S6-4: 그럼 ㄴ은 따로니까 하나의 형태소겠네요?

교사: 응. ㄴ은 하나의 어미야. 관형사형 어미야. 

S6-4: 형태소요?

교사: 응

 위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학습자–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풀고 수정한 S6-15, S6-1, S6-5의 

의견이 바탕이 되었으며 접두사의 의미에 대한 S6-4의 해석,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S6-18

의 문법적 주목 등이 하나하나 연결을 이루며 형태소의 의미 기능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촉

진하였다. 

 6분반의 활동 결과에서 (2)번을 보면 첫 번째 학습자는 ‘새하얀’을 ‘새/하얀’으로 분석하였

다. ‘새-’라는 접두사는 인식하였지만 ‘하얀’의 활용형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를 

보고 두 번째로 수정한 학습자는 ‘하얀’에서 현재 시제인 ‘-ㄴ’을 성공적으로 분리해 내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얗+ㄴ’에서 온 것임을 표시하였다. 순차적으로 초점이 ‘접두사 인식→활

용형 인식, 현재 시제 어미의 분석→형태소의 원형 인식’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만약 교사

의 설명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정답만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위에서 발견한 

여러 단계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순차적으로 설명할 것인지를 사전에 매우 고민하

였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학습자 풀이를 상호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태소 분

석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측면이 도출되었고, 각각의 단계마다 학습자들 스스로 매우 집중

하여 고민할 수 있었다. 동시에 교사는 학습자들의 형태소 인식 수준과 관점 등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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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하얀’의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주목

새-/하얀 접두사 인식

⇩

새/하야-/-ㄴ 활용형 인식, 현재 시제 어미 인식

⇩

새/하얗-/-ㄴ 형태소의 원형 인식

 흥미로운 것은 ‘-ㄴ을 형태소로 볼 수 있어요?’와 같은 질문은 다름 아닌 학습자가 스스

로 생성해 낸 가설적 추론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S6-5 의 수업 후기이다 .

  이후 형태소에 대해 수업했는데, 형태소에 관한 내용은 이전에 수업한 적이 있었

지만 다시 수업하니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정확한 

개념을 다시 익히게 되었다. 특히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누는 활동을 하면서, 형

태소가 자음, 혹은 모음 단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떠오른다'라

는 단어는 '뜨다'에서 파생된 '떠'와 '오르다'에서 파생된 '오른다'로 나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뜨- + -ㅓ + -오르- + -ㄴ + -다 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 이 활동을 했을 때 '-ㄴ'이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은 인지

했지만 형태소가 자음 단위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었다. 그렇지만 활동을 마

치고 형태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S6-5-8]

 이 학습자의 문제 해결 과정은 가설적 추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설적 추론은 ‘변

칙적 사례’로부터 출발하는데, ‘자음 단위 형태소’에 대한 주목은 학습자에게 상당히 이질적

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ㄴ’에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것은 형태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그러면 ‘자음으로 된 형태소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면 ‘-ㄴ’을 형태소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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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학습자들은 단순히 형태소 분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변칙적인 사례들에 대해 가설을 세우며 생각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 

학습자들의 생각이 펼쳐지고 접속하는 과정에서 창발된 것이다. 홀과 버플래츠(Hall & 

Verplaetse, 2000: 8; Lasen-Freeman, 1995: 214에서 재인용)는 학습의 핵심과 학습이 취

하는 형식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환경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수한 활동과 이

에 참여하는 특정한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문법 학습의 전형적인 주제인 형태소 분

석 또한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적 환경에서 다루어지면서 보다 새로운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2) 혼돈의 가장자리: 형태소 분석의 관점

 (3)번 문항은 1분반의 활동을 통해 형태소 분석의 다양한 관점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창발하였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연구자는 ‘그립다’의 분석을 사전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그립-+-다’로 분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리다’의 활용형으로 잘못 인식

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리다’와 ‘그립다’는 다른 단어임을 설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예상대로 ‘그립다’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으며108) 연구자는 준비한 설명을 하면

서 사전을 한 번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1분반에서 실제 사전을 찾아본 학생이 다음

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08) 6개분반 학습자들은 다음의 3가지 양상으로 ‘그립다’를 분석하였다. 

    그립-+-다 / 그리-+-ㅂ+-다 / 그리-+-ㅂ다

가설적 추론 S6-5의 가설적 추론

예외적인 현상 X가 발견된다.

(형태소는 음절 단위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보이는 ‘-ㄴ’이 발견

된다.

A와 B, C중에서 A가 X를 설

명할 수 있다. 

자음 단위, 모음 단위 형태소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

ㄴ’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A를 따를 근거가 있

다. 

따라서, ‘형태소가 자음, 혹은 모음 단위가 될 수 있음

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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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그립다 사전 찾아보면?

S1-6: 그리우다?

교사: ‘그리다’에 ‘-ㅂ’이 붙은 것일까요? 사전 찾아봐봐.

교사: ‘그립다’와 ‘그리다’는 다른 단어. 그러면 어디서 나눠져요?

S1-6: ‘그립다’에서 ‘그립-’

교사: ‘그립다’, ‘그립고’에서 ‘그립-’으로 나눠야겠죠. 처음에 S1-12가 매우 고민했

었는데, ‘그립’다 맞죠? ‘그리다’와 ‘그립다’ 찾아보시면 다른 단어야. 

S1-1: 엥? ‘그리+-ㅂ+ 다’로 되어 있는데요.

S1-6: 어디에

교사: 어?

S1-1: 뉴에이스 국어 사전에

교사: 표준국어대사전 찾아보세요. 

S1-1: 뭔가 ㅂ이 접사라고 되어 있는데(계속 핸드폰 찾아봄)

교사: ‘그립+다’로 되어 있는데요. 

S1-6: 한 번 지금 바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사: (화면에 표준국어대사전 찾아봄)

S1-1: ㅂ불규칙 동사라고 

S1-4: 표준국어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교사: 그립다, 그리워, 그리우니, 그립다

S1-6: 어! 저거 ‘그리 ㅂ’ 저거는.... 고언가?

그림�Ⅲ-12� 1분반�형태소�분석�공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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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4: 아, 고어. 그런가 보다. 

S1-6: 맨 아래, 그립다 월곡이라고 되어 있는 거

S1-1: 아, 이건 어원 써 놓은 거 같다. 

교사: 응, 이건 어원이고, 지금으로는 ‘그립-’이 하나의 형태소

S1-6: 유래는 저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다는 거

교사: 지금은 아마 하나로 묶일 수 있고, 이것 자체가 지금은 분리가 안 되는 것으

로

S1-6: 월곡이 뭐죠?

교사: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좀더 정확하게 알아볼게. 우선은 ‘그립다’

에서 ‘그립+다’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다’는 동사. 아까 ‘그립다’는 형

용사야. ‘그리다’는 동사

S1-6: 그럼 ‘-ㅂ’은?

교사: ‘-ㅂ’이 접사로 생각하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접사라고 생각하면 분

리될 수 있어요. 

S1-1: 근데

교사: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

S1-1: 아 근데 그게 어원인 것 같아요. 

교사: 어원? 조금 더 선생님이 정확한 설명을 한 번 찾아볼게요. 우선은 ‘그립다’가 

‘그리다’의 활용형이 아니라는 것. 동사랑 형용사랑 다르다는 거고. 만약에 ‘그

리다’에서 이게 왔다면 ‘-ㅂ’이 접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

로 분석할 수 있을지는 한 번 알아볼게요.

 S1-1은 처음에 ‘그립다’를 나누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사전에서 ‘그립다’

의 어원을 확인하면서 ‘그립-’이 ‘그리-+-ㅂ’으로 나뉠 수 있음을 생각했다. 사실 연구자는 

‘그립-’을 하나의 형태소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ㅂ’이 분리될 수 있다는 의견에 다소 

흔들렸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학습자가 찾아본 사전에서 –ㅂ

을 분석하고 있다면 이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전마다 형태소를 분석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모니터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바로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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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다[--따]   〔그리워, 그리우니〕

「형용사」

「1」【…이】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2」어떤 것이 매우 필요하거나 아쉽다.

【그립다＜월곡＞←그리-+-ㅸ-】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맨 아랫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립다’

의 어원과 관련하여 ‘그리-’에 ‘-ㅸ-’이 붙어 이루어진 단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어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풀이가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

은 ‘그립-’이라는 어간에서 ‘그리-’와 ‘-ㅸ-’을 분석적으로 생각해 냈다. 이러한 분석적 직관

을 오류라고만 할 수 있을까?

 연구자는 어원을 고려할 때 ‘-ㅂ’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접사일 수 있음을 생각

하며 다음 시간에 보다 ‘정확한’ 설명을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그립다’와 

‘그리다’를 혼동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였지만 연속되는 질문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이 보다 적절할까 혹시 스스로 놓친 것은 없는지를 속으로 되물으며 다음 시간을 기약하

였다. 

또 하나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이었다.

교사: 여기서(4번)는 나눠질 거 없어요?

학생들: 내일

교사: 내일? 내일 나눈다? 또 다른 거 없어요? 4번에서 더 나눠질 수 있어요.

S1-2: (놀람)

교사: 4번 더 나눠질 수 있어요. 덜 나눠진 거예요.

S4-6: 태양!

교사: 태양도 나눠 볼게요. 더 나눌 수 있어요. 

학생들: 태양을 왜 나눠야 하는데? 태양을 왜 나눠?

S1-15: 클 태(太)자잖아.

S1-2: 그럼 한자어 다 나눠야 해?

교사: 어떻게 할까?

S1-2: 그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한자어면 다 나눠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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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생들: 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1-4: 태(太)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S1-6: 태(太)는 클 태(太)고 양(陽)은 빛 양(陽)이고

학생들: 그러면 내일도? 

(중략)

교사: 또 하나는 한자어에 관한 거. 한자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 나눠요

S1-6: 근데 지금은 따로 따로의 의미가 안 나눠지니까 태양은 나누면 안 되는 거 

아녜요?

학생들: 한자마다 다른 거 아네요?

교사: 한자마다 다르다. 태양은 나누면 안 될 것 같다?

S1-6: 큰 양기라는 의미가 지금은 소실 됐으니까 더 이상 나누면 안 될 것 같아

요. 

교사: 태양 한 번 볼까요?

학생들: 공부하다에서 공(工)과 부(夫)를 나누면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데

S1-15: 한자어는 나눠야지

S1-6: ‘대사전(大辭典)’은 나눌 수 있을 거 같아. 표준 국어 대사전

교사: 원래 애들아, 한자어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야. 그래서 우리가 클 

‘태(太)’자가 붙으면 ‘태양’도 있겠고, ‘태산’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관점에

서 이거 자체를 한자어로 보고 내(來) 띄고 일(日)나누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

래서 하나의 형태소로 보자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의미가 살아 있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올 ‘래(來)’자에 일 ‘일(日)’자죠. 사실 이거 구조는 뭐냐면, 

술목 구조. 한문의 구조. 의존적인 형태소. 이건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학습자들은 ‘내일’이나 ‘태양’과 같이 익숙한 한자어가 각각의 형태소로 나뉠 수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라하는 눈치였다. 이는 1분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분반의 학습

자들이 첫 풀이에서 자연스럽게 한자어를 분석하지 않았고, 한자어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자어를 왜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이론적으로 한자어는 하나

의 글자가 모두 형태소라는 점을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학습자 자신의 언어적 실

제에 비추어 볼 때 ‘내일’을 나누는 것은 마치 ‘하늘’을 ‘하’와 ‘늘’로 나누는 것처럼 어색하

고 의아한 것이었다. 물론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공부’를 ‘工’과 ‘夫’로 나뉘었을 때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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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는 것은 형태소가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는 단위라는 이론적 설명을 통해 수정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습자들의 언어 단위에 대한 심리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안소진(2010: 204)에서는 대부분의 국어화자에게 2자어는 내부구조가 불투명

하다고 논한다. 가령 ‘직접’이라는 단어의 경우 한자와 한문을 따로 학습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이 단어가 ‘直’과 ‘接’이라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이 내부 구

조에 대해서도 알기가 어렵다. 김유범(2016)에서는 한자와 한문을 학습하여 한자어 내부 요

소의 문법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국어 문법을 운용하는 데 2자 

한자어의 내부 구조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말한다. 즉 화자는 한문 문법이나 구조

적으로 분석되는 한자 형태소를 바탕으로 한자어 구성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부

에 저장된 단어들의 관계에 기반하여 한자어 구성요소를 인식하고 한자어의 의미구조를 파

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여 볼 때 교실에서의 형태소 분석 수업은 단순히 

한자어를 형태소로 나누자, 말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있는 것인가? 

 학습자들의 질문과 반응에 연구자 자신도 내심 당황하며 분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단정

적으로 말하고 끝날까도 생각했었지만, 이번 수업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의심해 보고 또 의

심해 보고, 왜 그럴까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것, 정답을 열어두는 것이므로, 용기를 내어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겠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직후 가장 열심히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했던 S1-6 학습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S1-6: 어절까지는 쉽긴 한데, 단어랑 형태소부터가 어려워요.

교사: 맞어, 맞어.

교사: 그 책에서도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절편 자르듯이 딱딱 나눌 

수 없고. 중간에 애매한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물질에서는 그런 거 없

어?

S1-6: 네?

교사: 물질. 과학에서 그런 거 물질 나눌 때

S1-6: (생각 중)

교사: 애매한 성질을 가진, 여기로 분류될 수도 있고, 저기로 분류될 수도 있는.

S1-6: 사실 없지 않다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 과학이 그렇게 분류된 거는 안 바뀌

고, 바뀌면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지만, 보통은 그런 거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가 발전이 되는 핵심이니까 잘 안 배우죠. 왜냐하면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논할 수가 없는데, 그걸 강의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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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그래, 사실 이런 데서도 우리가 배워왔던 거는 늘 전형적인 속성을 가지는 

거만 가지고 나눠봤는데, 그지? 그러네요. 어, 작년에는 별 질문이 없었어요. 

S1-6: 예문이 질문을 만드는

교사: 그러네요. 선생님 더 공부해 와야겠네.

 S1-6 학습자는 과학에서 이런 모호한 것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의 발전을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잘 배우지 않는다고 하였다. S1-6의 발언을 통해 이전의 과

학이 환원론에 적합한 선형적인 대상만을 다루었다는 언급이 생각났다. 형태소 분석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전형적으로 안정적으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사례만을 다루어 온 것은 아닌

지. ‘그립다’는 ‘그립-/-다’로 나뉠 수 있다로 끝났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다각도로 깊이 있

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원을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모든 단어를 그렇게 나누어야 하

는가? 만약 나누지 않는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인가? 대개의 수업에서 형태소 분석은 해

결해야 할, 정답을 내어놓아야 할 문제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지 말지에만 초점이 

놓인다. 하지만 분석 활동을 통해 ‘형태소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법적 안목에 다다를 수 있

어야 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

서 연구자는 그날 여러 문법서들을 참조하여 극단주의적 분석과 구조주의적 분석(고영근・
구본관, 2008)을 정리하였다. 이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항상 이론의 어디까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생소한 용어와 개념의 소개는 학습자에게 어렵다는 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의 맥락상 형태소 분석

의 기준이나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개념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형태소 

분석의 목적을 제시하는 맥락으로 소개하였다. 형태소를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 이 둘을 선

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이후 6개 분반의 학습자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교사: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다 분석을 

하자, 하는 경우는 어원이나 통시적인 변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말이 어

떻게 변해 왔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구요. 그 다음에 구조주의적인 방법, 지금 현재에 사용되고 있

는 거를 보면 어, 공시적인 용법, 지금 어떻게 언어가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디까

지 해야 돼, 어느 게 맞냐, 틀리냐라기보다는, 사실은 방법론적인 일관성을 갖

추면 목적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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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학교문법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학문문법까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양, 

그냥 지금 현재에 쓰는 용어를,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

인 까지는 분석을 안 해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뭐, ‘어도’ 

같은 경우 한 단위로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어근과 접

사, 오늘 할 때는 또 이걸 한 번, 극단적인 거까지 한 번 보면, 아, 단어가 어

떻게 만들어졌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해요 [6분반].

 문법 탐구 수업에서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마주치기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혹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일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유 없는 

결과의 개방이나 한정을 둘 다 힘들어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에 대한 

문법적 관점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면 문법은 ‘예외 투성이’에 체계적이지 않은 학문으

로 인식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은 무질서한 혼란의 상태에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교사의 

해석에 대한 적합한 근거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제시하는 것

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은 경직된 

질서 속에 얼어붙어 있는 존재가 된다. 교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언어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해석적 장에 참여하도록 이끌되, 각각의 해석에 대한 관점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탐구 과정에 대한 교사의 참여이자 책무이다. 이

러한 교사의 촉진을 통해 학습자들은 무질서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 있으며 바

로 ‘가르침이 가능한 순간(the teachable moment)’109)을 조우하게 된다. 이러한 상전이 영역

에서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교사나 다른 학습자들에 의한 섭

동이 학습을 유도하기 쉽다.

 4문장으로 이루어진 형태소 분석 활동을 학급 전체 활동으로 확장시키면서 학습자들은 집

단적 숙고를 통해 형태소의 인식, 형태소의 개념 이해, 형태소를 분석하는 관점의 다양성, 

통시적, 공시적 사고, 언어의 변화, 논리적 해석 체계로서의 문법 현상에 대해 새로운 이해

를 창발할 수 있었다. 

109)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06: 150)에서는 교실 수준에서 창발성을 지닌 집
단이 개별 구성원들의 통찰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생성할 때 이를 ‘가르침이 가능한 순간(the 
teachable moment)’이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교실 수업에서의 실천과 목적의 통일
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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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 조건에의 민감성: ‘사이시옷, 형태소인가?’ 

 한자어 형태소에 대한 분석은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1분반의 

S1-1 학습자는 형태소 분석 수업이 끝난 후 생각쪽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특히 한자는 (물론 다른 관점도 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형태소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 드물지만 우리말에는 한자 뒤에 

형태를 바꿔주는 무언가가 붙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형태소로 나눠야 할

까? 더 좋은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숫자'와 같은 경우 앞은 수에 사

이시옷이 붙은 것인데 그러면 사이시옷을 형식형태소로 분리해줘야 할까? 더 나아

가 한자가 아닐 때 사이시옷을 형태소를 나눠주는 것이 맞을까? [S1-1-8]

 이전의 생각쪽지에서도 사이시옷에 대한 질문을 본 적이 있었지만110) 이 질문이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연구자 스스로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라는 질문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

다. 그것은 첫째 사이시옷은 당연히 형태소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문법

교육 내용의 관점에서 사이시옷은 합성어 생성 시의 규칙으로만 다루었지 분석의 관점에서 

그것이 형태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 질문이 우

리가 다루는 형태소가 본질적으로 어휘적이고 문법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탐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111) 

 6분반의 S6-9 학습자는 수능 준비로 따로 문법 학습을 해 온 학습자인데, 그는 사이시옷

의 역사적 변천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사이시옷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머뭇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110) 특징적으로 학생들의 탐구 질문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범주는 사이시옷이었다. 이전 문
법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시옷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것이 익숙한 것인지 
사이시옷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에 대한 지식을 갈무리하여 보여주는 생각쪽지들이 여럿 있었
다.

111) 민현식(1999: 8)에서는 그동안 형태소로 다루어 왔던 매개모음과 같이 음운론적 현상에 따
른 형태소를 ‘음운형태소(phonological morpheme)’라는 새로운 용어로 설정할 수 있다고 논
한다. 그는 문법교육이 ‘어휘성’과 ‘문법성’이라는 이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음운성’의 범주
를 도입하여 학습자들이 형태소의 다중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
구자는 학습자들이 제기한 사이시옷(사잇소리)의 문제가 나아가 차원의 확장을 통해 형태소의 
다중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초점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연구 과정을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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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니요. 어. 생각할 시간. 사이시옷은 형태소일까. S6-9는 딱 아니에요? 맞다

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같아요.

학생: S6-9는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 아,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S6-9: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시옷이 관형격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형태소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어떤, 사이시옷은, 어떤, 음운의 발음에서, 발음 때문에, 그거를 

첨가하는 경우, 첨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형, 형태소, 형태소라고 보

나?

 사이시옷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개념을 알고 있지만 현재 그것이 형태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112) 교사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지점이다. 최형용

(2009)은 우리가 사이시옷을 형태소로 간주하는 것은 과거의 사이시옷에 집착한 결과라고 

논의한다. 그는 문장에서 속격의 기능을 하던 사이시옷이 현대에 이르러 단어 내부 요소로 

변화하면서 형태소의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형태소로서 의미

를 가진다고 하기 어려우며 분포도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창원(1997)에서는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의 개념을 구분해야 함을 주장한다. 사잇소리는 순수히 음운론적 단위이며, 사이시

옷의 기원이 되는 ‘ㅅ’은 본래 문법적인 단위인데, 통시적인 과정에서 혼합되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사이시옷은 사잇소리가 발생하는 위치에 그 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이며, 사잇

소리는 ‘ㅅ’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다른 문자로 표기할 수도 있으며 표기하지 않을 수도 있

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남북한 어문 규범 중 가장 차이가 나는 것도 사이시옷의 표기이

112) 마지막 과제인 ‘문법 탐구 학습 경험’에서 S6-9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상기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확실히 일반적인 수업과는 달랐다. 학생들이 문법을 
단순하고 재미없는 규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창의적인' 수업을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느꼈다. 이미 ‘수능 문
법’에 익숙해진 나로서는 학원에서와는 사뭇 다른 수업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문법에 대한 배
경 지식이 별로 없는 2학년 친구들이 질문하는 내용들도 한때는 내가 궁금했던 것들인데, 사
실 나는 스스로 생각해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식으로 배웠던 것이다.  [S6-9-12]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식으로’ 문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진술을 
통해 교실의 문법 수업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문법 수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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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권재일, 2015: 112). 

교사: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 형태소

인 것 같다? (중략)

교사: 생각해 봐. 너의 이야기를 한 번 해 봐. S-6 이야기해 볼래?

S1-6: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합이 돼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

정 조건에 따라서 사이시옷을 두는 거잖아요. 고유어에...

교사: 고유어에 많이 쓰고, 한자어에는 몇 개 빼고

S1-6: 예외 몇 개 빼고 나머지는 고유어에 한 건데, 그게 결합이 돼서 생길 때 붙

이는 거니까 그냥 딱히 어떤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표기법상 관례라고 봐야 

하나....

교사: 표기법상 관례.. 

S1-6: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추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두 개가 결합되

면 저절로 딸려와서 붙는 형태 변화에 해당한다고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아

서.

교사: 다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결합할 때 발음이나 형태 변화인 거 같

다. 또?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S1-1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질문인 듯. 사

이 시옷을 형태소로 보는 게 맞나, 아닌 거 같아?

S1-1: 예를 들어서 ‘뒷산’ 같은 경우에, 형태소로 치지 않으면 ‘뒷’이랑 ‘산’으로 나

눠야 하는데 ‘뒷’을 형태소로 봐야 하나요?

교사: 이것을 형태소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눠야 하는데 이런 게(뒷) 없기 때문에, 

이렇게(뒤+시옷+산) 나눠야 한다라는 의견. S1-13은? S1-13도 질문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S1-13: 저것과 비슷한데, ‘뒷’이라고 나눌 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뒷’이랑 

‘산’으로 나누는 것도 이상하고, 시옷을 ‘산’에 붙여 나누는 것도 이상해서 저

것을 형태소로 보는 게...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에 대한 질문을 작성한 S1-1과 S1-13은 뒷산, 곳간, 촛불과 같은 

단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이시옷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고심하게 되었다. 활동

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사이시옷’은 ‘사이시옷’대로 ‘형태

소’는 형태소대로 학습한다. 그러나 이 둘을 연결했을 때 형태소는 문법론적 단위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는 작은 탐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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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시작해서 전체 분반의 형태소를 이해하는 질문으로 확대되어 공유되었다. 작은 변화

가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복잡계의 ‘초기 조건에의 민감성’과도 연결되는 지

점이다(유영만, 2006a: 61). 

 교실에서는 우선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습자들의 의견을 다양하

게 들어보면서 그것은 형태소로서의 의미를 지니는가, 혹은 발음상에 나타나는 규칙인가, 남

북한의 이질적인 표기 규범이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문법 학계에서 사이시옷을 바라보는 문법적 관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형태소의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학습자들의 통찰이 

피드백되어 공유된 이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수업에 사이시옷 ‘ㅅ’이 형태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

고 한 것도 기억에 남았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게 형태소가 될 수 있

는지 많이 헷갈렸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원래 사이

시옷은 ‘~의’라는 뜻을 가진 형태소였으나 오늘날에는 사이시옷이 쓰이는 어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휘도 있어 사이시옷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발음상의 

역할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6-2-9]

 2015학년도 수업에서도 형태소 분석에서 같은 문항을 다루었으나 그때는 이처럼 다채로

운 질문들이 생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었다. 지식은 학습자의 인지 속에, 혹은 과제 속에 있

는 것이 아니라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창발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

었다. 처음부터 완성된 것은 없었다. 그 누구도 완벽한 답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문법 탐구 활동에 참여하며 주어진 언어 현상을 해석하는 ‘그럴듯한’ 생각들을 한 술 

한 술 보태어 가며 문법 탐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4.3. 생성 활동을 통한 언어적 실제의 통합: 단어 만들기 활동

 단어 만들기 활동은 분석이 아니라 합성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정련되고 합의된 조

별 논의가 아니라 칠판에 ‘날 것 그대로’의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과제의 어려움이나 

조건에 따른 복잡도는 크지 않았고, 이 과제에서 복잡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다양한 학습자

의 언어적 맥락이었다. 구조는 단순하되 다양한 학습자들의 생성 결과 자체가 활동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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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높여 줄 수 있었다. 같거나 비슷한 단어의 형성은 내적 잉여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었고, 참신하고 다양한 표현들은 내적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4.3.1. 초점 사건의 창발과 기획

 교사들은 흔히 단어의 형성 단원을 수업하면서 ‘단어의 구조를 잘 알면 단어 형성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됨’을 전제한다. 그런데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대체로 분석 활동을 ‘어

렵고 헷갈리는’ 학습으로 인식하며, 분석 활동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수업을 하는 교사도 이 전제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

다.113)

 2015학년도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형태소 분석의 의

의’를 강조하며 단어 구조 분석 활동으로 이 단원을 마무리하였던 경험이 있다. 이번 학기에

도 학습자들의 비슷한 반응을 읽을 수 있었고 연구자의 고민도 반복되었다.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였다. 어근과 접사를 분석하는 활동을 좀 더 보완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

울 것인가, 혹은 이전과 새로운 단어 만들기 활동을 고안할 것인가. 연구자는 형태소 분석 

수업 활동을 하면서 ‘단어 만들기’ 활동을 새롭게 구안하게 되었다. 당시 연구자는 형태소 

113) 서근원(2009: 117-119)에서는 지식이 학생에게 이해되기 위해 교사 자신이 먼저 이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식은 필연적으로 교사의 주관화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교사
는 ‘학생을 위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학생들의 다른 가능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나 딜레마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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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학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리가 지향했던 ‘문법은 왜 배우는가’, ‘문법 탐구 학습’

의 의미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

다. 단어 만들기 활동은 초점 사건의 기획 자체가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에서 비롯

된 새로운 창발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적응계에서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합도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

로 삼고 있다. 적합도 지형을 변형시키는 방법의 하나가 활용(explitation)이고, 다른 하나가 

탐구(exploration)이다. 활용은 기존의 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관점이라면 탐구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관점이다. 분석 활동을 강화하여 학습자들의 단어 형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분석 활동’이라는 기존의 봉우리를 활용하여 이에 보다 적합하게 만드는 활용의 

관점이라면, 새로운 단어 만들기 활동을 구안하는 것은 ‘분석’이 아닌 ‘생성 활동’이라는 새

로운 봉우리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탐구의 관점이라 볼 수 있다(윤영수・채승병, 2005: 

202-203). 

 단어 만들기 활동에서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은 단어로 나타내고자 하는 ‘사물이나 의미’

의 선택이었다. 기본적으로 새말이 생성되는 것은 일정한 필요에 의해서이다. 새로운 사물이

나 개념이 유입되는 경우, 평소에 이름 붙이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여 새로운 명칭을 붙여주

는 것, 혹은 순화와 같이 기존의 단어를 대체하기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단어 

만들기 활동은 학습을 위한 의도적 활동이기는 하나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단어를 새로 만들

어 보는 것은 필요성이나 흥미면에서 학습자를 추동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기

존의 단어에 매여 새로운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자는 이 부분에 과

제 구안의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였고 최종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과제를 구안하였다.114) 

114) 연구자는 활동 구안이 끝난 후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연구자
의 딸과 함께 이 활동을 해 보았다. 딸은 상당히 흥미롭게 활동을 진행했다. 손모양의 생김을 
보고 손볼, 손공 등의 단어를 만들어냈다. 초등학교 3학년이 할 만한 수준의 흥미로운 활동이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에게도 이 활동은 상당히 흥미롭고 즐거
운 창작 활동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파일럿 테스트에 응해주었던 딸은 학교 오빠와 언니들은 
어떻게 단어를 만들었는지 궁금해 했었다. 자신이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단어를 만
들었노라고 설명해 주자 기뻐하며, ‘엄마, 문법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보여 줘요.’
라고 했다. 그 이후로도 활동을 구안할 때 딸의 참여와 관심이 지속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의 수준이라는 것이 연령이나 단계에 따라 구분이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활동이라도 초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느끼는 즐거움과 배움은 
다를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하고 간단한 활동도 고등학습자에게 
흥미롭게 제시될 수 있고, 고차원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느꼈다. 문제는 활동 그 자체라
기보다는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그 활동을 설계하고 실행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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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어의 선택

 첫 번째 활동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평소 그 이름을 잘 모르는’ 혹은 ‘이름이 없는 대

상’에 대한 단어 만들기이다. 익숙한 명칭이 없다는 것은 단어 생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연구자는 손등, 손가락, 손바닥, 손날 등 손과 관련된 합성어를 생각하면서 손

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엄지손가락 끝부분이자 손목으로 이어지는 살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부위를 명명하는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본 결과 연구자로서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표현이라 학생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을 것이며115) 활동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데 적절한 대상이라 생각하였다. 특히 이 단어는 손가락, 손등, 손바닥과 같이 새

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어근’을 활용하여 합성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 판단하

였다. 

 두 번째 활동은 ‘갓’과 관련된 일, 장소, 사람에 대한 이름 만들기이다. 이것을 선택한 이

유는 ‘갓’이라는 대상이 친숙하면서도 현재 생활 문화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116) 대부분의 

115) 이 부위에 대한 이름은 쉽게 생각나지 않았다. 혹시 연구자만의 무지인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되는 부위의 이름을 검색해보았다. 일상적인 단어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했지만 전문적인 
해부학 용어는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고 단어를 검색해 보았다. 그러나 해부학 용어에서 딱히 
그 부분만을 이르는 명칭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손금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이 부분을 
‘금성구(金星丘)’라 명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16) 연구자는 수업을 고민하던 그 즈음에 같은 학교 교사들과 ‘도시’를 주제로 한 회화 전시회
에 갈 기회가 있었다. 전시의 마지막쯤에 개화기 이후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 작품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갓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었는데 왼쪽 상단에 ‘갓일’이
라는 작은 제목이 쓰여 있었다. 이때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갓’이라는 사물에 대
해서는 익숙하나 그것을 만드는 일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제목이 ‘갓 만들기’나 ‘갓을 만드는 일’이라는 구문 표현이 아니
라 하나의 단어로 존재한다는 점, 순수한 고유어로 합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흔히 ‘갓공예’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텐데, 당시 갓을 쓰는 문화가 일상적이었으므로 그것을 
만드는 일은 공예가 아니라 일에 가깝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받았던 신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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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갓’이라는 대상은 쉽게 알지만, 갓을 쓰는 문화가 없어진 지금 갓과 관련된 단어

에 대해서는 생소함을 느낄 것이다. 이 과제는 기존의 단어가 존재하지만 사람들에게 익숙

하지 않아 그 명칭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학습자들이 생성한 단어와 기존의 단

어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단어의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답은 있지만 그것을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적절한 단어’를 만들어 보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답도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복합어 중 하나를 선택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하였다. 특히 ‘~을 하는 일, 장소, 사람’이라는 의미를 표현

하기 위해 적절한 접사를 사용하여 파생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

다.

느낌을 떠올리며 단어 만들기 활동에서 ‘갓일’을 떠올리게 되었고 검토 작업을 거쳐 단어 만
들기 활동의 초점 사건으로 구안할 수 있었다.

(1) ‘손 부위’의 이름 만들기 (2) ‘갓’과 관련된 단어 만들기

-익숙하지만 이름을 잘 모르는 대상

-해당 부위의 모양, 위치, 감촉 등을 관찰

하여 적절한 이름 만들기

-개념을 나타내는 ‘어근+어근’의 새로운 

합성어가 생성될 것임을 예상

-기존에 존재하지만 현재 잘 쓰이지 않는 

단어, 기존의 단어를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적절한 단어를 생성하는 활동으로 유도

-‘갓일’, ‘갓방’, ‘갓장이’의 사전적 정의에

서 출발하여 의미에 적합한 단어 만들어 

보기

-사전적 정의상 ‘갓’을 중심으로 한 파생어

가 많이 형성될 것임을 예상

-기존의 단어는 학습자들이 생성한 단어와 

비교하여 학습자 생성 단어들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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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 조건의 활성화

 단어 만들기 활동은 다음 단계로 기획하였다. 

 단어 만들기 활동을 하기 전에 실제로 단어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살피는 작업을 

간단히 기획하였다. 

 손과 관련된 단어들은 대부분이 ‘손’이라는 어근에 다른 어근을 붙여 만든 합성어였다. 그

러나 이러한 합성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손과 관련된 영

어 단어를 찾아본 결과 ‘nail’, ‘finger’, ‘palm’, ‘wirst’처럼 다양한 단어의 존재를 비교할 수 

단계 활동

1
단어 만들기 방법 

공유 및 활동 안내

․ 새로운 단일어 만들기

․ 기존의 어근이나 접사를 이용한 분류 기준 설정의 필요성

2 조별 활동
․ 조별로 다양한 단어 생성

․ 교실 칠판을 이용하여 생성 과정과 결과를 즉각적으로 공유

3 분반 토의

․ 조별 발표를 통한 결과 공유

․ 단어 생성의 공통점 파악

․ 새롭고 참신한 단어에 대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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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손등’의 경우 단어로 존재하지 않고 ‘back of the hand’처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17) 학습자들에게는 단어를 만들 때 새로운 단일어를 만들거나 기존의 단위들을 

결합하여 복합어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  

 조별 활동은 앉은 자리에서 하지 않고 교실 삼면의 칠판을 활용하여 교실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다양한 단어 생성 결과가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책상’에

만 머물렀던 학습 공간을 확장하여 학생들의 공유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Liljedahl, 

2016). 조별 활동에서는 조원들끼리의 합의가 아니라 모든 조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적

절한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분반 토의를 통해서는 각 조

에서 생성한 단어의 형성 방법에 대한 설명, 다른 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참신한 단

어에 대한 주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4.3.2. 수업에서의 창발과 자기조직화

(1) 언어 놀이와 수업의 즉흥성

 단어 만들기 활동은 조별로 진행되었다. 교실은 3면이 칠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각의 영역을 적절히 분할하여 각 조에게 배정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과제를 프린트하여 각 

칠판에 붙인 후, 조별로 나와서 칠판에 의견을 쓰며 자유롭게 활동할 것을 안내하였다. 조별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조별 활동을 참관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

들에게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그 부분의 모양이나 생김, 감촉, 해부학적 구조 등 여러 면에서 관찰하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단어 만들기 활동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많은 학습자들이 인상적인 활동으로 기억하였다. 

매 시간 이루어지는 전체 학급 토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이기는 하나 발언권을 얻어 공식적으

로 말해야 한다는 것과 ‘틀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학습자 나름의 부담이 존재했을 것이

다.118) 그에 비해 조별 활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활발

117) 우리말 단어와 영어 단어를 비교하는 것은 언어의 본질과 특성에서 배웠던 언어의 자의성, 
분절성과 연결될 수 있다. 손 부위의 명칭은 언어마다 다르며 분절하여 어휘화하는 정도도 다
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8) 다음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에서 이러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또 수업 시간에 발표나 질문에 대한 대답 등의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는 문
법 수업 내용이 어렵게 느껴졌을 때 혼자서 다시 생각해보느라 그랬던 것이고, 또 질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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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활동 당시의 칠판을 보면 낙서와 같은 흔적이 역력하다. 

이것은 이 활동이 단어를 분석하고 규칙을 도출하는 딱딱한 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119) 

 단어 만들기 활동에서 연구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상황이 발생했다. 첫 번째 

학생들 사이에서 ‘갓’은 ‘God’의 의미와 연결되어 접두어처럼 쓰이는 유행어라는 점이었다. 

연구자는 단어 만들기 활동을 구안할 때 흥미를 끌면서도 적절한 단어 찾기에 몰입하고 있

었기 때문에 ‘갓’을 ‘God’와 연결시키지 못했었다. 수업 시간에 단어 만들기를 할 때에 비로

소 깨달을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갓-’을 사용하여 유희적인 표현을 만들어 내며 즐거워했

고, 연구자는 그들에게 설명을 요구하였다. 특히 아래 표현과 같은 ‘갓갓 갓갓갓 갓’은 설명

을 듣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120) 연구자의 언어적 실제와 학습자들의 언어적 실제 

사이의 거리가 느껴지는 지점이었다. 조금은 장난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재미있는 언

어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교실에서의 활동은 근본적으

로 언어 놀이의 일종이다. 

한 대답이 틀릴 두려움에 대답을 많이 못한 것 같다. 그렇지만 생각쪽지 쓰기나 조별활동 참
여는 항상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S6-5-12]

119)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141)에서는 학습은 결정적으로 유희적인(playful) 현상이
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것이 창조와 혁신, 문제 해결 등과 연결되거나 유연한 반
응이 허용될 경우 사람들의 만족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120) 학습자들의 설명으로 ‘갓갓 갓갓갓 갓’은 ‘갓을 만드는 일’의 6음절을 모두 ‘갓’으로 치환한 
예였다. 이 용법에 대해서는 아래 [S4-4-9]의 탐구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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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조에 속해 있던 S4-4는 ‘갓-’이 유행어로 쓰이는 현상을 탐구 질문의 주제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풀어나갔다. 

  수업시간에 갓과 관련된 단어들을 언급하다가 얼핏 나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

다. 뭔가 매우 좋은, 최고의 상태를 의미하는 신조어는 늘 새로 만들어지고 유행을 

탄다. 긍정적인 의미인 만큼 활용도도 높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면서

도 범용성이 높은 단어들이 이 자리를 꿰차곤 한다. 수 년 전 유행하던 '캡'이나 '짱

'등을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들어 이 자리를 '갓'이라는 단어가 꽤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God, 즉 

'신'이라는 의미로 뭔가 좋다는 의미의 거의 최상급 표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

다. 이 한 음절 단어는 어감도 좋고 그만큼 범용성이 뛰어나서 대부분의 글자를 대

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주로 단어의 첫 글자를 바꾸는 것으로 사용된다. 

심한 경우에는 두 음절 이상을 갓으로 대체하거나 단어 전체를 갓으로 치환하는 경

우까지 보이고 있다. 또는 왕을 뜻하는 '킹'을 사용하기도 하며, 킹과 갓을 모두 사

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이 유행이 되는 이유는 간결하면서도 정말 의미를 전달하기 쉽고 재

미있기 때문일 것이다. '갓'이라는 낱말은 그냥 보기에도 정말 좋은 의미를 담고 있

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이러한 활용 예가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특이한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S4-4-9]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학습자는 여기서 유행어 현상에 대해 주목할 수 있

었다. 교사가 학습 활동으로 제시한 ‘갓’으로부터 자신들의 언어인 ‘갓-’을 새롭게 보는 기회

가 된 것이다. 라슨-프리만(Lasen-Freeman, 2004: 171)은 교사가 학생들과 더불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학습 기회’라는 것을 강조한다.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이 학

습의 기회가 되거나 학습자들이 그대로 활용할지 그리고 얼마나 활용할지는 교사의 통제를 

벗어난 문제임을 언급한다. 위의 수업에서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학습자는 교실 상

황에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하여 자신의 학습으로 이어갔으며, 교사는 학습자들

의 통찰을 접하며 또 다시 배울 수 있었다. 연구자 역시 학습자들의 ‘갓-’을 통해 이 둘을 

연결하지 못한 자신의 유연성을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었으며, 수업은 매우 즉흥적인 요

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갓갓 갓갓갓 갓’은 수업의 분위기

를 활기차게 해 주었고, 학습자들이 흥미로운 언어 놀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두 번째 돌발상황은 ‘단어 검색’이었다. 학습자들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답이 있는지’를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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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해 했다. 연구자는 기존 단어가 있지만 개의치 말고 스스로 적절하다고 생각한 단어들을 

만들어 볼 것을 안내하였다. 

S2-13: ‘갓가’. 분명 이거 실제 단어가 있을 텐데

교사: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선생님도 이거 보고 어, 이렇게 쓰는구나 했어요. 정

답을 맞힐 필요 없고 다양하게.

S2-13: 실제로 ‘갓’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포함돼요?

S2-6: (옆조에서)정답이 있어요?

교사: 원형이, ‘갓’이 들어가냐고?

S2-13: 네네, ‘갓’이라는 단어가

교사: ‘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조)

S2-6: 답이 있어요?

교사: 답이, 어 실제로 쓰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사전에서 찾아봐서 있는데, 그

걸 일단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표현으로 한 번 만

들어 보세요. 

 

 그런데 3분반에서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S3-10: (칠판에 “무지구”를 쓰며) 예! 예!

교사: ‘무지구’?

S3-10: 사전에 있어요

S3-11: 엄지 손가락의 융기된 부분 이렇게

교사: 진짜? 찾았어?

S3-10: 그러니까 영어로 먼저 해부도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니까 있어요. 

교사: 우리말로는 뭘까? 사전에는 없었는데.

S3-11: (핸드폰 검색 결과를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엄지 손가락에 

붙은 손바닥의 융기 부분이라고 ‘무지구’라고 나와 있어서.

교사: 그럼 ‘무지구’를 한 번 찾아 봐봐. 

S3-11: ‘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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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영어로는 뭐야?

S3-11: ‘thenar eminence’

교사: 해부학적으로 찾아봤는데 못봐서 선생님이. 니네가 훨씬 잘하는군. ‘thenar 

eminence’. 영어로 정확히 의미가 뭐야?

S3-11: ‘무지구’ 한 번 찾아볼게요.

S3-10: ‘무지구’ 치면 영어로 나와.

교사: 그럼 그건 그냥 번역한 용어인 건가? 영어로의 의미는 뭐지? 저 ‘eminence’

(바로 옆 조에서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함)

교사: 말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단어 만들기 활동을 구안하면서 기존의 단어가 있다면 학습자들에게 비교로 보여줘야겠다

고 열심히 검색을 했었다. 그러나 뾰족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작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그 단어를 찾아낸 것이다! 순간 연구자는 찾고 있던 답을 알게 되어 반가운 측

면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언어 놀이가 중단될까봐 걱정이 되었다. 불투명하다고 생각한 답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순간 답을 만드는 게임은 시시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행히 학습자들

은 답이 있어도 크게 상관없다는 듯 단어 만들기 활동을 이어나갔다. 문법 탐구 공동체 활

동에 있어서 정답은 중요하지 않으며, 함께 참여하여 ‘그럴듯한’ 자신들의 단어를 만들어가

는 일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문법 수업 참여 경험을 통해 일견 답이 예측되는 

활동이라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발견한 단어의 의미를 찾아 정리하였고, 바로 

다음 시간에 단어의 뜻을 제시하며 학습자들이 만든 단어 형성 방식과 의미가 유사함을 연

결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교사: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인터넷 사전 검색) ‘eminence’가 아마 언덕이라는 뜻

인 것 같고요. 여기 ‘무지구(拇指球)’라고 되어 있네. 우리 단어에는 ‘무지구’

가 없는 것 같은데, 해부적으로 ‘무지구’일 텐데, 엄지손가락이 ‘무지(拇指)’

이고, 공 ‘구(球)’자를 썼어요. 불룩한 부분이라는 말이고. 이거 ‘thenar’이라

는 말은 손바닥이나 발바닥도 ‘thenar’이라고도 한대요. 근데 여기보니까, 아

까 선생님 보면서 재미있었던 게... 이런 거 ‘eminence’라고 하는 게 ‘엄지 

두덩’, 여러분이 얘기했던 ‘손언덕’, ‘손두덩’이라는 것이 다들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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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6분반의 수업에서도 이러한 검색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 조는 자신들이 만

든 단어 외에도 검색한 단어들을 따로 모아 칠판에 적어두고 있었다. 

S6-17: (조별 발표에 이어)어, 별개로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닌데, 검색 결과로 나와

서, 이것도 저희가 설명해도 되나요?

교사: 어, 네. 설명하세요.

S6-17: 일단 ‘갓을 만드는 일’은 사전에 등재된 걸로는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갓일’이래요. ‘갓’을 아예 일로 봤나 봐요. 그리고 ‘갓을 만들어 팔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집’이란 게, 생각보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갓전’이라고 하

는데, 이게 가게 ‘전(廛)’잔데 이제는 거의 안 쓰는 한자입니다. 이제 가게라고 

하면 보통 가게 점(店)‘자를 쓰죠. 아무튼,

교사: 드팀, 드팀전, 무슨 전 할 때 저 전 자를 쓰는…

S6-17: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또, 이쪽만 한자를 좀 보기 그렇잖아

요? 그래서 이것도 순화하면 ‘갓가게’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갓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입자장’.

교사: ‘입자장’?

S6-17: 이렇게 검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입자’라는 게 이게 갓 ‘립(笠)’자를 가

지고, ‘입자’, ‘입자’라는 게 그냥 ‘갓’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물론 

장인할 때 그 ‘장’이고, ‘갓장이’로 번역을, 어, 순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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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갓장이’도 사전에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갓집’은 ‘갓’을, 

칼, ‘칼집’처럼, ‘갓’을 넣어 두는 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교사: ‘칼집’처럼 ‘갓집’?

S6-17: 예. ‘집’이 좀… 좀 뭔가, 건물로서의, 가 아니라,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를 의미하는 게 좀 많았나 봐요.

교사: 보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저거 ‘금성구’랑 ‘대어제’ 찾은 사람 있죠? 

S6-18한 번 설명해 보자. S6-18가 검색해서 찾았는데 한 번 들어볼게요.

S6-18: 그냥…

교사: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죠, 저게?

S6-18: 일단 ‘금성구’는 손점 볼 때 쓰이는 단어였고…

교사: 손금 볼 때. 관상, 뭐 이런 거…

S6-18: ‘대어제’는 한의학에서 쓰이는 단어 같은데 손에 살 붙은 부분 두 개를 다 

어제라고 하고, 큰 게 대어제.

S6-4: 있는 단어예요, 실제로?

교사: 어, 그렇대, 지금 찾았어요. 해부학, 어, 선생님도 해부학 용어를 찾았는데 해

부학 용어는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반이 찾은 게 있어.

 S6-17은 자신들이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설명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연구자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어찌 보면 검색 결과는 문제의 답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사

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연구자는 수업에서 교사만이 답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에서 관

습적으로 채택된 것이므로 전문적인 설명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았

다. 이 조는 교사가 미리 생각해 온 단어보다 훨씬 다양한 검색 결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

며 자신들이 찾은 새로운 지식을 분반 전체에 공유할 수 있었다. 수업은 즉흥적으로 일어나

는 일이다. 교실 활동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어떤 내용이나 관점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할 것

이 아니라 논의된 맥락에서 새로운 관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측면에 우리의 해석을 보

다 풍요롭게 하는지, 새로운 국면으로 안내하는지를 탐색하는 일이 보다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121) 

121)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354)에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수업의 포인트라 말한다. 진술된 학습목표에 충실하면서도 조정, 절충, 실험, 
오류, 우회, 놀라움 따위의 모든 복잡한 관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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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적 실제의 통합

 단어 만들기 활동은 창의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생성적 활동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나 목적이 

전제되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의미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 그것의 어떤 지점에 주목

하여 표현을 만들 것인지, 아예 새로운 단일어를 만들 것인지, 혹은 기존의 단어나 형태소를 

활용한 것인지, 기존의 형태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만들어진 단어의 적합성

이나 참신성, 매력 등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는 등 매우 다양한 국면들이 관여하며122) 이

것은 학습자의 언어적 실제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는 학습자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이 활

동은 학습자들의 언어적 실제를 학습 자원으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통찰을 유도할 수 있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① 유추적 단어 형성을 통한 단어 구조와 형태소 인식

 단어 만들기 과정은 개방된 칠판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서로 서로의 과정을 살펴보기 용이

하였고 무엇보다 교사가 활동 상황을 지켜보며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었다. 그 중 인상적

이었던 것은 학습자들이 기존에 있던 단어에서 유추적으로 단어를 생성하고 있다는 점이었

다. 

S2-13: 갓선집 이런 거. 수선집이라고 하니까. 어때?

교사: 갓선집? 재미있네요. 쭉 의미를 한 번 만들어 봐.

S2-8: 갓장장이 어때? 갓장장이

S2-13: 갓장장이 조금 이상한데, 대장장이도 아니고 갓장장이가 뭐야.

교사: 일단은 써봐. 생각대로 쭉 써 보세요.

S6-17: 어.. 땜질, 무두질처럼 뒤에 질이 붙는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갓질이라는 것

도 나왔고.

122) 박혜진(2017: 74)의 논의에서 ‘분석의 눈으로 생성의 과정을 조망하려다 보면 모순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타당하다. 단어 형성 교육은 분석의 관점이 아
니라 ‘의미 형성’, ‘형태 형성’의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의 논의는 본고의 관점과 일맥
상통한다. 여기에 더해 연구자는 생성적 관점과 분석적 관점의 순환적 이해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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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선집’, ‘갓장장이’, ‘갓질’ 등은 각각 ‘수선집’, ‘대장장이’, ‘땜질, 무두질’ 등에서 유추된 

단어이다. 채현식(2000)은 이처럼 기존의 익숙한 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유추적 단어 형성123)이라 하였다. 

(31) 유추적 단어 형성 과정

 ㄱ. 표적(target)의 확인: 해결해야 할 표적을 확인한다.

 ㄴ. 근거 단어(source words)의 탐색: 어휘부에서 표적 단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단어(들)를 찾는다.

 ㄷ.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의 비교・정렬: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를 비교・정렬해

서 구조적 공통성을 포착한다. 

 ㄹ. 근거 단어의 구조적 관계를 표적 단어에 寫像: 근거 단어에서 포착된 구조적

인 관계를 표적 단어에 적용한다. 

 학습자들에게 있어 ‘대장간’, ‘대장장이’, ‘목수’ 등이 근거 단어가 되고 이 근거 단어의 구

조를 포착하여 사상한 것이 ‘갓간’, ‘갓장이’, ‘갓장장이’, ‘갓수’가 되는 것이다. ‘갓장장이’의 

경우 ‘-장장이’라는 접사는 없으므로 명백한 오개념일 수 있지만 단어 형성 규칙을 기술적인 

규칙이 아니라 화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규칙(mentatl rule)124)로 본다면 이 학습자

는 ‘대장장이’에서 ‘-장장이’를 인식하고 이를 ‘갓’과 결합시켜 ‘갓장장이’를 만들었음에 주목

하는 것이 중요하다.125)  

S6-4: 네, 그 다음에 ‘갓’을 만드는 일은 뭐 이렇게, 여기가 주로 다 갓을 만드는 

일을 표현한 건데, 이제, ‘낫질’이나 ‘호미질’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행동

을 ‘질’을 붙이니까 갓질을 했고, 그 다음, 어떤 짓, 못난 짓, 예쁜 짓 할 때 

그런 짓을 해서 ‘갓짓’, 그 다음에 ‘갓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23) 유추적 단어 형성론의 이론적 관점과 위상에 대해서는 구본관(2010)을 참고할 것.

124) 채현식(2000)은 또한 언어 규칙을 기술의 차원과 인지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어 
형성 규칙은 기술적인 도구로서의 규칙이 아니라 화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규칙
(mental rule)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25) 채현식(2000: 7)은 ‘개구장이, 개구, -장이’에서 ‘개구장이’가 하나의 단어로 통사부에 입력
되며 화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라 말한다. 반면에 ‘개구’, ‘-장이’는 ‘개구장
이’라는 단어의 부분으로서, 한편으로 ‘개구장이’, ‘뚜장이’, ‘꼼꼼장이’, ‘비아냥장이’와 같은 단
어들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에게 간접적으로 인식된다고 본다. 어근이나 접사에 대한 인식은 
간접적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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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갓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업무의 업자나 무자를 따와서 ‘갓업’, ‘갓

무’라고 할 수 있고, 아 말하면서 진짜 너무 부끄럽다. 그 다음에 뭔가, 헛짓

거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짓거리’에서 ‘갓짓거리’라는 말을 가져왔습니

다. 그 다음에 그, 갓을 만드는 행위 중에서 이렇게 ‘작갓’이라고 해서, 저기

랑 되게 비슷한데

교사: ‘작립’? ‘작갓’

S6-4: 그래서, ‘작갓’을 하는 짓, ‘작갓짓’, 그 다음에 갓을 만드는 곳이나 갓을 어, 

‘갓을 만들거나 팔거나 고치는 집’은 뭐, ‘갓집’이나 이게 ‘곳간’에서 아마 가

져온 것 같애요. 그래서 ‘갓간’이라고 했고. 

교사: ‘대장간’?

 S6-4: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조원, 조원들이 다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아까 ‘갓을 제작하는 짓’이라는 거 해서 ‘제갓짓’을 가져왔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관’이나 ‘집’ 등의 여러 단어들을 붙여서 계속 무한히 

만들 수 있습니다. 

 위의 조도 마찬가지로 ‘갓질’, ‘갓무’, ‘갓짓거리’ 등을 자신들이 알고 있던 단어에서 유추

하여 기본 단어를 만든 후에, 이것을 다시 연결하여 ‘작갓짓’, ‘제갓짓’ 등의 단어를 ‘무한히’ 

만들어 내고 있다. 만일 이 활동을 분석적 관점으로 수행했다면 ‘갓일’, ‘갓방’, ‘갓장이’를 분

석하여 단어의 구성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자신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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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실제를 기반으로 실제로 많은 접사들을 인식할 수 있었고 합성의 관점에서 무수히 많

은 단어 만들기 과정을 체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는 학습자들의 언

어 생성 ‘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구본관 외, 2015: 111) 이에 따른 다양한 언

어적 실제의 맥락이 학습의 주요한 자원으로 포섭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유추적 단어 형성에 대한 통찰은 S3-13의 생각쪽지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다. 그는 모국어 학습자라면 누구나 ‘형태소에 대한 감’126)을 가

지고 있으며 그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익숙한 개념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

한 학습자들과 단어를 함께 만들어보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어들이 유추적으로 생성

됨을 매우 예리하게 포착해 내고 있다. 또한 비슷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미묘하게 다른 용법

과 의미를 갖는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127) 평소 문법 현상에 대해 호기심

과 탐구심이 많은 학습자였지만 혼자서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다양한 변주를 읽어낼 수 있었

던 것이다. 

  그 후 ‘갓을 짜는 일’, ‘갓을 짜는 곳’, ‘갓을 짜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형태소

들을 결합하여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는데 우리 조에서는 ‘갓’과 ‘-질’, ‘-장이’, ‘-

간’, ‘집’ 등을 이용해서 단어들을 만들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형태소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사용자라면) 

익숙한 개념임을 깨달았다. 평소에 형태소를 분석하고 염두에 두면서 말하지 않더

라도 모두 형태소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만큼 형태소 각

각이 단어로부터 유추되어 나오기 쉽기 때문이 아닐까? 예컨대 ‘푸줏간’, ‘마구간’, 

‘외양간’, ‘대장간’ 등의 단어들로부터 한국어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접미사 ‘-간’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형태소에 기반한 조어법은 미묘한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

다. 예컨대 ‘갓일’, ‘갓질’, 그리고 ‘갓짜기’는 그 어감이 살짝씩 다르다. 어감뿐만 아

니라 미묘한 뜻의 차이도 나타낼 수 있는데 ‘○○하다’, ‘○○스럽다’, ‘○○답다’는 

126) 이성영(2014)은 이러한 ‘감’을 중요한 국어 능력으로 보는 통찰력 있는 연구이다. 그는 ‘언
어적 감’을 언어 행위에 작동하는 ‘예지’이며 총체적인 수행 능력으로 본다. 언어 행위에 감이 
필요한 것은 언어의 본질적인 분절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 행위나 이해 행위에서 발생하는 
조각난 언어의 의미를 모아 총체적인 의미의 세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라 본다. 특히 ‘감’
은 문법교육의 ‘국어 의식’과 친연성이 높은데, 이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탐구 활동 속에서 언
어에 대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27) 구본관(2011: 117-118)에서도 단어형성법 논의는 단어의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단어
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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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같은 범주 안에 속하는 말이지만 서로 미묘하게 다른 용법과 의미를 갖는다. 

[S3-13-9]

② 단어 생성과정에서의 다양한 맥락 반영

 단어 만들기에서 또 흥미로웠던 것은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128)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

드는 사례였다.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한 단어도 여럿 보이는데 ‘갓장인, 갓업, 작갓, 작립’ 등

의 단어가 흥미로웠다. ‘작갓’의 경우 옆에 괄호 안에 ‘작문과 유사함’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작문’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하여 단어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갓’에 해당하는 한자

어 ‘笠’을 찾아 조어를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말에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 합성어

가 많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선조들에게 한자어를 사용한 합성

법이나 파생법이 자연스러웠다면 요즘 학생들에게는 ‘고유어+외래어’ 조어법이 훨씬 생산적

이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갓메이킹(갓-making), 갓잡(갓-job), 갓메뉴팩처링(갓

-manufacturing), 갓센타(갓-center), 갓러(갓-er)129)’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 표현들을 

보면서 연구자가 미리 생각한 가능한 답들에 비해 참신하고 생동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규범적인 교실에서 외래어나 외래어 조어는 생산적인 입장보다는 규제되어야 할 현상으로 

여겨진다.130) 물론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은 언어 주체가 언어의 발전을 생각하며 비판적으

로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이때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외래어를 수용하는 것이 좋

지 않다는 부정의 인식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외래어 수용이 국어의 어휘나 표현을 풍

부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맥락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실의 학습을 통해 일방적인 

언어 규범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언어 주체가 자신이 서 있는 언어 현실에서 특정한 언어 현

상에 대해 주체적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주변의 언어

생활에 대한 주목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실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생산성에 주목하는 

한편, 학습자의 언어적 실제가 언어적 주체인 학습자를 통해 활발히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28) 이때 ‘외래어’의 개념은 국어로 굳어진 낱말뿐만 아니라 동화 과정에 있는 외래 어휘까지를 
포함하는 것(정희원, 2004)으로 상정한다.

129) ‘-러(er)’라는 접미사는 S고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은어이다. ‘~하는 사람’의 의미로 ‘-러’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수올러’는 ‘수학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사람’의 의미가 ‘내올러’는 ‘내
신 공부에 중점을 두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130) 실제로 교실에서 ‘선생님, 외래어로 만들어도 돼요?’라고 묻는 학습자들이 여럿 있었다. 학
습자들도 은연중에 교실에서 그것도 문법 교실에서는 ‘우리말’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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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생성한 참신한 단어는 교사라는 노드를 통해 분반 차원을 넘어 공유될 수 있었

다. 흥미로웠던 것은 ‘감싸개’ ‘마우스받침’과 같이 대상의 기능에 주목하여 작명을 한 예이

다. ‘감싸개’는 손으로 무엇을 감쌀 때 주로 접촉하는 부위임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마우스받침’은 마우스를 조작할 때 주로 맞닿는 부위라는 것에 착안하였다. 5분반에서 ‘마우

스받침’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으며 단어 만들기 활동을 구

상하면서 검색했던 ‘해부학적 코담뱃갑(anatomical snuff box)’131)이라는 명칭이 떠올랐다. 

유럽에서 코담배 즉 가루 담배가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코담배를 피우기 위해 엄지 손가락

과 검지 손가락 사이의 오목한 부분에 가루 담배를 올려 놓고 코담배를 피웠다는 것에서 유

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름이 공식적 해부학 용어로 쓰인다는 것도 신기했고 대상

의 기능이나 용도에 착안해 이름을 만들었다는 점도 참신하였다. ‘마우스받침’, ‘감싸개’ 등을 

통해 학습자들은 기능을 중심으로 한 단어 형성의 적절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새

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연구자는 조별 활동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들에 대해 

검토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조어 원리가 ‘마우스받침’에도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하였

다. 또한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다른 분반 활동에서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

다.132) 교사라는 주체를 통해 분반 활동의 인식 과정이나 결과들이 다른 분반에게도 피드백

되는 고리가 형성될 수 있었다. 실제로 6개 분반의 수업은 공통점도 있으나 세세한 부분에

131) 해부학적 코담뱃갑의 위치

(http://blog.naver.com/calcho1/20155591813(2017.11.11. 검색)

 

132) 다음 학습자의 후기에도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난다. 

    다른 친구나 선배의 의견 중에 재미있는 생각도 많이 있었다.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예들 중
에 코담배갑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렇게도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해서 인상 깊었다. 
[S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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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또한 예상하지 못한 창발이 발생하는 지점이나 시기도 각기 다르

다. 연구자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의미 있는 현상들을 다른 분반의 학생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어 만들기는 생성의 관점이기 때문에 단어를 만드는 다양한 맥락들이 고려될 수 있었

다. 학습자들이 만들어 낸 단어는 어근, 접사라는 언어적 맥락 이외에도 의미 표현의 적절

함, 길이의 적절함 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4분반에서 조별 활동을 할 때 특정 조에서 ‘갓’

을 안 쓰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맥락

을 함께 공유하고자 조별 발표 시 조에서 단어를 만들 때 고려한 점이 무엇인지를 추가적으

로 질문하였다. 

[4조]

교사: 주로 이 조에서 단어를 만들 때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뭐예요? 뭐 창의적?

S4-13: 되도록이면

교사: 되도록

S4-13: 갓이 안들어가게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교사: 갓이 안 들어가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보려고 했어요?

S4-13: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 가니까 없어서 그냥.

[3조]

교사: 3조의 주안점은 뭐였어요. 무엇이었어요. 만들 때. 단어를 만들 때.

학생: 갓을 넣으려고 했어요.

교사: 갓을 넣으려고. 갓을 넣으려고. 다양하게 했네요. 갓꾼, 갓쟁이. 보통 꾼이나 

쟁이나 자나 놈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죠. 저런 식으로 활용했네요. 

2조:

교사: 네. 여기는 주안점이 뭐예요? 단어를 만들 때.

학생: 예?

교사: 단어를 만들 때 주안점으로 뒀던 것은?

S4-2: 주안점이요? 딱 척보면 알 수 있는 직관.

교사: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쉬운,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표현.

[1조] 

교사: 그러면 이 조는 좀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을 염두에 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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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교사: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

학생: 은어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게

교사: 네. 재미있는 게 많네요. 

 4조의 발표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다른 조들의 즉흥적 발표는 단어 형성의 두 가지 맥락

을 보여주고 있었다. 4조와 1조가 창의적인 단어 만들기를 보여주었다면 3조와 2조는 효과

적인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단어 만들기를 보여주었다. 보통 의사소통의 국면에서 뜻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쉽게 이해되는 단어를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만 4조와 1조처럼 실제 언

어생활에서는 때로는 창의적으로 새말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 집단적으로 은밀히 쓰는 단

어를 만드는 국면도 있다. 

 실제로 생각쪽지에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단어를 만들 때 고려한 맥락에 대해 적고 있었

다. 

  이렇게 단어가 갖는 의미에서 시작하여 단어를 만들기까지의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모두가 합당하다고 느끼는 단어를 만들 수 있게 되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S6-6-9] 

 단어 만들기는 생성적 관점의 활동으로 단어 형성 시 문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의 언어내

적 판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새말이 그 의미를 잘 나타내는가, 모두가 합당하게 여기

는가와 같은 언어 외적 기준들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의 수업 후기를 보면 단어 생성에서 

고민한 것은 언어의 정확성이나 규칙성보다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과 ‘의미가 잘 전달

되는’, ‘단어 길이의 적절성’ 등이다. 단어를 만들면서 단어가 소통될 의사소통 체계를 생각

하고, ‘적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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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직접 몇 가지 부위, 혹은 몇 가지를 단어로 이름을 붙여보았다. 이는 되

게 힘든 일이었다. 새롭게 단어를 만드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형

태소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지, 혹은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단

어에 빗대서 만들어야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되

었다. 이 활동 후에 영어 혹은 한자로 된 실제 단어를 보았고, 영어 단어에 대한 

것도 생각해봐서 재미있었다. [S4-13-8]

  단어의 형성은 이미 만들어진 뜻을 지닌 말들로부터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으로 손에서 특정한 부위의 이름과 갓에 관련된 것들의 이름을 부여했다. 이 

방법은 의미가 잘 전달되는 면에서 좋은 것 같지만 이 의미 파악에 치중할수록 단

어가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타협을 보려면 어느 정도 한자를 섞어쓸 수도 

있으나 한자로 바꿀수록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힘들어진다. 결국 단어 길이와 의

미 전달에서 타협을 본 것이 지금의 단어들이다. [S2-3-9]

 ③ 생성적 관점과 분석적 관점의 상호순환적 이해

 단어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생성의 관점에서 단어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

다. 어근은 분석의 대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단어를 만드는 효율적인 자원이었고, ‘어근+어

근’, ‘어근+접사’는 분석 측면에서 논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어를 생성하는 원리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단어 만들기에서 놀라운 점은 한 어근을 recycle 해서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다

는 점이다. [S5-6-9]

  오늘은 단어 만들기를 주제로 수업을 했다. 접사, 어미를 이용해서 단어의 의미

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말의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특징인 것 같다. 마치 공장

에서 부품을 추가하듯이 뜻이 있는 어근에 접사 등을 결합시키면서 체계적으로 단

어를 새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신기한 규칙인 것 같다. 

[S3-12-9]

 학습자들은 합성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어근과 접사를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형태소를 분석하는 활동이 생성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분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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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을 가진 학습자들은 생성 활동의 과정에서 언어를 인식하는 섬세하고 민감한 시각을 보

여주었다. 이러한 지점이 분석적 활동과 생성적 활동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용되는 것일까? 조별로 

‘갓’ 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어를 만들어보는 활동이 매우 재미있

었다. 각 모둠별로 만든 단어들이 매우 달랐고, 다양한 창의적인 발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만큼 파생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함께 합쳐서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경

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갓을 만드는 사람’ 에 해당하는 단어를 만들 때 

어떤 조에서는 갓꾼, 갓쟁이 등 ‘사람’ 에 해당하는 단어를 붙여 파생어를 만들었

다. ‘갓을 만드는 집’ 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갓집, 갓간 등 이만큼 많은 어근과 접

사의 형태로 변형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S4-5-9]

  질’, ‘쟁이’, ‘집’ 등의 형태소가 단어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을 보

고 단어를 형태소로 분해하는 것이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했다. [S6-7-9]

  나아가 단어 형성 활동을 통해 언어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했다. 

  이번 시간은 손바닥의 엄지손가락 부근과 갓을 만드는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을 

지으며 시작하였다. 엄지손가락 부근의 명칭을 찾아보니 공식적인 명칭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해부학적인 용어를 찾아보니 무지구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우리는 큰 필요가 없어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용되는 용어가 있으며 사물의 명칭들이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았다. [S3-10-9]

  수업 시간에 조를 나누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단어가 형성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기존에 있던 어휘에 접미사나 접두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창조해내는 과정에서 언어의 창조성을 엿볼 수도 있었다. 

[S6-2-9]

 언어는 언어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것임을 상기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이는 앞

서 배운 언어의 자의성과 분절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학습자들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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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 과정을 통해 언어의 창조성을 생각하기도 했다. 

  문법 개념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단어도 또한 그렇다. 언젠지도 모를 먼 옛날 

우리말이 처음 만들어진 뒤 입에서 입으로 거쳐 가며 말들이 점차 변형되고 만들어

지고 때론 없어지기도 하면서 단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수많은 단어

를 만들 수 있고, 아마 하루에도 수 천 수 만개의 한국어 단어들이 탄생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을 간단한 활동을 통해 직접 느껴볼 수 있었다. 비로소 선

생님이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 닿았다. 문법 요소들을 

설명하기보단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말이 어떤 구조(Structure)를 가지는지 직접 

느끼게 해주겠다는 것 말이다. [S3-8-8]

  하지만 ‘인간적인’ 언어는 완전한 체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느꼈다. 

언어의 역사성이나 사회성에 의해 한때는 합성어였던 것이 지금은 단일어가 된 경

우도 있고 (예: 내일), 그 때문에 형태소 분석도 구조주의/완전성으로 나누어졌다. 

학자들도 합의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언어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S3-6-9]

 언어 창조성의 개념은 단순히 새말을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새로운 말이 태어나고 변화

하고 소멸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 역동적인 흐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유동적인 언어의 

변화와 이를 기술하는 여러 해석 체계의 존재를 인식하며 ‘언어의 본질’에 대해 스스로 생각

을 정리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이전에 배웠던 학습 내용을 보다 정교화하

는 방향으로 학습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단어의 이해와 형성 단원의 출발은 ‘형태소 분석 학습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다. 대부분 

단어의 형성법을 다루면서도 어근과 접사 분석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활동이 성공적

인 학습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형태소 분석 활동의 의의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형태소 분석 활동이 단어의 생성적 이해에도 도움

이 될 것이라 전제하고 수업에 들어가지만 까다롭고 어려운 분석 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습자

들을 보면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형태소 분석 활동이 정말로 단어의 생성

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학습 활동을 구안해야 하는가? 

 처음에는 분석적 관점의 활동을 어떻게 구안하면 생성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었다. 그러나 수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분석적 관점

에서의 이해와 생성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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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단어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단어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단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단어의 형태소 분석에서는 어근과 접사를 변별하여 인식하

는 일에 초점이 부여된다. 어근과 접사의 개념은 언어 주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개

념이 아니며 그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언어 단위를 분류할 때는 언어 자체의 모호성이나 연속성으로 인해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

다. 분석적 관점의 단어 이해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단위들에 대한 이해로 수렴될 수 있다. 

 생성적 관점의 이해는 단어를 이루는 단위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보는 것이

다. 단어를 분석할 때는 언어내적 기준이 우세하게 작용하지만 생성을 할 때는 언어내적 기

준뿐만 아니라 언어의 소통 맥락 등 다양한 언어 외적 기준들도 고려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그리고 분석의 관점이 주어진 단어들에 대한 선형적이고 수렴

적인 이해라면, 생성적 관점은 학습자 자신이 가진 언어 자원을 사용하여 새로운 표현들을 

무한히 생성하고 그 적합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선형적이고 확산적인 이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단어 분석 활동이 교과서 표현에 머문다면 단어 생성 활동은 자신의 

언어 자원에 주목하면서 언어적 실제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단어의 형성을 학습할 때에는 생성적 관점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다. 생성적 관점의 활동이 전제될 때 분석적 관점에서의 활동 역시 학습자들의 단어 형성의 

과정과 원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원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생성적 활동을 통해 분

석적 활동의 필요성과 문법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었다. 문법 학습에서 분

석적 활동과 생성적 활동은 분석과 합성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면서 학습자들의 의

미 구성을 촉진하는 순환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5.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의 변화

 이번 문법 수업에서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경험의 의미를 가장 많이 성찰한 사람은 바로 학

습자들 자신이다. 매 시간 분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문법적 인식을 메타적

으로 성찰할 수 있었으며, 10번의 생각쪽지를 통해 이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지속적인 탐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수업에서 수업의 마지막에 전체 수업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편이다. 첫 

수업에서부터 마지막 수업에 이르기까지 수업의 여정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일은 결국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마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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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133) 또한 이 자료는 교사가 수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궁극적 피드백 중의 하나이며, 

수업을 평가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마지막 1시간을 내어 ‘문법 탐구 학습 경험 및 전체 수업 후기’ 작성

의 시간을 가졌다. 경험기술지의 형식상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되, 자신의 변화

와 반성, 수업에 대한 평가 등 작성 시 참고할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것이 한 학기 동안의 경험임을 생각할 때 이를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초점 질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이 질문은 수업에 참여한 교사이자 연

구자로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질문들이기도 하다. ‘문법 탐구 학습 경험’

을 분석한 결과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한 변화’와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인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특히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은 지식의 본

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인식’은 학습의 본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된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한 문법과 문법 학습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를 둘러싼 

학습자의 개념 생태(conceptual ecology)134)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지식과 학습에 대한 

본성은 인식론적 확신 근거나 형이상학적 신념 등과 더불어 개념 생태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된다. 특히 생태적 적소(ecological niche)는 특정한 생물의 성장에 중요한 환경적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문법 수업에 적용한다면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가 

된다. 문법 학습 내용과 학습의 본성에 대한 주된 인식은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하는 생태

적 적소로서의 의미도 중요하다. 

5.1.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한 변화

 한 학기 동안의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한 학습자의 변화는 크게 ‘문법에 대한 인식 변화’, 

‘주체에 대한 성찰’, ‘문법 능력 향상135)’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하위 범주는 다

133) 교육인류학적 관점에서는 학교 수업을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기존의 사고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실천해가는 과정으로 본다(서근원, 2007: 23). 
이러한 고찰은 문법 수업이라는 특수한 장면과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왜 그러한지를 살피는 과정이 된다.

134) 개념 변화 모형에서는 학습자의 개념이 생물학적인 은유인 개념 생태를 이루고 있다고 본
다. 개념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복잡한 개념 생태 속에 존재하며, 개념 생태의 특징에 따라 
개념의 존재와 위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개념 생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이선경, 2015: 107, 114).

135) ‘문법 능력 향상’의 하위 범주로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둔 것은 학습자들이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의도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에 직접적인 향상을 가져왔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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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문법 수업을 통해 변화한 것

문법에 대한 인식 변화
문법관의 확장

국어에 대한 인식 변화

주체에 대한 성찰

자신의 언어생활 성찰

자신의 문법 지식 성찰

학습 방법에 대한 성찰

문법 능력 향상
문법적 사고 향상

국어 사용 능력 신장

5.1.1. 문법에 대한 인식 변화

 문법에 대한 인식 변화는 크게 ‘문법관의 확장’과 ‘국어에 대한 인식 변화’로 나뉠 수 있

었다. 수업을 시작할 당시 학습자들은 대부분 ‘문법=맞춤법’의 도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

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맞춤법이 문법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자신의 인식을 

극복하게 되었다. 

  나에게 문법수업은 내 문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문법수업을 듣기 

전에는 나는 문법이 단지 맞춤법을 고치고 왜 그런지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했

다. 그러나 실제로 문법수업을 들어보니 내가 좋아하던 맞춤법은 오직 커다란 문법

의 극히 일부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기대하고 왔던 수업이랑 달라서 많이 당황도 

했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S4-3-12]

  아무래도 내가 문법을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문법은 맞춤법과 어

법에 맞게 문장을 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법은 사실 글을 읽고 쓰

는데 필요한 도구이고, 나의 글이나 읽기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문법이었던 것 같다. 

그것을 잘 익혀서 문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면 문장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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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S2-4-12]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문법을 맞춤법 정도의 범주에서 생각하던 문법관을 더욱 

확장시켜 언어에 관한 폭넓은 사고 활동 전체를 문법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

었다.[S4-4-12]

 

 이것은 학습자들이 규범으로서의 문법 외에 다른 분야의 문법을 경험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적 지평이 확장된 것이다. ‘문법=맞춤법’이라는 인식

을 넘어 ‘수준 높은 언어생활’ 영위를 위해, ‘언어에 관한 폭넓은 사고 활동’으로서의 문법의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이 되었다.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단순히 외워야 하는 지식’이라는 표면적 접근에서 벗

어나 ‘왜 그럴까’ 즉 문법 현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언어의 체계

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을 깨닫게 되었다. 

  수업을 시작할 때 한국어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비교함으로써 문법의 기본을 배

울 수 있어서 그 뒤에 배우는 내용도 배우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수업

을 들을 수 있었다. 문법이 단순히 거대한 약속이어서 암기과목이라고만 생각했던 

나 같은 학생들에게 문법도 논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방

법이라고 생각한다. [S2-10-12]

  문법 수업을 들으며 문법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문법이 변하지 않는 

내용을 배우는 재미없는 과목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언어의 규칙에는 과학과 같이 

원리가 있었고, 언어의 규칙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서 '문법은 재미없다'라는 편견을 떨쳐버리게 되었다. [S2-14-12]

  처음에 문법 수업은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처럼 단순 지식을 배우고 그것들을 

달달 외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문법요소에 대해서 깊이 다루어보

고 또 이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과 토론해보면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법을 이

해할 수 있게 되었다. [S6-15-12]

 특히 ‘문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언어의 역동성과 가변적 진리관을 전제로 하는 중요한 

인식적 전환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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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시대와 사회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였다. 라슨-프리만(Lasen-Freeman, 

2004: 45-58)은 언어의 역동적인 본질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논하며 통시적, 공시적, 

유기적 역동성의 세 가지를 제안한다. 특히 유기적 역동성은 개인 언어와 진화론적 변화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행위는 그 언어 사용자의 문법도 변화시

킬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여러 학습자들이 S3-14-12와 같이 이러한 유기적 역동성을 

인식하고 언어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었다. 문법과 언어학의 이론도 ‘활발히 토론

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해석적 체계라는 인식도 이러한 문법의 역동성을 전제로 한다. 

  이번 문법 수업은 문법에 대한 나의 태도를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꿔주었다. 물론 

외워야 하는 까다로운 내용도 많지만, 임의로 배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본질과 

특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

회, 언어가 바뀌면서 유동적인 구조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언어의 본질에 

대해 탐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S2-1-12]

  이번 학기 문법 수업은 그닥 관심이 없었던 문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또는 주체

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토론식의 수업 활동으로부터 우리말이 결합되는 규칙이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과 달리 문법은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만드는 것이라

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S3-14-12]

  그와 동시에 중학교와는 다르게 문법과 언어학은 아직도 활발히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학문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동사/형용사 구분의 모호함, 품사의 분류

와 같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심 꽤 놀랐었다.[S3-6-12]

 문법관의 확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학습자들이 언급한 것은 ‘문법이라는 학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견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언급한 문법관의 확장적 내

용을 포괄하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많은 학습자들이 문법

이라는 학문과 조우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언어 현상’에서 

‘체계로서의 언어’로 나아가는 지식 구성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또한 ‘문법은 왜 배우는가’

라는 숙달 목표를 중심으로 학습 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반성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

한 변화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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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시간의 다양한 활동들과 생각쪽지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어학으로 

나를 이끌었고, 어찌 되었던 간에 새로운 학문과의 만남은 호의적이면서도 흥미로

웠다.[S3-6-12]

  언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 사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의 커

다란 학문이라는 것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면 이렇게 문법을 

배울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이상 딱히 배울 것 같지 않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이번에 문법수업을 듣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을 귀찮은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 하나의 공부거리가 아닌, 계속 발전해나가는 하

나의 학문이라고 느낀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S4-7-12]

 학습자들은 문법을 하나의 학문적 체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학문’이며 이러한 학문과의 만남은 ‘호의적이면서 흥미로운’ 경험이 

되었다. 문법관의 확장과 관련하여 언어의 본질, 언어와 사고, 문화를 다룬 내용들이 문법관 

확장을 촉진시켰음을 아래 학습자들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문법 수업을 이번에 들으면서 내 문법관에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 1학기 때 문법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을 때의 나는 단순히 문법이 어렵게 느껴져서 문법 수업을 듣

기로 한 학생에 불과했다. 문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언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그런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문법 수업을 들으며 언어와 문

법이 한 언어권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글로 쓰인 법칙들에 불

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생활을 결정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며, 때로는 

언어가 그들의 사고를 결정하기도 한다는(언어결정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다. 

즉, 문법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S3-9-12]

  일차원적인 맞춤법을 수정하는 단순한 일을 넘어서서 전체 언어의 큰 그림을 그

릴 수 있었던 수업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있고 재미도 있었다. 처음 했던 언어의 본

질과 관련된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이제까지 17년간 계속 언어를 공부

하며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런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다.[S4-3-12]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전체 언어의 큰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었고 언어적 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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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사고, 문화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기호학, 언어심리학 등

으로 관심사가 확장되며 문법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언어의 본질과 특질에 대한 이해는 언어의 총체성과 역동성, 실제성을 스스로 깨닫

게 하는 수업 주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문법 수업을 통해 ‘국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일반

적으로 문법 수업에서는 우리말 문법을 다루지만 문법 단위들을 분절하여 가르치며 정작 국

어의 특질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국어의 보편

성과 특수성에 주목함으로써 국어라는 고유의 대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국어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어 문법

과 ‘친숙해질 수’ 있었으며 국어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래도, 문법 수업의 가장 큰 가치는 너무 일상적으로 써 그 가치를 쉽게 느끼

지 못하는 '우리말'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데 있지 

않겠는가? [S3-9-12]

  수업 이전에 나는 문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영어 문법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지금도 영어 문법이 나에게는 조금 더 익숙하긴 하다. 하지만, 문법을 들으면서 한

국어가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복잡한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직은 해결

해야 할 부분들도 많은 미완성의 언어라는 생각도 든다. [S5-13-12]

  2학기 문법 수업을 통해 지금까지 비교적 소홀히 해 왔던 국어 문법과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S3-6-12]

  

  문법 수업을 할수록 한국어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우리말을 직접 

탐구해 보면서 교착어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S3-13-12]

 문법관의 변화는 문법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참여적 활동이나 학습자들의 

흥미를 고려한 문법 수업이 단지 ‘흥미로웠다, 재미있었다’에 머물지 않고 학습자의 문법과 

문법 학습에 대한 인식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문법 탐구 

공동체 내에서는 문법교육만의 고유한 언어적 경험이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문법과 문법 학

습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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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주체에 대한 성찰

 ‘주체에 대한 성찰’은 언어적 주체이자 문법 학습의 주체로서의 인식성이 합일되는 지점에

서 발현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을 통해 문법관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

점 변화를 수반하는 동시에, 내적으로 문법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하였

다. 학습자들에게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은 자기 발전의 일부였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인식을 조율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번 학기에 들어서 나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적은 수업 중 하나였던 

것 같다. [S3-15-12]

  단순한 국어 수업이 새로운 분야를 열어주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준 도구가 되었음을 생각해본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 혜택을 꼭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S3-6-12]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문법에 대한 앎을 반성하면서 문법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번에 문법 수업을 들으면서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외국어를 새로 배울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사

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S5-7-12]

  문법 수업을 듣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잘못된 문법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

하는 제 모습이 전과 달리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S4-16-12]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수업을 

매개로 일어난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이 학습자에게 내재화되며 스스로 자신의 언어를 되돌아

보며 언어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문법교육에서 추구하는 언어적 실제성

은 학습자 외부의 ‘실제적 자료’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언어적 실제를 문법 수업과 통합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학습자들의 

다양한 언어적 실제가 문법 수업 내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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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수업에서 제일 훌륭했던 점은 이론적인 것에 치중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과 탐구 중심의 수업방식이었다. 내가 직접 내 언어습관과 대조해 볼 

수도 있었고, 실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문법의 오류나 모호함에서 공감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항상 졸았던 중학교 때의 문법 수업과 비교해본다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수업 몰입도도 높고 얻어간 내용들도 많았던 것 같다.  

[S3-6-12]

 

  문법 수업을 듣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잘못된 문법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

하는 제 모습이 전과 달리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S4-16-12]

  그러다 보니까, 생각쪽지의 탐구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문법적인 현상들을 수업에

서 배운 것 외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는 매우 흥미로웠던 주제

들도 많았다.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쓰던 말, 말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

었고, 내가 하는 발음 하나하나가 다 한국어 문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 되게 낯설면서도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S6-16-12]

  문법수업을 시작하면서 타인의 말을 유심히 듣게 되었고,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도 틀린 표현들을 고쳐주기도 하면서 올라간 저의 문법 실력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수업시간에 한 활동 중에서 특히 나의 문장 돌아

보기는 내가 쓴 글에서 어색한 부분을 고쳐보면서 한 번 글을 쓰고는 다시 잘 보

지 않는 나의 습관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동안 쓴 글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의 내면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S1-6-12]

 평소 잘못 쓰는 문법에 대해 찾아보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자

신의 언어 전체를 ‘문법적 틀’로 바라보면서 ‘낯설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언어생활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내면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학습자들이 수업 시

간에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생활과 연계하여 생각하고 적용하고 즐겨 학습하는 태도를 

기름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문법에 대한 학습은 자신의 언어생활에 주목할 수 있는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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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을 제시해 주었으며, 이러한 주목을 통해 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었다. 

 ‘학습의 주체로서의 성장’은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의 ‘전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경

험이다. 이는 스스로 매 시간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경험의 의미를 성찰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제시하는 학습을 통해 길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비단 문법 탐구 학습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수학 연구’로 전이될 수 있는 ‘즐거운’ 공부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학기 동안의 문법 수업을 통해 문법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지식도, 공부하는 방법도 여럿 얻어 갈 수 있었다. [S2-7-12]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점은 주변에 대해서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의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답하면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을 저는 체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이후에 제가 수학을 연구하면서도 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6-11-12]

  또 나의 탐구 질문을 준비하면서 나도 직접 많이 생각해봤고,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국립국어원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질문을 구경하기도 해

보았다.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을 찾는 과정은 항상 즐거웠던 것 같다. 

[S6-3-12]

5.1.3. 문법 능력 향상 

 문법 능력의 향상은 ‘국어 사용 능력 신장’과 ‘문법적 사고 향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

다.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은 ‘맞춤법 오류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자연스

러운 문장 생성 능력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문장 생성 능력은 ‘문장 고치기’ 활동

을 통해 집중적으로 길러질 수 있었으며, 일상 생활에서의 맞춤법 오류에 대한 개선은 ‘우리

말 산책’을 통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초기에 학습자들의 문법 수업에 대한 기대를 

수렴한 후 ‘맞춤법 오류 개선’의 요구를 ‘우리말 산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

의 의도가 실제 학습을 촉진하는 기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22 -

  또, 문법 수업을 듣기 전에 가졌던 기대로 헷갈리는 맞춤법을 잘 알고 싶다는 기

대와, 글을 쓸 때 매끄럽게 쓰고 싶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문법 수업을 들으

며 문장 고치기를 하고, 맞춤법에 관련된 읽기 자료를 많이 읽으며 이런 고민이 어

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S6-7-12]

  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도 많이 향상되었다. 헷갈리던 맞춤법들도 많이 알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어 문법의 용어와 의미, 활용에 대해 알아갔다. 특히 문장 

다듬기 활동을 통해 맞춤법을 잘 맞추는 것만 좋은 문장의 조건이 아님을 알게 되

었고, 추측성 표현 등 좋지 않은 표현들을 알아가고 고쳐 나갈 수 있었다. 수업시

간 중의 활동을 넘어서 문법 수업을 듣는 동안에 쓴 여러 글들에 이러한 문법적 

지식들을 활용하여 더 좋은 글들을 적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

다.[S4-4-12]

  매 수업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말 산책' 이라는 읽기 자료를 주셨다. 이는 우리

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많이 헷갈려하며, 많이 틀리는 문법적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들이었다.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말하거나 쓸 때 문법

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S4-12-12]

 ‘우리말 산책’ 자체가 맞춤법이나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언어적 오류들을 다루며 상

세하게 그러나 ‘일상적으로’ 글을 풀어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하나의 풍성한 학습 맥락을 

형성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자료를 읽으며 필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필자가 제시하는 

해법에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수업 초기에 맞춤법 학습에 대한 요

구 못지않게 문법 학습을 통해 글을 잘 쓰고 싶다는 학습자들도 많았는데, 문장 단위의 탐

구 활동과 문장 고치기 활동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었다. ‘문법적 지식들을 활

용하여 더 좋은 글’을 쓰고 ‘말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법 학습은 학습자

의 실제적인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법 지식’ 자체가 아니

라 학습자가 특정 문법 지식을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하고 있는냐이다. 우리의 문법 교실에

서 ‘문법은 왜 배우는가’의 질문은 ‘형태소 분석은 왜 하는가’, ‘문장 성분은 왜 배우는가’, 

‘기호에 대해서는 왜 배우는가’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로 연결되었다. 특히 문장 성분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쳐쓰기’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수업에서 배운 문법 지식을 문장 쓰기와 연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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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문법적 사고와 문법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문법 수업

을 통해 학습자는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문법적 원리를 스스로 깨

우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 하나의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탐구 능력 등을 

기를 수 있었다. 

  당시에 배울 때에는 단순히 우리말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라고만 인식을 하

였으나, 실제로 형태소나 품사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우리말이 접사, 어미 등이 발

달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 생산성이 있는 접사 등에 대해 배우면

서 우리말이 교착어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된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다양한 파생어를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말에 접사 등이 정말 다양하게 존

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문법 수업 시간에 한 여러 활동은 그 활동의 

목적 외에도 문법에 대해 배우거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다.[S6-5-12]

  특히 내가 생각했던 기존의 문법과는 달리, 정말로 언어를 탐구하는 내용들이 재

미있었다. 예를 들면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로 나뉘는 언어의 유형이나 언어와 사

고의 관계, 기호와 관련된 언어의 특성 등이 즐거웠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

다.[S2-1-12]

 학습자들이 보여준 문법 능력 향상의 여러 측면들은 문법 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간의 문법교육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논의는 크게 통합

론, 독자론, 포괄론의 관점을 들 수 있다(박형우, 2016: 12). 문법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

느냐에 따라 가르칠 내용과 가르칠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들의 논의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

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각각의 입장이 지향하는 문법교육의 정체성은 문법교육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며 어느 것이 절대적이거나 틀렸다고 할 수 없으며 문법 학습에서는 이 모든 

측면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한다(이성영, 1995: 102). 또한 ‘가르칠 내용’으로서의 문법교

육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관점을 바꾸어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문법교

육의 정체성을 바라본다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앞서 고찰한 대로 많은 학

습자들이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문법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문법적 사고력 향

상과 문법 개념 이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 적절한 문장 생성,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 등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학습 경험을 자신의 성장과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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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보며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인식을 조율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언어적 주

체, 인식적 주체로서의 성찰도 있었다. 이처럼 문법 학습자의 맥락에서는 통합론과 독자론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주체로서의 정체성 속에서 혼융되어 나타난다. 이것

은 학습자가 언어적 주체이자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하는 인식적 주체로

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가능하였다.136) ‘학습자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논의하는 관

점은 ‘무엇을’의 정체를 규명하는 점에서 분석적 관점이 된다. 반면에 실제로 ‘학습자들이 무

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학습자의 참여와 선택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이며 문법 학습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된다. 

5.2.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은 지식의 본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학습자들은 문법 수업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이 ‘생각보다 많은’은 

범박하고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그 자체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보여준다. 자신이 겪어왔던 문법 학습 경험을 토대로 ‘생각보다’의 의미와 정도성은 매우 

다르지만 분명한 점은 이전의 학습보다 분명 새롭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학습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각기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개념 변화이다. 

  수업 시작 전 나는 문법 시간에 품사나 맞춤법 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예상

했었는데 기대보다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S2-8-12]

  문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과 상당히 겹침에

도 불구하고 수업을 통해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그때는 무심코 

136) 남가영(2007)에서는 문법교육에서의 담론 논의가 상호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극복하
고 그 공통 토대를 확인하며 생산적인 읽기를 시도한다. 그는 신독자론과 통합적 문법교육의 
공통 토대이자 지향으로 ‘대상으로서의 언어’와 ‘언어 주체’의 통섭을 읽어내고 있다. 이를 통
해 그가 제안한 ‘언어 주체의 언어 들여다보기’와 ‘언어를 통해 인간 들여다보기’는 본고가 지
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 그의 이러한 논의는 ‘사물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어 서로 배타적인 
범주’를 만들어내는 이분법적(dichotomization) 접근이 아니라 ‘사물의 구분이 만들어진 근본
적 이유나 근거를 부각시키며 차이보다 동일함과 공통적 전제를 탐색하는’ 계보학적
(bifuracation) 접근이라 볼 수 있다. 문법교육 연구의 흐름을 고찰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계보
학적 사고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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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쳤지만 생각해 볼만한 여러 것들을 짚고 넘어갈 수 있었다. [S6-2-12]

  그래도 1년 동안 수업을 하며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워 간다는 느낌이 든

다. 이 수업 전에는 국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문자의 차이(교착어, 굴절어, 고립어), 내가 쓰고 있는 문장들의 오류, 심지어 

형태소가 뭔지 어근과 어근이 뭔지도 몰랐었다. 문법 수업이 참여 형식으로 조별활

동도 포함되어 있어 딱딱하지 않다고 느꼈고,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수

업을 들었던 것 같다. [S4-6-12]

  이번에 배운 우리말 문법 중 가장 새로웠던 것은 합성어이다.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파생어의 경우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를 배웠는

데 둘 다 중학교 때는 배우지 못했던 것이고,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라서 새롭고 흥미롭게 공부했다. 문법수업은 다양한 것을 다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을 다뤘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수업이었다. [S4-3-12]

 학습자들은 이전에 다루지 않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

한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형태소’의 개념일 수도 있고,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이해일 수

도 있으며,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로 대표되는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리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혹은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인식과 학습 경험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의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문법 탐구 학습이 반드시 ‘새롭고’, ‘문법에서 잘 다루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을 다

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법다운 전형적인 문법 요소와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탐

구 중심의 문법 수업’이 도움이 되며 ‘만족스러운’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137) 

 대개의 교실에서 학습자의 수준 차이는 학습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며 배제해야 할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수업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이 쉬우면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겐 도움이 되지만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너무 쉬워 

배울 것이 없다’는 인식이 많았다. 또 학습 내용의 수준을 올리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은 따라갈 수가 없어 또한 ‘어려워서 배울 것이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

의 객관적 지식을 학습자에게 ‘주입’한다는 전통적 학습관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137) 이관희(2015)의 연구 또한 ‘문법교육의 근간에서 출발하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점을 개신
하여 보다 실천적인 상을 그려내며’ 학습자 중심의 문법교육의 쇄신을 꾀하고 있다. 



- 226 -

다. 즉 학습을 기계적인 투입과 산출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은 

‘자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문제이다. 적응하는 개체는 적응의 결

과가 바로 그 자신이다. 카우프만은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창발이 일어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주제도 잠재적인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고 있다. 최적점의 꼭

대기를 오를 때 너무 규정적이고 소심하게 탐색하는 적응 개체군들은 오를 만큼 충

분히 올랐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산기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가 십상이다. 

반대편 극단으로 너무 먼 거리로 뛰면서 넓은 영역을 탐색하는 것도 역시 실패하기 

쉽다. 진화의 공간에서 최선의 탐색은 개체군들이 자신들이 기어 올라가 자신들을 

고착시킨 지역적인 정점들을 녹여 없애고 능선을 따라서 멀리 있는 다른 더 높은 

정점들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하는, 질서와 혼돈의 사이에 있는 일종의 상전이점에

서 생긴다(Kauffman, 1995: 55).

 이 설명은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인 것을 넘어 학습에 대한 창발의 구체적인 지점과 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보통 창발은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라는 생각에 이전과는 매우 다

른 혹은 극단적인 새로움을 생각할 수 있으나,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순

간이 바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다. 문법 학습에 비유한다면, 학습 과정에서 학습

자들이 자신의 문법적 인식을 스스로 넘어서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이전의 자신에 비해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무엇

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은 학업성취도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자들과 각기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고 공유함

으로써 다시 자신의 언어적 세계를 확장하는 모종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학습 

경험의 참된 의미이다. 

 우리의 문법 수업에서는 다양한 문법에 대한 관점과 해석들이 공동의 논의를 통해 상호작

용할 수 있었다. 특히 학습자 지식과 학문적 지식의 조우라고 할 수 있는 학습의 경험이 기

술되어 있었다. 

  혹시 '양말'도 그런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고유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농담으로 '양말'도 '양'과 '말'이 합쳐진 단어가 아닐까 

하고 농담을 던졌다. 친구들 모두 '양말'은 고유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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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생님이 '양말'도 '양'과 '말'의 합성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정말 신기했다. 

'말'이 버선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서양식 버선이라는 뜻이었다. [S4-12-12]

  그 단체 활동에 우리 조는 모두 진지하게 임했으며 격렬한 토론을 통해 우리들

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호들을 나누었고 우리가 추상

적으로 생각했던 기준 중 하나가 실제로 기호를 나누는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

서 꽤나 놀랐다. [S3-2-12]

 S4-12의 학습자의 경우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혼자서 ‘양말’이라는 단어도 

‘양’과 ‘말’이 합쳐진 단어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웠다. ‘양말’이라는 단어는 매우 일상적으

로 쓰여 이것이 한자어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스로도 이 가설에 대한 

자신은 없었던 듯 보인다. ‘양(洋)-’이라는 접두사에 대한 질문과 사례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스스로 떠올린 ‘양+말’이 ‘농담’이 아니라 명확한 지식으로 판명되었을 때 학습자는 매우 놀

라며 신기함을 느꼈다고 회상하고 있다. S3-2의 학습 경험에서는 조별 논의를 통해 기호 분

류의 잠정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퍼스의 기호 분류 기준과 일치한

다는 점에서 ‘꽤나 놀랐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이 생각쪽지에서의 수업 후기가 아니라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작성하는 학습 경험 후기임을 볼 때, 학습자의 뇌리 속에는 이러한 경

험이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자신이 구성한 의미가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지는 학문적 지식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법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 구성’을 통해 깨닫게 됨으로써 문

법 학습과 문법 연구의 구조적 동형성을 암묵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문법 개념은 아래 학습자들의 논의처럼 ‘의미 구성’의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들이 교

차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학습 내용 자체에 ‘공감’을 하며 이해한 것이다.138) 

  기호의 분류나 언어의 특성에 대해 배우기 전에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어와 기호의 특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분석하게 되었다. 활동이 

끝난 후에 실제 규칙이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그 내용을 한층 더 공

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생각했던 내용이랑 많이 겹쳤을 때 기분이 좋았으

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이 등장했을 때는 그냥 지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

138) 한승희(2005)에서는 내러티브적 사고는 ‘감정이 뚜렷한 사고 형태’를 수반하며, 패러다임적 
사고에 비해 동일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서적 맥락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됨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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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며 놀라기도 했다. [S2-1-12]

  조별로 분류 기준에 대해 토론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분류 기준을 설득

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분류 기준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기호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과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S4-14-12]

 여기서 학습자들에게 문법 지식의 위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적으로 교실에서 제시되는 문법 지식은 ‘정답’이며 확고한 지식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 자신의 생각이 이것과 맞지 않을 때 자신의 답을 고치거나 혹은 이해가 안 되는 경

우 문법에 대한 불신을 갖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문법 지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의미

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구조접속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문

법 교실에서의 상호작용은 교사-개인 학습자 간의 일방적 설명이나 전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행위자는 교사뿐이다. 그러므로 학습자 체계는 

고정된 질서 영역 속(Kauffman, 1995: 53)에 존재하며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문법 탐구 공동체 내에서 학습자들은 기호 분류 활동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별로 토

론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학습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언어와 기호의 특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며, 기준에 대한 해석의 ‘다양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기호 분류 활동이라는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

자들 간, 학습자와 문법 지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다. 복잡적응계 형성으

로 인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거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 구성을 경험할 수 있

었다. 

5.3.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인식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을까? 문법 탐구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는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이 수행한 학습에 대한 성찰이자 평가에 가

까웠다. 이는 문법 탐구 수업의 중심이 교사나 문법 지식 등이 아니라 자신들의 활발한 참

여로 인한 지식의 창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평가와 앞서 생각쪽지에 제시된 탐구 학습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등을 중심으로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곧 학습자가 경험

한 ‘문법을 탐구한다는 것’의 실천적 의미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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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기 문법 수업은 문법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여 

답을 찾고, 이를 분반과 공유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좋았다. ❶첫째, 문법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이

었다. 문법에는 답이 있지만, 그 답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

하는 사람들이 합의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언어가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언

어가 따르는 법칙인 문법 역시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정립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

것이 문법의 본질이고, 이번 문법 수업은 그 본질을 전혀 놓치지 않았다. ❷둘째,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떠먹여 

주는’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분반은 깊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의견을 

피력하는 학생이 많아서 수업에 많이 참여할수록 많이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

고 생각한다. ❸셋째, 수업한 내용이 인상 깊게 머릿속에 남았다. 학습(學習)이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배웠지만 익히지 않은 것은 머릿속을 

금방 떠나게 되기 때문에, 배운 것을 ‘나의 지식’, 나의 피와 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익혀야 한다. 대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문법 수

업에서는 배운 것이 곧 익힌 것이다. 문법 지식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자기 스스로 

한 번 생각을 해보기 때문이다. [S2-2-12]

 위의 글은 학습자들이 느낀 문법 탐구 학습의 의미를 하나의 글 속에 잘 표현하고 있는 

사례이다. S2-2 학습자는 탐구 수업의 의미를 ‘스스로 탐구하여 답을 찾고’, ‘분반과 공유하

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문법 탐구 학습 이론의 관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것은 ‘스스로 탐구하여 답을 찾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상호작용

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수업의 한 방법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문법 탐구 학습

을 경험한 학습자와 이를 함께 경험한 교사인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두 축은 문법 탐구 활

동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다. 

 S2-2 학습자는 문법 탐구 수업의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소통과 합의에 의해 지식을 구성하는 ‘문법의 본질에 충실

한 문법 수업’이 그 첫 번째이며,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 ‘수업에 많이 참여할수록 많이 

알아가는 환경’의 의미가 그 두 번째이며, 학습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곧 익힌 것’이 된다는 것이 세 번째이다. 이는 가추적 사고를 통한 해석적 가능

성의 확대라는 문법 탐구 학습의 의미, 지식은 공동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발된다는 의미, 

학습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는 적응 과정과 환경과의 공진화를 거친다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설명이다. 이 세 축은 실제로는 분리될 수 없으며 긴밀히 얽혀 있다. 능력이 있는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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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인 자기조직화를 이루어내는 학습 과정이 바로 복잡적응

계의 특징이다. 이것을 단순히 환원하여 나타낸다면 문법 탐구 학습이라는 전체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여기서는 분리가 아니라 여러 측면 중 하나를 전경화하여 바라본다는 

의미로 이 세 축을 중심으로 내용을 갈무리하여 살펴보되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풍부

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5.3.1. ‘문법의 본질에 충실한 문법 수업’-해석적 활동을 통한 의미 구성

  그런데 내용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건 수업 방

식이다. 문법이라는 과목을 좋아해서 선택했지만, 내가 상상했던 문법수업의 모습과

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수업이었다. 무엇이 그렇게 달랐냐. 하면 한 마디로 딱 정

리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법 수업을 했다’라고 말하기엔 문법 이론을 배우는 

것을 훨씬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일단 국어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탐구

정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매 시간 있는 생각쪽지에서부터 언

어비평문 등의 수행평가까지 ‘문법적 사고’를 기른다는 일관된 목표로 이루어졌다. 

[S1-1-12]

 S1-1 학습자는 문법 수업의 의미를 ‘문법 이론을 배우는 것을 훨씬 넘어선 무언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문법 수업의 맥락을 이루는 ‘탐구 정신’과 ‘문법적 사고’와 관련된

다. 학습자는 매우 예리한 시각으로 이러한 수업의 의도와 실천 양상을 포착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 내용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조별 활동과 탐구 활동과 같은 서

로 토론해보는 기회가 많았고, 선생님도 바로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의견

을 먼저 들어보게 해서 단순한 문법 수업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알찬 수업이었습니다. [S3-7-12]

  수업시간에 직접 기호를 분류해 보고, 또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어 본 후 서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생각을 공유했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이 이뤄지고 난 뒤에 언어학자들이 정

한 규칙을 듣고 나니, 그들이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S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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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가 던져주는 명제를 외우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지문과 예시로부터 시

작해서 하나의 문법 명제를 향해 나아가는, 마치 초기의 국어학자들이 문법 규칙을 

세울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문법 개념들을 정리했던 것이다. 문법 개념들을 직접적

으로 많이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런 분석 태도를 학습함을 통해 폭넓은 문법 개념을 

습득하는 탄탄한 기반이 길러졌다고 생각한다. [S3-8-12]

 참여적 탐구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가 제시한 문법 체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문법적 관점을 견지한 해석체로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었다. 특히 S3-8 학습자는 문법 탐구의 의미를 여러 예시들로부터 문법 명제를 

향해 나아가는, 국어학자들이 문법 규칙을 세울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개념을 정리한 것이

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 활동과 문법 학자들의 지식 구성 활동이 

자기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결과이다.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활동을 통

해 주어진 문법 체계를 발견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러하듯 탐구 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의 설명 체계를 만들어 보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경험을 하였다. 

  문법 수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해답은 얻지 못하였지만, 수업 때 다룬 여러 가지

의 질문들을 통해 몇 가지의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질문 위주, 질문을 통한 

탐구 위주의 수업이 문법에서 파생되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S5-16-12]

  탐구, 분석 위주의 문법 수업이었기 때문에 수업 의도에 맞게 최대한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수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였다.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는 탐

구활동에서는 창의적인 의견이 무엇이 있을지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고 앞에서

도 이야기 하였지만 여러 시선으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문법수업에 참여하였다.[S6-6-12]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기도 하고 최

대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자신의 지식을 구성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문법 교실에서는 문법이란 정해진, 고정된 절대적 체

계이다. 문법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생각은 불완전한 것이나 오개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

나 문법 탐구 학습에서 이러한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은 과정적이고 잠재적인 것으로 받아들

여진다. 구성원 모두가 보다 나은 설명을 위해서 새로운 ‘가설을 생각하고’, ‘창의적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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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의 능동적 지식 구성과 연결되는 문법 탐구 활동은 섬세한 눈으로 언어 현상을 인

식하고 사고하는 언어 인식의 촉진과도 관련 되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개별 과제로 제시

되었던 생각쪽지 작성을 통해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각쪽지를 쓰면서 지난 수업을 되돌아보고 탐구 질문거리를 찾기 위해 평

소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주위의 독특한 언어 현상들을 배운 내용을 통해 분석

하면서 이러한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 범위는 단순히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넘어서

서 왜 특정한 표현이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이 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지

까지 고민하게 하였다.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문법을 맞춤법 정도의 범주에서 생각

하던 문법관을 더욱 확장시켜 언어에 관한 폭넓은 사고 활동 전체를 문법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S4-4-12]

 학습자들에게 문법 탐구 학습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학

습 경험이었다.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며 ‘문법 오류나 모호함’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으며, 특히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주위의 언어 현상들’을 발견하고 탐

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법적 사고와 탐구 능력은 더욱 향상되었다. 학습자들은 특히 이

러한 문법적 사고가 언어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왜 특정 표현이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은 

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확장할 수 있었다. 학습자 스스로 

문법 현상의 주체인 언중들과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언어를 

조망할 수 있는 문법적 사고를 형성한 것이다. 학습자는 이것을 ‘언어에 관한 폭넓은 사고 

활동’이라 칭하고 있다. 

 5.3.2. ‘수업에 참여할수록 많이 알아가는 환경’-지식의 창발과 공진화

  탐구중심의 수업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사고의 폭이 확장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토론을 통해 타인과의 생각을 공유해야 

할 저희에게 있어 이 수업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S1-6-12]

  문법탐구는 이미 머릿속으로 많이 해본 것이기는 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말고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내며 해서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과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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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제나 모든 일에서 탐구적으로 접근하기에 미리 해 봤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도가 지니지 못하고 또 지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수업은 과학도인 나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S2-3-12]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탐구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문법 탐구 학습에서 일어난 자기조직화는 개인별 

학습 활동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경험이다.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으로 

구성되고 공유된 이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이러한 점

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과학도로서’ ‘타인과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탐구의 요건

임을 체험하였다. 

  모둠 활동과 토론을 하면서 옛날에 가끔씩 혼자 생각해봤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

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

이 생각하게 되었다. 전에는 언어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서가 어떠한지는 

생각해봤지만, 주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온다는 생각은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또 언어가 얼마나 자의적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재미있었

다. 특히 우리 분반에 언어에 대해 많이 생각해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 좋고 새

로운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내가 언어에 대

해 생각하는 능력도 더 키워진 것 같다. [S2-5-12]

  우리 분반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 의견과 비교해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었다. 내가 발표를 꺼리는 성격이라 내 의견을 잘 나누

지 못한 점이 아쉽다. [S2-7-12]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실제로 

학습자들이 작성한 자료에서 ‘다양성’은 매우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단어였다. 복잡성 통일

체에서 ‘내적 다양성’과 내적 잉여성‘은 근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상호보완적인 조건이다. 

내적 잉여성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구성인자들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내부 지향적이라면, 다양성은 더 큰 맥락에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한

다는 점에서 외부 지향적이다. 집단 내에서 새로운 창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 바로 

내적 다양성인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단순히 전체의 의견에 

따르거나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Davis et al., 2000: 3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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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문장 돌아보기 활동이 특히나 좋았다. 여러 시간에 걸쳐 한 수업이라 시험

범위의 진도를 나갈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해 이런 활동

을 한 것을 선생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수업 참여도가 높지 않았던 것만 빼

면, 내가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고, 다른 친구들이 표현하

기 어려운 내용을 내가 도와준다는 취지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문장을 잘 고쳤을 

때 나오는 뿌듯함이 있어 나의 경우에는 무척 재미있었다.[S1-1-12]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나의 문장 고치기‘였다. 분반 전체가 자신의 글을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글로 바뀌는 과정을 직접 내 눈 앞에서 볼 수 있었다. 물론 각 사

람은 각자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춰 글을 썼겠지만 (물론 나도 그

렇고 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견을 덧붙일 때마다 좋은 의미로 부각되는 과정

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퇴고‘라는 과정과 ’공유 및 첨삭‘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직접 고치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었나?”라 생각도 해보고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고쳐주면서 “아... 이렇게 쓰면 의미가 저렇게 다르게 전달되는 구

나”도 깨달을 수 있었다. [S4-1-12]

  문법 수업 중에서는 15가지의 기호를 보고 조별활동을 통해 3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는데, 5명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며 생각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

다. 그리고 다른 조의 방법을 들으며 감탄도 많이 하였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 

[S3-3-12]

 복잡적응계에서 구성인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혹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

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Davis et al., 2000: 313). ‘문장 검토회’는 개별 학습자들의 의견을 

한 번씩 말해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도와가며 보다 적절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생

성하는 방법을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이었다. 연구자는 한 사람의 문장을 수정할 때에도 하

나의 의견만을 수용하지 않았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고친 결과를 최대한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성원들의 의견이 하나씩 덧붙여질 때마다 문장을 보는 새로운 관점

이 추가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절한 문장이 완성될 수 있었다. 다른 구성원들을 통해 학습

의 자원을 확보하고 적응하며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순환적 과정

을 통해 집단적인 지식을 창발할 수 있었다. 



- 235 -

  우리 분반은 처음 딱 들어섰을 때는 꽤나 당황스러웠다. 3학년들이 너무 많았다. 

다들 잘 알지도 못하는 선배들이라 두렵기도 했다. 평소에 수업시간에 막 나대고 

싶어하는 나인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그런데 도리어 선배

들이 너무 잘해주셨다. 선배들도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덕분에 나도 자신있게 대답

을 외칠 수 있었고 더욱 즐거웠다. 우려와는 달리 너무나도 좋은 분반이었던 것 같

다. 다른 선배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린다. [S6-4-12]

  물론 입시를 준비하는 3학년 선배님들이나 문법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서 

가끔은 수업에의 몰입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집중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좀 터득하게 되는 부수적인 배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S1-6-12]

 

 수업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과 유사하므로 같은 분반 참

여자들의 행동이 탐구 공동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의 세 학습자가 분반의 활발한 

참여도에 이끌려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반면, S1-6학습자는 수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다른 구성원들 때문에 수업 참여가 어려웠음을 밝히고 있다. 수업의 참여도는 단순히 학급

의 분위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가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제시되며 이를 통해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새로운 지식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집

단적으로,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지식 구성의 경험이 많은 학습자일수록 문법 탐구 활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복잡적응계에서 공동체도 하나의 환경이

며 자신을 제외한 다른 구성인자들도 하나의 환경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

른 구성인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혹은 다른 구성인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탐구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공진화할 수 있다. 

 5.3.3. ‘배운 것이 곧 익힌 것’

 문법 탐구 학습의 탐구 질문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단순한 지식의 이해가 아

니라 문법적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개념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정의나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다각도로 하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S1-5학습자는 이러한 탐구 활동이 시간적 제약을 동반하지만 활동에 열심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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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항상 졸았던 중학교 때의 문법 수업과 비교해본다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수업 몰입도도 높고 얻어간 내용들도 많았던 것 같다. 

[S3-6-12]

  두 번째는 참여식 수업이었다는 것이다. 활동을 할 때 조별로 토론한 후 칠판에 

나가서 생각을 정리해 놓으면 다른 조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았다. 물론 우리 조는 

열심히 하긴 했어도 4~5개 조 중에서는 정답에 근접하지 못한 편이었다. 그럴 때

면 2학년 조처럼 잘한 조를 보며 우리 조가 못한 점을 찾아 고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못한 점을 고치게 되면 내용이 기억에 더 잘 남기 때문에 공부법이 효과적

이었던 것 같다.(그래서 언어의 유형을 배우면서 기호 등을 분류하는 활동이 제일 

기억에 잘 남고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다.) [S2-8-12]

 문법 탐구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조별 활동을 통해 여러 

의견이 공유되면 그것을 판단하고 검토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학습자들은 친구들의 의

견 자체를 검토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성찰하고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스

스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처럼 문

법 탐구 학습의 연장으로 생각쪽지 쓰기는 ‘배운 지식을 익히고 확장하는’ 경험을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매 수업 후에 생각쪽지를 작성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선 다소 힘들지 몰라

도 꽤 좋은 제도이기에 앞으로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쪽지는 우선 차분히 수

업 내용을 한 번 복습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까지 바로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S4-2-12]

  하지만 탐구 질문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자료 

조사도 한 경험을 통해 우리말의 형성원리 및 문법을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간단한 자료조사를 해서 얻는 숙제가 아니라, 생각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었기에 한 학기동안의 탐구질문은 쉽게 잊혀 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S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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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중에는 수업에서 배운 문법 지식을 보충하여 조사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자

신의 생각을 적었다. 자신의 생각은 학습에 대한 메타적 성찰의 결과이다. 생각쪽지는 자신

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언어적 호기심, 민감성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무엇

보다 반성적 성찰을 통해 ‘학습에 대한 학습(learning to learn)(Collinson & Cook, 2006: 

95)을 배우게 되었다. 

  또 하나 문법 수업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때까지 일반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

데, 이번 수업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

하게 되면서 그 동안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탐구 위주

의 수업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활동에만 열심히 참여한다

면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도 있고 오래 기억에 남아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

각한다. [S1-5-12]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현상이 생긴 이유나 배경 등을 

탐구한 이후 문법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 오히려 이과에 특화된 S고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상상력이나 같은 현상을 여러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유익했다. [S6-6-12]

 문법 탐구 위주의 수업 활동은 문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탐구 질문을 

해결하면서 문법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단순 암기를 할 때보다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탐구 질문의 경우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기도 했는

데, 이를 통해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 [S2-14-12]

 문법 탐구 학습은 문법적 사고력를 통해 문법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제가 되었다. 

아래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를 통해 문법 개념을 ‘확실하게’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S1-5-12에서는 이제까지 배운 것은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며’ 시간이 걸리더

라도 탐구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사실 문법 탐구 학습의 실

천과 관련하여 ‘시간적 부담’에 대한 언급이 많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니 제한적인 것’이라

고 말하지만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참고할 때 ‘시간’은 문법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칠러(Chiller, 2016: 212)가 제안하는 복잡계의 

학습에서의 ‘느림(slow)과 빠름(fast)’의 의미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느림’과 ‘빠름’을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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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대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느림(slow)’은 ‘성찰적(reflective)’ 혹은 ‘중개된(mediated)’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또한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빠름’은 파괴적이라 논한다. 그에 의하

면 시간이 흐를수록 체계 내에 관련된 기억(memories)과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학습자들은 

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문법 탐구 공동체 내에서

도 복잡계 창발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학습자들의 문법 지식 구성의 깊이와 속도가 현저히 

빨라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기 위해 ‘느림’과 ‘반성적’ 

의미가 문법 교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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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의 구조화

 이 장에서는 Ⅱ장의 이론적 탐색과 Ⅲ장의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 경험 분석을 바탕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조화를 위한 실천적 원리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이 일어났다’는 것은 행위자의 행동과 인식을 이끄는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습은 복잡하고 역동적

인 환경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Jonassen & Land, 2000: 

186). 따라서 학습자의 문법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문법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학

습 환경을 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은 ‘개개인의 독특한 학

습 흥미와 요구를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복잡성으로 공부하고,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활동들을 제공한다(Hannafin & Land, 1997: 

158; Jonassen & Land, 2000: 18에서 재인용). 여기에서는 학습 환경 구조화의 측면으로 

실천적 원리와 전략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1.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조화의 실천적 원리

 문법 탐구 공동체(community of grammar inquiry)는 문법 현상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참

여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법적 사고와 문법적 성찰을 거듭하며 진화하는 집단적 지성으로서

의 학습자이다. 문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의 ‘문법적139) 인식’을 확장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이

다. 교육은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습관

을 길러주는 시도라는 점(Davis et al., 2000)에서 ‘문법적 인식’은 자아가 문법적으로 세상

을 바라보는 방향과 자아가 문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방향을 모두 함의한다. 그런 점에

서 전자를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라 명명하며 후자를 자아에 대한 문법적 성찰의 의미로 ‘문

법적으로 성찰하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

로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를, 집단지성으로서의 창발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

는 ‘함께 탐구(exploration)하기’의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139) ‘문법’이 일반적 지식 체계로서 수세기 동안 탐구를 통해 구축된 지식 체계를 말한다면 ‘문
법적’은 일종의 사고 양식이며 ‘배우는 일(learning)’과 관련된다(Davis et al., 200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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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본고에서 ‘해석하기’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잡성 통일체로서의 학습

자를 전제하는 것이다. 해석(interpretation)은 인식 주체가 서로 다른 경험들을 정합적

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문법으로 해석하기는 문법을 문법적으로 

다루며, 문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을 의미하는 ‘문법 탐구 경험’(남가영, 2008)과 본질

적으로 맞닿아 있다.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는 이러한 문법 탐구 경험을 전제하되 수업

에서 인식 주체로서의 학습자를 보다 전면에 내세우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법 탐구 수업에서 문법 개념은 객관적 지식으로만 존재하거나 혹은 학습자들의 주

관적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지식이 주관적 개념을 통해 해석되고 

주관적 개념을 통해 객관적 지식이 해석되는 과정이 활성화될 때 문법 탐구 공동체는 

문법 교육의 지향점을 공유하며 공진화할 수 있다. 데이비스, 수마라, 루스-케플러

(Davis et al., 2000: 314)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지식을 확립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확립된 지식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본다.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는 첫째 학습자 자신의 내재적 문법 개념을 활성화하고 재귀적으로 

정교화시키는 기회로서 의미가 있다. 문법 탐구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주어진 언어 현상을 

해석하는 가설을 자신의 언어적 경험과 맥락에 기대어 생성한다. 그 과정에서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만 존재하던 암묵적인 지식을 포착할 수 있으며 스스로 명시적인 언어로 표현함으

로써 지식 구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둘째 객관적 문법 지식이나 문법 현상에 대한 ‘왜 그

럴까’를 통해 문법의 규칙에 대한 이유를 찾는 탐구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

은 문법의 합리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복합적이며 역동적

인 언어의 본질에 다가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Lasen-Freeman, 2004).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습의 순간을 포착

하고 의미화하는 교사에게도 중요한 활동이 된다. 복잡적응계에서 교사도 매순간 자신의 존

재론적 변화를 통해 학습 환경에 적응하며 선택과 의사 결정을 내리는 행위자이자 학습자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학습자

들의 안목으로 문법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문법 

학습 현상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책임이 있다. 

 위에서 논의한 학습자의 ‘문법적 해석’과정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문법 개

념과 학습자의 구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초점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을 강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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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지만 학습자들의 주의를 유도하여 해석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다.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설적 추론 활동을 중심으로 탐구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가설적 추론 활동은 변칙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선의 가설을 생성

하는 과정이다. 이때 학습자 스스로 최선의 가설을 탐색하고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설 선택

과정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가설 선택은 학습자들이 생성해 낸 다양한 해석 결과나, 교사가 

제시하는 문법적 자원에 의해 병치되고 비교될 때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해석을 촉진할 수 있는 가설적 추론의 단서는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법적 인식

을 고려할 때 보다 행동유도성(affordance)이 큰 과제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해석 과정

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 보는 것이 아니

라 생각 이면에 존재하는 관점을 읽어내는 것이다. 

 퍼스는(Pierce)는 추론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기호 현상에 대한 해석이라 말한다. 가설적 

추론에서 문법 현상은 하나의 기호가 될 수 있다. 해석은 하나의 표현을 번역하는 하나의 

기호 또는 표현, 표현의 연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의 이해

를 고조할 수 있다(Eco, 1984: 91). 그런 점에서 문법 탐구 학습에서의 해석활동은 기호 자

체에 관심을 가지는 표면적 접근이 아니라 기호화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심층적 

접근을 전제로 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를 활동의 의미, 활동의 지향, 활동의 방안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문법 현상에 대한 표면적 접근

⇒

문법 현상에 대한 심층적 접근

•문법 현상 자체에 대한 관심(기호에 

관)

•문법 현상이나 자료 하나하나에 대한 

분절적 초점

•문법 탐구와 자신의 상황을 관련 짓

지 않음

•문법 현상이 의미하는 바에 관심(기호

화된 것은 무엇일까)

•문법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

•문법 현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

하며 문법 탐구를 자신의 실제로 만들

어 나감

표�Ⅳ-1� 문법�현상에�대한�심층적�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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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복잡적응계는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학습자들로 구성된 체계이며, 집단화

(aggregation)를 통해 상위의 집단 학습자를 형성하며 학습하는 체계이다. 또한 탐구는 

필연적으로 공동체 내에서의 실천을 수반한다. 탐구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대화를 통한 논의의 흐름에 따라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가 수행되는 공동체이다.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학습’이라는 공동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소

통하며 참여하며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때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은 

문법으로 해석하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해석적 상호작용이어야 한다. 즉 단순한 물리

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학습자들 간의 해석적 관점과 사고, 아이디어 등이 중심이 된 

상호작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법 현상을 바라보는 학습자의 해석들이 생성될 수 있다. 

공통된 해석의 경우 내적 잉여성을 높여 공동체의 동질감을 확인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다양한 해석들의 경우 이것은 체계의 내적 다양성을 높

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학습자들이 생성한 다양한 표상들이 병치될 경우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을 유발할 수 있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Davis et al.,  2000: 

321). 이와 관련하여 리프맨(Lipmann, 2003: 235)은 혼자서 추론하는 것은 이미 알고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활동의 의미 활동의 지향 활동의 방안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해

석하는 활동

•학습자의 문법 개념과 객

관적 문법 지식의 구조적 

접속

•학습자 내재적 문법 개념

의 정교화 방안

•‘왜 그럴까’ 문법 현상의 

이유를 탐색하며 언어의 본

질에 다가가는 과정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한 

문법 현상에 대한 심층적 

접근

⇧ ⇧ ⇧

학습자・교사

표�Ⅳ-2� 문법적으로�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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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에서 연역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새롭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추론할 때는 자신이 모르는 전제를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넘어설 수 있는 

앎이 구성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통성과 다양성을 발견하고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사고방식의 다양성을 인지하는 상위인지의 

활성화이다(Olson & Torrance, 1996: 782).

 그러므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에서 해석적 상호작용은 공통성을 인식하고 다양

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며 이는 문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상위인지적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해석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해석 이면에 놓인 문법적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사고방식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체계 내에서의 창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방식들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이해’를 통해 수렴되어야 한다. 이때 수렴의 의미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니다. 퍼스(Pierce)는 공유된 이해를 공통의 해석체라 부르며, 이때 행위자들의 커뮤니

케이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특정한 연결이 창조되는데, 이것은 무엇이 일

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상호적 이해와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호적 이해라 논한

다(Liszka, 1996: 191). 이를 통해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공유된 이해가 만들어

진다. 즉 합의를 위해 최적의 의견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관점들을 수용하고 

통합하면서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공통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Ⅳ-1� 해석적�상호작용하기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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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또한 창발적인 가능성에 주목할 책임이 있다. 교사는 제시된 해석 가능성들을 

선택하고 이러한 해석 가능성들을 지향하는 집단적 의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Davis et al., 2000: 327).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자들의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는 참여와 대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대화는 탐구공동체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간주된다. 대화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

으며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함께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함

의한다. 이를 통해 확실성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되

는 가능성에 대해 경청을 할 수 있다. 대화는 논쟁이나 합의가 아니며 새로운 합의를 생성

할 수 있는 새로운 맥락(context)을 창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Innes & Booher, 2010;119).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논쟁이나 합의가 아닌 관계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맥락을 생성하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논의를 새롭

게 바라보고 잠재적 전략을 발견할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건강한 회의주의, 문

법 탐구 학습에 대한 모종의 열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를 활동의 의미, 활동의 지향, 활동의 방안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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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법적으로 성찰하기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문법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

는 안목을 제공한다. 문법적으로 성찰하기는 이러한 안목을 지닌 언어적 주체이자 학습 주

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성찰이며 합일이다. 

 마뚜라나와 바렐라(Maturana & Varela, 1984: 262-264)는 정신과 의식은 사회적․언어적 

접속의 그물 안에서 ‘언어 안에 존재’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논한다. 의식은 개인의 머

릿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접속의 영역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

의 논의에 따르면 언어적 주체도 ‘언어 안에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속을 통해 끊임

없이 세계를 산출하고 그 안에서 변화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 학습자

들은 문법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해 문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뿐만 아니라 자

신의 존재가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문법 탐구 공동체라는 특정 

맥락을 통해 ‘나’를 문법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성찰하기는 내러티브적 

앎을 통해 부분적 지식과 경험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며 자아 안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며, 학

습 주체로서 문법 탐구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학습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첫째 문법적으로 성찰하기를 통해 문법 탐구 학습과 자신의 언어적 실제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수업과 일상, 개인과 집단과 같은 이분법을 통해 언어적 단절을 만들어낸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활동의 의미 활동의 지향 활동의 방안

•체계 내의 다양성과 잉여

성 확보

•문법적 사고에 대한 상위

인지적 과정

•공유된 이해(우리의 것) 

형성하기

•상향식 창발

•참여와 대화를 통한 새로

운 맥락 형성

•자유로운 분위기 형성

⇧ ⇧ ⇧

학습자・교사

표�Ⅳ-3� 해석적�상호작용에�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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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학습자는 언어적 주체로서 수업에서도 존재하고 일상에서도 존재하며, 개인으로

도 존재하며 동시에 집단으로도 존재하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이 분절을 극복하

고 언어적 실제로서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적 실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을 인식하고 언어적 주체로 행동하는 과정을 보다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둘째 문법적으로 성찰하기는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서 의미가 있다.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를 반문하며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성찰하기를 통해 문법 탐

구의 호기심이 일상 언어생활로 흘러나가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마주치는 호기심들이 다시 

문법 탐구 공동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서와 밀라(Prosser & 

Millar, 1989, Olson & Torrance, 1996: 767에서 재인용)는 학습과제는 과제 그 자체를 초

월하여 학습자의 세계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로서 학습자에게 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문법 탐구 학습은 단순히 학습 활동이나 과제가 아니라 학습

자들의 ‘문법적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법적으로 성찰하기는 학습 주체가 자신의 인식의 틀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며 

이것이 문법 탐구 공동체의 진화 방향과 함께 갈 때 공진화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촉진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성찰하기

활동의 의미 활동의 지향 활동의 방안

•언어적 주체와 학습 주체

의 합일

•문법 탐구 공동체와 학습

자의 공진화

•‘언어적 실제’로서의 학습

자 상정

•언어적 주체로서의 정체

성 형성

•문법 학습의 주체로서의 

정체성 형성

•문법 학습이 학습자의 세

계 속으로 편입되도록

•문법적 일상으로서의 문

법 탐구 활동

⇧ ⇧ ⇧

학습자・교사

표�Ⅳ-4� 문법적으로�성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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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함께 탐구(exploration)하기

 문법 탐구 공동체는 수업이라는 특정한 시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체계이다.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improvisation) 이를 통해 새로움이 창발될 수 있

다.140) 이러한 수업의 즉흥성을 받아들이는 것, 우연적인 요소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마음가짐이다. 

 탐구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탐험하는 일이다. 만약 모든 경로를 예상하고 있다면 목적

지를 찾아가는 것은 쉽겠지만 참신함과 새로움이 없다. 또한 다른 길로 들어섰을 때 마주칠 

수 있는 우연적인 요소들도 배제된다. 그러나 탐구가 반드시 낯선 장소와 낯선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익숙한 것 중에서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거나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하는 것 등은 탐구의 좋은 방법이 된다.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 학습은 함께 탐구하기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정해진 규칙이나 답

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개방적 자세로 문법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때 나의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언어, 특정 사회의 언어, 특정 시대의 언어에 대해 탐

색하는 일은 훌륭한 탐구가 될 수 있다. 

 함께 탐구하기는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요소를 수용하며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다. 학습자들은 집단적 창발의 순간을 주의 깊게 포착할 수 있으며, 작은 단서 하나

에도 의미를 두어 나비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미리 예측하거나 단정 짓지 않고 활동에 참

여하며 다양한 지형도를 스스로 탐색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사 또한 수업에 대한 철저

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경로대로만 학생들을 이끌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히려 자신이 설계한 수업의 구조 속에 충분한 개방성을 두어 즉흥적인 요소들을 유

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교사가 준

비한 문법 탐구의 세계에 관여하며, 교사는 학습자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문법 탐구의 지형

을 다시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다.

 복잡적응계에서 수업은 즉흥적인 재즈 연주에 비유될 수 있다. 재즈 연주자는 단지 무작

위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재즈의 기본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자신의 소리를 들으

며 음악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 따라서 연주자들은 연주 내내 인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진

행하며 이러한 자발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즉흥 연주가 창조될 수 있다(최순옥, 2011: 258). 

140) ‘즉흥적으로 하기(improvisation)’는 복잡적응계에서 ‘놀라움(surprises)’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즉흥적으로 하기’는 다른 행위자에게 ‘놀라움’을 창조하는 기
제가 된다(MaDaniel, 20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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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즉흥성은 행위자들 간의 연결과 관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므로 전체 체계의 책무

성을 필요로 한다(MaDaniel, 2007: 33). 또한 행위자들로 하여금 현재 무엇이 일어나고 있

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수업 또한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에 즉흥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의견에 

경청하고 거기서 놀라움을 발견하는 동시에 이에 즉흥적으로 대처하며 함께 새로움의 가능

성을 확장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2.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조화의 실천적 전략

 복잡적응계에서 행위자는 행위의 주체인 동시에 다른 행위자에게는 적응하는 환경으로 존

재한다.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 행위자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조건화가 된다. 또한 행위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수업 구조의 

설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문법 탐구 활동 자체가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한 조건들

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

습 환경 구조화의 실천적 전략으로 행위자의 역량 강화, 수업 구조 설계의 측면, 문법 탐구 

활동 설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함께 탐구하기

활동의 의미 활동의 지향 활동의 방안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

는 과정

•즉흥성, 우연성의 수용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

•새로운 시선으로 탐색

•즉흥을 통한 ‘놀라움’생성

하기

•즉흥을 통한 ‘놀라움’ 수

용하기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지형도를 탐색하기

•타인의 관점에 대한 경청

•지금-여기에 대한 관심과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지 성찰하기

⇧ ⇧ ⇧

학습자・교사

표�Ⅳ-5� 함께�탐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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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위자(agent)의 역량 및 자율성 강화

 2.1.1. 학습자의 문법적 안목 형성하기

 모든 복잡적응계는 매우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행위자들로 이루어진다(Holland, 

1995: 26). 수업에 참여하는 개별 학습자는 복잡적응계의 활동적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중요

하다. 복잡적응계의 집단적 창발도 개인 행위자들의 국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행위자들은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능력을 가지며 자율적이어야 하며 체계의 행동이 ‘자

기 준거적(self-referring)’이어야 한다. 이것은 체계 행동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

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212). 그러므로 문법 교실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는 개인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각각의 문법적 안목과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의도에 의해 움직이는 체계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목표와 의도는 행위자

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발현된다(Jonssen & Land, 2000: 190-191). 따라서 

학습 환경 조성을 통해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의 의도성을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도

성은 사전 교육을 통해서도 생성가능한데 가령 S고에서 문법 탐구 학습 초기에 ‘문법은 왜 

배우는가’와 같은 공유된 의도성을 제안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유된 의도성은 학

습자들로 하여금 환경 속에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동기화할 수 있다.141) 의도

성은 거시적 맥락뿐만 아니라 특정 문법 주제나 단위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생성이 가능하다. 

분석 활동이나 생성 활동의 의도, 문장 성분 학습과 형태소 학습의 의도 등을 교사가 피드

백을 통해 학습자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도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맥락을 중

심으로 특정한 의도를 고려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142) 교사는 초보자들이 탐지하지 못

하는 문법 탐구 학습의 행동유도성을 탐지하는 ‘진보된 탐지자’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행동

유도성을 환경 속에 구현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문법 탐구 학습

의 의도성을 안내하고 촉진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학습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집

141) 깁슨(Gibson, 1986; Jonassen & Land, 2000: 211에서 재인용)은 의도성을 목표로 채색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 표현했다. 상황을 둘러싼 조건들은 일련의 목표 채택에 따라 
확대되어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 

142) 가령 학습자들은 ‘우리말 산책’을 읽으며 맞춤법 오류를 줄이겠다는 의도성을 가질 수도 있
고, 혹은 필자의 문법적 사고방식에 참여하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문법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
겠다는 의도성을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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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경계와 행위의 규칙에 대해 학습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꼬리표 

달기(tagging)’을 통해 가능하다. 꼬리표는 집합체에 협동성과 선택성을 부여하며 계층적 조

직화를 뒤에서 조절하는 메커니즘이다. 꼬리표에 의한 상호작용은 구성요소들이 계속 변해도 

지속되는 메타 행위자 조직의 창발을 이끈다(윤영수・채승병, 2005: 168). 문법 수업에서 학

습자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문법 수업의 성격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어떠한 구조와 활동

을 통해서 이러한 수업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학습자가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

록 꼬리표 달기를 할 수 있다. 수업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이것을 학습자들과 함께 공유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법 탐구 학습은 일회적 학습 활동이 아니라 전체 수업을 아우르는 지향점

이자 수업의 특성으로 존재해야 한다. 꼬리표 달기(tagging)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문

법 탐구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문법 탐

구 수업의 구조와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설계되어,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학습을 예

측하고 이를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 과정에서는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문법적으로 성찰

하기’, ‘함께 탐구(exploration)하기’ 등의 실천적 원리들을 세부적 수행 규칙들로 인식할 수 

있게 꼬리표 달기를 할 수 있다. 

 문법적 안목은 문법 현상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보는 눈’을 기르는 일이다. 이홍우(1996)

는 교육은 학습자의 안목을 바꾸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안목

에서 출발하여 ‘가치있는 안목’을 탐구를 통해 자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한다. 이러한 

안목의 형성은 문법교육에서 논의되어 온 ‘국어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목’을 재차 거론하는 것은 그것이 학습자의 행동유도성(affordance)’와 유효성(eff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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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동유도성은 환경적 속성으로 정보의 장에 의해 구체화되며 행

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유효성은 인간이 행위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법 

탐구 학습이 환경적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문법 탐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안목’이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의 의미와 미묘한 차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다.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대상이 잘 보이지 않거나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문법 

탐구의 능력과 안목이 있는 사람에게만 수업에서의 문법 인식과 문법 탐구 과정이 쉽게 포

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법 탐구 학습의 기획은 탐구 과제의 설계뿐만 아니라 학습자들 

자체를 문법적 안목을 지닌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2.1.2. 교사의 실천력과 반성적 성찰 강화

 복잡적응계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리더의 지휘와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창발은 리더가 불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는 

사회적 패턴과 체계 수준의 질서를 만들어 내는 강력한(potent) 역할을 하며 이는 리더십은 

행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의 창발된 성격이라 할 수 있다(Yexdani et al., 2015: 

309). 이런 점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탐구 

과정(exploratory process)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자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탐구자

(inquirer)가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교육을 선택하고 설계해야 한다(Dalke et al., 2007: 

112).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복잡적응계의 동역학 이해와 질서를 보는 안목을 형성할 필요가 있

다.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현상 속에서 규칙이나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복잡성 사고의 

핵심이다.143) 교사는 교실의 집단성을 창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환경이나 조건 등이 

문법 탐구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Davis & Simmt, 2003: 164). 수

업에서 교사는 복잡한 현상 속에서 학습의 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 또한 복잡적

응계로서의 수업의 동역학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며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찾는 안목을 

143) 복잡적응계를 축구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축구는 질서와 카오스가 서로 맞물리면서 일어나
는 게임이다. 축구 경기를 잘 하는 축구팀은 일정한 경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질서
라 할 수 있다. 축구 경기에서 승패는 얼마나 복잡한 현상을 잘 읽고 이를 활용하는가이다.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감독과 선수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감독과 선수가 
모두 복잡적응계의 동역학을 이해하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보는 안목을 키울 때 가능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199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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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업의 준비는 가르칠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시키는 통제나 탈중심화된 통제 

등의 전략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는 사고의 단계들을 그려보는 것이다(Dalke et 

al., 2007: 112) 다시 말해 수업 준비는 모종의 사고실험이라 할 수 있다 특정 맥락에서 특

정 학생들과 특정 활동을 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다(Davis et al., 2000).

 교사는 교수 설계자이면서 동시에 문법 교육의 경험에 적응하는 학습자로서 존재하다. 수

업의 내용을 선택하고 심화하면서 교사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특히 

수업이라는 즉흥적이고 역동적인 맥락 속에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수없이 

반복하며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이다. 

 또한 교사는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 경험의 메타적 인식이자 해설자로서 학습을 읽

어내고 적절한 피드백을 연결하며 수업의 흐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교사는 교실 수업

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가시적으로 만들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리더이자 합성자(synthesizer)이자 반성가(reflector)이다. 교

사는 학습자들이 발생시키는 통찰의 다양함을 요약하고 추출해야 한다(Dalke et al,. 2007: 

114). 수업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법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잠재

태나 가능성의 목록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꾸준히 넓혀 가야 한다. 교사는 끊임없

는 탐구 정신과 반성적 실천을 통해 수업에 대한 실천적 안목을 키워나가는 존재여야 한다.

 

2.2. 수업 구조 설계의 측면

 2.2.1. 수업 구조로서의 문법 탐구 학습

 가설적 추론 활동은 단지 문법 탐구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문법 수업 자체가 

개념 및 지식 구성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문법 수업의 구조는 교사의 설명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특정 문법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 활동을 통해 이를 ‘탐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념 이해→탐구 활동’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때의 문법 탐구는 전제된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단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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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고의 문법 수업은 문법 탐구 활동뿐만 아니라 수업 자체가 특징적으로 탐구 학습 활동에

서 시작하여 개념 이해로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였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문법 탐구 활동에

서 시작하여 점차 개념 이해로 나아가는 방향을 취하며 이때 교과서에 제시된 특정한 문법 

개념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문법적 개념도 중요하게 다룬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개념 이

해와 지식 구성의 과정이 수업 전체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구조는 각각의 문법 탐구 활동과 그것이 포함된 수업이라는 상위 구조 사이의 자기유

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프랙털 구조라 볼 수 있다. 수업 자체가 문법 탐구 학습의 구

조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수업에서 교사들은 문법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중요하게 여긴다. 연구자의 경우도 마찬가

그림�Ⅳ-2� 기존�문법�수업의�구조

그림�Ⅳ-3� 문법�탐구�수업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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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였다. 수업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학습자들이 주도가 되어 수업을 했다고 여겼던 많은 지

점에서 실은 교사의 설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느꼈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혹시 교

사 주도의 수업이 아니었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교사의 설명 비중이 적지 않은 가

운데 학습자들은 어떻게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결론적으로 문법 탐구 수업은 교사 주도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때 교사가 주도하는 것

은 개념의 이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일이다. 또한 교사의 설명이 학습자의 지식 구성과 배치

되는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교사의 설명 자체가 학습자의 지식 구성에 유익하다 무

익하다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에서 실현되느냐가 중요하다. 앞서 논의를 통해 복잡적응계에서

의 지식은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관계의 형성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설명도 관계 형성을 통해 실현될 때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위의 두 구조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학습에서는 관계 형성 이전에 교

사의 설명이 수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학습자의 지식 구성으로 이어지기가 힘들다. 반면에 S

고의 문법 탐구 수업의 구조에서는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이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이 학습자들의 탐구 과정 속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었고 하나의 해석적 

체계로 제시될 수 있었다. 수업은 다양한 학습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징검다리 삼아 지속적

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교사의 설명도 학습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소통되고 새로운 가

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생명력이 있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에서 함께 이해

해야 할 지식’이 있는 것이다. 교사의 수업 설계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학습자 또한 교사

가 준비한 수업 활동과 과제들을 자신의 지식 구성의 마중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실 수업을 문법 탐구 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은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을 문법 지식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모어 화자로서 충분한 문

법적 능력을 지닌 자율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2.2. 문법 탐구 학습의 적합도 지형 탐색 및 설계

 교사는 교실의 집단성을 창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환경이나 조건 등이 문법 탐구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Davis & Simmt, 164). 교사는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한 적합도 지형을 탐색하고 다양한 지형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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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형으로 존재한다.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구조를 설계하

고 이것이 학습자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세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연구자의 문법 수업에서 분반 학습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만이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을 촉진하는 적합도 지형은 아니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수업 활동 이후 과제를 

통해 학습 과정을 내면화하며 탐구 질문 작성을 통해 스스로 문법 탐구를 진행하는 생각쪽

지 또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위한 중요한 지형이었다. 분반 토의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환경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지만 수업에 참여함으로

써 다른 학습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교화한 결과가 생각쪽지를 통해

서도 소통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과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습자들 스스로 학습의 의

도성을 생성하고 문법적 일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적합도 지형의 봉우리가 한 개면 모든 행위자들이 그 봉우리에 올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

으므로 협력이나 경쟁이 불가피하며, 그 지형에 적응하지 못하는 행위자들은 도태된다. 반면 

다양한 봉우리들이 존재하는 적합도 지형에서는 다양한 개체들이 공존할 수 있다. 그런 점

에서 문법 탐구 수업은 다양한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적합도 지형을 통해 문법 탐구 경

험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합도 지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업을 통해서는 조별 활동, 분반 활동, 탐구 과제(개인 과제) 등의 구조를 개발하고 학습

자 모니터링을 통해 적합도를 세세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활용(exploitation)이나 탐구

(exploration)를 통해 적합도 지형 자체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학습자는 이상적이거나 획

일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자체가 자신의 역사를 기반으로 실존하는 주체이다. 그런 점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구조를 바탕으로 보다 적합한 지형을 탐색하여 적응하고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공진화의 과정을 걸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나 과제들이 안정된 구조로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에서의 행위자들의 제어규칙이나 제도가 존재할 때 체

계의 불확정성이 줄어들고 이는 복잡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제어규칙은 행위자 개개

인 상호작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된다(윤영수・채승병, 2005: 189). 일정한 형식의 수업이

나 과제를 구조화하는 것은 프랙털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문법 학습자들이 문법 탐구 

학습의 예측력을 높이며, 동시에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주

제를 통해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새롭고 참신한 확장을 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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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

 2.3.1. 초점 사건의 설계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의 초점 사건(focal events)은 학습자의 주의를 이끌어 문법 현상을 

새롭게 보는 안목을 길러주기 위한 인위적 구조 혹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초점은 존

재하는 복잡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 속에 숨어 있는 핵심 항목들에 학습자의 관심을 이끌

어 탐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Davis et al., 2000).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에서 초점 사

건 즉 탐구 과제를 설계하는 일은 학습자들을 학습에 참여하는 의도성을 생성시킨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학습자들을 환경에 대한 ‘탐지자’로 보는 관점에서는 문법 탐구 과제는 오랜 

시간의 의도적 주목과 고찰을 통해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견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초점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그 아래에 복잡성 맥락이 존재하게 설계해야 한다. 홀

랜드(Holland, 1996)에서는 내부 모형을 스키마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예측을 위

해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세부를 제거하고 선택된 패턴을 강조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내부 모형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부분을 부분들

로 분해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그런데 이 구조는 페쇄적인 것이 아

니라 개방적이라 학습자들의 맥락을 포함하여 유동적인 특질을 지녀야 한다. 미리 정해진 

경로만을 따르고 정해진 답만을 제시할 때 이것은 유의미한 학습을 일으키지 못한다. 예상 

경로를 설계하되 학습자를 따라 언제든지 그 경로를 수정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교사 자체도 유연해질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초점 사건은 학습하고자 하는 복잡성의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다. 주어지는 문

법 현상 자체가 하나의 기호로 간주된다면, 초점 사건을 통한 학습은 기호의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찾고 해석하며 다양한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초점 

사건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주목을 이끌 수 있도록 학습자의 문법적 인식에 비추어 새롭고 

참신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로 구성하되 충분한 구조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점 사건 자체가 따라야 할 제약이 너무 많거나 세분화되어 있으면 

정해진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경로가 예측되어 우연적인 학습이 발생하기 어렵다. 반

면에 너무 열려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할 수 없으며 학습자들은 흥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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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사건을 선택하고 설계하기 위해 학습의 지향점과 학습에 관여하는 여러 구조들과의 

정합성, 관계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학습의 지향성은 수업이나 탐구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

를 생각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습이 도달해야 할 객관적 지점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

게 학습할 것인가’를 고려하였다면,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을 위해서는 공동의 지향점을 

전제하고 모든 활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공동의 학습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학습은 학습에 관여하는 여러 구조들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학습자

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문법적 인식으로부터 초점 사건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문법 개념과 객관적 문법 지식의 정합성을 이끌어 내는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 활동을 위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문법 현상을 선택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관계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관계성은 학습자 해석의 다양한 접

속을 고려하는 의미인 동시에, 연속된 아이디어를 찾아 탐구의 풍부한 맥락을 구축하는 작

초점 사건의 설계

지향성 정합성 관계성

문법 수업, 문법 탐구 활동

의 목적은 무엇인가?

학습자/교사와의 정합성

학습 주제와의 정합성: 다

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인가?

초점 사건은 학습자 해석과 

객관적 문법 지식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가?

연속되는 아이디어는 무엇

인가?

표�Ⅳ-6� 초점�사건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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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

 우선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초점 사건

의 기획이 단원에서 혹은 수업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가령 형태소 분석 활동의 경우 형태소 분석 활동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

다. 단순히 나눠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앎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합성을 고려하기 위해 학습자의 문법적 인식을 읽어내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의 참신성’은 학습자의 문법 학습 경험과 배경지식, 문법적 직관 등을 바탕으로 인지되는 것

이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놀라운 단서’란 ‘새로 알게 된 것’, ‘예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 ‘예상치 못한 연결을 통해 새롭게 바라본 것’, ‘이전에 알고 있던 바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등을 의미하였다. 

평소에 전혀 생각

해 보지 못했던 것

•언어가 기호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주변에 많은 것들이 기호이다.

•동일한 형태라도 다른 형태소가 될 수 있다. 

•어순이 다양하다는 것과 다양한 언어 유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한자어를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같은 파생어라도 맞춤법 표기 원칙이 달라질 수 있다. 

새로 배우게 된 것

•‘ㄴ’도 형태소가 될 수 있다.

•문장의 주어가 2개라니 충격적이다.

•언어의 추상성, 분절성은 참신했다.

•파생접사를 생산성의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

•문법도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우리가 사용

하는 말 속에 숨은 

원리를 찾을 수 있

었던 것

•파생접사의 생산성과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단어 생성의 원리를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암묵지를 

깨닫게 된 것

•단어를 만들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 형태소를 분석하고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형태소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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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학습자들의 문법적 직관이나 일상적 사고는 오개념으로 폄하될 수 있지만 문법 탐

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조진수, 2014: 296). 문법 탐구 학습에서 

현재 학습자가 지닌 인식적 경험을 딛고 창발이 일어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새로 알게 

된 것’의 의미를 지니는 초점 사건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내용을 정교화하여 제

시할 수도 있고, 관심을 확장하여 기호학이나 언어 심리학, 언어 사회학과 같은 영역을 개척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익숙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은 새로운 연결을 통해 초점

화할 수 있다. 언어의 프랙털 구조를 활용하여 척도를 조정하여 여러 층위에서 유사한 활동

을 접목시키거나 연속적인 아이디어를 찾아(Davis & Sumara, 2006: 104) 새롭게 연결하며 

이를 통해 학습의 가능성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래 예시는 파생어와 연속되는 개념

들을 노드로 연결하여 확장한 것이다. 어떤 이웃하는 개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접사의 

생산성이 맞춤법의 원칙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혹은 우리말의 교착어적 특질 나아가 언어 

유형론적인 고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문법 체계의 논리적 연결보다 

실제 수업에서 만나는 하나의 현상이나 원리에서 다른 개념들을 연결하는 해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해 반성할 수 있

게 된 것

•일상적인 문장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문장의 수정은 끝이 없다.

확장과 정교화

기호학, 심리학, 언어의 기원, 문화, 사고, 언어 습득 등 인간과 

언어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기존의 교육내용에서 추가하거나 정교화할 것은 없는지 고려

척도의 조정

언어의 프랙털 구조를 활용하여 동일한 구조들을 여러 층위에

서 고려하여 연결

예) 유의어(단어)-유의 형태소(비슷한 뜻을 지니는 파생 접사)

연결망을 통한 

관계 생성

이웃하는 개념들 탐색

개념과 연속된 개념들에서 뻗어나가는 연결

새로운 확장을 시도

표�Ⅳ-7� 초점�사건의�선택과�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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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제약 조건의 활성화

 초점 사건 설계에서 ‘제약 조건의 활성화(enabling constraints)’는 가능성을 제한하며 선택

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법 현상의 특정한 국면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허용된 선택 내에서 다양한 결과를 비교하며 문법적 관점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역

할을 한다. 

 학습자들에게 초점 사건으로 주어지는 단서는 반구조화된 문제로 학습자가 의도된 언어 

현상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탐구 활동을 단계화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고 질문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실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하는 조건이나 활성화하는 질문으로 피드백 되어야 한

다. 사고 질문을 고려하여 ‘문장의 구조와 성분에 대한 이해’를 학습하는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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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엇’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가? (학습 대상에 대한 인식)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 선택한 초점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을 학습하는 이유나 관점은 무엇인가?(학습에 대한 목적)

그것은 어떤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학습 대상에 대한 관점)

무엇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은 무엇인가?(학습 대상과 다른 대상과의 연결)

[문장의 구조와 성분에 대한 이해]

‣초점 사건: 언어 유형론(어순, 문법적 관계 실현에 따른 유형)

‣‘어순’을 학습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① 어순이 문법적 구조임을 인식하기

 ② 어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 인식

 ③ 한국어의 문장 구조 이해

‣‘어순’을 어떤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  

  문법적 관계, 공통된 문장 성분에 대한 인식, 기본 어순

‣‘어순’과 관련지을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은 무엇인가?

 보편적 법칙(예: 주어가 목적어에 선행하는 이유?) 

 어순의 분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순의 분포는 언어의 우열과 관련되는가?

 기본 어순, 문장 내 어순의 자유도(우리말 도치를 통한 여러 의미)

 6개의 어순은 모두 존재하는가?

 S, O, V를 만족시키지 않는 언어도 있는가?

탐구문제 1: 언어의 어순

언어의 기본적인 성분은 S(주어), V(서술어), O(목적어)이다. 

• S, V, O를 배열하여 가능한 어순을 만들어 보자. 

• 그 중 세계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어순은 어느 것일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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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가설적 추론을 통한 해석 활동의 설계

 기존의 교실에서 문법 탐구 활동은 교과서에 제시된 혹은 교사가 제시한 탐구 문제를 개

인적으로 풀거나 조별 활동을 통해 푼 다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개인적 활동

의 경우 자신이 생성한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사의 설명이다. 교사는 주로 

학교 문법에 터해서 가설 생성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 원리와 규칙을 설명한다. 이렇게 기존

의 문법 탐구 활동은 ‘학생 활동→교사의 학교문법 지식 체계 설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문

법적 사고를 활성화하며 지식 구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설 생성과 검증의 과정이 정오적 

판단과 주어진 체계를 이해해야 하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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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생성과 검증 과정은 나의 가설 지식과 교사가 설명하는 학교문법 지식 체계를 비교

하여 그 정오를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 과정이 활발한 지식 구성의 장이 되려면 개인 

활동이건 조별 활동이건 생성된 다양한 가설 지식들을 공유하고 선택과 검증의 과정에서 다

양한 논의들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교사는 이 활동의 통제자,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사

회자, 참여자, 전문가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고 읽어주며, 또한 교과

서의 학교 문법뿐만 아니라 학문 문법에서의 여러 문법 해석 체계를 관련하여 소개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설 생성의 역동적인 과정을 함께 만들어냄으로써 학습자들은 언어 현상

과 관련된 다양한 문법적 관점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언어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잠정적인 학습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만

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법교육이라는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잠정

적 개념의 좌표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문법 지식은 학자들의 문법 탐구를 통해 잠정적 

지식 구성의 단계를 넘어 공준된 지식으로 받아들여진다. 학습자들이 가설 생성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와 다양한 관점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해석 체계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학교 문법과, 그와 다른 관점을 지니는 학문 문법 

지식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수용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이 이미 제시하고 논의한 문법적 

관점과 유사한 학문 문법의 해석을 연결시킬 때 학습자 스스로 유의미한 탐구 경험을 했음

에 성취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지식 구성 과정을 통해 학문적 지식 체계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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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는 특정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통해 문법 탐구 수업의 실천 가능성과 문법

교육적 함의를 고찰한 연구이다. 문법 학습 현상을 실제적으로 다루는 기초 연구라는 점에

서 현장 중심, 학습자 학습 중심의 실천적 연구를 이론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법다운 문법 수업’ 실천이 가능한 특별한 맥락, 문법 수업 자체의 적합성, 연

구자와 참여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교사로 수업에 참여한 S고등학교의 문법 수업

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고는 학습 경험의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수업 비평을 연구방법론을 선택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기술, 분석, 해석, 평가하며 비판적이

고 창조적인 글쓰기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였다. 

 학습 경험을 다루기 위해서는 학습이란 무엇인가, 앎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 탐색을 

전제해야 한다. 본고는 복잡한 수업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 복잡적응계의 렌즈를 차용하였다. 

복잡성 사고란 분석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근대적 인식론의 한계를 딛고 간객관과 통합을 지

향하며 복잡한 현상 속에서 숨은 질서를 파악하고자 하는 인식론이다. 복잡성 사고는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주관적 이해 즉 학습은 객

관적 지식 안에 중층적으로 내포된 것으로 이 두 수준은 ‘내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항상적으

로 적응하는 관계이다. 주관적 이해는 객관적 지식을 지향하되 토론되고 비교되고 수정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으로 존재한다.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는 역동적이고 적응력 있는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

에 의해 창발되는 체계이다. ‘복잡성’과 ‘적응’의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은 비선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질서와 무질서의 균형과 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을 결정

하는 주체는 바로 적응적 학습자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문법 탐구 공동체가 복잡적응계로 존재하였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복잡적응계의 특질

을 이해하고 이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복잡적응계의 특질은 ‘행위

자, 비선형적 상호작용, 자기조직화, 창발, 공진화,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자기조직화와 창발, 공진화는 복잡적응계 내에서 새로운 질서가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다. 구성 요소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의 자기조직화가 

일어나며 이때 개별 구성 요소들이 갖지 못했던 특성이나 자질들이 발현된다. 이 중 예기치 

않은 참신하고 놀라운 자기조직화를 창발이라 부르기도 한다. 창발의 핵심은 참신함과 놀라

움이라 할 수 있다. 공진화는 체계 내의 구성 요소들이 다른 구성 요소들과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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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며 순차적인 피드백을 통해 서로 적응하며 진화하는 과정이다. 복잡적응계는 다

양한 능력과 형태를 지닌 활동적인 행위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상호작용을 거쳐 더 높은 

수준의 행위자인 ‘메타행위자(meta-agent)’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에서는 개인 학습자와 메

타학습자를 모두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들은 중층적으로 포개져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한다. 

즉 학습에서 개인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집단적 학습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집

단적 학습자의 창발은 개인 학습자의 가능성을 넓히는 공진화의 관계에 있다. 비선형적 상

호작용은 복잡적응계의 본질적 핵심으로 네트워크상의 자원의 흐름이나 피드백을 통해 이루

어질 수 있다. 흐름은 시간에 따른 적응의 변화와 경험의 축적을 반영하는 패턴으로 승수 

효과와 재순환 효과를 통해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만들어 낸다. 피드백은 복잡적응계를 유지

하고 진화시키기 위한 기제로 부정적 피드백과 긍정적 피드백으로 나뉠 수 있다. 부정적 피

드백이 체계 내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다면 긍정적 피드백은 복잡도를 높여 학습 체계를 혼

돈의 가장자리로 이끌어 가는 기능을 한다. 학습에서 비선형적 상호작용은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생각들이 서로 병치되고 충돌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적응계는 기본

적으로 재귀적 정교화, 척도독립성, 자기유사성, 중첩내포성의 특질을 지니는 프랙털 구조를 

띤다. 프랙털 구조를 통해 새롭게 더해지는 반복 속에서 재귀적 정교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자기유사성을 통해 개인은 전체의 질서가 투영된 또 다른 전체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복잡성 사고에서 학습은 아직 생각되지 않은 것을 창발하기 위한 ‘가능성의 영역을 넓히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들을 집단적 학습자로 만들어 창발 현상이 

일어나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잡적응계의 일반적인 동역학의 관점과 교육을 전제로 

한 복잡적응계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여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성과 잉여성, 개

방성과 구조성, 창의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복잡성을 창발하는 기제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복잡성 사고의 관점을 전제로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의 개념화를 시도하

였다. 우선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의 정합성을 탐색하여 ‘학습자 중심’의 의미와 

‘지식 구성’의 구체적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문법교육 연구가 이상적 학습자를 상정하여 

‘교육적 유용성’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문법 수업 실천의 국면은 이를 지향하되 구체적인 학

습자를 상정하여 실제적인 ‘학습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문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의 실제 학습을 중심으로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 이해를 접속시키는 

인터페이스로 존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수업 현상으로서의 문법 탐구 활동이 학습자

의 일부가 되어 문법 현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의 지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를 위해 연구자는 내러티브적 사고에 주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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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법 지식 자체가 내러티브적 산물이며 이는 학습자의 주관적 개념을 활성화시키며 언

어적 주체와 인식적 주체의 합일을 통해 능동적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구체적인 문법 탐구 활동 설계를 위해 그간의 문법 탐구 활동 과정에 대한 연구를 검토

해 본 결과 가설 생성이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귀납 추론 중심, 가설 연역법 

중심의 문법 탐구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가설 생성

과 선택 과정을 통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가추법의 단계가 문법 탐구 활

동에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가추법은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이나 맥락을 고려

하여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자기 준거적이고 정합적인 지식 구성 활동을 촉진하는 

기제가 된다. 특히 언어 현상에 대한 ‘왜’를 통해 문법 규칙의 이유를 이해하며 세계를 바라

보는 학습자들의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습자들의 가설 지식은 본질적으로 과정적

이며 잠정적인 것으로,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선의 가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복잡적응계 창발을 유도할 수 있다. 놀라운 언어 현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법 탐구 활동

에 참여하게 하는 행동유도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가설 생성을 위한 의문은 문법 탐

구 경험을 촉진하고 지속시키는 유효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적 추론 활동 중심

의 문법 탐구 활동 설계를 통해 학습자가 바로 언어적 실제성 그 자체이며, 이를 통해 학습

자의 언어적 실제를 수업 현상에 통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문법 탐구 활동에서 언어적 

주체는 언어 현상에 대한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으며, 자신을 언어적 주체로 인식하는 학습자들은 또한 언어 현상에 대한 활발

한 해석적 활동에 참여하며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 

 복잡적응계는 프래그머티즘 철학을 전제로 탐구 공동체와 맞닿을 수 있다. 본고가 지향하

는 문법 탐구 학습은 교실에서의 집단성 창발을 통한 지식 구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복잡

적응계’이며, 문법 탐구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를 전제한다.  

탐구 공동체와 복잡적응계의 특질을 통해 ‘문법 탐구 공동체’는 문법의 본질과 문법 학습의 

본질에 다가가는 공동체로서, 문법 현상에 대한 대화로서의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언

어적 주체와 인식적 주체의 합일을 통해 문법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공동체로 개념화하였다. 

 Ⅲ장에서는 S고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우선 복잡계 창발 

사후의 변화적 실체를 파악하는 은유적 관점을 분석 방법으로 제시하고 S고의 복잡적응계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S고의 문법 탐구 공동체는 문법 수업을 전체 복잡적응계로 하며 그 하

위에 분반별 메타행위자, 행위자의 계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체계로 볼 수 있다. 해당 문

법 탐구 공동체가 복잡적응계의 특질을 지니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Ⅱ장에서 탐색한 복잡

적응계의 특질을 중심으로 문법 탐구 학습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행위자 측면에서는 복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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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계의 지향점 공유와 행위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비선형적 상호작용으로는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형성, 학습자 생성 자원의 활발한 순환,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분석

하였다. 다음으로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로는 문법 탐구 활동의 중층적 재귀화 구

조와 문법 탐구 활동과 문법적 성찰의 두 축이 반복적으로 확장되는 프랙털 구조를 고찰하

였다. 복잡적응계의 특질은 동시에 복잡적응계 창발을 가능하게 하는 거시적 학습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수업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수준에서 집단적 창발을 고찰하기 위해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집단적 지성이 창발되었던 기호 분류 활동, 형태소 분석 활동, 단어 만들기 활

동을 대상으로 삼았다. 기호 분류 활동은 ‘언어는 자의적 기호’라는 앎에 도달하기 위해 차

원 확장과 연결을 통해 선택한 초점 사건이었다. 전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기호에 대한 주

목, 기호 분류 기준의 생성과 삼분(三分)이라는 조건은 활동의 복잡도를 증가시키며 혼돈의 

가장자리로 학습자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조별 활동과 분반 활동의 이중적인 구조로 이

루어진 기호 분류 활동은 연구자가 기호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에서 객관적인 지식 즉 기호

학적 지식으로 나아가는 구조적 접속을 유도한 것이었다. 특히 조별로 이루어진 분류 기준 

생성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메타학습자로 거듭난 경우도 있었고 경직되거나 무질서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때 특징적으로 관찰된 것은 기준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해석이 생산

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해 조원들과 상호작용할 때 학습자들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준과 

속성들을 발견하며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별 활동 이후에 이루어진 

분반 활동은 조별 메타학습자의 논의를 정교화하는 한편 다른 메타학습자들의 해석을 접하

면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기호의 복합성에 대한 인

식을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으며 기호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었다.  

 형태소 분석 활동은 4문항으로 이루어진 형태소 분석하기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공동 참

여를 유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유된 이해를 통해 분석의 다양한 관점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한자어 형태소의 분석이나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끊임

없이 제기되면서 지식은 학습자들의 인지 속에 혹은 과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제에 대

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창발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단어 만들기 활동은 초점 사건 자체가 분석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단어 형성법 교육

에 대한 의문에서 창발된 것이다. 생성적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언어적 

맥락들이 활동을 통해 공유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분석적 관점에서 다룰 수 없었던 단

어 형성의 심리적 맥락, 언어 외적 맥락 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생성적 관점과 분석적 관점의 순환적 이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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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은 한 학기 동안의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해 문법에 대한 인식 변화, 문법 학습에 

대한 인식 변화, 문법 학습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겪었다. 다수의 학습자가 문법에 대한 

확장된 사고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문법 학습을 통해 탐구 능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문장 

쓰기와 같은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언어적 주체이자 문법 학습

의 주체로서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는 성찰적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문법 탐구 학습에 대

한 인식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학습의 경험보다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문법 수업에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들이 공동의 논의를 통해 상호작

용하면서 학습자 지식과 문법적 지식의 조우를 경험한 학습자도 있었다.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인식으로는 크게 문법의 본질에 충실한 문법 수업, 수업에 참여할수록 많이 알아가는 

학습 환경, 배운 것이 곧 익힌 것과 관련되는 경험을 고찰할 수 있었다. 문법 탐구 학습은 

문법이라는 가변적 진리를 전제로 문법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습에 적합한 방법이며, 수업을 

통해 문법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공진화하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었다. 학습자들은 스스로 

참여하고 생각함으로써 ‘배운 것이 곧 익힌 것’이 되는 학습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

었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고찰을 바탕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

조화의 실천적 원리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실천적 원리로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해석

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문법적으로 성찰하기’, ‘함께 탐구(exploration)하기’를 제안하였다. 

문법 탐구 학습은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문법 개념과 객관적 

문법 개념이 구조적으로 접속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활동은 학습자의 내재적 

문법 능력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문법의 이유를 탐구하며 언어의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이다. 

교실에서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해 문법 현상의 

의미를 읽어내는 심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는 체계 내의 잉여

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참여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사고 방식을 탐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유된 이해 즉 ‘우리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지식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참여와 대화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맥락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

법적으로 성찰하기’는 언어적 주체와 인식의 주체의 합일을 통한 문법 탐구 공동체와 학습

자의 공진화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법 탐구 활동이 

학습자의 ‘문법적 일상’이 되도록 지속적인 참여과제를 제시하거나 호기심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함께 탐구하기’는 탐구의 즉흥성과 우연성을 수용하고 새로움을 확

장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조화의 실천적 전략으로 행위자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실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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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의도성을 생성하고 ‘꼬리표 달기(tagging)’을 통해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규칙을 인

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복잡적응계에서 교사는 체계의 질서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는 복잡적응계의 동역학을 이해하고 질서를 보는 안목을 키워 교실의 집단성을 

창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사는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 경험의 메타적 인식

이자 해설자이며 리더이자 합성자이며, 반성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수업 구조 설계의 측면에서는 문법 탐구가 비단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자체

가 문법 탐구와 일치하도록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들이 다양한 적합

도 지형 내에서 문법 탐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나 지속적인 

수업의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로는 초점 사건과 제약 

조건의 활성화, 가설적 추론을 통한 해석 활동의 설계를 제안하였다. 초점 사건은 학습자들

의 주의를 이끌어 탐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제로 이때 학습자의 문법적 인식

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약 조건의 활성화는 제한된 가능성 내에서 선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도한 문법 규칙이나 현상을 초점화하되 학습자의 다양한 선택을 통해 관점을 확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설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해석 활동을 통해 학습자

들이 문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생성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합성 있는 지식 구성을 이

루어낼 있도록 해야 함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문법 탐구 수업의 실천 가능성 탐색이라는 날실로서의 문제 인식과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에 대한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씨실로서의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문법 

학습 현상의 구체적 과정과 의미를 실질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문

법 탐구 학습의 실천에서 학습자의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 중심’과 

‘지식 구성’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제안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문법 학

습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적응계의 인식론을 도입하여 문법 수업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

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실천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수주에 걸친 수업 기간과 복잡적응계의 규모상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자기

조직화와 창발, 특질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모든 수업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앞으로 복잡적응계의 렌즈를 통해 문법 수업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보다 정교화되고, 

문법 학습의 본질적 측면과 맞물려 다양한 지점들을 발견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

한 학습자의 가설적 추론 활동의 다양한 수준과 측면을 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들이 이

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교실에서의 문법 탐구 학습이 활성화되어 문법 학습자와 문법 교사의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 확장되고 축적될 때 보다 건강한 문법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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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arning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Nam, Jiae

This study started from the problematic point of discrepancy between the development 

of grammar education research and the practice of grammar instruction. The learning 

experience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in S high school was examined 

qualitatively through the lens of a complex adaptive system based on this disagreement. 

Through this study, I try to establish a cyclical conne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by identifying new possibilities of practical research centering on learners' processes for 

learning grammar.

In order to understand the dynamic and complex aspects of learning phenomena, we 

first examined the epistemological premise of learning in terms of complexity. Through 

this, we newly understood the coherence between subjective knowing and objective 

knowledge in classroom instruction. Next, we tried to make a framework to understand 

the grammatical learning phenomenon in terms of ‘self-organization’, ‘emergence’, 

‘co-evolution’, ‘agent’, ‘nonlinear interaction’, and ‘fractal structures embedded in a 

complex adaptive system’. More specifically, we understood that the conditioning of 

learning and the emergence of complex adaptive systems is a balance between inner 

diversity and inner redundancy, openness and structurality, and creativity and stability.

Inquiry learning inevitably presupposes a community of inquiry; thus, grammar inquiry 

learning i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In order to 

conceptualize the learning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we first examined the 

meaning of the “learner centered” classroom and the concrete meaning of “knowledge 

construction” by exploring the coherence of grammar education research and the 

practice of grammar instruction.

In class, grammar inquiry activities should be part of the learners’ ”perception” and 

interface, in which the learner looks at the world using a grammatical perspective, and, 



- 284 -

at the same time, reflects upon themselves. In this respect, it is suggested that grammar 

inquiry activities should be designed to be activities that can induce the emergence of 

complex adaptive systems through interpretive interactions based on abduction, 

presupposing grammar as narrative knowledge. Through the design of these grammar 

inquiry activities, the linguistic subject and the subject of learning should meet and 

actively aim to construct meaning.

The complex adaptive system and the community of inquiry can be integrated in terms 

of complexity thinking based on pragmatism. By combining the inquiry process of the 

inquiry community with the dynamics of the complex adaptive system, a grammar 

inquiry community as a complex adaptive system can be formed. In this paper,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approaches the essence of grammar and grammatical 

learning. It is a community seeking to be regenerated as a grammatical person in which 

the linguistic subject and the cognitive subject are united through interpretive interaction 

as the dialogue about the grammatical phenomenon.

In Section III, we qualitatively examine the learning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in S high school as a complex adaptive community in terms of 

metaphoric analysis. For the analysis, we created the grammar lesson of S high school, 

including six classes as meta-agents in the whole complex adaptive system. Using the 

teacher, these six grammar classes could generate a flow of grammar learning resource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as active agents, nonlinear 

interactions, and fractal structures embedded in the middle layer, and these features 

show the aspects of the macroscopic learning structure that form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In addition, the emergence of collective learners and self-organization 

were examined in the micro dimension of class. The selected lessons covered semiotic 

classification activity, morphological analysis activity, and a word-making activity, which 

all occurred through complex interactions among learners. The target class was analyzed 

through focus event selection and planning and the enabling of constraints that led to 

learners’ grammar inquiry activities; the emergence and self-organizing patterns in the 

class were then examined.

The semiotic classification activity occurred in a class that examined various processes 

of forming meta-learners and the meaning of bottom-up emergence. Morphological 

analysis activities were able to stimulate a shared understanding of morpheme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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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rs' participation, and new understanding could be formed as the initial raised 

conditions were spread to other classes. The word-making activity was developed for 

teaching word formation in terms of analysis only. This activity was able to integrate 

the learners’ psychological contexts, social contexts, and linguistic authenticity into 

classroom learning. In addition, I was able to examine the improvisation of language 

play, the consideration of the participants, and the dispersion of power.

Next, we examined the change in the learning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This was analyzed by changes in the grammar class, and changes of 

perception about contents and methods of grammar learning. This result shows the 

meaning and possibility of learner-centered grammar inquiry learning.

In Section IV, we discuss the design of a grammar learning environment that promotes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based on the discussion in the 

previous chapter. In order to form a grammar inquiry community, the following 

principles of teaching and learning are suggested: grammatical interpretation, 

participation in interpretive interaction, grammatical reflection, and mutual exploration. 

These should be reinforced by the practical principles of both learners and teachers, 

who are agents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Finally, we propose a teaching/learning strategy to form a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in terms of agents and design of the grammar learning environment, along with 

a grammar inquiry activity.

This paper has significance as a practical study in that it discusses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and its meaning is centered on actual 

grammar-learning phenomena.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reciprocal 

connection betwee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y of grammar education.

Keywords: Learning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Grammar 

Inquiry Learning, Complex Adaptive System, Abduction, Self-organization, 

Emergence of knowledge, Grammatical iInterpretation, Grammatical 

Reflection, Participation in Interpretive Interactions, Exploring Together, 

Learning as Expanding the Space of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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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법교육 연구의 발전과 문법 수업 현상이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데 문제의식을 

지니고, S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의 렌즈를 통해 질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

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론과 실천의 순환적 연결을 도

모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습 현상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성 사고의 관점에서 학습

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를 고찰하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 지식 간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복잡적응계의 특징을 자기조직화와 창발, 공진화, 행위

자, 비선형적 상호작용,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의 측면에서 그 원리를 탐색하고 문

법 학습 현상 분석을 위한 틀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한 학습의 조건

화는 다양성과 잉여성, 개방성과 구조성, 창의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

함을 이해하였다. 탐구는 필연적으로 탐구 공동체를 전제하므로 문법 탐구 학습은 문법 탐

구 공동체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을 개념화하기 위해 우선 문법교

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의 정합성을 탐색하여 ‘학습자 중심’의 의미와 ‘지식 구성’의 구체

적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실제적인 문법 학습이 중심이 되는 문법 수업에서 문

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가 문법적 안목으로 세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는 ‘지

각’이자 인터페이스로 학습자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문법 탐구 활동은 내러티브

적 사고이자 인간의 본질적 사고 양식인 가설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

해 복잡적응계 창발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이러한 문법 탐

구 활동을 설계함으로써 문법 탐구 학습은 언어적 주체와 학습 주체의 합일을 통한 능동적 

의미 구성을 지향할 수 있다. 복잡적응계와 탐구 공동체는 프래그머티즘을 기반으로 한 복

잡성 사고의 관점에서 합일될 수 있으며,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탐구 공동체의 진리 탐구 과정과 복잡적응계의 동역학을 결합하여 문법 

탐구 공동체는 문법의 본질과 문법 학습의 본질에 다가가는 공동체이며, 문법 현상에 대한 

대화로서의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적 주체와 학습의 주체가 합일하는 문법적 인간으

로 거듭남을 추구하는 공동체임을 개념화하였다. 

 Ⅲ장에서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질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은유적 분석의 관점

을 전제하고 6개의 분반을 하위 메타행위자로 포함하는 S고 문법 수업을 전체 복잡적응계로 

상정하였다. 우선 S고의 문법 수업이 복잡적응계로 존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복잡적응

계로서의 특질을 고찰하였다.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학습자, 비선형적 상호작용, 다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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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활용,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를 중심으로 복잡적응계로서의 특질을 확인하였

다. 이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거시적인 학습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두 번째로 수업이라는 

미시적 단위를 중심으로 창발과 자기조직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때 대상 수업은 학습자

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이 일어났던 기호 분류 활동, 형태소 분석 활동, 단어 만들

기 활동으로 선정하였다.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초점 사건의 선택과 기획, 제약 조

건의 활성화를 고찰한 후 실제 수업에서의 창발과 자기조직화 양상을 살폈다. 기호 분류 활

동은 메타학습자 형성의 과정과 상향식 창발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형태소 

분석 활동은 학습자들의 참여를 통해 형태소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활성화할 수 있었으며 

제기된 초기 조건이 다른 분반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 단어 만들

기 활동은 생성의 관점을 분석의 관점에서만 가르치던 것에 의문을 품고 창발된 수업이었다. 

생성 활동을 통해 언어적 주체의 심리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 언어적 실제를 학습 안으로 

통합시킬 수 있었다. 또한 언어 놀이의 즉흥성과 권위의 분산을 체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의 변화를 문법 수업을 통한 변화와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 문법 학습 방법에 대한 인식의 세 측면에서 고찰하여 문법 탐구 학습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Ⅳ장에서는 이론적 탐구와 질적 탐구를 바탕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

경의 구조화에 대해 논하였다.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적 원리로 ‘문법적으로 해

석하기’,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문법적으로 성찰하기’, ‘함께 탐구하기’를 제시하고 

이것이 학습자와 교사의 실천적 원리로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행위자의 역량과 자율성 강화, 수업 구조 설계의 측면,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본고는 문법 수업 실천을 토대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형성과 학습 과정, 학습 경험의 의

미를 논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론적 안목을 지향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과 경험에 대한 실제적 의미에 천착할 때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

업 실천 사이의 상호 순환적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 문법 탐구 학습, 복잡적응계, 가추법, 자기조직화, 

지식의 창발,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문법적으로 성찰하기,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함

께 탐구하기, 가능성의 확장

학  번: 2012-3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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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인식

 학습자들은 문법 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이 질문은 연구의 출발점인 동시

에 연구를 펼쳐 나가는 하나의 맥락이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유의미한 존재론적 

변화를 지향하므로 항상 ‘학습자 중심’이며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 그간의 교육 철학이나 

학습 이론 등의 관점에 따라 ‘학습자’의 존재와 역할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고 해석되었지만 

‘학습자는 무엇을 학습하고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

다.1) 특히 학습을 외부 세계의 객관적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

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본 구성주의 담론, 생태학적 담론, 복잡

성 담론 등은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본질에 더욱 근접한 논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실은 여전히 ‘객관적 지식의 점령 

하에 침묵하는 학습자들로 채워져 있으며’(신명선, 2013: 87-88),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무

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학교의 모든 교실에

는 학습자가 있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어떠한 교육적 변

화가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것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이루어지

는 수업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다시 말

해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한 실

제적 기초 연구가 시급하다.

 실천적 연구의 필요성을 전제로 본고는 연구자가 교사로 참여한 S고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연구자의 양가적 정체성을 서론에 밝히는 것은 

이 연구가 수업하는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상호 교섭하며 존재론적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 15년간 연구자는 문법 교사로서 문법 수업의 실천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그 중심에

는 문법 탐구 학습이 놓여 있었다. 연구자의 대학시절은 ‘문법 탐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당

시는 문법 탐구 학습이 주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계와 현장의 관심이 뜨거웠고 특히 김

광해(1997)의 출판으로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문법교

육 실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던 때였다. 연구자는 학부 첫 강의 수강을 통해 문법이 

1) 언어학, 교육학 등의 패러다임에 따른 문법교육 연구 방향의 흐름에 대한 내용은 구본관
(2009)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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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대학 이전에 배웠던 문

법 지식이 그 자체로서 공고하며 절대적인 지식 체계였다면, 문법 탐구를 통한 문법 현상 

속에는 ‘언중’이라는 역동적 주체의 상호작용과 그 복잡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다.

 교사가 된 후 국어 수업 틈틈이 문법 단원을 다룰 때면 문법 탐구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자는 대학에서 깨달은 문법에 대한 흥미와 놀라움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

록 열심히 과제를 구안하고 실천하였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반 정도의 성공과 실패를 

겪은 것 같다. 즐거운 활동이었지만 다시 개념 설명을 할 때면 학생들은 난해한 표정을 지

었고 교사는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는 초기에 교사

로서의 능력을 반성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이것은 교사 개인의 실천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문법 학습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동안 문법 탐구는 문법교육과정의 핵심적 맥락

으로 편입되었고, 문법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수업 실천에서도 가장 중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법교육 현장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했던 문법 탐구 학습은 정작 현장으로부터의 신랄한 비판을 마주하게 된다. 탐구 과정의 

엄밀함과 학습자 탐구 결과의 불확실성이 비판의 핵심적 맥락이었다. ‘문법 탐구는 모든 문

법 지식에 적용될 수 없다’는 해답 아닌 해명을 두고 더 이상 큰 이견이 없는 듯 보였다. 이

는 문법 탐구 학습 자체가 본질적으로 실천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며, 문법 탐구를 다시 방법론에만 한정하여 바라보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다. 

 한때 혁신적 주장이며 개신이었던 문법 탐구는 이제 문법교육의 ‘일상’이 되었으나 아직 

그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남가영(2008)의 논의는 ‘문법 탐

구 경험’을 하나의 중핵적 문법교육 경험으로 제시하면서 문법 탐구 학습뿐만 아니라 문법 

학습에 대한 본질적인 탐색을 새롭게 촉발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법 탐구 경

험’이 ‘문법을 문법적으로 다루고 동시에 문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이라 할 때 모든 문법 

학습 현상에는 문법 탐구 경험이 필연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다. 문법 탐구 경험은 과제나 

주제에 따라 혹은 시간이나 물리적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학습 

현상이 존재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법 탐구 학습은 학습

자의 문법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유의미한 문법 학습을 포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학습자가 문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 활동을 통해 지식을 검토하고 구성해 가는 과정 자체가 

유의미한 문법 학습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법교육 연구자로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날실로서의 문제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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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문법 학습 현상의 본질로서 문법 탐구 학습의 의미와 경험을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문법 학습 현상을 잘 짜인 하나의 직물이라고 할 때 아무리 촘촘한 날실이라도 

그것만으로는 직조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날실 사이를 관통하며 촘촘한 연결을 만들어 내는 

씨실의 존재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연구의 씨실을 이른바 ‘현장’이라고 불리는 문법 수업 실

천에서 찾고자 하였다. 

  베짜기 작업은 가호 작업을 통하여 도투마리에 걸린 날실 사이로 씨실이 오가며 

천이 짜여지는 것을 말한다(한국문화보호재단, 2001: 367).

 베를 짜기 위해서는 우선 잉앗실 감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날실이 아래위로 오르면서 그 

사이에 씨실이 들어가도록 장치하는 것을 말한다. 문법교육 연구는 잉앗실 감기에 해당하며 

그 결과로 존재하는 결이 문법교육 현상의 날실이다. 문법 수업에서 문법교육 연구의 위상

은 ‘가르칠 내용’을 정련하고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그것을 표상하는 것이다.2) 학습자

가 실제로 학습한 내용은 가르칠 내용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새로

운 것일 수도 있다. 문법 학습 현상이라는 실재는 촘촘하게 걸린 날실 사이를 오고가며 학

습 경험의 씨실들이 교차하여 하나의 직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날실과 씨실

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문법 학습 현상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창발된다. 

 이제까지 잉앗실 감기에 공을 들여왔다면 이제 학습자들의 문법 학습 현상의 결을 더하여 

하나의 직물을 만들어 가는 실천적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교사로서 뿌리 내리

고 있는 씨실로서의 문제 인식이다.3) 본고는 실제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문법 탐구 학습 

현상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학습 경험의 실제를 궁구하고자 한다. 이론적 연구

들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지향해 왔다면 실천적인 연구에서는 ‘누가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는가’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 학습 현상 자체를 관찰

하고 유의미한 패턴에 주목하여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는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고 서로 상호작용할 때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학

습 경험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데 일련의 교육 연구들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4) 

2) 관련하여 학습자의 지식 구성의 조직 양상을 살펴 문법교육 내용 설계의 기초를 다지는 최근
의 연구로 이관희(2015)를 참고할 수 있다. 

3) 여기에는 문법교육을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볼 때 문법 수업이라는 실천적 토대가 매우 빈약
하다는 인식도 포함된다.

4) 김대행(2005)에서도 추상적인 교수・학습 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업에 대한 실천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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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본 연구는 수업에서의 문법 학습 현상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문법 탐

구 수업의 실천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동시에 이론과 실제의 순환적 연결을 회복하고자 한다. 

연구자 또한 교사로서 수년간의 교육 활동에 임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고민할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것은 이론과 실제의 동질성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론과 실제를 ‘동일하게’ 생각한 스스로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

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혹은 ‘무엇을 가르쳤는가’의 문제는 ‘무엇을 학습했는가’와 동일

한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5) 이에 본 연구는 문법 탐구 학습의 수업적 적용이라는 하

향식 관점이 아니라 문법 탐구 학습의 실천을 중심으로 문법 학습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상

향식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6)

문법 학습 현상에 대한 이해는 문법 수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필요로 한다. 연구자는 

실제로 연속적이고 다양한 변인들이 얽혀 있는 수업을 보기 위해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의 렌즈를 만나게 되었다. 복잡적응계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 패러다임은 기존의 객관적 지식과 학습의 고착적인 

전제를 다시금 직시하게 하고, 지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발되며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복잡적응계의 렌즈로 수업을 고찰하는 노력을 시도하면서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은 문법 탐구 공동체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었다. 복잡적응계에

서 학습자는 개인 학습자, 집단적 학습자 등의 여러 수준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수업이라는 

공간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문법 탐구 공동체가 형성될 때 개인 학습자의 성장뿐만 아니

구는 교사의 몫으로 돌릴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교사를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인식
한다. 교사는 수업을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동시에 일종의 실험실이라 볼 수 
있는 수업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수업 현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5) 박인기(2006: 269)에서는 이를 이론과 실제의 정합성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론과 실제
는 1:1의 등치 대응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렴, 우회, 배제, 간접화, 삼투 등의 다양한 회
로를 가지면서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명선(2017) 또한 이론과 실제는 문제적 현상으
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탐구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다.

6) 수업은 단순히 교육 이론의 적용이 아니다. 수업 실천과 교육 이론 연구는 복잡적응계를 이루
는 서로 다른 수준의 차원이며 상호 간의 정합성을 추구하며 함께 진화하는 존재이다. 교육 
활동의 일부로서 수업의 가능성에 대해 쥔켈(Sünkel, 1996: 59-60)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수업은 심지어 교육에서 새로운 과제, 분야,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수업 안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수업을 기회로 하여 교육이 일어나고, 수업을 동기로 하여 그리고 수업과 관련하여 
교육이 일어나며, 끝으로 수업 자체가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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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법 학습 환경의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학습의 실천과 수업 현상 자체에 대한 이론적 안목의 필요성으로부

터 출발한 문제의식은 수업과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의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었다. 

 첫째, S고 문법 수업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본 연구는 S고 문법 수업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이 가능

했던 환경과 조건들을 탐색한다. 문법 수업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 복잡적응계와 탐구 공동

체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법 탐구 학습을 중심으로 학습자와 교

사는 어떠한 학습 환경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어떠한 학습이 이루

어졌는지를 문법 탐구 수업의 구조와 문법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둘째, S고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S고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은 교사의 문법 탐구 학습 설계와 특정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해석적 관점, 언어적 실제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상향식 창발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

므로 이는 이론적으로나 수업 시작 전에 교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학

습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이다. 지금의 교실에서 ‘문법다운 문법 학습’이 이

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은 문법을 통해 학습자들이 어떠한 

가능성을 확장하였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된다. 단지 학습자의 관심과 흥

미를 끄는 일회적인 학습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성찰하는 언어적 주체이자 학습 주

체로서의 학습자의 존재론적 변화를 추동하고 확장하는 문법 학습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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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본고는 문법 탐구 학습을 중심으로 문법교육의 본질에 대한 탐색, 문법 탐구 학습 과정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차원으로 크게 나누어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문법교육 이론에

서 ‘학습자 중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논의들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에 대한 새로

운 관점을 제시하는 생태학적, 복잡성 교육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문법 탐구 학습에 관한 연구

 2.1.1. 문법교육의 본질로서의 문법 탐구 학습에 관한 연구

 김광해(1992, 1995, 1997)에 의해 도입된 문법 탐구 학습은 당시 문법교육의 문제를 근본

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문법은 왜 가르치고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

로 한다. 그는 문법 지식의 해석적 성격과 비법칙성, 선택된 하나의 잠정적 성과물이라는 지

식관의 변화를 전제로 지식 구성 과정으로서의 문법 탐구 학습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이론

은 문법 수업 현장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용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문법교육과 

학습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탐구하는 연구의 방향으로 이어졌다. 

 우선 문법교육 현상의 본질에 대한 천착은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에 영향을 받

은 ‘국어 인식’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김은성, 2005a, 2005b, 2006, 2013; 남가영, 2006, 

2007a, 2007b, 신명선, 2007b, 2013; 최규홍 2009)로 이어진다. 영국에서 촉발된 언어 인식

(Language Awareness)은 기존의 형태적 암기식 문법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점, 언어를 대

상으로 한 메타적인 인식을 통해 문법교육의 독자적 가치를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문법 탐

구 학습을 중심으로 한 당시 ‘국어지식 교육론’과 맥을 같이 한다. 김은성(2005a, 2005b)은 

언어 인식을 중심으로 문법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로 언어적 주체이자 언어 인식의 

주체인 학습자에 주목한다. 특히 김은성(2005a)에서는 국어 인식 활동이 내재적 문법 능력

을 가진 학습자들의 국어 인식을 보다 정교하게 벼리는 작업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문법 

탐구 활동에서 학습자들의 문법적 직관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본고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

다. 김은성(2006)은 국어 인식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지니는 태도를 문법교육의 중요한 경

험으로 보고 이를 촉진하는 문법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논구하고 있는 국

어에 대한 태도, 국어 인식에 대한 태도, 국어 인식 활동에 대한 태도는 본고가 탐색하는 학

습자의 문법 학습 경험을 바라보는 길잡이가 된다. 

 신명선(2007, 2013b)은 ‘언어적 주체’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화시킨 논의들이다.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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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란’ 언어적 현상에 만감하게(sensitivity) 반응하면서 현상의 원인을 탐색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며 자신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이다. 특히 신

명선(2013b)에서는 교육적 인간상으로 언어적 주체를 상정하고 공동체, 인격적 지식, 관계적 

지식을 지향태로 설정한다. 문법 교실의 의미를 실천의 장소로 인식하고 실천적 지식, 인격

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습자의 국어 인식의 과정과 태도, 경험 등을 중심으로 문법 탐구 경험이 문법교육의 중

핵적 내용이라는 남가영(2008)의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다. 현장의 교육 쇄신을 가져오는 하

나의 비전으로 적용된 문법 탐구 학습의 실천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가영(2008)의 연구는 그것이 방법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 그 자체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문법 탐구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촉

발시켰다. 그는 문법 탐구 경험의 구체적인 사고 활동을 보임으로 문법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학습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법 지식과 문법 탐

구 경험의 연계를 통해 문법 교실이 ‘문법 탐구의 경험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

서 문법 수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

 최규홍(2009)은 문법 현상 인식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문법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

다. 문법 현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언어 사용 

주체가 언어 인식의 주체로 변화하며 확장 순환적 문법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에서 유의

미한 논의를 제시한다. 

 2.1.2. 문법 탐구 과정 및 탐구 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문법 탐구 학습 실천을 위한 문법 탐구 과정 자체에 대한 연구도 주목된다. 이들 연구는 

문법 탐구 과정을 문법적 사고의 과정으로 보고 그 사고 유형을 밝히며 ‘문법을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점과 일치한다. 

 이관규(2001)는 기존의 사회과의 탐구 학습 모형을 차용한 김광해(1997)의 모형이 국어교

육에 적용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탐구 학습의 특성을 자발성, 자료성, 논리

성, 과정성, 가설성으로 보고,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토대로 ‘문제 제기 및 가설 설정→자

료 수집 및 분석→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의 절충식 탐구 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때 

‘절충식’이란 의미는 기존의 탐구 모형이 학생들의 발견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서 

교사와 학생의 적절한 역할 분배와 문법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러한 절충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를 ‘가설 설정’의 단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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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과 통하는 면이 있으나, 각 단계의 비율을 20%-40%-40%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학생들의 귀납적 발견 활동을 보다 중요한 탐구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 본고의 가

설 생성 단계는 가설의 생성과 검증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교실의 문법 탐구에서 가설 생성 단계 시 교사와 학생들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통찰력을 제시한다. 

 주세형(2008b)은 숙련자(학자)들의 문법 탐구 방법을 교육 내용화 하여 학습자의 문법 탐

구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론’으로 구축해야 함을 주장한다. 언어 현상을 관찰하는 일종의 ‘철

학’으로서의 ‘포괄적 탐구 방법’과 구체적 문법 현상과 관련된 ‘내용 기반 탐구 방법’으로 구

분하여 문법서들을 탐구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탐구 정신 강조, 언어적 직관의 심화 및 활성

화, 탐구 가능성 모색, 문법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해석 등 학습자의 유의미한 문법 탐구 학습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홍범(2008)은 문법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고등사고력과 탐구학습의 개

념적 유사성을 전제로 탐구학습 과제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탐구학습에 대한 

연구가 현장과 유리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학습자 중심의 ‘가설 평가’ 과정과 심화 탐구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가설 평가 과정은 학습자들이 생성한 가설을 잠정적인 것으로 보고 다

양한 가설들 중 합리적 가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보았다. 가설적 판단 과정으로서의 탐구

의 의미와 학습자의 가설 생성의 의미와 가치를 주장한 관점이 문법 탐구 학습을 바라보는 

본고의 논의와 일치한다. 

 남가영 외(2009)는 문법 교과서의 어휘계량적 접근을 통해 문법 탐구 과정의 세부 구조를 

‘관찰, 분석, 판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발견되는 문법적 사고 활동의 구체

적 목록을 제시하며 문법 탐구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히 ‘탐구’로 생각되던 

문법 활동이 ‘관찰하고 대조하고 분석하고 대치하고 삽입하고 구분하고 가정하고 추측하고 

설명하는’ 구체적 사고 활동의 과정으로 상세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김은성 외(2013)는 문법 탐구는 ‘문법적 사고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어야 하며 

보다 전면적으로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화되는 접근을 필요로 함을 주장한다. 문법 탐

구의 형식과 내용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문법 탐구 과제’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제 올림피아

드 문항을 중심으로 ‘자료의 관찰→규칙의 발견→의문 생성→가설의 생성→가설의 일반화’라

는 과학적 탐구 과정의 절차로 문제가 해결됨을 확인하였다. 문법 탐구 과제 해결에서 발견

되는 문법적 사고는 ‘현상으로서의 언어’를 통해 ‘체계로서의 언어’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으로 

‘귀납적 사고→귀추적 사고→연역적 사고’의 흐름을 갖는 과학적 사고임을 주장하였다. 기존

의 연구에서는 문법 탐구 과정을 귀납적, 연역적 사고 과정으로 보는 데에서 나아가 ‘귀추



- 9 -

적’ 과정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점과 상통한다. 

 최선희(2016)는 교육 현장에서의 문법 탐구 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문법 탐구 

학습 모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문법 탐구 과정의 본질적 특성을 전제로 새로

운 탐구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동일한 연구 맥락을 지닌다. 그는 

문법 탐구 과정에서 귀납적 사고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며 문법 탐구 학습 모형으로 ‘문제 

확인하기→분석하기→판단하기→적용하기’를 제시하였다. 그가 제안한 분석하기 과정은 문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예측하여 모종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잠정적인 해답

과 언어 현상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 설명, 판단을 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본고가 제

시하는 가설적 추론의 단계와 유사하다. 다만 그는 이 과정을 연역적 귀납법으로 보고 있다

는 점이 다르다. 

 김슬기(2016)는 문법 탐구에서 문제 발견 단계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이는 주어진 탐구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탐구적 태도를 기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탐구 질문 작성이 학습

자의 지속가능한 문법 탐구 학습을 추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논의와 일치하는 바가 

있다. 

 조진수 외(2017)는 문법 탐구 구인 설정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탐구

의 단계가 구인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되고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분석을 통

해 ‘문제 발견하기-분석하기-탐구 과정에 대한 초인지적 점검’의 세 요인으로 재편될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가설 설정,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자가 가설적 추론 과정을 가설 생성과 선택을 모두 포함하는 

단계로 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다만 연구자들은 논의를 통해 ‘분석 능력’을 이 단계의 공통 

기저 능력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탐구 과정에 대한 초인지적 점검’의 단계는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반성적 인식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방향과 일치한다.

 정지현 외(2017)는 탐구 학습의 현장화를 목적으로 탐구 주제의 다양화, 탐구 학습 모델 

설계, 자료 준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이다. 앤드류(Andrew, 2006)의 언

어 탐구와 인식(Language Exploration and Awareness: LEA) 접근법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

의 모형[실세계의 언어 현상 관찰→언어 의미, 기능 인식-제시한 질문에 대한 결론 도출]을 

적용하고 기존에 구축된 코퍼스의 언어 자료를 통해 의미 관련 탐구 활동의 대안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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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과정에 관한 연구

 문법 탐구의 실천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과정을 질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과정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는 임영미・오현아(2013), 최은정 외(2014), 문영은 외(2014)가 대표적이다. 

 임영미・오현아(2013)에서는 학습자의 탐구 학습 과정을 관찰하여 탐구 학습 우수 집단과 

미숙 집단 간의 학습 전략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의 실제 탐구 학습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탐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제 전략, 동화 전략, 단순 암기 전략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인정되지만, 논문에서도 그 한계

를 밝혔듯이 일반적인 학습 전략을 연구의 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 

 최은정 외(2014)와 문영은 외(2014)는 동일한 연구 대상7)에 대한 연구 성과이다. 이 두 

연구는 문법 탐구 주체의 사고 활동과 학습자의 내면적 반응 양상을 정치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문법 탐구 학습의 실천적 연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은정 외(2014)에서는 문법 탐구 과제 해결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문제 이해→문제 

분석→문제 해결 및 점검’으로 범주화하고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고행동코드를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문법 탐구 능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크다. PBG 분석 결과 

각 단계에서 활성화된 사고의 양상과 문제 해결의 기여도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

히 집단별로 상이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한 집단에 한해서 문법 

탐구 과제가 변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문법 탐구 학습의 과정에서 문법 탐구 과제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문법 탐구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 변인도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대목

이다. 

 문영은 외(2014)는 동일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탐구 수행 직후 작성한 경험 기술지를 질

적으로 분석하여 탐구 주체의 내면적 반응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문법 탐구 학습자의 유

의미한 반응을 과정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단계 

문제 해결을 통한 몰입의 재미’와 ‘수평적 교수・학습을 통한 지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결과

적 측면에서는 ‘언어에 대한 입체적 인식의 경험’과 ‘잠재 언어 능력 발현에 의한 자신감 고

양’을 읽어 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문법 탐구 학습 경험과 관련한 탐구 주체의 

인지적, 정의적 반응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본고가 탐색하고자 하는 ‘문법 학습 경험’ 분석

7) 연구자들은 A대학교 영재교육원 인문사회영재(중학교 1-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한 탐구 활
동 수행 과정을 공동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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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 연구로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다만 낯선 언어를 대상으로 한 탐구 과제라는 

점, 일회적 수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

을 기반으로 ‘문법 교실에서의 장기적 문법 탐구 수업 경험’을 분석하는 하나의 참고 준거로

서의 전이성을 가진다. 

 문법교육 연구를 하나의 지식 생태계로 본다면 김광해(1992, 1995, 1997)에 의해 주창된 

문법 탐구 학습은 하나의 질서를 이끌어 내는 끌개(attractor)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지식관

의 변화를 전제로 한 문법 탐구 학습은 문법교육의 정당성을 묻는 내외부의 압력에 하나의 

돌파구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주입식 암기 위주의 현장 교육에 문법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비전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뒤이은 국어 인식, 국어 의식과 관련한 연구들의 흐름

으로 이어지면서 문법교육의 독자적 정당성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설계에 기본 토대로 작

용하였다. 한편 문법 탐구 학습의 현장 적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학습 모형의 단

계를 조절하거나 문법 탐구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모색하는 연구들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연

구들은 학습자의 문법 탐구 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상정하므로 ‘문법 학습 과

정’에 대한 연구로 진일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연구자는 문법 탐구 학습이 그간의 ‘문법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의 논의를 전개하는 중추

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이제 ‘문법은 왜 배워야 하는 것인가’, ‘문법 학습의 의미는 무엇인

가’의 문제 즉 학습의 의미로 진화하는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본다. 이처럼 문법 탐구 학

습은 그간의 문법교육 연구들의 하나의 지향점이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일련의 새로운 가

능성들을 지속적으로 산출하는 끌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법 탐구 

학습은 여전히 생명력 있으며 다른 관점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진화하며, 

문법교육 생태계와 공진화하고 있다. 

2.2.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문법교육에 관한 연구

 주세형(2005a)은 통합적 문법교육 내용 설계 원리로 ‘학습자 중심성’, ‘기능 중심성’, ‘통합 

중심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신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교육 내용

8) 끌개(attractor)는 복잡한 혼돈 속에서 안정된 패턴으로 수렴되는 질서라 할 수 있다. 카우프
만(Kauffman, 1995: 328)은 이러한 끌개를 중복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 말하며, 중복성은 구
조적 안정성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계는 필연적으로 끌개로 흘러가는 궤적들을 따라가기 때문
에 소수의 규칙적인 것으로 안착될 수 있다. 문법교육의 정체성 정립에서부터 학습자의 학습 
과정 탐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문법 탐구’의 의미를 궁구하고 있다는 점에
서 문법교육 생태계 내에서 질서를 이끌어 내는 유의미한 끌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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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그는 제1원

리로 학습자 중심성을 제안하며 지식의 수행성 강화, 인식성 강화를 주장한다. 기능 중심성

으로 형식 중심과 기능 중심, 사용역에 따른 교육 내용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합 중심

성으로 ‘분절’과 ‘통합’의 균형을 전제하며 ‘단위와 부문’, ‘의미와 문법’, ‘세계와 문법’의 통

합 방향을 제시한다. 

 이관희(2015)의 논의는 문법교육 내용의 조직과 표상을 위해 학습자의 지식 구성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 문법교육 연구로 의미가 있다.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

으로 탐구를 지식 구성의 과정 자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점과 일치하며 그가 제

안한 교육 내용 조직 및 표상은 문법 수업 설계 시 고려할 만한 유의미한 지점들을 체계적

으로 제시한다. 다만 학습자의 지식 구성 양상이 수업 상황이 아니라 개인적인 학습과 설명

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본고가 지향하는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과 차이가 있다.  

 국어교육에서 생태학적 논의는 이른 시기부터 제시되었다. 박인기(1997, 2003, 2009)에서

는 국어교육학을 하나의 유기체로 비유하여 생태학적 지평을 모색하고, 총체적 인식론, 관계

적 세계관, 탈자기중심적 사고 등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박인기(2003)에서

는 생태론은 ‘복잡성의 원리’ 위에 토대함을 상기하면서 언어 사용 현상의 총체적 생태를 국

어교육의 영역으로 수렴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국어교육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도

(ecological validity)를 고려하여 언어 연구 방법의 다원화 및 연구 변인의 확장 등을 강조하

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 현상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본고의 전제를 뒷받침하

는 논의가 된다. 

 생태학적 담론은 문법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김규훈, 2012, 2014, 2016a; 고희

성, 2016a, 2016b; 김혜숙 외, 2014). 김규훈(2014)에서는 생태학적 국어교육이 인간, 언어, 

환경, 의미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총체성을 지향해야 함을 논의한다. 문법교육은 사

회문화적 소통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다층적인 국어 현상을 담아내고 있는 텍스트 중심 통합 

교육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이에 따라 ‘소통적 문법 능력’을 ‘이해, 탐구, 인

식, 실천’ 능력으로 설정하고 문법교육의 내용을 텍스트 중심으로 범주화하고 이에 적합한 

텍스트 유형화 논리를 마련하였다. 고희성(2016a)은 국어교육의 인식론으로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제시하고 그 구성 범주로 다양성, 호혜성, 적확성, 협력, 존중, 배려를 논하였

다.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 문법의 하위 범주와 

상호문화성의 범주, 문법교육의 범주를 결합하여 기존의 교육 내용에서 보다 풍부한 맥락과 

관점을 읽어 낼 수 있었다. 일련의 연구들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총체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문법교육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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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가르칠 내용’에 머물러 있다.  

 한편으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연구들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거꾸로 

교실(장은주, 2015; 진용성・김병수, 2015; 김규훈, 2016; 김수정, 2017; 김중수, 2017) 등

은 교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련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업 전에 미리 

‘디딤 영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본 수업 시간에는 학습자, 교사 

상호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상호작

용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교육적 변화이다.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실험

군, 대조군을 설정하여 거꾸로 교실의 학습 효과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거

꾸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문법교육에서 제시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언어

적 주체로서의 인식적 확장에 있을 때 그것을 단순한 개념 이해 문제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그 연구 결과에 있어서도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공존하고 있다. 

 거꾸로 교실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이것이 문법 탐구 학습의 초기 실천과 유사한 지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광해(1997)의 탐구학습은 근본적으로 지식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만 대부분 현장 적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 이해, 전달이라는 지식관을 타개

하지 못하고 학습 방법만을 학습자 중심으로 꾸려 나가는 경향이 짙었다. 박형우(2009)에서 

다시 지식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판단한다. 거꾸로 교실이 진정한 

학습 혁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방법만의 변화가 아니라 문법교육의 본질에 대한 인식론

적 전환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여기에도 여전히 문법 탐구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 등의 학습에 대한 근본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 

2.3. 복잡성 교육에 관한 연구

 복잡성 교육 담론은 교육학 연구를 통해 도입되고 전개되고 있다. 유영만(2006a)은 학습

의 과정을 복잡계적 시각에서 창발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복잡계를 구성하는 핵

심 원리를 도출하고 복잡계 진화 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구성하여 제시한다. 복잡계를 구성

하는 핵심 구성 원리를 성인교육학 분야, 일상적 학습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배재학(2009)과 심임섭(2015)은 교육에서의 복잡적응계에 대한 논의를 개진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가치가 있다. 배재학(2009)의 연구가 패러다임의 차원에서 복잡성 이론을 고찰하고 

그 속성과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면 심임섭(2015)은 복잡적응계의 공통적 특징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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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역동적 상호관계와 창발적인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

축하고 실제 수업을 통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천적인 연구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은유적 방법에 국한되었던 교육 연구를 시뮬레이션 모형

으로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실제 수업 분석의 경우 ‘윤리와 생활’의 공개 수업 

1차시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 수업을 복잡성체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

무적이나 복잡성 창발의 조건에 대한 고찰에 그치고 있어 이를 통한 자기조직화나 공진화의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도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수업 분석을 통해 창발되는 학습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연구사적 흐름

에서 본고는 장기간의 수업을 통해 창발되는 문법 학습 현상을 은유적 분석을 통해 구체적

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연구가 복잡적응계와 관련된 보편적인 교육 이론 

제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본고는 문법교육, 문법 수업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의 복잡

적응계를 다룬다. 또한 위의 두 연구가 복잡성 창발의 기제 발견과 그 교육적 함의에 초점

을 맞추었다면, 본고는 문법 지식 구성으로서의 지식의 창발, 자기조직화, 공진화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 교육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담보한다. 

 허영주(2011)는 복잡계 이론의 인식론적 입장과 은유적 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방

법들이 교육 연구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론의 도입을 통해 

복잡하고 역동적인 교육 시스템의 공통된 구조적 유형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학습과정과 의

사결정과정, 정책확산과정의 창발 과정을 이해하고, 복잡하고 가변적인 외부 상황에 높은 적

응력을 지닌 교육 조직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역동적인 교육 현실

을 이해하기 위한 은유 및 분석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심임섭(2016)은 2000년대 이후의 복잡성 교육의 흐름을 고찰하고 있다. 복잡성 사고 훈

련, 수업을 복잡계로 만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 복잡계 리더십, 복잡계 교육 정

책, 거버넌스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복잡계로 바라보도록 돕기 위

한 복잡성 사고 훈련의 방향이나, 간객관적 인식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복잡계로서의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가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고 창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련

의 흐름은 본고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국어교육에서의 복잡성 교육 이론은 김도남(2015, 2016)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독자의 읽기 과정이 정보의 자기조직화를 통한 의미 창발의 과정임을 논의하고 네트워크적 

특성과 자기조직화의 특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는 학습 자체가 복잡적응계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본고는 복잡적응계로서의 수업의 창발성을 인식론적으로 전제하고, 문법 수업의 실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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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은유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학적으로 읽어 내는 연구이다. 복잡성 창발의 공

통된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특정한 맥락, 특정한 수업과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은 무한하다. 그러므로 복잡적응계에 대한 연구는 공통된 질서를 발견하는 것과 아울러 특

정 맥락의 복잡적응계의 구조와 자기조직화의 특별한 창발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방향도 중

요하다. 복잡성은 고정된 하나의 대본으로 제시될 수 없으며 완벽한 포착도 불가능하다

(Davis & Sumara, 2006: 262). 학습이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대한 관찰과 해석적 기술은 하

나의 공고한 진리라기보다는 ‘그럴듯한’, ‘삶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가설적 추론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최선의 가설적 추론을 만드는 것은 맥락과의 적합성을 담보할 때 가능하다

(Pierce, 1958, 김정섭, 2003: 182에서 재인용)”라는 퍼스의 주장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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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과 방법

3.1.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의 적합성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울시에 있

는 S고등학교에서 연구자가 교사로 참여하여 문법 과목 수강 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경험한 

‘문법 탐구 수업’의 경험이다.9) 질적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선정은 연구 주제와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S고등학교의 문법 수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S고등학교의 문법 수업을 선택한 것은 그 수업이 지니는 특수한 맥락에 기인한다. 

우선 영재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국가 교육과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재들의 특성

을 고려하여 학교나 교사가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

반 학교에 비해 대학수학능력과 같은 시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S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

생들이 대학 진학 시에 수시의 과학 특기자 전형에 응시하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안타

까운 현실처럼 수능이 국어 수업을 주도하고 재편하는 경향은 없다. 이 두 가지 특수한 맥

락은 아이러니하게도 ‘국어 수업다운’ 국어 수업10)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 

입시나 평가가 목적이 아닌 교사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다. 특히 S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구성과 이에 따른 평가권의 자율성

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연구자가 실천한 수업은 진도에 따른 강의식 수업이 아

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토의하며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었다.11)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단지 일반 고등학교와는 수업 조건이 극단적으로 

다른 점에서 ‘특수(特殊)’하다기보다는 ‘문법 수업다운 문법 수업’을 실천하는 의미에 ‘특별

(特別)’함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12)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거나 한정된 

9) 한 학기 문법 수업 중 실제 연구 기간은 6주에 해당하지만, 학습자의 경험은 이에 따라 단절
되지 않고 연속적인 성격을 지닌다. 앞선 수업에서의 학습 경험은 학습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존재하므로 ‘한 학기 동안의 학습 경험’이라 칭할 수 있다.

10) 남지애 외(2013: 145-146)에서는 국어과 창의 인성 수업을 성찰하면서 그것의 실체는 정책
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수업이 아니라 바로 ‘국어 수업을 국어과답게 실시하는 것’임을 주
장하고 있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유연한 교실 환경과 다양한 자원 등의 제공과 같은 정책
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목하고 있다.

11) 연구자의 구체적인 수업 경험은 3장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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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예가 아니라 ‘문법 수업을 실천하는 공간’으로서의 특별함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인기(2010: 56)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는데, 그는 영재교육을 홀리즘(Holism)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학습 체험의 개방과 연결이라는 면에서 영재교육과 일반교육의 소통성

이 확장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은성(2016)은 ‘문법 교사’가 제도적, 학문적,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현실에 주목하며 문법 교사들의 문법 수업 실천이 문법교육 내실화의 설득

력 있는 방안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S고등학교의 문법 수업

은 독립된 하나의 교과로 진행되며, 학습자들이 오롯이 문법 수업을 듣기 위해 수강 신청을 

하였고, 스스로 ‘문법 교사’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존재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

다. 이러한 특정한 문법 수업의 경험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실천에 기반한 문법 학습 경

험의 지향점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법교육 실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유의미한 문법 학습을 창발하는 수업의 적합성에 주목하였다. 교사의 수업은 일회성

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는 이전의 수업 경험을 통해 수업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수업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문법 수

업’ 또한 이전의 문법 수업의 경험이 연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적용된 결과이며 동시에 ‘수업

의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문법 수업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13)

연구자는 2015학년도에서부터 문법 탐구 학습을 중심으로 한 문법 과목 수업을 통해 학습

자들의 흥미로운 반응과 학습 성취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당시 학생들은 문법 수업 후기에

서 다음과 같은 학습 경험을 보여 주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문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점도 좋았지만, 수업을 듣고 난 뒤에 문법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주어 좋았다. 

문법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하는지 질문을 가지게 되

12) 사전의 정의에 따라 ‘특수(特殊)’와 ‘특별(特別)’의 섬세한 차이를 포착하면 다음과 같다. ‘특
수(特殊)’는 ‘특별히 다름’의 의미와 함께 ‘어떤 종류 전체에 걸치지 아니하고 부분에 한정됨’, 
‘평균적인 것을 넘음’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특별(特別)’은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의 의미를 
지닌다.  

13) 실제로 연구자는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2017학년도 2학기에도 새로운 학습자들과 문법 수
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년의 학습 경험의 연속선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수업이 보다 정교해지고 발전되어 가는 부분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구성인자들의 개별적 다
양성과 역량, 자율성, 적극적 참여 등이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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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수업을 마칠 때쯤 그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다. 문법이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틀인 동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규칙이고 응용되

는 원리이다. 이것을 잘 모르면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에 있어 다채로운 표

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외울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았지

만, 문법을 단순한 국어 과목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 문법 수업을 

국어 수업인 동시에 철학 수업이었던 것 같다. 평소에 친구들과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 맞춤법을 신경 쓰는 터라 문법 수업에서 나눠주는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많

은 도움을 얻었다. 쉽게 헷갈릴 수 있는 ‘대/데’와 ‘왠/웬’ 그리고 ‘-어지다’라는 표

현이 어색하다는 것 등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알게 되었다. 내년에 후배들이 문법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친구들도 문법이 그

냥 단순하게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기원과 원리를 파

헤쳐 주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 능력을 과시할 때 ‘나는 몇 개 국어를 한다’ 이런 식

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바탕에는 자신의 모국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자신의 

모국어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법 

수업을 통해 나는 내가 ‘우리 한국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

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이지만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사용되고 왜 그렇게 사용되어

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이

유를 굳이 캐묻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왔기 때문에 혹은 그게 익숙하니까라는 말

들로 자신을 속여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과학도의 자세로서 이런 사소한 것에

도 궁금증을 가지고 그 이유를 캐물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문법 수업을 통

해서 깨달았다.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한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변화는 무

엇이며, 수업의 어떠한 요소와 조건들이 그러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수 있었는지를 보다 

통찰력 있게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고의 연구 문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연구 방법과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적합성이다. 수업은 제도적 교육 내

에서 의도적인 기획을 통해 학습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간이며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다.14)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연구에서 현장의 수업은 마치 암흑 상자와 같이 여겨진

다. 국가적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에 이르기까지 수업을 위한 여러 층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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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들이 연구되고 마련되지만 그러한 교육적 기획들이 학습자와 만나 실제 학습 경험

이 구성되는 수업 자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문법 학습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의 수업 참여와 관찰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5년간 국어, 독서, 문학, 작문, 문법 등 대부분의 

국어 과목의 수업을 담당해 왔으며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경험이 있다. 수업에 참여하고 관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과의 라포 형성 및 학습자들

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영달, 2015: 119). 연구자는 다년간의 수업에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영재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수업 적용을 전제로 문법 탐구 학습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이와 더불어 수업에서 문법 탐구 학습이 실천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향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수업의 주체인 학습자와 교사

의 경험을 의미 있는 교육 현상으로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업 연

구의 중요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연구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업은 더 이상 암흑 상자가 

아니라 학습의 ‘블랙박스’이다. 학습자의 학습에 대해 통제 불가능하고, 관찰 불가능하며, 아

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 암흑 상자가 아니라 학습 과정과 경험, 문화들을 담지하고 있는 블

랙박스 말이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는 자동적으로 인지되거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의도적 

기록, 관찰과 주목이 필요하다. 수업은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며, 담을 수 없으며, 기록되

지 않는 것이며, 단편적인 것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의도적으로 수업에 주목하고 생생한 

학습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며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의 블랙박스를 읽어 내고 해석하

는 연구들이 수업 비평, 교실 담화 분석 등의 여러 연구 형태를 통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이러한 수업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수업에 대한 주체들의 반성적 

성찰이다. 수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물론이

며, 외부자의 시선이 아닌 교사로서, 관찰자로서, 연구자로서의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자가 학습자들과 함께 경험한 한 학기 동안의 

‘문법 탐구 수업’ 중 중간고사 이후 6차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15)16)

14) 교실은 하나의 작은 사회로 취급할 수 있는데, 사회 전체의 문화체계로부터 도출되는 하위 
체계로서의 의미와 함께 ‘교수 학습 모형,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 등으로부터 서
로 절충적으로 구성되는 나름의 교실 문화’를 형성한다(조영달, 2015: 27-28).

15) 링컨과 구바(Lincon & Guba, 1983)는 ‘장기적인 관찰은 일정한 범위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찰은 깊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Sullivan, 2013: 98-99). 

16) 강의 기간과 연구 기간이 상이한 것은 IRB 승인 이후의 기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
다.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연구 윤리는 학습자의 수업이 연구에 의해 인위적인 영향을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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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탐구 수업 개관

 문법 탐구 수업과 관련한 교사, 학습자, 수업 주제 등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17)

￭ S고등학교 2016학년도 2학기 문법 수업 개관

① 문법 수업 담당 교사: 연구자(교육경력 15년차, S고등학교 부임 5년차)

② 강의 기간: 2016. 8. 4.~2016. 12. 24. 일주일 2시간 연강, 13차시

    자료 수집 및 연구 기간: 2016. 10. 10.~ 2016. 12. 24. 6차시

③ 문법 과목 분반별 수강 정보

적게 받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실행연구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수업을 실천하고 관찰하며 그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은 단순히 수업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학교 교
육 내에서 평가와도 직결된다. 연구를 위해 새로운 과제를 부가하거나 특정 학생들을 심층 면
담하지 않은 것은 수업이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학습자들에게 학
습과 관련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수업에서 학습자와 교사 간, 학습자와 학습
자 간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기 이전에 연구를 제안하는 것은 수업 자체에 대한 부담을 증가
시킬 수도 있고, 학습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수업을 이루는 조건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7차시 수업 이후에 연구자가 연구의 의의를 소개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였을 때 대부분의 학습자는 이에 흔쾌히 동의하였으며, 수업을 보다 열심
히 들어서 연구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전체 대상
으로 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제한점이 될 수 있으나 이 과정은 문법 탐구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의 학습 경험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학습의 배경지
식이자 경험으로 작용하므로 이후 6차시의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7) 교실 수업을 해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수업 참여자들의 활동 형태, 참여 양식, 학습 과
제, 학생의 인지수준, 학급의 규모와 조직 등이 자세히 전제될 필요가 있다(조영달, 2015: 
35). 다만 서론에서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문법 교과의 규모, 수업 주제 개
요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구체적 수업 맥락과 관련한 교사, 학습자, 수업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분반 1분반 2분반 3분반 4분반 5분반 6분반

분반 

기호18)
C1 C2 C3 C4 C5 C6

수업시간
월3,4

교시

월5,6 

교시

화1,2

교시

화6,7

교시

수1,2 

교시

목3,4 

교시
수

강

생

2학년 6명 5명 5명 5명 3명 7명

3학년 10명 11명 11명 11명 13명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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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법 과목 수업 주제

 언어의 본질과 특성, 단어의 이해, 문장의 표현20) 부분을 다루되 문법 탐구 학습을 중심

으로 교사가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연구 대상은 문장과 표현 이후 언어의 본질과 

특성, 단어의 이해, 품사의 이해 부분이다.21) 

18) 학습자 집단인 문법 분반도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므로 [Class-분반 숫자]로 제시한다. 문법 
6분반은 [C6]으로 나타낸다. S고에서 문법 과목의 ‘분반’은 같은 반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의 
개념이 아니다. 학습자들은 각기 다른 반, 다른 학년으로 구성된, 문법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19) 연구를 위해 학습자들을 분반별로 구분하여 고유한 기호를 부여하였다. 기호는 [학습자
(Student)-분반 내 고유 번호]로 체계화하였다. 예를 들어 1분반의 5번 학습자는 [S1-5]로 표
시한다. 

20) 제시한 분류는 영재교육과정에 의거하여 S고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집필한 ‘문법’ 교재의 단
원명이다. 이 영재교과서 집필 당시 연구자가 전체 체계를 잡고 집필 방향을 설정하는 등 주
된 역할을 맡았었다. 영재교과서 체계는 2007, 2009 개정에 의한 문법 교과서,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단원 체제 등을 참고하였다.  

21) 다만 수업과 학습 경험의 연속선상 언급이 필요한 경우 ‘문장과 표현’ 단원의 학습 과제나 
교사의 경험은 메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총인원 16명 16명 16명 16명 16명 18명

분류 

기호19)

S1-1~

S1-16

S2-1~

S2-16

S3-1~

S3-16

S4-1~

S4-16

S5-1~

S5-16

S6-1~

S6-18

표�Ⅰ-1� 문법�과목�분반별�수강�정보�

단원 주요 학습 내용

문장과 

표현

•어순

•언어의 유형

•한국어의 기본 문형

•문장 다듬기 활동

언어의 

본질과 

•언어 기호의 특성 탐구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 규칙성, 창조성



- 22 -

3.2. 연구 방법

 학습은 본질적으로 학습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질적 연구 또한 구성주의적 관점, 

주관주의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취하는 것은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방법론적 일치성(methodological congruence)을 담보하는 것이다(조영달, 

2015).

 학습 경험은 그 자체가 매우 역동적이고 비선형적인 복잡성 시스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는 점, 이에 따라 학습은 학습자 개인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교사, 학습자 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향식 창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교수에 의해 예측한 대로 실행되지 않으며 오히

려 우발적인 사건이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 수 있다는 점, 특정한 맥락과 얽혀 있다는 점에

서 경험의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관찰, 기술, 해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 적합하다. 

 아이즈너(Eisner, 1998: 352)는 본질적으로 교육 분야의 연구는 다른 분야보다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기 어렵고,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려 있는’ 한정적인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일반화는 철저한 통계 연구이건 사례 연구이건 따르기만 하면 되는 ‘처

방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질적 연구의 결과는 ‘처방전’이 아니라 공유되

고 토론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상호 탐구와 타협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질적 

연구 결과는 독자들에 의해 선택되고 적용되면서 일반화가 가능해진다. 본고는 학습 연구의 

본질적 성격을 전제로 학습의 과정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읽어 내는 수업 비평의 

특성 •언어와 사고, 문화

단어의 

이해

•형태소의 정의 및 형태소의 분석

•합성어, 파생어의 형태소 분석

•파생어의 원형 밝혀 적기와 소리대로 적기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접사의 뜻 구별

품사의 

이해

•품사 설정과 관련된 국어와 영어의 차이

•품사 제정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

•품사의 명칭과 뜻

•각 품사에 대한 이해

표�Ⅰ-2� 문법�과목�수업�주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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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선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 연구자, 교사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수업 비평은 교실 수업을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연구이다.22) 아이즈너(Eisner)

의 ‘교육 비평’과 ‘교육 감식안’23)이라는 개념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수업을 하나의 현상으

로 보고 수업에 작용하는 모든 기제를 메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이정숙, 

2005: 280). 이혁규(2010: 81-83)는 수업 비평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업 현상을 하나의 텍스트로 본다. 

둘째, 수업 비평은 수업 현상 내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수업 비평은 수업 현상을 기술, 분석, 해석, 평가한다. 

넷째, 수업 비평은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글쓰기’이다. 

 수업 비평은 수업을 해석적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의적인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현상 

속에 내재해 있는 요소들의 관계성을 중시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기술, 분석, 해석, 평가하며 

창조적인 글쓰기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며 비판적 대화를 이어가는 활동이다. 

 본고가 연구의 틀로 수업 비평을 선택한 것은 연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론적 통

찰이 반영된 것이다. 질적 글쓰기에서는 연구자의 위치성(positionality)과 상황성

(situatedness)이 드러나기 마련이다(김영천・이동성, 2013: 61). 기존의 교수가 학습자의 외

부자적(externalist) 시각에서 ‘가르칠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었다면 학습은 학습의 주체인 학

습자의 내부자적(internalist) 시각에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

이 필요하다(Olson & Torrance, 1998: 21-22). 교실에서의 학습 경험에서 또 중요한 하나

의 주체는 교사이다.24) 교사는 학습 주체에게 가장 강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구성인자

22) 국어교육에서의 수업 비평과 관련한 연구 성과들로는 이정숙(2005), 심영택(2010), 정재찬
(2010), 엄훈(2012a, 2012b) 등이 있다. 

23) 아이즈너(Eisner, 1998: 109-112)는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복잡하고 미묘한 특징을 섬세하
게 식별하는 능력’을 ‘교육적 감식안’이라 부른다. 교실은 감식안의 가장 복잡한 주제 중 하나
이며, 이에 대한 감식안을 기르는 것은 교수와 학습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에서 무엇이 중요
한지를 아는 관점, 교사-학생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미지 등과 같은 교육적 인식을 확장하
고 교육 경험을 점진적으로 분화시킬 수 있다. 그는 학교 교육에서 (1)의도적 차원, (2)구조적 
차원, (3)교육과정 차원, (4)교육적 차원, (5)평가적 차원이 교육적 감식안으로 다루어야 할 생
태학적 측면이라 주장한다. 

24) 발달생태학에서는 ‘아동-부모’, ‘아동-교사’와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이원적(dyad) 체계를 
생태학적 도식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설정한다(Bronfenbrenner, 1992: 5). 그런 점에서 수
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교사’의 관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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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이자 교실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이고 복잡한 흐름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며 새로운 가능

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집단의식’이자 ‘해설자(commentator)’로 존재한다(Davis et al., 

2000: 280-281). 본고는 수업을 실천한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학습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

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자의 위치와 

상황을 자기반영적 글쓰기(self-reflexive writing)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주재홍・김영천

(2012)에 의하면 자기반영성은 ①연구자 자신에 대한 반성, ②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사회 

구성적 과정 ③연구과정에 대한 솔직한 반성의 기록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을 취할 때 연구를 진행하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교사’와 ‘교

육 연구자’로서의 두 정체성이 보다 면밀히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대화성과 다의성을 추구하는 다성적 글쓰기(multivocal writing)을 지향한

다. 주재홍・김영천(2012)에 의하면 다성성(multivocality)은 한 사회 내에 여러 목소리가 존

재하거나 혹은 한 개인의 목소리가 다중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단일한 이론이나 한 사람의 절대적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과 목

소리를 통해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공유할 수 있다.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업에 참여한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

를 통해 수업 현상과 학습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Ⅱ장에서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탐구를 시도한다. 문

법 탐구 공동체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복잡적응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복잡성 사고의 관점에서 학습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를 확인하며 복잡적응계의 주요 개념과 특질,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한 학습의 

조건화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것은 수업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렌즈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문법 탐구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복잡적응계 창발을 전제로 하므로, 복잡성 사고의 인

식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의 개념화를 모색한다. 문법교육 연구와 문

법 수업 실천의 정합성을 탐색하여 문법 수업의 의미를 고찰하고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활

동 설계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복잡적응계에서 지식은 체계 내의 관계를 통해 창발되

는 것이다. 문법 수업 실천을 위한 문법 탐구 학습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설

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한다.25)

25) 아이즈너(Eisner, 1998: 398)는 질적 연구는 사전에 잘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이 아니
라 사후에 설명하는 작업이라 논한다. 그런 점에서 이론에 대한 초점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드러나고 정교화될 수 있는 것이다. 플릭(Flick, 2009: 96)에서도 질적 연구에서의 이론
적 가정은 연구과정의 흐름 속에서 좁혀지고 수정되면서 더욱 정교해짐을 논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순환적 특성을 전제로 Ⅱ장에서의 논의는 순수한 이론적 탐색이 아닌 연구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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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탐색한 이론적 틀을 참고로 하여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질적으로 고찰하고 해석한다. 이때 ‘사후 관찰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은유적 분석 방법’

을 취한다. 은유적 분석 방법이란 교육 현상을 근접 관찰한 후 기술하면서 행위자의 상호작

용, 자기조직화, 혼돈, 공진화, 창발, 프랙털 등 복잡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적

용하고 기술하는 연구 방법이다(심임섭, 2015: 5).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의 복잡적응계적 

특질을 확인하며 이러한 체계가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본다. 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문법 탐구 학습의 구조를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복잡도 증

가를 통한 집단 지성 창발이 일어난 수업 단위별 고찰을 통해 미시적 탐구 학습의 양상을 

확인한다. 구체적인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와 학습자들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창발의 여러 

장면을 포착하며 수업에서의 학습 과정의 실제와 그 의미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문법 탐

구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기 동안의 문법 탐구 수업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학습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 검증의 삼각화를 꾀하였다.26) 수업 시간의 

학습 대화 녹화, 학습자들의 반성적 저널로서의 글쓰기, 언어비평문, 교사의 수업 구성과 수

업 실천에 관련된 수업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습자들의 반성적 저널 또한 매 수업 

시간 학생들의 자기 학습에 대한 메타적 인식이 담긴 ‘생각쪽지(수업 후기+탐구 질문)’, 최

종 학습 경험에 대한 성찰이 담긴 ‘문법 탐구 학습 경험’으로 자료의 성격을 다양화하였다. 

거치면서 초점화되고 정교화된 논의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6) 설리반(Sullivan, 2009: 100-101)은 매치슨(Mathison, 1988)의 견해를 인용하여 삼각검증의 
진정한 가치는 자료 수집과 문제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실재 세
계를 의미 있게 볼 수 있도록 풍부하고 보다 나은 증거를 제시하는 기술이라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삼각검증은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양한 구성물의 교차점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복잡성 체계 연구를 위해 더욱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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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수업 산출물 자료27) 수업 활동 자료

생각쪽지 6~10 398편
수업 동영상

(학습 대화, 

학습 활동)

6분반  6차시

(100분 수업 기준)

언어비평문

(비평문 계획서 포함)
140편

탐구학습지 및 수업 

안내 자료
8개

학습 PPT 11개
문법 탐구 학습 경험 74편

우리말 산책 24편

표Ⅰ-3� 문법�학습�경험�고찰을�위한�자료�

 수집된 자료는 Nvivo 1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코딩을 통한 의미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

때 개방코딩과 폐쇄코딩을 모두 적용하는 다중 코딩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Ⅱ장에서 논의된 

복잡적응계의 특질을 바탕으로 폐쇄코딩을 실시하여 그 특징적인 구조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문법 탐구 공동체의 구체적인 학습 경험의 양상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자료에 

의한 개방코딩을 1차 코딩으로 삼고, 여기에서 범주 간 유목화를 통해 상위 범주를 도출하

였다. 

 Ⅳ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조화28)의 실천wjr 

원리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조화의 실천적 

원리를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문법적으로 성찰하기’ ‘함께 

탐구(exploration)하기’로 제안하였다. 실천적 전략은 행위자의 역량과 자율성 강화, 수업 구

조 설계의 측면, 문법 탐구 활동 설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본 연구는 문법 학습 현상을 복잡적응계의 렌즈를 통해 새롭게 인식하는 작업이다. 따라

서 이전에 없던 새로움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학습 현상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나, 알고 있었으나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주목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이

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문법교육 연구와의 공통점을 전제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7) 학습자 수업 산출물 자료들은 [학습자-번호]로 기호화하였다. ‘생각쪽지’는 6~10을, 언어비
평문은 11,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은 12의 기호를 부여하였다. 가령 1분반 1번 학습자의 생각쪽
지 6은 [S1-6-6]으로, 문법 탐구 학습 경험 자료는 [S1-1-12]로 나타내었다. 

28) 복잡적응계에서 교수행위는 건축적 의미보다 생물학적인 의미의 구조화하기(structuring)가 
적합하다(Davis, 2004: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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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 고찰을 위한 이론적 탐구

 학습 현상과 학습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질문 즉 ‘학습이란 무엇인

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고에서 상정하는 학습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가 무엇인지를 확

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는 동시에 연구의 전 과정에 걸치는 

인식론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식론이란 세계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하나의 특정한 렌즈이다. 

아무리 복잡하고 역동적인 실체도 2차원만을 인식하는 렌즈를 통해서는 하나의 평면으로만 

관찰될 뿐이다. 그러므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론적 렌즈를 

찾고 연구 과정에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의 실천은 ‘학습자의 유의미한 문법 학습’을 목표로 자기유사성

을 지니고 있지만 그 수준이나 양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문법교육 연구가 문법 교과

의 지식의 구조를 고려한 이상적인 교육 내용 설계를 지향한다면, 문법 수업은 특정한 시공

간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특정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문법 탐구 수업 실천을 위해 수업 대상으로서의 문법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떠한 문

법 학습 활동을 촉진시킬 것인가를 탐색한다. 이는 바로 문법 학습의 인식론적 틀을 탐색하

는 것이다.29) 

 1. 수업 현상을 바라보는 렌즈: 복잡적응계

 20세기 중반 물리학과 생물학의 일부 연구에서 촉발된 복잡성 과학은 인공두뇌학, 정보과

학, 체계이론, 인공지능, 프랙털 기하학, 비선형 동역학 등의 간학문적 연구로 이어졌으며 경

제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는 물론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은 

예술 분야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Davis, 2006; 유영만, 2006; 허영주, 2011). 그러

나 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며, 이는 교육의 공고한 제도적 체계가 고

착화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Davis & Sumara 2006: 231). 

복잡계의 중요한 특징은 학습하는 체계라는 점이다. 학습은 복잡계의 본질적인 언어이며, 

이 점에서 복잡계에 대한 탐색은 학습 현상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측면을 포착하고 이해하는 

29) 조영달(2015: 68)에서는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연구 대상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 성
격에 맞는 연구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논하고 있다. 특히 교
실 수업 연구에서 교육 현상의 성격은 무엇인지, 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연구의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연구 진행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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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1.1. 학습에 대한 복잡성 사고의 기본 관점

 1.1.1. 학습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

 복잡성 사고(complexity thinking)30)란 특정 이론이라기보다는 여러 정합이론들(coherence 

theories)31)을 함께 묶어 놓은 일종의 개념 우산과 같은 것으로 여러 이론 및 초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층적인 교육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다학문적

(transdisciplinary) 접근이 필요하다(Davis et al, 2000: 182-183).32) 

 복잡성 사고의 탐색은 학습에 대한 우리의 암묵적인 편견을 직시할 수 있게 해 준다. 우

리의 교육 연구는 행동주의, 인지주의 담론을 극복하고 구성주의, 생태학적, 복잡성 사고의 

패러다임까지를 넘나들고 있다. 이에 따라 문법교육 연구는 물론 연구자를 비롯한 현장의 

많은 교사들도 학습은 학습자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 공감하며 수업을 준

비하고 실천해 왔다. 그러나 정작 ‘지식을 구성하다’의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질적 천착이 부족했다.33) 또한 학교 현장 자체도 구성주의 교육이나 혁신 교육의 바람이 

30) 관련된 용어로 ‘복잡성 이론(complexity theory)’, ‘복잡성 과학(complexity science)’을 들 수 
있다.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06)에서는 복잡성 과학이 보여 주는 ‘무엇이 존
재하는가’의 사실 추구나, ‘무엇이 존재할 수도 있을까?’라는 해석 탐구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실천 지향적인 것에 초점을 두며 ‘복잡성 사고(complexity thinking)’의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11)에서는 ‘thinking’의 
번역어로 ‘철학’을 사용하고 있으나,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에서는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복잡성 사고’ 용어를 채택한다. 

31) 정합이론(coherence theory)은 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의 대안으로 ‘인간학습에 대
한 몸과 마음, 자아와 타자, 개인과 집단, 인식주체와 지식, 인간과 인간이 아닌 개체 사이의 
근본적 구분’을 거부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구성인자들의 생존과 관련하여 최적이나 효율
성이 아니라 ‘적절성(adequacy)’과 ‘충족성(sufficiency)’의 관점을 취한다. 구성주의, 학습에 대
한 문화비판이론, 생태학적 이론들이 이에 속한다(Davis et al, 2000: 164-180).

32) 본고는 학습의 생물학적 토대, 사회문화적 토대를 동시에 고려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물
학적인 존재이므로 신체적, 물리적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적 행동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그
러나 현대 교육 연구에서는 생물학적인 것이 대체적으로 배제되어 왔다(Davis & Sumara, 
2006: 211).

33) 토비아스와 더피(Tobias & Duffy, 2010)는 구성주의 수업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을 소개하
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교육에서의 구성주의는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구체성의 결여
로 도전과 비판을 받아왔는데, 주로 최소한의 수업 가이던스를 구성주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에
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의 능동성과 ‘지식은 구성된다’는 의미를 모호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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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 있지만 여전히 교수가 학습을 야기한다는 기계적인 가정을 떨치지 못하고 ‘학습 결과’

와 ‘성과 지표’에 따른 의무교육 과정을 따르며 보상과 처벌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

는 모습을 보인다(Davis et al, 2000: 158). 

 이것은 ‘학습’을 이해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된

다. 학습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교육 연구들은 필연적으로 앎, 지각, 인식의 본질에 대

해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습은 세상을 경험하는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Olson & Torrance, 1996: 733).

 이와 관련하여 마뚜라나와 바렐라(Maturana & Varela, 1984: 30-38)는 ‘인식을 인식한

다’는 것은 ‘눈에게 눈 자체를 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어지러운 순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활동임을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그들은 우리의 존재와 행위와 인식이 

언제나 함께 얽혀 있음을 인정하고 ‘함이 곧 앎이며 앎이 곧 함이라’는 탐구의 방향성을 제

시한다. 자신의 세계를 산출하는 인식 또한 생물의 생존을 지속하는 효과적인 행위로 이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교육 현장에 얽혀 있는 학습에 대한 암묵적인 인식론적 전제를 확인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든다.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06: 203)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설명적인
(descriptive) 구성주의 담론을 규범적인(prescriptive) 담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보다 실천지향적인 복잡성 사고를 지향한다. 

형이상학

(합리주의, 경험주의 등)

형이하학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복잡성 과학, 

생태주의 등)

세계관

결정된 것

우주는 이미 완성되었거나 계획된 

것, 이상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이

해

창발되는 것

우주는 다양화되고 변형되면서 펼쳐지는 

것으로 봄

존재론
존재론적 차이에 중점을 둔 이분법

적 논리(잘라내기)

존재론적으로 현상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

는지 분지(bifurcation)의 논리(가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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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스(Davis, 2004)는 복잡성 교육과 생태주의적 교육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과 

교수 행위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와 그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 준다.34) 그는 이

34) 위의 표 내용은 포스넛과 투메이(Fosnot & Twomey, 1996)와 데이비스(Davis, 2004)를 참
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주된 

은유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식견(insight), 명확성

(clarity), 깨우침(enlightenment)

기하학적 이미지: 선형(lines), 구별

되는 구역(distinct regions)

청각적 은유: 목소리(voice), 담론

(discourse), 공명(resonance)

프랙털 이미지: 나무(tree), 그물(webs)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해

이상향을 향해 나가는 발달 과정, 자

연적 발달은 완전함을 향해 나가는 

진보로 이해, 선형적 과정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것, 주체가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창발하는 과정, 생물학적인 

전개

학습에 

대한 이해

학습은 불완전한 아동이 완전한 성

인으로 질서정연하게 나아가도록 계

획하는 것으로 발달 모형과 교육과

정 구조에 공식적으로 적용되어 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적응 

과정

학습자와 학습하는 대상을 분리하지 않으

며 학습자와 상황은 서로 얽혀 있음.

학습은 외부의 것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대부분의 가능성과 경로를 대신

하여 어떤 특별한 가능성을 행하고 택하

는 변형의 과정임.

학습은 축적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회귀

적인 정교한 시행착오의 과정임.

학습은 가능성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 나

가면서 이미 배운 것을 변화시키는 과정

임.

지식 학습을 통해 전달되고 전수되는 것 학습을 통해 구성되는 것

지각
(perception)

에 대한 

관점

흠과 실수를 만드는 통로로, 주체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

주체와 바깥세상을 연결해 주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표�Ⅱ-1� 학습에�대한�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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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흐름을 이분법적(dichotomizaton)이고 선형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선형적이고 계보학적 

사고(bifurcation)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비선형적 가지치기는 복잡성 담론에서 학습 현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론과 관계가 있다. 계보학적 사고는 이분법적 사고(dichotomizaton)

처럼 사물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어 서로 배타적인 범주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양하고 분지를 

통해 사물의 구별이 만들어진 근본적 이유나 근거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두 범주의 차이보다

는 동일함과 공통적 전제를 탐색하는 관점이다. 이는 특히 초학문적인 복잡성 사고의 관점

에서 특정한 학습 현상을 탐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이론들의 공통된 기반과 관계성을 조

망하면서 복잡계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확장적인 안목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형이상학에 기반한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불완전한 아동이 학습을 통해 이상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발달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이에 따라 가르칠 내용은 학생들의 표준화된 발달 과

정에 맞추어 객관적인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으며, 교실에서의 수업은 이러한 지식을 전달하

고 전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정보의 입력에 따른 학습 결과의 산출은 선형적인 

것이며, 학습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형이하학적 담론을 전제로 한 교육에서는 세계란 근본적으로 창발되는 것으로 

학습 또한 끊임없는 적응의 과정으로 본다. 지식은 학습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

서 지식의 대상과 지식의 주체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 세계관에서는 주체는 지각

(perception)을 통해 다른 주체 혹은 다른 사회적 집단들과 접속할 수 있으며, 자기조직화

(self-organization)와 새로운 지식의 창발을 경험할 수 있다. 

 1.1.2. 학습과 객관적 지식의 관계

 복잡성 사고는 집단적인 지식과 개별적인 이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교한 논의를 가능하

게 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Davis & Sumara, 2006: 139). 이는 학습과 

객관적 지식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림�Ⅱ-1� 지식과�인식�행위에�대한�대중적인�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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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은 객관적인 지식(knowledge)과 개별적인 인식 행위(knowing)의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으로 학습을 정보나 지식의 일방적 흐름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이는 

<내적/외적>, <자아/타자>, <개인/집단>, <인식주체/지식>의 이분법적 관점에 토대하고 있으

며 학습은 외부 세계의 지식과 내적 모델을 연결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식은 ‘주입’하

는 것이며 이해는 ‘습득’하는 것이 된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칠 내용’을 정련하고 교수 

방법을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목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 요소들을 조작함으로써 교과

의 지식이 학습자들에게 내면화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때 주된 교수 행위는 지시, 

계획, 예측, 행동관리, 평가 등으로 나타난다(Davis et al., 2000: 154-164). 

 이에 반해 복잡성 사고는 인간의 학습에서 <몸과 마음>, <자아와 타자>, <개인과 집단>, 

<인식주체와 지식>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을 거부하며 ‘내적 정합성(coherence)’을 중심으로 

이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본다.

 복잡성 사고에서는 그림 Ⅱ-2처럼 주관적 이해가 객관적 지식 안에 중층적으로 포개져 

있는 새로운 학습에 대한 은유를 제시한다. 학습은 외부에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의 일방적 

흐름이나 전달이 아니라 서로 함축되어 있는 두 현상이 각각의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항상적

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본다(Davis & Sumara, 2000: 63). 주관적 이해는 객관적 지식

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 둘은 ‘내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상호 간의 관계를 맺으며 존

재한다. 

 이러한 관점은 무엇보다 학습에서 개인과 집단의 양립35)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적 이해

35) 구성주의 담론에서 피아제의 이론은 주관적 이해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비고츠키
의 이론은 객관적 지식 체계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 왔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그림�Ⅱ-2� 지식과�인식�행위에�대한�

복잡성�사고의�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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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한다. 복잡성 사고에서 주관적 이해는 새로운 경험을 통합하고 체화하는 동시에 객

관적 지식 체계 안으로 통합된다. 복잡성 사고는 개인 대 사회라는 이분법을 극복하되 이 

둘을 상이한 과정이 작용하는 복잡성 행위의 두 가지 수준으로 본다. 특히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 지식은 서로 다른 시간 척도를 지니지만 유사한 진화론적 동역학을 따르는 것이다

(Davis & Sumara, 2006: 63). 요컨대 학습은 개인적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

실의 집단성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개인과 집단은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

재하는 상이한 수준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적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교육을 바라보면 정규 교육은 그림 Ⅱ-3과 같이 역동적이고 중층적으로 포개진 수

많은 수준이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데이비스와 심트(Davis & 

Simmmt)는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이해 사이에 교육과정과 교실 통일체를 의미하는 적어도 

두 가지 수준의 복잡성 조직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Davis & Sumara, 2006: 164).36)

많은 연구들이 이 두 이론의 성과를 비교하고 양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두 이론이 
근본적으로 전혀 별개의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다(Davis & Sumara, 2006: 123).

36) 이러한 학습체계는 생태학적 환경(ecological environment)과 유사하다. 브로펜브렌너
(Bronfenbrenner, 1992: 3)는 생태학적인 환경을 위상학적으로 한 가지 구조 안에 다음 구조
가 각각 끼어들어가 있는 동심원적 겹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치 마트료시카와 같
은 러시아 인형 세트처럼 각 구조는 다른 구조 속에 포함되며 전체가 자기유사성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그림�Ⅱ-3� 학교에서�배우는�교과(객관적�지식)의�포개진�

수준(Davis� &� Sumara,� 2006:�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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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지식은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통해 교육 내용화되고 개별 학습자들의 주관적 이

해는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 지성으로 창발되면서 교과 지식의 경계 내에서 이를 지향하며 

보다 발전할 수 있다. 만약 학습에서 객관적 지식을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객

관적 지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자의 주관적 이해만을 강요하는 것은 이러한 중층적으로 포

개진 수준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37) 교실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주관적 이해에 기여

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관적 이해가 어떻게 교육과정 안으로 통합되고 동시에 객관적인 교

과 지식의 틀을 갖추는지, 개인의 이해와 교사의 노력, 교육 내용의 전문화 등이 교과 형성

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Davis & Sumara, 2006: 165).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이해 즉 학습에 대한 관계는 포퍼(Popper, 1972)38)와 그의 이론을 

새롭게 주목한 버라이터와 스카다말리아(Beteiter & Scardamlia, 2011: 671-680)의 논의 또

한 참고할 수 있다. 포퍼(Popper)는 주관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지식을 구분한다. 주관적인 

지식은 유기체적 지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유기체의 성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객관적인 지식은 학술지나 책으로 출판된 이론들과 이론에 대한 논의들 등 

대상화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그는 서로 연관이 있지만 분리된 세 가지 세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를 ‘세계1’로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들의 세계를 ‘세계2’로, 그

리고 책들, 장서들, 컴퓨터의 기억장치들 및 이 같은 종류의 논리적 내용들의 세계

를 ‘세계3’으로 부를 수 있다(Popper, 1972: 118). 

 그의 논의를 교실 학습에 적용하면 교실 학습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세계2에 대한 믿음

을 활성화시키되 세계3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2가 물리적인 세계1만을 확인하고 

언급한다면 단순한 사실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반면에 세계2를 중심으로 각각의 관점만을 

주장한다면 상대주의적 잡담으로 흘러갈 수 있다. 세계2는 세계3의 직관적인 진보의 원천으

로 작용하며, 동시에 세계3은 세계2의 지향점으로 작용한다. 

 버라이터와 스카다말리아(Beteiter & Scardamlia, 2011: 671-680)는 포퍼(Popper)의 스키

마에서 ‘세계 2.5’라는 새로운 범주를 제시하며 그것을 ‘실천에 내재된 지식이라 부른다. 이

37)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객관적 지식을 학습자에게 강요하는 것이었다면, 학습자 
중심을 표방하며 교사의 역할을 최소화하며 학습자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교육은 학습자
들의 주관적 이해만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8) 과학에서 정합이론은 쿤이나 포퍼를 통해 확산되었다(Davis & Sumara, 200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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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개인적인 마음의 세계2로 환원될 수 없으며, 세계3의 일부분도 아니다. 그것은 토론되

고 비교되고 수정될 수 있는 지식이다.

 기존의 교육은 이러한 지식 구성과 학습을 구분하지 않고 주로 세계3의 대상들을 학습의 

최종적인 산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교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교육의 결과로 

담지하게 될 지식과 역량으로서의 세계2 차원의 학습이다. 학습은 학습자의 세계2가 세계3

과의 내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1.2. 복잡적응계의 개념

  1.2.1. 복잡성의 개념

 복잡성 과학에서 ‘복잡하다’의 의미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질서정연한 상황이 복잡함’을 

뜻한다(윤영수・채승병, 2005: 19).39) 즉 복잡함 뒤에 숨어 있는 질서가 복잡성의 정확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우선 ‘복잡성(complexity)’은 ‘복합(complicated)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버

(Weaver, 1948)는 현상의 세 가지 범주로  ‘단순(simple)’, ‘복합’(complicated), ‘복잡

(complex)’을 제시하였다. ‘단순’과 ‘복합’은 기계적인 사건(mechanical events)을 이르는 용

어로 구성 요소들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체계는 기초

적인 요소, 근본 원인, 기본 법칙 등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정확한 규칙에 근거하여 완벽하

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체계는 ‘부분의 예측 가능한 합’의 의미를 지닌다. 서구 근

대 과학에서 주로 다루어 온 문제는 이러한 분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다. 

 이에 반해 ‘복잡계(complex system)’40)는 역동적이고 적응력 있는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

용에 의해 창발되는 체계이다.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매 순간 공동 적응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지닌다. 체계는 예측이 어

려우며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창발(emergence)을 보여 준다(Davis & Sumara, 2008, 

39) ‘complex’의 어원인 라틴어 ‘complexus’는 ‘엮는다(pleko)’와 ‘함께(com-)’가 결합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용
어이다(윤영수・채승병, 2005: 19).

40) 복잡계는 크게 비적응적복잡계와 복잡적응계로 나뉠 수 있다. 전자가 카오스 현상이라 불리
는 비유기적 요소로 구성된 자연계의 체계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인체의 신경계, 경제시스템과 
같이 다수의 행위자가 자율성을 갖고 상호작용하며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특정한 구조와 규
칙을 만들어 나가는 체계를 말한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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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et al., 2000). 

 복잡성의 의미는 전통적 과학과 복잡성 과학의 관점 비교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복

잡성 과학은 서구 과학의 환원주의41)가 해결하지 못한 비선형적이고 창발적인 현상들에 관

심을 갖는다. 이전의 과학이 선형적인 대상을 분석하여 전체를 환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면, 복잡성 과학은 ‘분석에서 종합으로, 쪼개는 과학에서 합치는 과학으로’ 선회한 선두 주자

이다(Holland, 1995: 224). 

 위의 표에서 질서와 무질서를 바라보는 두 관점은 특징적이다. 전통적 과학에서 질서와 

무질서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며, 질서를 지닌 것만이 과학의 대상이었고, 무질서한 것들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복잡성 과학에서는 질서와 무질서는 분리된 것이 아니

라 언제든지 서로의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본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110). 복잡적

응계의 자기조직화는 질서와 무질서 상태의 중간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다(윤영

수・채승병, 2005: 146).

 교실에서의 수업 또한 학습자라는 자율적이고 적응적인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학습하

고 진화한다는 점에서 복잡적응계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다. 이때 수업 현상을 바라보는 관

점은 기존의 선형성, 예측 가능, 분석적, 질서 중심의 관점을 극복하고 비선형성, 예측 불가

능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며 질서와 무질서의 균형과 통합을 지향하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

다. 

41) 환원주의(reductionism)는 구성 요소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그 결과의 종합을 통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부분의 합이 전체와 일치한다는 선형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요소환원주의라고도 부른다(윤영수・채승병, 2005: 543).

전통적 과학 복잡성 과학

평형/균형

선형성

예측 가능

분석적

질서↔무질서

비평형/불균형

비선형성

예측 불가능

통합적

질서-무질서

표�Ⅱ-2� 전통적�과학과�복잡성과학의�비교

(삼성경제연구소,� 199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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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적응의 개념

 학습이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 개인의 행동이나 행동 잠재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할 수 없던 것(not being able to)’에서 ‘할 수 있게 된 것

(being able to)’으로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Olson & Torrance, 1996: 730). 이러한 학

습자의 변화는 적응(adaptation)이라는 생물학적 개념을 통해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학습은 기본적으로 유기체가 환경에 맞춰 자신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또한 환경을 변화시

키는 적응(adaptation)의 과정이다. 피아제(Piaget, 1970: 140)는 인간을 신체적, 생물학적으

로, 인지적으로 발달해 가는 유기체로 보면서 ‘주체란 끊임없이 구성되어 가고 있는 존재’로 

보았다. 피아제(Piaget)가 제시한 적응(adaptation)은 생물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살아 있는 

유기체와 이들이 속한 환경 간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을 통한 인지적 평형화(cognitive equilibration)를 성장의 기제로 보았

다.42) 

 마뚜라나와 바렐라(Maturana & Varela, 1984)는 인간 인지 능력의 생물학적 뿌리와 인

식 행위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토대를 고찰하면서 앎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앎

은 유기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를 산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적인 속성이며 유기체의 구조와 환경과의 끊임없는 재귀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

조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자신을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존재를 자기생성조직

(autopoietische organization)으로 본다. 생물은 조직(organization)의 유일한 산물이 자기 자

신이라는 점, 즉 생성자와 생성물 사이에 구분이 없으며 자기생성개체의 존재와 행위는 나

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모든 인지적 경험은 자신의 생물학적 구조를 바탕

으로 매우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인식자를 전제한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와 인식은 언제나 

함께 얽혀 있으므로 ‘함이 곧 앎이며, 앎이 곧 함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개체의 변화는 

환경의 어떤 상태나 자극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유발’되는 것이며 이때 구조 변화 

유발을 결정하는 것은 섭동작용물의 속성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구조라는 점이다. 즉 학습

42) 동화는 자기 자신의 논리적 구조나 이해력을 토대로 경험을 조직해 가는 과정으로 세상을 
자신의 틀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조절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와 맞지 않는 새로
운 경험이 주어졌을 때 혼란과 불평형의 상태를 거쳐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으로, 자신의 한계
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식과 영역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조절은 반성적이며 통
합적인 행동이며 자신의 자아를 변화시키고 인지적인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평형화는 정적이거나 동화, 갈등, 조절 등이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
다. 그것은 적응과 조직, 성장과 변화에 있어서 마치 춤을 추듯 평형을 이루어 나가는 역동적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Fosnot & Twomey, 1996: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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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습을 촉발하는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학습자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136)에서는 학습은 충분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

해 학습 체계의 내적 관계들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때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학습을 촉발시킨 사건이나 경험이 아닌 학습자 자신이라 말한다. 

 요컨대 학습자는 자신의 구조와 역사를 바탕으로 학습을 통해 매 순간 자신을 새롭게 갱

신하는 적응적 존재이다. 교실에서 학습자는 매 순간 변화하는 과정적 존재이며, 각 학습자

들의 학습 경험은 모두 상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쉽게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학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학습자 자신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중요함을 인식

할 수 있다. 

1.3. 복잡적응계의 특질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는 서로 병렬적으로 행동하는 많은 행위자들로 구성

된 동적 그물망이라는 점에서 ‘복잡’하며, 각 구성 요소들이 동시에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변화한다는 점에서 ‘적응적’인 체계이다(윤영수・채승병, 2005: 165). 

 그간의 복잡성 사고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수많은 복잡적응계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질을 

밝히며 한편으로 복잡계 창발을 위한 내적 외적 조건들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흘러 왔다43). 

복잡적응계의 개념과 정의를 기술하는 여러 논의들은 유사하면서도 연구자들에 따라 세부적

으로 차이가 난다(MacDaniel, 2007: 22; Holland, 1995: 218). 맥다니엘(MacDaniel, 

2007)은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며 복잡적응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간명하게 제

시하고 있다. 

학습하는 다양한 행위자들(diverse agents)이

비선형적 방식(nonlinear ways)으로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함으로써

자기조직화(self-organize)하며

창발된 속성(emergent properties)을 지니며

환경과 함께 공진화(co-evolve)한다. 

43) 산타페 연구소(Santa Fe Institute)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복잡성에 대한 근원적 통합의 비전
을 공유하는 기관이다. 연구소의 미션-진화하는 세상의 복잡성 속에서 질서 찾기(Searching 
for order in the Complexity of Evolving Worlds)-이 말해 주듯 복잡계의 보이지 않는 기제
와 과정을 밝힘으로써 자발적이고 자기조직화하는 전 세계의 동역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
을 전제한다. 산타페 연구소를 중심으로 복잡성 과학이 태동하게 된 필연적이고 우연적인 동
기에 관한 이야기는 월드롭(Waldrop, 1992)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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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계는 간단하게 말해 ‘창발 현상’을 보이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하는 

복잡적응계의 특질은 이러한 ‘창발’이 일어나기 위해 체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볼 수도 

있다.44) 따라서 복잡적응계의 핵심적 특질인 자기조직화와 창발, 공진화에 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행위자, 비선형적 상호작용, 프랙털 구조 등의 특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45)  

 1.3.1.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창발(emergence), 공진화(co-evolve)

 복잡계 이론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워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규칙과 질서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관련이 있다. 복잡적응계에서 질서가 만들어

지는 원리가 바로 자기조직화이기 때문이다. 자기조직화는 외부의 개입 없이 구성 요소 간

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질서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성을 지닌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111).46) 자기조

직화는 창발(emergence)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카우프만(Kauffman, 1995: 49)은 창발의 개

44) 홀랜드(Holland, 1995: 30)는 복잡적응계의 공통적인 네 가지 속성과 세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유일한 기본 요소들이 아니며, 이 7가지 요소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공통 
특성의 목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논한다. 

45) 이때 이 특질들은 본질적으로 함께 얽혀 있는 동시발생적인 것이라 논의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중복이 불가피함을 미리 밝힌다.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06: 146)는 
복잡체계를 분석하는 모든 시도가 작위적일 수밖에 없음을 언급한다. 복잡성 체계의 여러 측
면들은 서로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분석적 시도
는 복잡체계가 여러 측면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들이 ‘복잡 체계의 구조와 
동역학’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46) 새나 물고기들이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 것, 개미 사회가 고도의 규칙과 질서를 갖게 되는 
현상을 자기조직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179)에서는 먹이
를 찾는 개미 비유를 통해 먹이를 발견하는 지식은 개체인 개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미
들의 상황적・분산적 활동 속에 존재함 즉 ‘학습자는 집단’임을 논하고 있다. 복잡성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예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개미들의 움직임은 학습과정에 관한 유용한 분석을 제공한다. 먹이를 찾을 때 개미들의 경
로는 목적이 없고, 불규칙한 것처럼 보인다. 먹이가 발견되었을 때, 개미는 지금까지의 절차를 
무시하고 언덕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의 화학적인 향을 추적한다. 다른 개미들이 함께 참여하면
서 길게 이어지는 열은 점차적으로 거의 직선경로로 반듯하게 펴진다. 개인적・집단적 수준에
서 보이는 인간학습은 또한 이 절차와 비슷하다. 외견상으로 임의적인 공동의 탐구와 함께 시
작되고, 효과적인 틀을 생성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움직임들’을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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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전체는 그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문장으로 나타낸다. 창발은 개별적 구성 요

소가 갖지 못한 특성이나 행동이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전체 구조에서 자발적

으로 출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유영만, 2006a: 35). 

 자기조직화와 관련하여 카우프만(Kauffman, 1995: 53-55)은 이것이 질서와 혼돈 사이의 

균형잡힌 영역을 향해 진화함을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창발은 ‘혼돈의 가장자리

(Edge of Chaos)’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물리학적 비유인 상전이를 빌려 설명한다. 

물이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증기와 같이 각기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복잡

적응계도 경직된 질서의 영역, 가스와 같은 혼돈의 영역, 그리고 질서와 혼돈 사이에 놓인 

일종의 액체의 영역, 즉 상전이가 일어나는 영역 즉 혼돈의 가장자리를 상정한다. ‘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Chaos)’는 질서와 혼돈의 경계로 혼돈으로 와해되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

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구조로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창조적 적응의 지대(Zone of Creative Adaptability)’라 명명하기도 한다

(유영만, 2006a: 62). 학습에서는 혼돈의 가장자리를 넘어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창발(emergence)은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예기치 않은 조직

화 또는 구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자기조직화 과정 중에 참신하고 일관적인 패턴

과 자질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창발은 복잡적응계의 참신함과 놀라움의 핵

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창발은 외부적으로 강요될 수 없으며 상호작용의 과정에

서 내부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연성과 즉흥성을 띤다.

공진화(co-evolve)는 체계 내의 각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동시에 순차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공존공생하는 자기조직화이다. 

하위 체계들이 공진화를 통해 만들어 내는 질서는 상위 체계의 자기조직화 과정이라는 점에

서 본질적으로 공진화도 자기조직화 과정에 속한다(정명호・장승권, 1997, 유영만, 2006a: 

64에서 재인용). 복잡적응계와 환경은 다른 행위자들의 발달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는 공진화(co-evolve)를 거친다. 체계가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를 둘러싼 세상 또한 

변화시킨다. 카우프만(Kauffman, 1993, 1995)은 복잡적응계가 ‘적합도 지형(fitness 

landscapes)’47)에 존재하며 행위자들은 그러한 지역적 정보에 의해 행동하며 지속적으로 적

합 지형에서의 그들의 포지션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지형을 변화시키는 동

47) 적합도 지형이란 생물 개체나 개체군의 적합도 정도를 유전자 배열과 같은 매개 변수의 평
면에서 높이로 나타낸 일종의 곡면 그래프로, 산과 계곡이 있는 지형에 비유되기도 한다
(Kauffman, 199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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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그 지형에 적합한 자신의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개체와 환경의 공진화의 개념은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생태적 지위는 그 종이 어떻게 사는가와 관련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48) 학습 현상에 있어

서 학습자와 학습 환경 간에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적합한 상호작용의 조건들이 바로 생태

적 지위이다. 이는 카우프만(Kauffman)이 말한 ‘적합도 지형’과 유사한 개념이다. 문법 학습

을 통해 학습자들이 언어 현상을 인식하는 문법적 사고와 안목이 정교화될 때 집단적 학습

자로서의 전체 학급도 보다 많은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법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쪽으로 환경이 진화하게 된다. 

 자기조직화와 창발은 복잡성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면서 동시에 까다로운 개념이

다. 창발성이 발생하는 독특한 조건과 기제가 상황마다 극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교육 관

련 자료에서 자기조직화 현상과 관련된 설명적 연구는 거의 없다(Davis & Sumara, 2006: 

148). 본고가 주목하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구체적인 학습 경험은 이러한 자기조직화를 고

찰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장과 변화 과정을 통해 문법 탐구 공동체의 적응과 공진화를 이해

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1.3.2. 행위자(agent)

 복잡적응계는 예외 없이 다양한 형태와 능력을 가진 수많은 활동적인 행위자들로 구성된

다(Holland, 1995: 26). 이러한 행위자의 다양성은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한 자원으로 기능

한다. 특히 행위자들은 상호작용을 거쳐 더 높은 수준의 행위자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를 

메타행위자(meta-agent)라 한다. 

 마뚜라나와 바렐라(Maturana & Varela, 1984)는 메타행위자의 형성이 생물학적으로 구

조 접속을 통한 메타세포체의 생성과 관련됨을 언급한다. 하나의 세포에 있어 다른 세포들

은 상호작용의 여러 원천들 중의 하나로, 기본적으로 환경으로 작용한다. 개체가 환경과 상

호작용을 통해 구조 변화를 주고받으며 상위의 유기적 개체로 도약하는 것이 메타세포체의 

창발이다. 메타세포체는 2차 등급의 자기생성체계라 할 수 있는데 각 세포들을 자기 구조의 

구성 요소로 갖고 있다. 2차 등급의 메타세포체로는 유기체나 콜로니, 사회 등의 조직이 포

48) 타운센드 외(Towbsend et al., 2000: 106)에서는 생태적 지위를 한 개체 혹은 종이 살아가
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원에 대해서 작용하는 내성과 요구를 설명하는 개념이라 논한다. 예를 
들어 온도는 모든 생물의 생장과 생식을 제한하는 하나의 조건이지만, 서로 다른 생물은 서
로 다른 온도범위에 대한 내성을 나타낸다. 온도의 범위는 생물의 생태적 지위에 대한 하나
의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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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사회적 현상은 유기체들이 재귀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각자의 

개체발생을 실현하며 3차 등급의 개체를 이루는 데 참여하는 일과 관련된다. 세포체의 자기

생성조직의 특성과 2차, 3차 등급의 자기생성조직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연속적이고 중층적

으로 포개져 있으며, 자기유사성을 띤다. 

 마뚜라나와 바렐라(Maturana & Varela, 1984)는 메타체계(metasystem)로서의 ‘유기체’와 

‘사회적 체계’의 차이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유기체란 최소의 자율성을 가진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메타체계인 반면 인간사회는 최대의 자율성을 가진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메타

체계이다. 유기체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체의 존재 방식이므로, 유기체는 생존

을 위해 개체들의 개별적 창조성을 제한한다. 즉 개체들이 유기체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적 체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산출한 언어 영역

과 구성원들의 속성의 확장이다. 따라서 사회적 체계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창조성을 넓힌다. 

사회적 체계는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Ⅱ-4� 유기체와�인간�사회의�구성요소들의�자율성�비교

(Maturana� and� Varela,� 1984:� 227)

학습에서는 개인 학습자와 메타행위자로서의 집단 학습자가 서로 중층적으로 포개져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습에서 개인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집단적 학습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집단적 학습자의 창발은 동시에 개인 학습자의 가능성을 넓히는 공진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계가 창발된다는 점에서 개인 행위자들의 능력

(capabilities)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Holland, 1995: 26). 홀랜드(Holland, 1995)는 행위

자의 행동은 규칙들의 집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간주한다. 특히 이러한 수행 체계를 설

명하기 위해 행위자들이 환경에서 오는 정보를 여과하는 일을 <탐지기>에 비유하여 설명한

다. <탐지기>는 말 그대로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성질을 조사하여 그 성질이 있으면 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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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꺼지는 장치이다. 

 이는 학습과 관련하여 ‘탐지자로서의 인간’49)을 상정하는 생태심리학적 관점과 유사하다. 

생태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학습과 관련하여 행위자-환경(agent-environment), 인지-행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인지 즉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는가는 학습자와 구체적인 

환경적 요소들, 특히 행위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제공하는 ‘행동유도성

(affordance)’과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Jonassen et al., 2000: 186-188). ‘행동유도성’50)

은 특정한 목적과 능력을 가진 학습자에게 인지될 수 있는 환경적 속성이라 정의할 수 있는

데 이는 자동적으로 인지되고 행위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지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행동유도성은 쉽게 학습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더 많은 탐구와 실천과 시간을 

요구하기도 한다(Gibson, 2000: 17). 상대적으로 전문가는 더욱 진보된 탐지자로 설명될 수 

있다. 전문가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나 제공되지만 초보자는 쉽게 탐지해 내지 못

하는 행동유도성을 탐지해 낼 수 있다(Jonassen et al., 2000: 193-194). 문법 학습과 관련

하여 교사들은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유도하는 행동유도성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학습자

들이 그것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법 탐구에 적합한 

환경을 구조화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문법 탐구를 유도하는 행동유도성을 인지하고 문법 탐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수업에서도 자료나 활동 그 자체가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고 지식의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학습자는 문법 탐구 학습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동시에 환경을 보다 문법 탐구에 적합한 조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해서는 우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촉발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되는 메타행위자, 메타메타행위자의 창발적 속성을 이해하는 일

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민감하게 탐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것은 학습과 관련된 행동유도성을 발견하며 이를 환경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

하는 작업이 된다.

49)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컴퓨터가 아닌 자동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와 같은 조절 시스
템으로 비유된다. 

50) 깁슨(Gibson, 2000)은 행동유도성은 환경을 사용하기 위한 동물의 능력(capabilities)과 관련
되는 환경으로서의 속성이라 제안한다. 예를 들어 의자는 유연한 몸통과 고관절, 의자의 높이
에 맞춰 구부릴 수 있는 무릎을 가진 생명체에게 앉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
도 행동유도성이 유용한 조건이 되는데 가령 손잡이가 있는 출입문에 ‘미시오’나 ‘당기시오’를 
붙여 행동을 유도하는 것보다 출입문 자체를 밀고 당기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적합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미는 문의 경우 손잡이를 없애고 당기는 문의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은 이러
한 행동유도성을 고려한 것이다(Norma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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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비선형적 상호작용

 선형성은 부분들의 값을 합하면 전체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적응계

의 본질적 핵심은 행위자들의 비선형적 상호작용(nonlinear interaction)에서 포착된다. 비선

형적 관계의 패턴을 찾고 이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력은 출력에 비례하지 않으며 

체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많은 노력이 

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MacDaniel, 2007: 23). 

 홀랜드(Holland, 1995: 46)의 흐름(flow)도 비선형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흐름은 시간에 따른 적응의 변화와 경험의 축적을 반영하는 패턴이라 할 수 있다. 

흐름은 마디와 줄로 이루어진 그물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마디는 처리자 즉 

행위자이며, 줄은 가능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마디들의 연결을 통해 자원이 흘러가며 이때 

행위자가 적응에 성공하였느냐 실패하였는냐에 따라 마디와 줄이 생성되기도 하고 폐기되기

도 한다. 이러한 흐름의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은 승수 효과(mutiplier effect)와 재순환 효과

(recycling effect)이다. 전자는 마디에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투입된 

자원은 마디에서 마디로 옮겨가면서 연쇄적인 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승수 효과는 새

로운 자원의 효과를 평가할 때나 새로운 경로를 통해 자원이 퍼져 나갈 때 중요하다. 후자

는 그물 속에서의 순환 효과라 할 수 있는데, 재순환이 있으면 동일한 초기 투입으로 각 마

디에서 더 많은 자원이 생산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성질이 비선형성을 만들어 내며, 간

단한 예측을 통해 장기적인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Holland, 1995: 46-51). 

 복잡적응계를 유지하거나 계속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피드백 기능이다. 피

드백 고리(feedback loop)는 체계 산출에 참여하고, 그 산출을 다시 투입으로 피드백하는 계

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다(Davis et al., 2000: 329). 피드백은 편차를 상쇄시키는 부정적 

피드백(negative feedback)과 편차를 증폭시키는 긍정적 피드백(positive feedback)으로 나뉜

다. 부정적 피드백(negative feedback)은 기존의 교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피드백으로 주로 

체계의 안정과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긍정적 피드백(positive 

feedback)은 기존 평형 상태의 균형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체계 구조나 기능을 갖

추기 위해 불안정성, 무질서, 불균형, 비평형 상태로 기존 체계를 지속적으로 요동치게 하는 

피드백이다. 자기조직화를 위해서는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의 상호보완적 조정 작용

이 필요하다. 부정적 피드백은 기존 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나 자원을 활용

(exploitation)하는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궤도 이탈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에 역점

을 둘 수 있다. 긍정적 피드백이 체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혼돈의 가장자리에 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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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긍정적 피드백은 체계의 새로운 부분을 탐색(exploration)하거나 미지의 영역을 찾아 

새로운 체계의 진화 과정을 촉진하는 피드백이다(유영만, 2006a: 66-67).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06: 245-251)는 스스로 학습하며 동시에 적응하

는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의 행위에 대해 감응을 줄 수 있어야 함을 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조직적인 구조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향성, 해석, 적

합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통제 권한을 분산시키며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습 현상과 복잡적응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신체적 근접이나 개인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해석적 가능성들의 

병치를 통해 개념적 혼합의 가능성, 생각과 이미지의 교환, 놀라운 조합의 가능성, 창발되는 

해석 등이 복잡성 수업에서 근접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창조성의 의미이다(Davis, 2000:  

320). 또한 축적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이나 간단한 행위보다는 비선형적인 반복 행위에 초점

을 맞추면서 하나의 생각에 대한 연속적인 반복이 가능성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Sullivan, 

2009: 70). 

 1.3.4.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

 복잡적응계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이미지보다는 프랙털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프랙털 

구조는 재귀적 정교화(recursive elaboration), 척도독립성(scale independence), 자기유사성

(self-similarity), 중첩내포성(nestedness)의 특징을 지닌다.

 재귀적 정교화는 새롭게 더해지는 반복 속에서 매번 새로운 수준의 복잡성이 출현하는 것

이다. 이는 자기생성조직의 특성이기도 하다. 자기생성조직은 재귀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

적 변화를 경험하고 수용한다. 척도독립성은 이러한 복잡함의 수준을 표현하는 용어로 그림

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결코 더 복잡해지거나 단순해지지 않는 특질을 의미한다. 항상 

동일한 수준의 디테일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자기유사성의 원리와 연결된다. 

한 부분을 선택하여 확대하면 전체의 모습과 유사성을 지닌다. 중첩내포성은 프랙털 형태가 

다른 수준의 조직 안에 중층적으로 포개진 하위 조직들을 중첩해서 갖는 특징을 의미한다

(Davis & Sumara, 2006: 56). 

 학습체계의 여러 구조들도 중층적 내포성을 지니며 개체들이 체계 내에서 동시적으로 작

동하고 있다. 개인 학습자, 조별 학습자 집단, 학급 전체는 모두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이며 

중층적으로 포개진 구조 속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한다. 메타학습자는 집합체 안의 동기

화된 개체들의 학습을 통해 산출되며 동시에 메타학습자의 행위는 개별 학습자의 학습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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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게 된다(Davis & Sumara, 2006: 326). 자기유사성의 질서 아래 개인은 제한된 기

능만을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질서가 투영된 또 다른 전체라 할 수 있다. 자기유

사성의 형태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과정이 아니라 창조적 모

습을 만들어 내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전체의 모습을 닮은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

어 냄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전체 모습을 다시 창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삼성경제연구

소, 1997: 88-89).

1.4.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한 학습의 조건화

 복잡적응계는 자율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하는 체계이다. 창발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서가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다. 이를 학습에 적

용해 본다면 학습은 정해진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생각되지 

않은 것을 창발하기 위한 ‘가능성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Davis & Sumara, 

2006: 111).

 가능성의 확장은 학습자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모르

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예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에 ‘주목

하게’ 하여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 주

는 것이다(Davis et al., 2000: 55).

 이를 위해서는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들을 집단적 학습자로 만들어 창발 현상을 겪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선 논의에서 학습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닌 학습자

의 구조가 변화하는 문제이며, 학습자 자신의 복잡성 구조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업에서 미리 설정된 학습 목표나 수업 계획의 획일적 실행은 더 이상 타당하

지 않다. 학습에서 가르친 것과 학습한 것은 다르다. 창발은 변화의 과정을 사전 각본에 따

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어진 상황이 만들어가는 흐름을 따라 ‘유영(遊泳)’

할 때(유영만, 2006a: 64) 즉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273-274)는 학습은 결코 교수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에 의해 조건 지워지는

(conditioned) 것이며 교수에 대해 적어도 의존적(dependent)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점

에서 학습은 통제 불가능하지만 학습을 유도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가

장 중요한 관심은 교실 집단성 창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환경과 조건을 학습 공동체

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Davis & Simmt, 200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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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앞에서 논의한 복잡적응계의 일반적 동역학 측면에서 복잡성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교육에서 복잡성 창발을 위한 조건화에 대해 탐색한다. 이

것은 척도독립성을 전제로 거시적 맥락과 교육이라는 특수 분야에 적용된 보다 구체적 맥락

에서의 이해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복잡적응계 이론에서 자기조직화나 창발은 혼돈의 가장자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체계는 필연적으로 복잡성이 높은 방향으로 흘러

가야 한다. 이를 수업에 적용해 본다면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도를 높이는 방

향으로 섭동(pertubation)이 가해지거나 요동(flucturation)이 일어나면51) 혼돈의 가장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임계점을 지나면서 학습혼돈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새로운 질서 상태로 편입

될 수 있다. 

 윤영수・채승병(2005: 186-190)에서는 체계의 복잡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

을 제시한다. 첫째, 열린 체계를 유지하며 외부와 지속적으로 정보와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때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며 전체 체계 내에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구성 요

소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체계를 구성하는 행

위자의 종류는 다양해야 하며 복잡하게 얽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 체계와 구

성 요소들은 공진화해야 한다.52) 넷째, 행위자의 무작위한 일탈을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규

칙이 있어야 한다. 이는 체계의 불확정성을 줄이고 행위자 개개인의 상호작용의 대한 안내

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행위자들이 창발을 통한 질서를 수용하고 유지하는 것도 복잡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중요한데, 이는 적합도 지형(fitness landscape)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적합도가 큰 봉우리

에 자리 잡은 유전자형은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며 반면에 골짜기에 놓인 

유전자형은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 적합도 지형은 안정된 상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단 하나만의 

51) 섭동은 체계 외부에서 가해지는 변동이며 요동은 체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냄비에 담긴 물을 생각할 때 냄비를 손으로 가볍게 건드려 흔드는 것은 섭동에 해
당한다. 반면 열을 가해서 냄비 한쪽에 기포가 생기며 물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것은 요동에 
해당한다(윤영수・채승병, 2005: 110). 교사의 수업 활동은 섭동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학습자
들의 내적 변화는 요동에 해당된다. 

52) 체계의 진화 방향과 행위자의 진화 방향이 적합성(fitness)을 유지할 때 창발할 확률이 높아
진다. 만약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에서 거꾸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처럼 항상 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공진화를 위해 행위자는 체계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윤영수・채승병, 2005: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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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우리를 갖는 적합도 지형에서는 단 하나만의 개체만이 생존할 수 있지만, 수많은 지역적

인 봉우리들이 있는 울퉁불퉁한 적합도 지형에서는 다양한 개체가 공존할 수 있다. 

 이것을 문법 탐구 학습에 비유하여 생각한다면 학습자들이 문법 탐구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문법 탐구에 적합한 사고나 태도나 습관 등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적절한 기회를 문법 수업 안에 마련해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응력 있는 다양한 학습자들을 생각할 때 단일한 기회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

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복잡성 창발을 위한 방안

1. 열린 체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자원, 에너지의 유입과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구성 요소 즉 행위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3. 전체 체계와 행위자들이 공진화할 수 있도록 적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

양한 적합도 지형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체계의 안정성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위해 적절한 규칙을 마련한다.  

 

 데이비스(Davis. 2006)와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는 교육 현상을 중심으로 복잡성 

교육을 논하는 성과들이다. 이 연구들은 복잡성 창발을 위한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초점 사

건(focal event)’, ‘제약 조건의 활성화(enabling constraints)’, ‘내적 다양성(inter diversity)과 

내적 잉여성(inter redundancy)’. ‘탈중심화된 통제(decentralized control)’를 제안한다. 교사

는 복잡성의 맥락 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특징들에 주목할 수 있도록 대상이나 

사건을 잘 선정하고 개발해야 한다. 초점 사건(focal event)은 학습자의 관심을 모으고 집중

시키기 위한 인위적 구조 혹은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가르칠 개

념들을 분절하고 탈맥락화하여 가르쳐 왔다면 복잡성 교육에서는 지식의 생생한 맥락을 제

거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만을 초점화함으로써 그 핵심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학습 환경의 구조화가 필요하다(Davis et al., 2000: 339). 이런 의미에서 초점 사

건은 학습자의 인지적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구체적 활동을 통해 일반적인 탐구로 나아가는 

학습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제약 조건의 활성화는 학습 활동 설계 시 가능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선택적 허용을 부과

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충분한 구조’와 ‘충분한 개방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다. 제약을 통해 대상에 대한 초점화된 주목과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충분한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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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들의 이해와 해석이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다 제약된 범

위에 주목함으로써 다양한 설명과 해석의 문을 열어 주는 과정이다. 이때 과도한 제약은 학

습자들의 자율성과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를 박탈하고 정해진 경로대로만 학습을 강제할 수

도 있으며, 반면에 충분한 제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어떠한 제약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잡성 창발에 기여하지 못한다. 

 내적 다양성과 내적 잉여성은 복잡성 체계의 안정성과 창의성의 균형으로 나타낼 수 있

다. 내적 다양성은 창발을 위한 가능성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집단 내의 충분한 다양성이 

있을 때 복잡성 창발이 가능하다. 집단 내의 다양성은 폭넓게 존재할 수 있지만 기존의 교

실에서는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한 가능성을 억제해 왔다.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합성을 중심으로 한 해석 가능성을 통해 학습자들이 다양한 이해와 관점을 표상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다양성은 체계 내의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감지될 수 있을 때만 유용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기반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적 잉여

성이다. 내적 잉여성은 행위자들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협력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서

로의 결점을 보완하며 체계의 견고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교실 학습자를 집단적 학습

자로 창발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공통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위는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탈중심화된 통제는 학습의 중심이 학습자나 교

사 즉 대상에 있지 않고 아이디어나 이념, 의문, 표상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 등 집단적 가

능성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도 최종적인 권위자나 지도자가 아니라 

지향성, 해석, 적합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에서 복잡성 창발을 위한 조건

1. 초점 사건: 복잡성의 맥락을 제거하지 않은 채 특정한 부분에 대한 의도적 주목을 

통해 핵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의 선택과 개발

2. 제약 조건의 활성화: 가능성의 한계를 정하고 선택을 허용하는 규칙, 대상에 대한 

초점화, 중복성을 기반으로 적절한 다양성들이 분출되도록 하는 것

3. 내적 다양성: 학습자들의 다양한 해석 생성과 수용 

4. 내적 잉여성: 협력과 상호작용을 위한 공통 기반 마련

5. 탈중심화된 통제: 아이디어, 이념, 의문, 해석 등이 중심, 적합성을 중심으로 권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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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관점은 근본적으로 교실 수업의 복잡성을 높이는 방향을 지향한다. 복잡성 창발은 

다양성과 잉여성, 개방성과 구조성, 창의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갖추는 일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잉여성이 체계의 구조적 측면을 안정화하는 방향이라면 다양성의 측면은 체계의 

복잡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상호작용은 공통적 토대를 바탕으로 적절한 다양성들

이 분출되도록 하는 기제이며, 적합도 지형 또한 구조적 안정성과 다양성을 모두 갖출 때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며 동시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공진화를 이룰 수 있다. 교실 수업에서

는 학습자들 사이의 충분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업의 구조나 설계가 필요하

며 지속적인 자원의 유입과 순환을 통해 열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탈중심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관점들이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구조와 조건들은 학습 환경의 설계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Ⅱ-5� 복잡적응계�창발을�위한�학습의�조건

2.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의 개념화 

 앞서 살펴본 복잡적응계로서의 학습의 관점을 문법 수업 실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법교육에서의 문법 학습 현상의 위상과 그 내적 정합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중심’과 ‘지식 

구성’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으며 문법교육 실현을 위한 공진화의 방향을 보다 구체

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의 관계를 고찰하여 

그 정합성을 확인하며,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수업의 가능태로 문법 탐구 공동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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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상을 그려 보고자 한다. 

2.1.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의 정합성 탐색

 문법 탐구 학습이 주창된 이래로 문법 탐구 경험을 문법교육 내용으로, 문법적 사고 과정

으로 체계화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의 문법 

수업은 이러한 변화를 추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반적으로 ‘이론과 실제

의 괴리’라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것은 ‘괴리’가 아니라 ‘거리’라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 간의 정합성(coherence)을 유지하며 발전하는 

관계이지만 그것이 동일한 과정은 아니다. 이는 앞서 복잡적응계에서 학습 즉 주관적 이해

와 객관적 지식이 중층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하며 항상성을 유지하는 관계

와 같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될 때 이론은 실천의 한계를 내포한 불완전한 것이 아니며, 실

천 또한 이론의 적용이나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그것의 실천적 가치를 중심으로 오롯이 설 

수 있다고 본다. 

 2.1.1.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의 관계

 이성영(1998)이 논의한 ‘교육문법의 체제 연구’는 여기서 주목하는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 간의 정합성에 주목하여 교육 방향을 제안한 이른 시기의 통찰로 의미가 있다. 

그의 논의를 복잡성 사고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문법교육과 문법 수업 실천의 정합성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문법 능력 → 학자 → 문법 기술1 (학문 현상)

문법 능력
→

학생
→ 문법 기술3

(학습 현상)
← ← 문법 기술2

표�Ⅱ-3� 문법�학습�현상의�구조(이성영,� 1998)

 

 그는 ‘문법 학습 현상의 구조’를 통해 학문 문법, 교육 문법,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 간

의 정합성을 논의한다. 첫째, 그는 ‘문법 학습을 학습자들이 문법 현상에 대해 자신의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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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성하고 끊임없이 다듬어 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는데, 이는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보다 

합리적인 가설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문법 탐구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설명

은 학문 현상과 학습 현상의 구조적 동일성과 ‘자기유사성’에 주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러한 점에서 문법 기술 1, 2, 3은 각각의 상이한 수준에서 지식을 구성하거나 학습하는 주

체의 문법 현상에 대한 해석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문법 학습 현상의 구조를 ‘문법 기술2→학생→문법능력’과 ‘문법 능력→학생→문법 

기술3’의 순환적 과정으로 본 것은 문법교육에서 교과 지식과 학습 현상이 서로 적응하며 

정합성을 유지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 준다.53) 그가 교육 문법의 차원을 학문의 논리와 교

육의 논리의 유기적 결합으로 본 것, ‘문법 학습 현상’을 교육 문법 체계화와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되 그 차이를 명시한 점에서 ‘자기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중

층적으로 포개진 내포 구조의 도식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그림�Ⅱ-6� ‘문법�학습�현상의�구조’�재도식화

 복잡성 관점에서 중층적으로 포개진 학습 체계는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안으

53) 그는 문법 학습은 순환적인 문법 학습 현상 전체를 대상화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
이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법 능력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문법
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 생
산된 문법에 대한 기술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학습 내용으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인지, 학자
들의 문법 기술과 학생들 스스로 찾아낸 문법 기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그
리고 이를 여러 가지 관련 요소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 모두 문법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이성영, 199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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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름 접히고 밖으로 주름을 펼치며’ 항상적으로 진화하는 맥락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Davis & Sumara, 2006: 167). 이러한 문법교육 연구의 차원과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 차원의 내외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은 각 수준의 동역학을 고려하며 자기조직화와 공

진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그런데 표Ⅱ-3에서 ‘문법 기술2’와 ‘문법 기술3’을 구별하여 제시한 것과는 달리 ‘문법 능

력’과 ‘학생’에 대한 이해는 단일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54) 우선 ‘문법 기술2’와 

‘문법 기술3’과 관련된 학생은 실제성의 차원에서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문법교육이 이상

적이고 평균적인, 추상적 학습자를 상정한다면, 문법 학습 과정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학습자가 핵심적 맥락으로 존재한다. 이론적인 문법교육 연구가 ❶‘문법 기술→학생→문법 

능력’의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성을 지닌다면 문법 수업 실천은 ❷‘문법 능력→학생→문법 

기술’의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성을 전제한다. ❶의 과정이 ‘문법이 교육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

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이라면 ❷의 과정은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학습자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학습 과정

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행위의 문제와 직결된다. ‘문법 능력’ 또한 ❶이 

보다 본질적인 ‘문법 능력’의 규명과 그것의 교육적 입각화에 초점을 둔다면 ❷는 학습자들

의 내재적 문법 능력에서 출발하여 이것이 학습 행위를 통해 어떻게 발현되고 변화될 수 있

는지, 어떻게 ❶의 문법 능력과 통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복잡적응계에서는 축척 증가에 따라 각각의 수준에서 포착할 수 있는 복잡성에 차이가 있

다(삼성경제연구소, 2005).55) 문법 수업 실천의 국면으로 내려갈수록 학습 현상을 둘러싼 복

잡다기한 양상들과 그 관계들이 포착될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이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쉽게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 없으며 ‘지금 여기에서’의 학습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즉흥적이고 상황적인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다. 문법교육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이 전경화되지 못하고 이상적인 수준으로 전제되어 왔다면56) 문법교육 

54) 이는 근본적으로 ‘문법 능력-학생-문법 기술’ 사이에 일어나는 순환적인 과정(이성영, 1998: 
209)을 염두에 둔 도식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가 문법 기술2, 문법 기술3
을 구분한 것처럼 학생과 문법 능력 사이에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55) 이를 지도에 비유해 보면 ❶이 우리나라 전도와 같이 위치와 공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쉬운 
소축적 지도에 해당한다면 ❷는 좁은 지역의 자세한 지리적 속성과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대축척 지도에 해당한다.

56) 가령 최미숙 외(2008: 296)에서 논의하는 문법교육 내용 체계화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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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에서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이며, 자신을 준거로 하여 각기 다른 양상으로 

실현되는 복잡한 현상 자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법교육 연구가 ‘문법 학습의 출발점이자 문법 학습이 지향하는 도달점의 준거라는 점’에

서 ‘교육적 유용성’을 고려하는 것이라면(이성영, 1998), 문법 수업 실천의 국면은 ‘교육적 

유용성’을 지향하며 실제적인 ‘학습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천하며 끊임없이 검토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2.1.2. 문법 수업의 구조와 문법 탐구 활동의 의미 

 본고가 주목하는 문법 탐구 학습은 제도 교육 내 교실 수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문법 

수업은 하나의 현상으로 실존한다. 특정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특정한 참여자가 존재하며, 특

정한 수업 대상이 존재한다. 학습자들은 교사,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저마다의 경험을 바

탕으로 문법에 대한 앎(knowing)57)을 행하며 각자의 맥락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쉽게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 없으며 강제할 수도 없다. 학습자의 자발

적 학습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문법 학습이 일어나는 실천적 공간 내의 

관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문법 수업의 구조와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쥔켈(Sǖnkel, 

1996)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첫째, 교육 내용 체계화 작업은, 교과로서의 문법교육 내용이 실제 국어과 교수・학습으로 
실현되기에 적절한 이상적 조직 방식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교육과정 차원에서 
설계되는 것이다. 

    둘째, 위계성을 고려한 내용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식의 구조를 고려한 내용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문법 영역 독자적인 지식 
체계를 고려한 방향이다. (밑줄 연구자)

    위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문법교육 내용 체계화는 ‘이상적 조직 방식’을 고려한 추상적인 
교육과정 차원의 작업이다. ‘위계성’을 고려하되 이는 ‘지식의 구조’에 따른 것이다. 첫째 조건
에서 ‘실제 교수・학습으로 실현되기에 적절한’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
면 중층적으로 내포된 여러 수준들과의 정합성을 통해 학습자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57) 데이비스 외(Devis et al., 2000: 20)는 ‘앎, 배움, 교수’는 명사구뿐만 아니라 동사구로도 해
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식은 역동적인 과정’이며 대상이라기보다는 활동에 가
깝다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라 논한다. 본 연구에서도 인식과 학습을 ‘세계를 산출하는 역동
적이자 효과적인 행위‘로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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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7� 수업의�근본�구조(Sünkel,� 1996)

 쥔켈(Sünkel, 1996)은 수업을 이루는 근본 구조를 등변의 교수적 삼각형으로 나타내었다. 

수업을 이루는 근본 구조는 수업 대상, 학생, 교사이다. 문법 교실에는 문법 교과와 문법 학

습자, 문법 교사가 존재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문법에 대한 학습 행위는 학습자의 문제이며, 

교사의 모든 관심과 행위는 이러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기서 학습의 대상인 

문법 학습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교사의 과제이다. 가르칠 내용의 설계는 문법 교과의 지

식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수업에서의 ‘학습 가능성’ 맥락에서 해석된 

것이라 볼 수 있다.58) 따라서 수업에서의 구체적인 문법 학습 내용의 설계는 학습자의 학습 

행위에 의해 규정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습 행위는 교사가 강제할 수 없으며, 학습자의 자발적 실천을 전제

로 한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학습 행위에 영향을 주어 

학습을 유도할 수는 있다. 쥔켈(Sünkel)은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을 위한 수업 구체화의 두 

가지 측면을 논한다. 하나는 ‘수업 대상의 구체화’이며 다른 하나는 ‘학습 행위의 조직화’이

다. 문법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학습자의 문법 학습 활동을 조직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연구자의 수업에서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와 학습자의 문법 탐구 활동

의 조직에 해당한다. 

 이론적인 문법교육 연구의 성과들은 문법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며 

표상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향은 ‘교사↔수업 대상’의 과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교사는 문법교육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문법관을 정립하며 학습자들의 문법적 

사고를 촉진하는 학습 내용 설계에 1차적 책임이 있다.59) 그러나 문법 학습 내용의 구체화

58) 쥔켈(Sünkel)은 수업 대상 구체화의 원리는 수업 대상의 구조가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행위
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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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통해서 학습자의 학습을 유도할 수는 없다. 이는 반드시 학습자의 문법 학습 행위를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화는 본질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준거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수업에서 특정한 관심을 가진, 특정한 

행동 성향을 가진 학습자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각기 다른 경험과 능력,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수업 시간에도 매 순간 적응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이다. 수업 환경에서 교사는 이러

한 다양성과 역동성, 예측불가능성들을 수용하며 학습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수업과 수

업 활동을 조직화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법 수업 실천의 방향으로 문법 탐구 활동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

림 Ⅱ-7을 참고할 때 문법 수업은 교사가 설계한 문법 학습을 촉진하는 활동의 구체화와 

학습자의 문법 학습 행위의 조직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남가영(2008)은 ‘문법 탐구 경험’을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문법을 문법답게 다루는 수행의 

경험’으로 의미화한다. ‘문법 탐구 경험’이 문법교육의 중핵적인 경험이자 교육 내용으로 존

재할 때 문법 교실 또한 문법 탐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논한다. 그의 논의가 문법교

육의 본질과 교육 내용 체계화를 지향하는 연구이므로 ‘가르칠 내용’ 대한 상세한 접근이라

면 본고는 이에 대한 정합성을 추구하면서 수업 국면에서 문법 탐구 활동의 구체화와 학습

자의 문법 탐구 학습의 조직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법 탐구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

다. 이때의 문법 탐구 활동은 ‘문법 탐구 경험’이 문법교육의 중핵적 경험인 것처럼 설명 중

심, 탐구 중심, 통합 중심 문법 수업과 같이 하나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제시되는 의미(최

지현 외, 2007)를 넘어 문법적으로 사고하며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문법과 문법 학습

의 본질에 다가가는 학습자의 유의미한 문법 학습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 제시하고

자 한다. ‘함이 곧 앎이며, 앎이 곧 함이다’라는 인식론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문법 탐구 활동

은 구체적인 행위인 동시에 경험이자 하나의 학습 성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간의 문법교육 연구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본질을 탐색했다면 문법 

수업 실천에서는 ‘어떤 문법 학습 활동을 통해 무엇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업에서의 학습은 학습자의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무엇을’은 반드시 ‘어떻게’를 통해 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

의 학습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문법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구안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자기조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습자의 실제 학습을 중심으로 한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활동은 주관적 

59) 문법교육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관련한 유의미한 성과는 심영택(1995, 2004), 정지은
(2007), 이지수(2016a)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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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객관적 지식을 접속시키는 인터페이스로 존재해야 한다. 수업이라는 ‘도관’을 통해 

학습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현상으로서의 문법 탐구 활동 자체가 학습자의 일부가 

되며 문법 현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의 ‘지각60)’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지각된 세계가 확장되며 끝없이 자신의 관점, 위치 및 견해를 

검토하는 과정이 문법 탐구 학습이며 이것은 바로 유의미한 문법 학습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림�Ⅱ-8� 문법�탐구�활동의�의미

이를 위해 문법 탐구 수업은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활동을 유도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문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유도성

(affordance)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문법 학습 가능성을 추동하는 것으로 

본고는 복잡적응계이자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전제로 한 문법 탐구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2.2.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법 탐구 활동 설계의 방향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법 탐구 활동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법과 문법 학

습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이 정립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현장에서 문법 탐구 학습의 실천이 

어려웠던 것은 첫째, 가변적 문법관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가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 둘

째, 문법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식 구성’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지 못한 점 때문이라 

60) 데이비스 외(Daivs et al. 2000: 45-47)는 ‘지각’이란 단순한 정보를 수집하여 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덧대어 현재의 경험을 ‘지각’한다고 주장한다. 눈으로 보는 이미지
도 시각적 자극체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예측되고 지각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각과 개념은 
분리될 수 없으며, 지식이 지각을 형성하며 또한 지각이 지식을 형성한다. 문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가 세상을 인식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하나의 성향이자 관점으로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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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따라서 문법 수업 실천을 위해서 문법관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를 점검하고, 학습

자의 ‘지식 구성’의 의미를 ‘가능성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문법 탐구 활동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2.1. 인식론적 관점: 내러티브적 사고로서의 문법 지식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문법 지식은 인간의 생물학적 토대와 사회문화적 토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온 것이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사고 양식이자 산물이라는 점에서 문법 지식은 본

질적으로 내러티브적 사고와 관련된다. 브루너(1960)는 사고의 두 가지 양식인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를 주창하였다. 패러다임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형식을 갖춘 논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사고 양식이라면 내러티브적 사

고는 ‘그럴듯함(verisimilitude)’, ‘삶유사성(life-likeness)’의 기초 위에서 그 적절성을 판단하

는 사고 양식이다. 패러다임 사고와 내러티브 사고의 차이에 관해서는 한승희(2005: 42)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물리적 세계의 사물을 다루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세계의 문제를 다루

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전자는 패러다임적 사고 또는 논리, 과학적 사고로 후자

는 이른바 내러티브 사고로 알려져 왔다.(중략) 전자가 신념, 욕망, 의지 등 인간의 

의도적 상태와 무관한 불변의 세계를 다룬다면, 후자는 독자의 관점에 따라 변화하

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를 다룬다. 전자가 사물과 사건들의 불변성에 연관된 존재의 

세계를 설명하려 한다면 후자는 삶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인간적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진위 검증을 요구하는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옳다고 느끼거나 있음직한 어떤 

관점과 부합되는 설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자가 주체의 바깥 세계를 지향한다면 

후자는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추구한다.”(밑줄 연구자)

 그에 의하면 내러티브적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인간적 세계를’ ‘있음직한 어떤 관점과 부

합하는 설명’을 통해 이해하는 과정이며,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입장을 추구하는’ 사고 

양식이다. 이런 점에서 내러티브적 사고는 인간 행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단순히 

조명하는 것을 넘어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를 구성하도록 해석하는 체계라 볼 수 있다(한승

희, 2005). 근대 과학과 인식론의 영향으로 교육에서는 주로 패러다임적 사고가 주목을 받아

왔지만 인간과 삶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내러티브적 사고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



- 59 -

고 있다.61) 

 문법교육에서 이러한 주목은 김광해(1995)에서 선구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는 문법 탐

구 학습을 주창하면서 문법 지식은 자연과학과 구분되는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

이며 문법 지식의 해석적 성격과 비법칙성, 선택된 하나의 잠정적 성과물이라는 관점을 전

제하고 있다. 현재 학교문법 책에 실려 있는 문법 지식들도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문법적 

해석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라 볼 수 있다. 최근 제민경(2015), 이관희(2015)에서도 문법 개

념의 내러티브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언어를 창조하고 운용하

는 주체라는 점에서 문법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문법 학습과 관련하여 일상적 사고로서의 내러티브적 사고에 보다 초점을 맞

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내러티브적 사고는 이야기를 만드는 마음의 인지적 작용이다. 자신과 

익숙한 상황을 믿으려 하거나 그럴듯한 설명을 창출하는 일상적 사고에 속하는 것이다

(Kuhn, 1992, Rozenblit & Keil, 2002, 이선경, 2005: 47-51에서 재인용). 과학적 사고가 

형식적이며 엄격한 추론에 의해 검증 가능한 세계를 다룬다면, 내러티브적 사고는 논리적 

추론보다 직관이나 체험을 통한 절차가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이다. 이때 주체 혹은 공동체

가 공유하는 배경지식이 추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선경, 2015:  47-51). 

 문법 지식이 본질적으로 내러티브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면 문법 학습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고 양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문법 교실은 객관적 지식을 ‘이해’하고 ‘습

득’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왔으므로 학습자의 직관이나 배경지식은 불완전하고 교정되어야 할 

오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권재술 외(2000)(이선경, 2015: 20에서 재인용)에서는 객관 개념

(concept)과 주관 개념(concepton)을 구분한다. 객관 개념이 공인된 속성을 의미한다면 주관 

개념은 사람의 인지 구조 속에 있는 표상을 의미한다. 형태소에 대한 객관 개념은 문법학이

나 문법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이라면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형태소에 대한 개념은 주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전자와 달리 구체적이고 개인 특유의 경험적 사례, 감정 

등의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다. 문법 교실에서는 이러한 주관 개념이 내러티브적 사고 양식

을 통해 활성화되고 객관 개념과의 정합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수정되고 정교화되고 확장

61) 강현석 외(2007)에서는 그간의 사고교육에서 패러다임 사고에 대한 강조가 편향적으로 이루
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 사고 양식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러티브적 사
고가 필요함을 논하고 있다. 그들은 사고교육의 문제점으로 합리주의적 패러다임, 분석적 사
고의 치중, 지식의 본질에 대한 편협성, 일반 사고력과 영역 특수적 사고력의 이원론, 상상력
의 부재를 제시한다. 또한 내러티브적 사고 교육을 통해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실재
의 구성, 협동학습의 중요성, 줄거리 생성 능력과 가설 생성 능력의 강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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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럴듯함’을 추구하는 일상적 추론이며 이것이 바로 

본고가 주목하는 가설적 추론(abduction)과 연결되는 지점이다62). 브루너는 내러티브적 사고

의 핵심은 바로 ‘가설 생성’적 사고에 있음을 논하며, 의미는 사건과 사건의 결합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내러티브적 사고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판

단력’의 특성과 연결될 수 있다(최인자, 2004: 476).

 또한 내러티브적 사고를 통해 언어적 주체이며 동시에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들의 능동적 

역동적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주목할 수 있다. 오크셔트(Oakeshott, 1975, 김만

희・김범기, 2002: 857에서 재인용)는 내러티브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쌓고 자신의 

세계를 편집하는 저자의 위치에 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습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내러티

브적 사고를 통해 부분적 지식과 경험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미 구

성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내러티브적 사고로서의 문법 지식에 대한 학습은 언어와 인간에 대한 관계적, 총체적 이

해뿐만 아니라 언어적 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이며 동시에 학습 과정에서 인식의 주체

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다. 문법 학습에서 학습자는 언어적 주체인 동시에 학습

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여야 한다. 

62) 한승희(2005: 55)는 과학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가 가설적 추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설적 추론이 인간 사고의 본질적 모습’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논한다. 

그림�Ⅱ-9� 내러티브적�사고로서의�문법�지식과�문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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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 방향: 가설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해석적 상호작용

 문법 탐구는 문법 교과의 중핵적 교육 경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

에서의 문법 탐구 학습 실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끊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본고는 이

러한 문제가 실천적 맥락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진단한다.63) 학습자의 지식 구성으로 연결되

는 문법 탐구 활동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문법 탐구 학습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1) 가설 생성과 선택의 통합 과정으로서의 가추법

 문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가 문법적으로 사고하는 행위이자 과정이다. 교사는 이러한 학습

자의 문법적 사고 과정을 고려하고 각 단계를 순차화하여 문법 탐구 활동으로 제시해야 한

다. 김광해(1995)는 탐구 학습을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의 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지식의 발견’ 과정은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학문적 체계로서의 문법 지식’을 확정적으로 

‘도출’해 내거나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광해(1997) 이래로 문법 탐구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고 과정과 절차를 논의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문법 탐구 학습에서의 ‘지식의 구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김광해(1997)에서 제안한 모형의 

단계를 조장하되 각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이나 수행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구체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특기할 만하게 가설 검증의 과정으로 귀납적 과정

을 중시하거나(최선희 2016)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을 ‘분석’ 과정에 포함하는 연구들이 많

다(남가영 외, 2009; 최은정 외, 2014; 조진수 외, 2017; 최선희, 2016). 

반면 이관규(2001)에서는 여러 가지의 탐구 모형을 ‘가설 설정’의 여부에 따라 나누고 있는

데, 가설 설정이 단계로 포함된 모형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학습자의 적극적 의지를 강조하

는 동시에 이 과정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체계적, 

집중적인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논한다. 김홍범(2008)에서도 ‘가설 평가’ 과정을 제

63) 주세형(2008a)에서는 탐구 학습에 대한 비판은 탐구 학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탐구 학습 
모형 이후에 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기법’, ‘수업 전략’ 차원의 연구가 
후행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한다. 김은성(2013: 46)에서도 문법 탐구 학습의 문
제는 ‘문법을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한, 이론의 문제라 주목한다. 본
고는 이러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수업에서의 실천적 측면 또한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해야 한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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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실제 문법 탐구 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이 생성한 잠정적 성격의 다양한 가설들 중에서 

합리적 가설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은성 외(2013)에서는 귀추적 사고 과정

을 제시하여 ‘가설 생성’의 과정을 ‘의문 상황 분석, 가설 형성, 반례를 통한 가설의 검증, 

반례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의 재형성’으로 매우 세분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최은정 외(2014)

에서 분석한 문법 탐구 활동의 PBG(문제 행동 도표)에서 가설 수렴과 가설 수정의 과정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가설 생성, 검증 과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퍼스(Pierce)와 포퍼(Popper)는 새로운 지식 생산의 

과정에서 가설 생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두 입장은 또한 가설 생성 과정이 관찰과 

분석에 선행하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포퍼(Popper, 1972)에서는 하나의 

가설은 항상 관찰에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가설을 등대로 비유하며 모든 관찰에는 특

정한 문제의식, 즉 가설이 선행하며, 우리의 관찰은 언제나 선택적이라 논한다. 이는 김광해

(1997)에서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의 과정을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통어하는 것이나 

앞서 이관규(2001)에서 가설 설정의 단계를 분석의 활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 논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설 생성을 바라보는 두 학자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포

퍼의 경우 가설 생성은 통찰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비논리적 과정이며 가설 검증은 연역법을 

통한 논리적 과정으로 본다. 반면 퍼스는 가설 생성의 과정 자체가 통찰이나 직관에 의존하

는 면이 많지만 막연히 발생하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 요소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논리적 관계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과정이며, 최선의 가설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논

리적 과정이라 주장한다. 포퍼의 주장이 가설 연역법이라면 퍼스의 주장은 가추법과 연결된

다. 가설 연역법은 가설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 기존의 가설을 폐

기하고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즉 이전 가설의 실패를 이용한다. 반

면에 가추법에서는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을 통합하며 이전 가설의 성공한 부분을 활용한다. 

가추법에서는 사람들이 가설을 생성할 때 가능한 최선의 가설을 생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

설 선택과 검증의 과정이 통합될 수 있다(김정섭, 2003: 1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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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연역법 가추법

•가설 생성과 가설 검증 과정 분리

•가설 생성은 통찰과 직관에 의한 

비논리적 과정

•가설 검증은 연역법을 통함

•시행착오의 과정, 이전 가설의 실

패를 이용

•가설 생성과 가설 선택 과정의 통

합

•이전 가설의 성공을 이용, 새로운 

것들을 통합하며 발전

•최선의 가설을 생성하고 선택하는 

과정

⇧ ⇧ ⇧

공통점

•지식 생산의 과정에서 가설 생성의 중요성을 주장함

•가설은 관찰과 분석에 선행하는 맥락을 제공함

표�Ⅱ-4� 가설�연역법과�가추법의�비교

 

 논의를 종합할 때 지금까지의 문법 탐구 학습에서의 가설 생성과 검증 과정은 ‘가설 연역

법’의 관점에서 시행되어 온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가설은 항상 반증가능성의 

오류를 포함한 것이며, 이것은 연역적 과정을 거쳐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왔다. 가설 

생성과 가설 검증의 과정이 각각 분리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가설 생성보다 연역적 과정을 

통한 가설 검증을 더욱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 볼 수 있다. 본고는 문법 탐구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최선의 가설을 생성하고 선택하는 과정으로 ‘가설적 추론’ 즉 ‘가추법

(abduction)’64)으로서의 단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에 가추법의 가능

성을 확인하고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64) ‘abduction’의 번역어는 귀추, 가추, 가설적 추론으로 다양한데, 기호학이나 사회과학, 인문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가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며, 문학교육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김은성 외(2013), 장성민(2017)에서는 ‘귀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
는 가설 생성과 선택이 이 과정의 핵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번역어로 ‘가추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논문에서 ‘가추법’, ‘가설적 추론’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문법 탐
구 활동에서의 ‘가추적 과정’을 이해할 때에는 ‘가추법’보다는 ‘가설적 추론’이라는 의미가 보
다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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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추법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탐색

 퍼스(Pierce)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가추법은 관찰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관찰되지 

않은 어떤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이나 이론을 개발하는 탐구 방법이다(김정섭, 2003: 181). 

가추법은 과학적 논증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단, 범죄의 수사, 날씨의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논증이다(김정섭・박수홍, 2002: 143).

 연구자가 문법 탐구 활동에서 ‘가설적 추론’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 과

정이 연역법이나 귀납법과는 달리 학습자의 내재적 문법 개념을 활성화하여 문법 교과에서 

제시하는 문법 지식과의 정합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퍼스(Pierce, 1913)는 논리학자들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논증 형태로 연역법(deduction)

과 귀납법(induction), 가추법(Abduction)을 제시했다. 연역법은 논리적 구조상 잘못된 결론

에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정이나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

식의 ‘진화(evolution)’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논한다. 귀납법은 근대 과학의 기본 논리 구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사례와 결과로부터 규칙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귀납법은 연역법에 비해 새로운 지식이 구성될 수 있으나 항상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을 

고려해야 한다. 가추법은 법칙과 결과로부터 사례를 추측하는 것으로 결과의 확실성에서 보

면 가장 불확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co & 

Sebeok, 1983: 356-362). 즉 연역법에서 귀납법, 가추법으로 갈수록 확실성은 줄어들지만 

풍성함은 늘어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내는 가능성이 증가한다.65) 

65) 관련하여 에코(Eco, 1984: 84)가 제시하는 다음 그림을 통해 추론적 도식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실선은 이미 검증된 명제들을 지시하고 점선은 추론 과정에서 생산된 시험적 명
제들을 지시한다. 연역법은 규칙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절대적인 과정이라면 가추법은 결과를 
통해 규칙을 추론하는 실험적이면서도 모험적인 과정이다. 귀납법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만 규칙을 재구성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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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역 추론 귀납 추론 가설 추론

모든 A는 B이다.
A1, A2, A3... A100은 B

이다.
예외적인 현상 X가 발견된다.

C는 B이다.
A1, A2, A3... A100은 C

이다.

A와 B, C중에서 A가 X를 설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C는 A이

다.
그러므로 B는 C이다. 따라서, A를 따를 근거가 있다. 

표�Ⅱ-5� 연역�추론,� 귀납�추론,� 가설�추론의�예(Lasen-Freeman,� 2004:� 130)

  이러한 가추법의 특성으로 인해 과학이나 인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 산출을 위한 중

요한 논리로 가추법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적 탐구에서는 가추법을 통한 가설 생성을 자연 

현상에서 발생되는 의문에서 과학적인 설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중간 지식으로 여긴다(권용주 외, 2003). 또한 지구과학과 같이 관찰이 불가

한 대상의 본질적 속성상 제한된 정보를 통해 현상에 대한 원인을 추정하고 현재의 지구 환

경이 오랜 시간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가추적 접근이 더 많이 사용된

다(Engelhartdt & Zmimmermann, 198, 이규호・권병두 2010, 196에서 재인용).66) 교육적 

적용과 관련하여 치파렐리(Cifarrelli, 1999, 김정섭, 2003: 190에서 재인용)는 가추법은 놀라

운 사건에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므로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재구조화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앤더슨(Andersosn)은 퍼스의 가추법을 창의성 교육에 적용하면

서 과학적 창의성뿐만 아니라 예술적 창의성도 가추법에서 시작함을 역설하고 있다. 홉스 

외(Hobbs, et al)는 독해 교육에서 배경지식과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을 만들어내는 일은 가

추법을 사용할 때만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김정섭, 2003: 190-193).

 또한 가추법은 연역법이나 귀납법처럼 논리학자의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상생활에

서 매일 사용하는 추측적 사고이다. 가령 식당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식당

의 음식이 맛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찌푸린 하늘을 보고 비가 오리라 예상하는 것은 연역이

나 귀납의 논리가 아니라 가추의 논리이다. 그러므로 퍼스(Pierce)는 가추법이 ‘우리의 미래

를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모든 기호

의 의미는 가추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다(Eco & Sebeok, 1983: 359). 가추법

66) 연구자는 언어 현상 또한 제한된 정보를 통해 원인을 추정하고 현재의 언어 현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학습자가 바로 언어적 주
체라는 점에서 학습 주체와 언어적 주체의 동일시를 통해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
것이 문법 학습의 고유한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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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호가 그것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미 작용의 실험적이면서 모험적인 

축적이다. 

(3)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한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문법 탐구 활동은 가추법, 연역법, 귀납법 등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활동이다(김

은성 외 2013). 그중에서 연구자가 문법 탐구 활동 수업 실천을 위해 가추법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가능성과 생산성에 있다. 문법 탐구 학습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가추법의 특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추법은 과학적 사유의 출발점으로 인정된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낼 가능

성이 풍부하다.

  2) 가추법은 일상생활에서도 두루 쓰이는 일상적 사고방식이다. 언어 및 기호 해

석의 본질적 과정이다(Eco, 1984).

  3) 연역법이나 귀납법과는 달리 관련된 배경지식을 이용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해

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가추법을 사용할 때에만 가능하다(Hobbs, et al., 

1990).

  4) 가추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확정적인 것이 아닌 가능성의 명제다(이

규호, 권병두, 2010: 195). 퍼스(1958)는 배경지식과 맥락에 가장 적절한 가

설이 바로 최상의 설명적 가설임을 주장한다. 

  5) 가추법은 하나의 사실이나 사례에서 시작하므로 귀납법처럼 광범위한 언어 자

료가 없더라도 접근 가능하다.

 문법 탐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문법 능력을 지닌 모국어 학습자이다. 문법 교과가 

지향하는 객관적 문법 지식은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주관적 문법 개념을 활성

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구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가설적 추론 활동은 학습자들의 자

기 준거적이고 정합적인 지식 구성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67) 가추법은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여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최선의 설명 체계를 만들어 보는 과정

이다. 이 과정에서 ‘왜’와 관련된 문법 규칙의 이유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라슨-프리만

(Lasen-Freeman, 2004: 82-83)에서는 ‘어떻게’에 내재된 ‘왜’를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들이 

67) 라슨(Lason, 1995, 2000)은 귀추(가추) 과정을 현 상황과 이전 경험의 유추적 과정으로 설
명한다(권용주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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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규칙의 이유를 아는 것은 세

계를 바라보는 학습자들의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문법 탐구 

활동은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해 문법 규칙의 ‘왜’를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 

 가추법을 통해 생성된 학습자의 가설 지식은 본질적으로 과정적이며 잠정적인 것으로 수

용된다. 즉 정해진 답을 확인하거나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최선의 가설을 선택하는 과정이

라는 점에서 가설 생성과 선택의 과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는 가설 선택의 

과정을 자료 분석을 통한 귀납적 과정이나 연역적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가설 설정의 과정에

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관점과 해석이 만나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창발되는 과정

에 주목한다.68) 이는 상호작용을 통한 복잡적응계의 형성과 관련된다.  

 가추법은 놀라운 사실에서 시작하여 해석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사고이다. 그러므로 

복잡성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초점에서 일반적인 탐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초점 사건

(Davis et al.,  2000: 340) 을 통해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렵고 난해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습에서 모든 해석의 준거

는 학습자 자신이다. 학습자의 이전 경험이나 지식에 비해 놀랍거나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

거나 새로운 것들이라면 충분히 가추법을 시작하는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귀납법의 엄

격함이나 광범위한 자료 제시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모국어 화자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직관적, 암묵적 문법 개념을 활성화하여 가설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쉽고 재미

있게 탐구 활동에 참여하며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놀라운 언어 현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심을 통해 문법 탐구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행

동유도성(affordance)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언어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에 

언어 학습의 실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가설 생성을 위한 의문은 일상생활에서 호기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문법 탐구 경험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유효성(effectivity)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요컨대 위에서 살펴본 가설적 추론으로서의 문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기

반으로 다양한 해석을 생성하고 검토함으로써 복잡성을 창발시킬 수 있으므로 복잡적응계로

서의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68) 브라운과 클레멘트(Brown & Clement, 1987; 한승희, 2005: 48-50에서 재인용)의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귀납적 추론과 가설적 추론의 비교 연구에 의하면 귀납적 추론이 인간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비해 가설적 추론은 인간 사고의 
본질로서 내러티브적 사고, 즉 인간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마음을 형성하는 
사고로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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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것은 연구자의 이론적 탐색과 실제 수업 실천의 과정을 검토하여 제안한 하나의 잠

정적 안에 불과하다. 이러한 절차는 기존의 교육 현장에서 문법 탐구 학습을 바라보는 것처

럼 고정되고 경직된 것이 아니다.69) 교사가 수업 실천을 목표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가설 생성과 가설 선택의 과정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아래 표에서는 이해를 위해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두 과정은 순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법 탐구 활동: 가설적 추론을 통한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과정 설명 학습자의 학습 맥락
복잡적응계 

학습 맥락

① 문제 

인식
놀라운 언어 현상에 주목

‘놀라운’의 기준은 바로 

학습자 자신의 기존 믿

음, 과거 문법 학습 경

험 등임

초점 사건의 선

택과 기획

문법 탐구 활동

을 시작하게 하

는 행동유도성

(affordance)

② 가설 

설정

놀라운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무엇인가?

‘왜 그럴까’를 생각하며 자신의 

관점에서 문법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기 

관찰된 사실과 자신이 

알고 있거나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을 결

합하여 설명하기

학습자 상호작용

을 통한 내적 잉

여성과 내적 다

양성의 병치

→창발 및 자기

조직화,

가르침이 가능한 

순간

③ 가설 

선택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한 가설의 

공유 및 선택

최선의 진리를 향한 자기 수정, 

자기 절제의 과정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다양한 관점이

나 해석을 경청하고 비

교, 검토하기, 질문하기, 

나의 가설 수정하기

표�Ⅱ-6� 가설적�추론을�통한�해석적�상호작용으로서의�문법�탐구�활동의�학습�맥락

69) 이러한 문법 탐구 활동의 구안은 교사인 연구자의 실천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지만 연구자도 처음에는 이것을 문법 탐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문법 탐구 학습의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현장의 교사
들 중에서도 이러한 틀에 매여 자신이 유의미한 문법 탐구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알지 못하거
나,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 기존에 강조되지 못했던 학습자의 가설 생성
과 선택 과정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잉여성, 수업의 즉흥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준비할 때 
학습자의 문법 탐구 경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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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문법 탐구 활동의 지향: 언어적 주체와 학습 주체의 합일을 통한 능동적 

의미 구성

 앞서 논의한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언어적 주체와 학습 주체의 합일을 통한 능동적 의미 

구성의 방향을 지향할 수 있게 된다. 

 문법교육에서 상정하는 학습자 상은 ‘언어적 주체’이다. 언어적 주체의 개념은 중요하게 

다루어 왔지만, 문법 학습을 통해 언어적 주체를 길러 내는 실천적 국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신명선, 2013b: 83). 특히 언어적 주체는 문법교육을 통한 경험적 결과로서

의 ‘상’도 중요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학습 주체로서의 의미도 중요하다. 교실에 들어오는 학

습자들은 저마다의 언어생활의 주체 즉 ‘언어적 주체’로서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는 능동

적 의미 구성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언어적 실제성’과 관련이 있다.

국어교육에서 단편적이고 분절된 지식 교육을 넘어 총체적 언어 교육을 꾀하기 위해 ‘실제

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제한된 예를 넘어서 학습자들의 동기를 불

러일으키고 실제 언어생활을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언어’ 자료를 가져와야 한다는 식의 표

면적 이해로 흐른 경향도 없지 않다. 이성영(2012)은 구성주의와 총체적 언어 교육에서 비

롯된 ‘실제성’은 맥락성, 주체성, 총체성을 함의하며, 학습 과제와 자원 차원에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국어교육 활동에서의 ‘실제성’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직시하고 실제성

을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가상성(假想性)’으로 제시하고 있다.70) 김창원(2014)은 실

제성의 의미를 ‘국어 현상으로부터 국어교육의 내용과 자료를 이끌어 내는 틀로서 바라보며, 

남지애(2016)에서는 학습자가 구성하는 지식의 측면에서 언어적 총체성과 관련하여 실제성

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법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 자체가 언

어적 실제성 그 자체이다. ‘언어적 실제’라는 것도 구체적 대상이 있기보다는 한 언어 사회 

내에서 개별 언어적 주체들에 의해 실현되는 언어활동의 총체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학습

자의 지식 구성을 위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언어 자료는 외부에서 주어진 자료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언어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문법 탐구 활동에서 정교하게 제시된 학습 자료

를 통해서 자신의 언어적 실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고, 이를 통해 ‘문법’이라는 학문적 지

식과 자신의 언어적 실제를 관련시키면서 문법 지식이 더 이상 언어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

지 않는, 탈맥락적인 지식으로만 남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를 언어적 주체이자 

언어적 실제성을 담지하는 존재로 다루면서 미시 체계뿐만 아니라 거시 체계에서 사용하는 

70) 이성영(2012: 63)은 가상성의 의미를 ‘가정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본고
가 지향하는 가추법과 관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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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언어(가정에서의 담화, 동료들과 대화, 그 주체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를 학습자를 통해 수업 내로 포섭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결은 실제적 자료나 활

동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체가 핵심적인 연결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법 탐구 활동을 가추적 사고를 통한 기호 해석의 과정으로 본다면 결국 기호의 의미를 

해석하는 언어적 주체에 주목해야 한다. 에코(Eco, 1984: 94)에 의하면 끊임없이 물음이 제

기되는 기호 과정에서 기호에 의해 주체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고 해체된다고 본다. 주체는 

내용의 끊임없는 재세분화에 의해 형성된다. 즉 기호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가 무엇을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림�Ⅱ-10� 문법�탐구�활동의�지향점

 이런 관점에서 문법 탐구 활동은 언어 현상과 문법에 대한 해석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내

면에서 문법적 실천을 만들어 내는 언어적 주체와, 문법적 사고를 통해 문법을 인식하는 학

습의 주체가 서로 만나는 행위가 된다. 위의 그림에서 서로를 향하는 화살표는 이들의 순환

적 관계를 설명한다. 즉 언어적 주체는 언어 현상에 대한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으며, 자신을 언어적 주체로 인식하는 학습자

들은 또한 언어 현상에 대한 활발한 해석적 활동에 참여하며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 자신

의 학습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성찰하는 학습자는 문법 현상에 대한 해석 활동을 통해 자

신이 바로 언어적 주체임을 깨달을 수 있으며, 언어적 주체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자신이 무

엇을 배우고 앞으로 무엇을 배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학습 주체로서의 자아상을 더욱 확고

히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순환적 관계를 통해 문법적 실천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여러 해석

들의 의미가 학습자 자신의 삶과 유기적 관계를 지니며 나아가 공동체적 삶으로서의 언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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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로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

 

2.3.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공동체의 개념화

 복잡적응계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지성을 창발한다는 점에서 집단화

(aggregation)의 속성을 지닌다(Holland, 1995: 31). 또한 퍼스에 의하면 탐구의 방법은 근

본적으로 특정한 탐구 공동체를 발생시킨다(Liszka, 1996: 199). 그렇다면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학습과 탐구 공동체를 전제로 한 문법 탐구 학습의 관계와 위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잡성 사고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최적성(optimality)이 아니라 적합성(adequacy)의 문제

로 보는 프래그머티즘 철학을 전제한다. 그런 점에서 복잡성 사고는 타당성, 신뢰성, 엄밀성, 

일반화보다 가능성, 합당성, 관련성, 우연성의 진리와 더 가깝다. 또한 앎에서 인식 주체를 

전면에 내세운다(Davis & Sumara, 2006: 60-61). 다양한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지

성으로 창발되는 복잡적응계는 프래그머티즘에서 주장하는 탐구 공동체와 맞닿을 수 있다. 

 탐구 공동체는 프래그마티즘 철학의 퍼스(Pierce)로부터 시작되어 듀이(Dewey), 리프맨

(Lipmann)을 거쳐 계승되었다. 퍼스의 탐구 공동체는 ‘실천적 합리성(concrete 

reasonableness)’을 향하여 성장한다. 이때 합리적 실천성은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발생되는 

것으로 우연이나 카오스로부터 진화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과정을 종결적(finious) 과정이

라 부르는데 이는 선택과 변화에 의해 수정되는 과정의 특징을 지닌다. 흥미로운 것은 퍼스

가 이러한 종결적 과정을 일리아 프리고진(Ilya Prigogine)의 소산구조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

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종결적 과정을 가스 확산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가스 분자의 

무작위적 운동은 비가역적으로 가스가 균등하게 분산되는 결과로 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는 시스템 내에서 특정한 운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퍼스는 이를 “우연이 질서를 낳

는다.”라고 주장했다(Liszka, 1996: 202). 진리를 위해 종결적 과정을 향해 끊임없이 수정하

는 과정 자체가 복잡적응계 창발을 전제로 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연결에 따

르면 문법 탐구 학습은 탐구 공동체로 이어지며, 탐구 공동체는 복잡적응계 창발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복잡적응계나 공동체는 항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71) 특히 복잡적응계는 상

71) 코미토(Komito, 1998; Jonassen & land, 2012: 402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공동체는 형태나 
기능이 고정된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들에 의해 언제나 협상 가능하며 그 
의미와 구체성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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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조건에 따라 즉흥적으로 창발된다. 그러므로 모든 수업이 복잡적응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1회적으로 형성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반복적이고 주의 깊은 노력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가 지향하는 문법 탐구 학습은 교실에서의 집단성 창

발을 통한 지식 구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복잡적응계’이며, 문법 탐구를 실천하는 공동체

라는 점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이다. 복잡적응계가 시스템적이며 그 체계의 일반 원리를 내

포하는 명명이라면 문법 탐구 공동체는 실천적 공동체와 더불어 교육 장면에서 보다 친숙하

며 학습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명이라 본다.72) 그러나 ‘문법 탐구 수업=복잡적응계=

문법 탐구 공동체’는 아님을 다시 한 번 주지해야 한다. 실천적 참여를 통한 복잡적응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 둘은 같은 의미로 쓰이며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수업도 가능하다. 

문법 교실은 복잡적응계로서의 탐구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리프맨(Lipman, 2003: 119)은 교실에서 반성적이고 자기수정적인 탐구 공동체 형성이 필

요함을 주장한다. 탐구 공동체(community of inquiry)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대화를 통한 

논의의 흐름에 따라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가 수행되는 공동체이다. 이를 복잡적응계

의 관련 조건과 연결 짓고, 앞서 논의한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개념화를 상세화하면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2) 본고에서는 두 용어를 하나로만 한정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Ⅱ-11� 복잡적응계로서의�문법�탐구�공동체�



- 73 -

 

 문법 탐구 공동체는 문법 현상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는 공동체이다. 언어 자체도 복잡적

응계의 본질적 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문법 탐구를 통해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모

호함과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도전하며 탐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

는 대화를 통한 해석적 활동을 전제로 한다. 상호작용을 통해 문법적 사고의 가능성을 확장

하고 공유된 이해를 통해 문법에 대한 서로의 관점과 감수성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문법 탐구의 과정은 1회적인 흥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의 본질과 문법 학습

의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제까지 교실에서 이루어진 문법 학습이 주로 문법

에 대한 표면적 접근이었다면 심층적 접근을 통해 문법적 개념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

동체 형성이 중요하다73). 이것은 문법적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이며 언어적 주체와 인식적 

주체가 조우하는 경험이다. 

 복잡적응계 내의 모든 요소들은 항상 타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적응한다. 더 이상 내부

와 외부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개인 학습자의 문법적 안목의 성장은 문법 탐구 공동체의 

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문법 탐구 공동체의 성장은 개인 학습자의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

는 공진화의 관계에 있다.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은 언어 현상을 문법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동시에 문법적 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이자 세상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변화를 수반하

는 성장 과정이라 할 수 있다. 

73) 학습에서의 표면적 접근은 기호(sing) 자체에 초점을 두는 데 반해 심층적 접근은 기호화
(signified)된 것이 무엇인가에 주목한다(Olson & Torrance, 1998: 744).

그림�Ⅱ-12� 문법�탐구�공동체의�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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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탐구

 이 장에서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의 전제를 제시하고 복

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학습의 특질 및 거시적 구조, 복잡도 증가를 통해 창발이 일어난 

수업 단위별 미시적 양상을 분석한다. 또한 한 학기 동안의 지속적인 문법 탐구 학습 경험

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분석의 전제

1.1. 은유적 분석의 관점

 복잡계를 분석하는 정통적 방법은 모형화(modeling)를 통한 분석이다. 이는 해석적 모형

이나 계산적 모형을 통해 거시적 패턴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엄밀

한 방법이다. 이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능력과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은유적 

분석(metaphoric analysis)의 관점을 전제로 복잡적응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은유적 분석이란 

복잡계 이론을 직관적으로 활용하여 복잡계 내에서 갑작스럽고 단절적 변화의 실체를 중심

으로 그 원리와 대응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은유적 분석은 분석의 시기와 변화의 주체에 따라 표 Ⅲ-1처럼 구분할 수 있다74). S고의 

74) 관점1은 체계 내부에 단절적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능동적으로 유도하려는 것과 관련 
있으며 관점2는 체계 내부에 창발된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관점3은 외부환경의 단절적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이라면 관
점4는 외부환경의 단절적 변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발빠른 적응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된다(윤
영수・채승병, 2005: 180-181).

변화의 주체
내부 외부

분석의 시기
변화 전 관점1: 복잡계의 인위적 혁신

관점3: 외부의 변화에 강건

한 시스템 설계

변화 후 관점2: 변화의 실체 파악
관점4: 외부의 변화에 신속

히 적응

표�Ⅲ-1� 은유적�분석의�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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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탐구 공동체는 사전에 변화를 기획하고 인위적 혁신을 유도하는 실행 연구가 아니라 

정규적 교육과정에 의한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마친 후 변화적 실체를 추적하는 점에서 관

점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체계가 복잡적응계인지를 살펴보아

야 하며, 체계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위치했었는지, 섭동이나 요동이 있었는지, 자기조직화 

현상이 있었는지, 변화를 통해 복잡하지만 안정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등에 주

안점을 두어 분석할 수 있다(윤영수・채승병, 2005: 190-194).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에서 어떠한 창발이 일어났는지, 그로 인한 새로운 질서를 어떻

게 유지하였는지는 복잡적응계의 적응력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적응력은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데 체계 내부의 복잡성을 증대시켜 체계 내부의 새로운 패턴을 발

생시키거나, 이 변화의 질서를 항상적으로 유지하는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가 

체계 내의 다양성과 관련 있다면 후자는 내적 잉여성을 통한 안정된 구조와 관련 있다. 

1.2. 복잡적응계의 경계 설정

 질적 탐구를 위해서는 우선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복잡계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분석할 체계와 외부환경을 구분하는 경계를 임의로 

정해야 한다.75) 또한 인식적 주체의 앎을 강조하는 복잡성 사고의 관점에서 복잡적응계의 

분석은 특정한 관찰자의 인식을 필연적으로 전제한다. 복잡적응계 구성원들은 실제로 복잡적

응계의 질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업에서 복잡적응계 창발을 민감하게 포착

하고 감지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교사로서 참여한 

수업에 대한 분석이므로 기본적으로 참여자이자 관찰자로서 교사인 연구자를 상정한다. 이런 

점에서 S고 복잡적응계의 의미 있는 경계는 6개 분반을 아우르는 전체 문법 수업이 된다. 

‘집단적 의식’76)으로서의 교사의 인식을 통해 수업에서 새롭게 창발된 가능성들이 포착되었

으며 이는 다른 분반의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통해 순환되었다. 개별 분반은 다른 분반과의 

관계를 통해 보다 높은 집단 학습자로 존재할 수 있었다. 

 따라서 S고 문법 탐구 공동체는 S고등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2017학년도 2학기 문법 수

75) 원칙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적으로 시야를 넓히면서 복잡성이 갑자기 변하는 단계, 창발현
상이 일어나서 복잡도가 적절히 낮아진 단계를 경계로 삼는다(윤영수・채승병, 2005: 
379-381).

76)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280)는 가르치는 일은 개체 차원을 넘는 ‘집합적 차원의 
의식’을 동반하는 일이며, 이때 교사는 의식자로서 총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흐름들에 
대한 해설자(commentator)이자 유인자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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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라는 체계를 전체 복잡적응계로 설정한다. 이때 문법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행위자

(agent)이며, 이들이 속한 6개의 분반은 각 행위자들의 메타행위자(meta-agent)가 된다. 이 

메타행위자들은 교사라는 노드를 통해 학습 자원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 하나의 메타메타

행위자가 된다. 그런 점에서 S고의 문법 탐구 공동체는 문법 수업을 전체 복잡적응계로 하

며 그 하위에 분반별 메타행위자, 행위자의 계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체계로 볼 수 있다. 

그림 Ⅲ-1은 S고 문법 수업이라는 복잡적응계의 계층적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며, 이 중 ‘가’ 

부분의 메타행위자의 하위 구조는 그림 Ⅲ-2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림�Ⅲ-1� 복잡적응계로서의� S고�문법�수업의�경계

그림�Ⅲ-2� 가.� 3분반의�행위자�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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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석의 대상과 분석 틀

 한 학기 동안 지속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은 복잡적응계의 관찰 및 연구라는 점

에서 어려움을 내포한다. 복잡적응계는 요소들로 쉽게 환원될 수 없으며, 요소들 간의 관계

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인과적 예측을 하기 어렵다. 되르네이(Dörnyei, 2014)는 복잡계의 

렌즈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직관적 통찰은 얻을 수 있지만 요소별로 나누어 조작

화(operationalize)가 어렵고, 요소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으며, 자료로서 집단의 평

균은 제한된 관련성만을 가지기 때문에 연구의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앞

서 언급한 은유적 관점을 전제로 본고는 이미 창발된 질서의 패턴을 관찰하여 요소들로 환

원하기보다는 구체적 자료들의 관계를 통해 학습 경험을 재구성하고 그 맥락 속에서 유의미

한 경험들을 읽어내고자 한다. 

 우선 문법 탐구 공동체가 복잡적응계로서의 특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는 교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잡적응계로 볼 수는 없다. 학생들 간

의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교사의 일방적 설명이 이루어지는 교실은 집단(collective)라기보다

는 집합(collection)에 가깝다. 복잡적응계는 행위자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긴밀한 상호

작용을 통해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자를 전제한다(Sullivan, 2010: 15). 또한 복잡적응계

는 진화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복잡한 시간패턴을 보인다(Holland, 1995: 30). 체계는 한 시

간의 수업 동안 창발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한 학기 동안의 지속적인 적응을 통해 새로운 자

기조직화를 이루어내기도 한다. 칠러(Chiller, 2016: 142)는 복잡적응계의 기술(description)

에는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한데 각각의 기술은 체계에 대한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고 본

다. 기술의 차이는 복잡성의 차이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

습 경험을 보다 총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거시적 측면에서의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의 구

조와 학습자의 변화, 그리고 미시적 수준에서의 자기조직화와 창발 양상을 함께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Ⅱ장에서 살펴본 복잡적응계의 특질인데, 이것은 다른 한편

으로 복잡계 창발을 위한 조건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체계의 구조는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거시적인 학습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문법 탐구 학습이 잘 일어나는 학습 환경은 무엇이며 학습자들은 이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살펴본 다음의 특질을 중심으

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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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항목 중 자기조직화와 창발의 미시적 모습은 구체적인 수업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6차시 중 학습자 참여를 중심으로 창발이 일어났던 ‘기호 분류 활동’, ‘형태소 분석 

활동’, ‘단어 만들기 활동’ 수업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활동들은 복잡도 증가를 통

한 교실 내 집단적 창발의 역동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며,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에서도 인상적인 수업으로 선택한 것이다. 수업은 다양한 관계가 얽혀 있는 하나

의 덩어리로 존재하므로 창발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업에서 학습자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교사의 수업 및 탐구 

활동의 설계이다. 각 수업에서 어떠한 문법 탐구 활동 설계되었는지를 ‘초점 사건의 선택과 

기획’, ‘제약 조건의 활성화’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공동

체의 학습 대화, 수업에 대한 교사의 메타 인식, 생각쪽지를 통한 자기조직화 등을 통해 구

체적 창발과 자기조직화의 모습을 포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의 의미는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공진화해 

온 개인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그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77) 복잡

적응계 창발은 개인 학습자들의 참여와 국지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학습자들이 자기조직화하면서 집단 지성으로서의 공진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복잡적응계에

서 진보는 결정적으로 집단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개인의 정체성이나 주관적인 지식, 개별 

행위자들을 축소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집단성은 자율적인 행위자

들의 상호 규정하는 실천 속에서 발생하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Davis & Sumara, 2006: 

111). 집단적 창발을 통해 문법 탐구 공동체로서의 학습이 학습자들의 어떠한 성장과 변화

를 조우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의미한 범주는 문법 탐

구 수업을 통한 변화,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 문법 탐구 학습 활동에 대한 인식이었

77) 비선형시계열 분석은 행위자에 대해 정량화할 수 없는 세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구성요소 각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흐름에 중
점을 두어 접근할 수 있다. 학습자 자료를 통해서 국지적인 상호작용의 파악이 어렵지만 전체
적인 경향의 의미는 읽어낼 수 있다(윤영수・채승병, 2005: 386).

행위자의 자율성

비선형적 상호작용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

창발과 자기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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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맥락

 학습은 특정한 맥락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S고의 문법 수업은 특정한 학습자, 특정한 

시공간적 배경, 특정한 수업 주제와 얽혀 있다.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학습과 관련된 맥락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2.1. 수업 실천의 주체로서의 교사에 대한 이해

 교사의 교수 경험은 교수에 대한 태도, 학습자의 인식과 세계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패트릭(Patrick, 1992)은 교사들마다 물리학을 얼마나 다르게 이해하는지, 학급 수준의 교육

과정을 얼마나 상이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가르치는지, 물리학을 개념화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그 내용을 가르치는 방식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통해 교수라는 것

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였다(Olson & Torrance, 1998: 769). 이처럼 문법 학습

에 있어서도 교사에 따라 ‘문법교육과 학습’을 무엇으로 보는지, ‘교수’와 ‘학습’을 어떻게 보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탐구

복잡적응계로서의 특질 및 

구조

상호작용을 통한 창발을 

중심으로 한 수업 단위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

•행위자의 자율성

•비선형적 상호작용

•중층적으로 포개진 

프랙털 구조

•초점 사건의 선택과 기획

•제약 조건의 활성화

•창발과 자기조직화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한 

변화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

•문법 탐구 학습 활동에 

대한 인식

⇧ ⇧ ⇧

수업 학습 대화 동영상 분석 / 교사의 메타적 인식 분석 /

생각쪽지 분석 /문법 탐구 학습 경험 분석

표�Ⅲ-2� 분석의�대상과�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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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따라 수업 설계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교사이자 학습자로서 수업 실천에 

참여한 연구자의 문법 학습 경험과 인식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교사로서, 문법교육 연구자로서의 첫 이력이 될 수 

있는 국어교육과에서의 학부 수강 첫 강의는 ‘문법 탐구 학습’이었다. 당시 그 수업을 담당

하신 김광해 선생님의 독특한 과제는 ‘생각쪽지’였다. 국어학 이론을 공부하면서 매 시간 내

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탐구할 만한 질문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처음 

배우는 문법학의 이론들도 어려웠는데, 이에 대해 탐구할 만한 질문을 생각해 오라고 하니 

쉬운 과제만은 아니었다. 당시 연구자는 문법 현상에 대한 통찰이 드러나는 질문을 만들어 

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은 생각쪽지의 공유

였다. 선생님께서는 매 시간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의미 있는 생각쪽지의 질문을 공유해 주

셨다. 생각쪽지를 공유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을 접할 수 있었고 친구들의 안

목과 선생님의 식견에 다시 한 번 감탄하였다. 그리고 다음 시간 질문은 더 잘 써보리라 다

짐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S고 문법 수업에서 실천한 생각쪽지는 스승의 교육적 아이디어를 

물려받은 것이다. 그것은 이론적 계승이라기보다는 모방에 가까운 것이다.78) 연구자가 유의

미하게 경험했던 교육적 경험79)을 제자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연구자의 교육경력의 2/3는 중학교 교사로서의 경험이었고, 나머지 1/3은 S고라는 특수한 

고등학교 교사로서의 경험이다. 중학교 국어교사로서의 10년은 현재 연구자의 문법 수업 실

78)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349)는 교사가 수업에서 배운 바를 다른 수업에서 모방하
는 것은 단순 복제가 아니라 창의적 재활성화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수업은 각기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배운 수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업이 보여주는 ‘사고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9) 김광해 선생님의 이러한 교육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학습 경험을 남겼
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발췌한 글을 실어본다. ‘생각쪽지’의 힘과 이를 통한 관계 맺음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다.(https://blog.naver.com/baron18/50012045076)

    국어교육은 어디에나 있었고, 무엇이나 국어교육이 될 수 있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미
리 보고 있었고, 보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김광해 선생님의 국어학개론 첫 시간이었다. 앞
으로 매주 일기를 쓰라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이후로 떼었던 일기를 대학에 와서 쓰게 될 줄
은 몰랐던 터라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데, 그냥 일기가 아니라 생각쪽지란다. 그날그날 지내면
서 경험하고 만나는 것들에 대해 국어교육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라는 것이었다. 이 숙제를 해
내는 한 학기는 그야말로 매일을 한쪽 머리로는 국어교육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선생님
은 우리들이 올리는 쪽지들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주셨다.(중략) 대학에 들어와서 나는 
수많은 글을 써냈다. 하지만 내 글에 대해서는 다들 A, B, C 알파벳만 불러주었지 누구도 반
응해주지 않았다. 단 두 명, 김광해 선생님의 매일 같은 코멘트와 김대행 선생님의 서릿발 같
은 비판이 내가 받아본 반응의 전부였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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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토대가 되었다. 중학교 수업은 국어교육의 깊이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기보다는 한두 

가지 개념을 수업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편이다. 우선 학습자들의 연령상 집중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초등학교 이후 본격적인 문법 

수업은 처음이므로 어려운 개념들을 많이 다룰 수가 없다. 쉬운 개념이라 하더라도 학습자

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어떠한 사례가 필요하며 어떠한 단계를 거쳐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다. 그것은 마치 방정식과 관련된 초등학교 수학을 방정식의 

도입 없이 설명하는 것과 같았으며, 유용한 공식의 활용이 아니라 공식을 유도하는 증명 문

제를 푸는 듯한 더딤과 난해함이 존재하는 맥락이었다. 처음에는 문법 용어와 개념을 자유

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수업이 부러웠으나 중학교 10년을 거치면서 연구자 스스로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었음을 S고

에 와서 깨달을 수 있었다. 

 S고에서의 수업은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맥락과 영재학생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부가된 것

이었다. 처음에 부임을 하고서는 어떻게 수업을 준비할 것인지 매우 고심했었다. 일반학교와

는 다른 2시간 연강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의 2~3배에 달하는 수업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 수업 준비의 대부분은 보다 어려운 학문적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

니라 ‘기존의 개념과 관련하여 왜 그런지’,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은 무엇인지’를 찾고 이를 

쉽게,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과정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국어 활

동을 몸에 익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업 활동을 구안하였다. 풍자 UCC 제작하

기, 과학시조 창작하기80), 작문 검토회, 문법 탐구 수업 활동 등이 그러한 수업의 결과물이다. 

 연구자는 S고에 와서 교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

었다. 일반 학교의 수업 환경에 비하면 매우 혁신적이며 ‘국어 수업다운 국어 수업’을 실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업 실천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수업이 가능한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문법 탐구 수

업의 한계는 본질적인 한계가 아니라 아직 수업에서 제대로 실천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판이라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현장에서의 국어 수업은 국어교육의 가치보다는 

입시나 평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정기 고사에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며,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시험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80) 구체적인 UCC 제작 수업의 의미는 남지애(2013)을 참고할 수 있다. 과학 시조 창작하기 수
업은 2013 영재교육 우수학습자료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자료는 GED영재교
육종합데이터베이스(https://ged.kedi.re.kr/)의 교수학습자료실에서 ‘시조로 과학 읽기(과학 시
조 창작하기)’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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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내용’에 의거해서 ‘정해진 정답’을 5지 선다에서 선택하도

록 강제한다. ‘국어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다’는 학습자들의 인식은 국어 학습의 개방적 체

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해석과 ‘가르쳐진 해석’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보통의 수업이나 평가에서 이러한 불일치에 대

한 해결이나 이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S고에서 연구자가 만난 학습자들도 중학교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국어 수업을 경험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다. 

2.2. 학습의 주체로서의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습자 특성을 중심으로 S고등학교의 문법 수업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S고등학교

의 학습자는 과학영재로서 영재 선발 시험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재이다. 이때 학습자의 

영재성은 ‘과학, 수학’ 분야에 한정된 영역 특수적인 것이다. 물론 영역 특수적 영재성이 일

반적인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도 영향을 미치겠으나 필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수업 경험과 학생들의 초기 조건을 살펴보면 국어 과목 학습과 관련하여 S고등학교 학습자

들의 국어 학습 경험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거나 심화된 것은 아니

다.81) 특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편향된 학습으로 국어과뿐만 아니라 인문 과

목의 경우 학습 경험이 결여되거나 스스로 거부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일반 학교의 학생들

보다 독서 경험이나 글쓰기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여기서도 개인별 편차가 많아 하

나의 경향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82) 다만 과학 탐구와 비판적 사고에 익숙한 학습자의 특

성이 문법 탐구 학습을 하는 데에 유리한 맥락으로 작용할 것이며, 탐구의 다양한 모습을 

기대하며 수업을 구안하고 실행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 특수 분야 영재들이라는 특성상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도 국어 과목은 ‘비전문 교과’이며 학점 이수를 위해 들을 수밖에 없는 과목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S고에서 국어 교사로서 연구자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81) 김유미(2014: 21-21)에서도 과학 고등학생들을 국어 능력에 대해 ‘과학고 학생들의 국어과 
학업성취도를 분석해 보면 중상 정도의 수준으로서, 국어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연구 결과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한 바 있다.

82) 이는 연구자가 독서, 작문 수업을 맡으면서 수년에 걸쳐 학습자들의 독서 편력, 작문 편력을 
검토한 경험적 결과이기도 하다. 첫 시간에 ‘편력’ 쓰기는 자신의 경험을 기술한 것으로 학습
의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으며, 한 학기의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는 준거로도 
유용하다. 이번 연구에서도 첫 시간에 ‘문법 편력’을 작성했지만 연구 기간 이전의 수업 산출
물이므로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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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문 과목의 수업이 과학 영

재들에게 도움이 됨을 스스로 인식하게 할까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위의 표는 S고의 국어과 교육과정이다. 문법 과목은 기본 선택 과목에 속한다. 문법 과목

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필수과목인 국어 Ⅰ, Ⅱ와 독서 Ⅰ, Ⅱ, Ⅲ을 이수한 학습자들이다. 학

생들은 선택 과목의 경우 현대문학, 고전문학, 문법, 작문 중 6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

야 한다. 작문 과목은 3학년 1학기 때 거의 전교생이 신청하여 듣는 편이며, 현대문학은 매 

학기에 개설되며 많은 학생들이 신청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법과 고전문학은 ‘어쩔 

수 없이’ 수강하는 과목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2학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문법과 

고전 문학 중 ‘택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수업에서도 ‘고전 문학을 피해서’ 혹은 ‘고전 문

학보다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는 수강 동기를 가진 학습자가 많았다. S고의 특성상 과목 

수강은 학습자의 수강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나 대부분 졸업을 위한 이수 과정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소극적인 동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2학기에만 개설되는 사정상 3학년 2학기

에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아 입시를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이 수업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3학년 2학기 수업이라는 조건은 문법 수업 내부적 요소라기보다는 

외부 환경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사실 3학년 2학기 수업이라서 처음에는 모든 수업들을 열심히 들을 생각은 없었

다. 그냥 편한 분위기에서 최대한 나의 자율에 맞게 수업을 들으려고 했다. 

[S6-15-12]

 따라서 연구자는 과제나 부담을 줄이되 수업 시간에는 문법 탐구 활동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학습자들에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수업을 준비할 것을 약속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의 가장 우선 과제는 학습자들이 문법 탐구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참

S고 

국어과 

교육과정

필수 과목 선택 과목

기본 필수 소계 심화 필수 소계 기본 선택
이수

학점
심화선택

이수

학점

국어

국어Ⅰ(2)

국어Ⅱ(2)

독서Ⅰ(1)

독서Ⅱ(1)

6
독서Ⅲ(1)

독서Ⅳ(1)
2

현대문학(2)

고전문학(2)

작문(2)

문법(2)

6
매체언어비평

(2)
2

표�Ⅲ-3� S고�국어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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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83) 

2.3. 문법 탐구 수업 활동의 구조

 교사는 수업대상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구조화하며, 학생들은 수업 대상

을 통해 무엇을 학습하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며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수업 대상은 

교과내용과 관련된 특정 교과의 실천과 직결된다. ‘문법 수업다운 문법 수업’을 실천하기 위

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업대상 측면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Sünkel, 1996: 96). 연구자는 문법 탐구 수업 실천을 위해 한 단위(2차시)의 문법 수업 활

동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고 첫 시간에 학습자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문법 탐구 수업의 기본 구조를 설정하여 수업 주제나 수업 상황에 따라 학습 활동이나 

과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반복하되, 그 안에서 다양한 주제와 학습 활동

이 어울려 변주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의 설계는 필수적인 잉여성 마련84)과 자

기유사성을 지닌 활동의 반복을 통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복잡적응계 창발에 

기여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과 학습자들의 경험은 문법 탐구 학습의 구조 분석

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83) 앞서 S고의 수업은 수능이 국어 수업을 재편하는 경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업에 들
어오는 학습자들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며 일부 3학년의 경우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수업
을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었다. 연구자는 이 문제는 구성원들의 참여 의지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 보았고,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습 동기가 형성되거나 문법 탐구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습자들도 많았다. 연구자의 의지 역량(will-do competencies)과 
수행 역량(can-do competencies)(김은성, 2016: 11)을 모두 필요로 하는 수업이었다. 

84) 복잡적응계에서 필수적인 잉여성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도 있으나 행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공동의 텍스트나 인공적인 도구를 도입하여 조절할 수 있다(Davis & 
Sumar, 2006: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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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업 목표: 문법은 왜 배우는가?

생각쪽지n 작성
⇓

수 업 활 동

우리말 산책 

읽기

자기주도적 학습(개별 자료 읽기)

맞춤법, 음운, 문법, 어휘, 언어 현상 전반에 걸친 내러티브식 

읽기 자료

↓

탐구 질문 공유
학습자의 탐구 질문 소개 및 피드백

(다른 학습자의 해석, 문법적 해석 소개)

↓

문법 탐구 활동

학습 내용과 관련한 문법 탐구 과제 수행(가설 생성, 가설 선

택 활동)

-개인(조별) 탐구 과제 수행 → 분반 전체 토의

-다양한 질문 제시, 개방적 분위기에서 학습자의 가설 적극 

수용, 다양한 관점의 문법 해석 체계 제시

⇓

생각쪽지n+1 작성

표�Ⅲ-4� 문법�탐구�수업�활동의�흐름

 2.4. 교실 환경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가? 이때의 환경은 학습자들의 수업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학습 환경 설계와 관련된다. 그 중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교실 환경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S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로 운영되므로 교사의 수업에 맞춰 좌석 배치와 같은 환경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아래 그림은 문법 탐구 수업이 이루어진 수업 공간에 대한 구

조도이다.85) 

85) 본문에 나오는 그림은 문법 수업을 수강했던 학습자가 수업 상황을 회상하며 스케치해 준 
것이다. 이 학습자는 적극적인 수업 참여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때
로는 수업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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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수업에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ㄷ’자 형으로 좌석을 배치했

다. 이 구도는 학습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 수업활동에 함께 참여하기가 용이

하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 집단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한다. 특히 교사는 중앙의 빈 공간을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학습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Haycraft, 1978, Wright, 2004: 77에서 재인용),86) 학습 과정에서 개별 혹은 소

집단별 학습을 확인하며 조언을 할 수도 있었다. 연구자는 분반 토의를 이끌 때나 개념 설

명을 할 때에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ㄷ’자 구도 내에 서 있고자 했다. 이 대형은 자칫 

학생들 간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단점이나 장점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연구자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히려 이러한 소란스러움이 혹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S고 문법 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문법 탐구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수업 환경 설정에서 어떤 환경이 

이상적인가를 찾는 것보다 어떤 환경이 자신의 수업에 적합한가를 고민하는 일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87) 

86) 헤이크래프트(Haycraft)는 모두가 수업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좋은 좌석 배치는 학생들이 
벽을 뒤로 하고 원을 그리거나 말발굽 모양으로 배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문법 수업에서의 
‘ㄷ’자형 배치는 말발굽 배치와 유사하다. 

87) 랭건하임(Langaenheim, 1980; Wright, 2004: 77에서 재인용)은 수업에서 이상적인 연출 공

그림�Ⅲ-3� S고�문법�수업의�교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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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그림은 학습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문법 수업의 한 장면이다. 앉은 자리에서 양옆

면의 학습자들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ㄷ’자 중앙의 교사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구도가 잘 

드러난다. 

그림�Ⅲ-4� 학습자의�시선으로�본� S고�문법�수업의�장면

 

 문법 교실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은 교실 3면의 칠판이었다. 수업 초기에는 주로 교

실 전면의 칠판만 활용했었다.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 때 그것은 그냥 일반벽과 다를 바가 

없었다. 연구자는 단어 만들기 과제를 설계할 즈음 ‘교사 교과전문성 개발의 국제적인 동향

과 과제’라는 국제 포럼에서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Building Thinking Classroom)’라는 릴

제달(Liljedahl, 2016)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교실 환경에 대한 그의 논의가 눈에 띄었는데, 

학습 공간을 ‘책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교실의 칠판이나 벽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확

장할 때 학생들의 공유된 이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논한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가

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학교 교실의 칠판이었다. 이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여 조별 활동의 

‘결과물’만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법 탐구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발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었다.

간은 필요치 않으며 자신의 수업 활동에 적합하게 학습자들을 배치하여 시작부터 유대감을 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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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적응계로서의 문법 탐구 공동체의 특질 및 학습 구조

 이 절에서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복잡적응계로서의 특질을 살펴본다. 이는 해당 문법 수

업이 복잡적응계로 존재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며 동시에 복잡성을 창발할 수 있었던 구

조적 안정성과 그 기제에 대한 고찰이 된다.

3.1.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학습자

 학습자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

는 복잡성 통일체이다(Davis & Sumara, 2006: 41). 활발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상위 수준의 메타행위자를 형성하며 집단적 학습에 기여하는 것은 바로 개별 학습자이다. 

하나의 체계는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자기조직화’된다는 점에

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1.1. 지향점의 공유: 문법은 왜 배우는가?

 ‘우리말 다 할 줄 아는데 국어는 왜 배워요?’ 이는 수업에 들어가는 국어교사라면 일상적

으로 접하는 질문 중 하나이다. 수업에서 학습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지식 구성이 일어나지 못한다. 연구자는 문법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한 학기 동

안 공유하는 화두이자 탐구 질문으로 ‘문법은 왜 배우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학습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 무엇을, 왜,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88) 이것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에게도 유의미한 질문이다. 교

사의 수업 실천은 학습자들에게 교과 학습의 가치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의 ‘문법은 왜 배우는가’는 ‘문법을 왜 가르치는가’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법관을 재구성하며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학습자와 교사가 찾는 해답은 정

해진 것이 아니라 수업 활동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정될 수 있는 것이며, 최선의 답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학습의 지향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89) 각 차시별 수업 목표가 해

88) 유영만(2006b: 74)에서는 건강한 학습의 조건으로 ‘문제의식’을 거론한다. 학습 주체가 자발
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출발점에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질 때 그 진행 과정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하여 어떤 결과를 창조할 것인지에 흥미를 느끼며 활동 자체에 몰입할 수 있
다. 

89) 복잡적응계에서는 예측 가능한 학습 목표를 상정하는 대신 학습의 지향점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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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문법 개념의 성취기준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이 질문은 모든 문법 시간을 아우르는 상위 

맥락으로 존재하는 장기적인 목표 지향이었으며 그 자체로 문법 학습에 대한 메타적 인식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90) 

 우선 연구자가 ‘문법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문법은 왜 배우는가’의 질문을 상정한 것은 

문법 탐구 학습에서의 학습의 의미와 학습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하는 것이다. 전자의 

질문이 객관적 지식으로서 ‘문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후자의 질문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학습자’의 문법 학습이 중심이 된다. 즉 ‘나는 문법을 왜 배우는가’의 질문으로 환언할 

수 있다. 문법 탐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워야 할 지식으로서의 문법이 아니라 학

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 그 자체이다.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66)에서는 전자가 ‘우

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지식 차원의 질문이라면 후자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가’라는 앎의 과정을 다루는 문제라 언급한다.91) 이런 점에서 ‘문법은 왜 배우는

가’는 ‘문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법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의 맥락과 상통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법 학습자의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질문은 문법 학습 활동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질문이

나 활동의 의미를 찾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형태소 분석과 관련하여 ‘분석 활

동의 목적과 의미’를 묻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는 분석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라기

보다 ‘문법 학습의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언어

를 자율적 구조체로 다루어보는 경험(남가영, 2008) 자체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단어나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형태소의 정의는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이지만, 형태소 중에는 실질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리고 혼자서는 쓰일 수 없는 형태소

도 있는데, 대개 이러한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는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형태소 분석을 하여 원형을 알아내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때 형태소 분석을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 (왜 하는 것일까?) 무엇을 얻고 싶

90)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당사자만이 구할 수 있는 것임을 수업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학습
자 스스로 문법 수업에 참여하면서 ‘문법을 배우는 이유’를 찾아가야 하며, 교사도 ‘문법을 가
르치는 이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91) 그들이 제시한 질문은 ‘수학은 무엇인가’와 ‘수학은 무엇을 하는가’이다. ‘문법은 왜 배우는
가’는 ‘문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법 학습의 동기와 의미를 찾아나
간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며 앎의 과정을 다루는 점에서 유사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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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일까? [S2-2-8]

  이번 시간에도 형태소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접사와 어근의 차이가 느

껴지기 시작한다. 형태소를 분석해서 생기는 이점은, 단어를 문법에 맞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편한 대로 말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방치한다면 너무 혼

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렇기에 '문법'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규칙이 필요하긴 하다. 까

다롭고 어렵거나, 복잡할 수 있긴 하지만 말이다. 구체화 하여 분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재밌기도 하다. [S4-7-10]

 

 이러한 과정은 학기를 통해 지속되었다. 학습자들은 개별 수업에 참여하면서 문법을 배워

야 하는 이유를 꾸준히 탐색하였고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점들을 인식하며 나름대로 학습

의 이유와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자신의 앎의 과정을 성찰하는 준거로 작용하

였고 ‘문법과 문법 학습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기제가 되었다. 아래의 사례는 학습 과정

에서 수업의 마무리 시점에 이르기까지 학습자들이 ‘문법은 왜 배우는가’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학기 중

  형태소 분석을 예전에도 해 본 적이 있지만, 형태소 분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한자어를 이해하

는 데에 있어 각 한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각 형태소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음절 단위로 끊지 않는 경우, 그 외에도 

사실 용언의 활용어미가 아닌 거의 모든 형태소가 그리 직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형태소를 관찰해 보았다. [S3-15-8]

학기 말

  이유는 문법 수업이 새로운 문법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본래 예상하고 있었던 문법적 규칙과 같은 내용도 배울 

수 있었지만 언어의 본질적 특성, 그리고 언어가 왜 현재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배우고 탐구한 것이 내게 가

장 인상적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에 문법 수업을 들으면서 기

존에 가지고 있었던 학문에 대한 의문 중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

였던 ‘도대체 언어에 대해서 왜 공부하는가?’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S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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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은 ‘문법은 왜 배우는가’에 대한 탐색을 통해 문법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

다. 후술하겠지만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을 보면 단지 문법 탐구 학습이 흥미로웠

다를 넘어 학문으로서의 문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신의 발전 등을 진술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런 점에서 학습의 지향점은 숙달 목표(mastery-goal)로 작용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숙달 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들은 학문적 과제(academic task) 자체에 숙달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자기발전(self-improvement)에 주의를 기울인다. 발전의 비교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학기 중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는 과정에서 헷갈리는 것들도 있었는데, 가

령 '휘날리다'는 휘어 날리다 인지 휘 날리다 인지 헷갈렸다. 같은 

범주에 묶여 있는 다른 단어들이나 단어가 주는 느낌을 보면 파생

어 같았는데, 휘라는 접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나는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고민했었다. 원래 암기하는 것을 안 좋아해서 거의 이

해하고 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해도 물론 중요하

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 어떤 접사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쪼개서 생각하는 습관

을 들이면 처음 보는 단어들도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겠다는 생각

도 들었다. 이래서 문법을 배워야하나 싶었다. [S1-5-9]

학기 말

  나에게 이번 문법 수업은 문법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준 시간

이었다. 내가 처음에 문법 수업을 수강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수

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나 문법 과목에 대한 흥미보다는 내년에 

치르게 될 수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다. 오히려 나는 어렸을 때

의 주입식 문법교육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문법은 납득이 되지 않

는 암기 과목이었다. 그래서 수업 초반 문법 편력을 제출했을 때도 

문법에 대한 나의 솔직한 생각과 수업을 통해 그 인식이 바뀌었으

면 좋겠다는 말을 썼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을 통해서 문법은 단순

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말 전반에 걸쳐서 우리말을 어떻게 사

용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암기를 싫

어하는 내가 문법을 공부할 때 왜 암기가 필요한지도 납득하게 되

었고, 문법을 왜 배워야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S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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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자신이 성취했던 수준이 된다. 이러한 숙달 목표가 교실 수준에서 주어지면 학습자

들은 수업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여 숙달 수준에 이르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타인과의 비교

가 아니라 현재의 수준에서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Anderman & Anderman, 

2009: 437).92) ‘문법은 왜 배우는가’의 공유는 학습자들이 기존의 문법에 대한 이해와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었다.  

 3.1.2. 행위자의 자율성과 다양성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 학습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바로 학습자들의 능동

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통해 창발될 수 있었다. 복잡성을 창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

로 행위자들의 다양한 능력, 경험과 의견의 다양성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새로

운 생각에 기여하며 체계 안의 섭동을 유발시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Sullivan, 2010: 

15-19). 교사 또한 복잡적응계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존재한다. 학습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교사는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자

 우선 문법 탐구 학습에 ‘의도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자 한 학습자들이 많았다. 학습자들

은 한 학기 동안의 자신의 학습 태도를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배워가기 위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최대한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매일 매일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까’를 기

대하며 수업에 참여하였다. 

  많은 것들을 배워가기 위해 그만큼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수업을 들으며 생각

한 점들은 많으나 이를 다 표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흥미로운 내용들도 많았

는데, 특히 중간고사 이후 수업들을 통해 언어의 본질을 파악하고 단어를 형태소 

등의 작은 단위로 분리해가는 것이 앞서 말한 언어적 사고의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S4-4-12]

92) 숙달 목표 외에 수행 목표(performance-goal)는 과제 수행의 오류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으
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경쟁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학습자들은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다 수행할 수 있다(Anderman & Anderman, 2009: 437). 그러나 일
반적인 교실에서는 숙달 목표보다는 수행 목표에 집중되어 경쟁을 통해 타인을 능가하는 학습
자를 길러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교실에서도 수업과 교과를 관통하는 장기적이고 숙달 지
향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구성원들과 이를 공유하는 수업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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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모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그

래서인지 잠도 거의 자지 않는다. 이런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생각보다 즐

기면서 수업에 참여한 것 같다. 생각보다 수업을 통해 얻게 된 지식들도 많다. 

[S5-13-12]

  문법 수업을 들으면서 S고에서 열리는 문법 수업인 만큼 암기 위주의 문법 수업

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역시 기대와 맞게 탐구, 분석 위주의 문법 수업이었

기 때문에 수업 의도에 맞게 최대한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수업에 참여하도

록 노력하였다. [S6-6-12]

  그 후로 문법 수업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3학년 2학기 수업 세 개(일명 절대로 

안 조는 수업) 중 하나가 되었다. 매일 매일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까 기대되었다. 

수업 내용도 너무나 재미있었고, 오히려 '시험범위를 늘려서' 더 배우고 싶었다. 

[S3-13-12]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학습자 외에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못한 학습자들도 있다. 쥔켈

(Sünkel, 1996: 128-130)은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이자 수업을 지속하는 조건은 학

습자의 관심이라 말한다. 학습에 대한 관심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더라도 학습 과정을 통해 

생겨날 수도 있고 학습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는 공교육제도에서의 필수과목

의 경우 학생들의 주관적 관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최소한의 주체성을 포

함한 복합적인 관심이 있을 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최솟값은 학습자가 

기본적인 수업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으나 이 수행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언급

한다. 앞서 학습 맥락에서 보았듯이 3학년 입시를 이유로 한 학습자 중 수업에 아예 참여하

지 않은 경우 끝까지 수업에 대한 관심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교사는 이들을 강제할 수 없었

다. 학습자의 자율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다만 과제 활동이나 수업 활

동에서 성실하지 못했지만 조별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수업에 대한 관

심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요번 학기에 들은 문법수업은 다른 수업도 그렇듯이 심층 준비와 휴식을 위한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 물론 양심상 꽤 많이 내용을 들었었다. [S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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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수능이 급했던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수

업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업에 참여하면서 발표도 해보고, 학습지 활동도 해봤습니다. 

탐구 중심의 문법 수업은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더 쉽게 문법이라는 언어적인 학문

에 다가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생각쪽지, 언어비평문을 쓰는 활동을 통해서 문법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S2-11-12]

 모둠 활동이나 분반 토의는 교사의 세심한 설계와 촉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적극적

인 참여 없이는 원활히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으며 통찰력을 가진 학

습자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모둠 활동과 토론을 하면서 옛날에 가끔씩 혼자 생각해봤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

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

이 생각하게 되었다. 전에는 언어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서가 어떠한지는 

생각해봤지만, 주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온다는 생각은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또 언어가 얼마나 자의적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재미있었

다. 특히 우리 분반에 언어에 대해 많이 생각해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 좋고 새

로운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내가 언어에 대

해 생각하는 능력도 더 키워진 것 같다. [S2-5-12]

  우리 분반의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다. 김X휘 군, 김X호 군의 통찰력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으며, 김X수 군은 뜬금없는 소리도 몇 번 했었

지만 발표를 정말 열심히 했다. 김X식 군도 발표를 열심히 했으며, 송XX 양도 발

표를 열심히 했다. [S3-9-12]

 

 이러한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는 ‘수업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추진력이 되었다. 

분반의 모든 학습자들이 언어에 대한 식견이 높거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

극적인 학습자들의 참여가 다른 학습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참

여하는 수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쥔켈(Sünkel, 1996: 256)은 수업의 분위기를 수업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 상황과 수업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것이라 정의한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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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습 과정에서의 모든 구조와 순간들,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에서 생성되

며 ‘수업이 실제로 도달한 구조적 안정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적 분위기를 형성

하며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다양한 관심과 능력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우

선 학습자들은 근본적으로 적응적 존재이다. 같은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저마다의 경험과 이

해를 바탕으로 각각 다양한 학습의 의미를 구성해 나갔다. 다음은 언어의 본질과 특질 수업

을 마친 2분반의 학습자들이 작성한 생각쪽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같은 수업을 들었지

만 각자 상기하는 지점이 달랐으며 자신의 배경지식을 연결하여 새로운 관점의 사고와 질문

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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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초점과 질문이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

이 ‘문법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문법 학습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학습자

들은 수업에서 새로 배운 내용이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문법 현상을 해석하고 자신의 경

험을 정교화하고 있다. 언어의 기호적 특징에 대한 학습은 ‘인공지능의 추상화 능력 실현의 

어려움’을 상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고, 교육을 통한 추상화가 우리에게 공통성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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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합리적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제가 됨을 깨닫기도 하였다. 언어의 자의성과 관

련하여 매체 경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상품에 대한 ‘네

임 벨류’를 언어와 사고의 관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일련의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언어적 경험을 정교화할 수 있었

다. 또한 생각쪽지의 공유를 통해 보다 다양한 관점의 문법적 해석과 질문을 접하며 가능성

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은 문법적 능력과 안목을 높

이며 보다 자율적인 학습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2) 교사

 교사는 특정한 수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체이다. 교사의 수업 설계와 실천이 

학습자의 배움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습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학습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업에서의 교사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복잡적응계에서는 

교사 또한 교수자이자 참여자, 학습자로 존재한다. 

 이 수업에서의 교사는 연구자 바로 자신이므로 수업 설계의 의도와 구체적 방안, 수업을 

통해 변화한 점들은 전체 논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여기서는 학습자들의 눈을 통해 학

습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교사는 어떠한 행위자로 존재하였는지를 고찰해 본다.

  이번 문법 수업은 선생님께서 따분하지 않게 어떻게 수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느껴졌다. [S4-2-12]

  하지만 우리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확실히 일반적인 수업과는 달랐다. 학생들

이 문법을 단순하고 재미없는 규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창의적인’ 수업을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느꼈다. [S6-9-12]

  무엇보다 선생님의 수업은 생각이 꽃피는 수업이었던 것 같네요. [S3-13-12]

  확실히 개방형 질문이 많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문법에 대하여 생각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졌다고는 볼 수 있다. 이외 수업 방식에 있어서 고등학생이 

궁금할 만한 점을 잘 자극해 주신 것 같다. [S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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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은 교사가 기획한 문법 탐구 수업이 문법에 대한 흥미를 고취하고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음을 상기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였

으며 특히 ‘고등학생이 궁금해 할 만한 점을’ 자극하여 학습자들이 언어 현상에 호기심을 가

지고 ‘생각을 꽃 피울 수 있는’ 수업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교사가 준비한 수업과 실제 수

행은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는 수업에서 학습자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학습 과정에서 문법적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

는 세밀한 준비와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문법 탐구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

련되는데, 학습의 동기는 그에 적합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과정적이고 상

태적인 것이다(Jonassen & Land, 2000: 209). 

  다른 활동에서도 토론식의 학습법이 무척 좋지만 학생들끼리의 의논만으로는 정

답을 내기보다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라는 식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기에 어느 

편이 더 설득력이 있고 쓸모가 있는지,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를 설명해주

시는 선생님의 역할이 큰 것 같다. 덧붙여 국립국어원에 가서 단어를 검색해보고 

품사를 살피는 것을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다! [S3-13-12]

  기억에 남는 것이 많아서 어떤 것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기호에 대해 설명하신 

것이나 표준국어 연구원에서 검색하는 것이나 언어가 쓰인 것을 보고 교착어 등으

로 나눈 것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기억에 남는다. [S2-3-12]

 또한 교사는 문법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참여자로서의 위상도 중요하다.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분

반 토의에서 교사는 학습자 맥락을 이해하고 전문가로서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학습자

들이 이를 준거로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수업 시간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였다.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여 사전을 찾아

보거나 여러 자료, 질문과 답변 등을 학습자와 함께 찾아보았다. 이것은 문법 탐구를 수행하

는 실질적 수행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문법 학습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 보

았다. 앞으로 학습자들이 문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교사는 문법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암묵적 행위를 통한 모방을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폴라니(Polanyi, 1966: 60)는 학생이 교사의 행동에서 모종의 감을 잡아 



- 99 -

그것을 모방하여 학습하는 것은 암묵적인 앎과 관련된다고 본다. 교사는 명시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암묵적인 지식의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저 스스로 달변가도 아니며 더구나 문법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고 많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항상 나름대로 수업을 준비하고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수업이 즐거워졌고 궁금한 점이 생겨도 선생님께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저의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경

우도 있었을 텐데 항상 저의 입장에서 의문을 해결해주시려고 애쓰는 선생님이 계

셔서 이 질문을 과연 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어서 저는 수

업시간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의 엉뚱한 질문들에 선생님께서 웃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셔서 국어과목에 대한 저의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었

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S1-6-12]

 또한 교사의 피드백은 학습에서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학습자들의 의견을 존

중하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적합성을 지향하는 문법 탐구 활동에서 학

습자들의 의견은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보다 적합한 설명과 해석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

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의견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관점을 촉발

시켜 줄 수 있는 자원으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문법 수업을 기획해 주시고, 열정을 다해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S3-12-12]

 

  그렇지만 생각쪽지 쓰기나 조별활동 참여는 항상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는 선생님께서 문법을 잘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S6-5-12]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께 가장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언제

나 모든 반 학생들의 생각 쪽지를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 수업 준비도 다른 국어 

수업에 비해 깊이 있는 지식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느끼

고 있습니다. 6분반을 혼자서 가르치시는 데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수업을 해주

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S6-15-12]

 수업에서의 교사의 열정은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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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스스로 문법 교과에 대한 열정과 희열을 보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에 대한 내

재적 희열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이홍우, 1996: 356-370).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332)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관심과 열정이 거울처럼 학습자들에게 모방된 반응을 촉발하면서 

체계 내에서 긍정적 피드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효과는 매우 강력해서 

교사는 교과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교사는 수업에서의 실천적 지식을 통해 문법 탐구에 대한 안목과 열정이 학습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수업에서 교사는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인 동시에 참여를 통해 문법 탐구

에 대한 열정과 암묵적 지식의 학습을 유도하는 환경으로 존재했다. 교사 자체가 문법 탐구 

활동의 행동유도성(affordance)인 것이다.

3.2. 비선형적 상호작용

 비선형적 상호작용은 학습자들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복잡성을 창발하는 중요한 기제이

다. 여기서는 수업 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형성, 탐구 

질문 공유 등 피드백을 통한 학습자 생성 자원의 순환에 대해 고찰해 본다.  

 3.2.1.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형성

 가설적 추론 활동은 단서로 주어진 언어 현상에 주목하여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활동

으로 구안하여 수행하였다. 정형화된 탐구문제로 제시되기도 하였고 활동 중간에 현상에 대

한 개방적 질문으로도 제시되었다. 학습자들의 문법적 직관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에 대한 

활발한 가설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분반 토의였다. 이때 수업의 조건상 ‘발표 

및 토론’이 수행 평가 항목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기록하고 평가해야 

했다. 따라서 교사가 분반 토의의 사회를 맡고 의견이 있는 학습자들은 발언권을 얻어 공식

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러한 분반 토의 형식을 진행하면서 고민한 지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학생들은 교사

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표하게 되므로 교사 중심의 중앙집중형 네트워크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나였다. 중앙집중형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만이 이루어질 때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형태이다. 둘째 분반 토의의 경우 조별 활동보다 많

은 학습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가 균등할 수 없으며, 침묵하는 학습자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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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06: 251)는 네트워크의 구조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 공유된 이념, 통찰, 기회, 개념 등이 행위자들을 가로질

러 확산될 수 있는가가 복잡성 창발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지향성, 해석, 적합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통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수업을 거듭할수록 분

반 토의가 문법에 대한 해석적 공간으로 작용함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은 3분반의 기호 분류하기 활동 수업 분반 토의의 도입 부분이다. 기호 분류 기준을 

세우기 위해 ‘기호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생성하고 발표하였다. 

교사: 자, 얘들아, 우선, 기호가 뭘까? 분류를 하면서 기호가 뭘까 생각해 봐야겠

죠. 거기 15개가 다 기호예요. 그것 말고도 더 많은 기호가 있는데. 기호가 

뭘까, 기호가 무엇일까? 공통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자유롭게 발표하

셔도 돼요. 기호가 무엇일까? 기호.

     어, S3-12. 

S3-12: 네, 원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보조 개념을 쓴 거

교사: 예를 들면? 원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조 개념? 보조 개념을 가져왔

다. 

S3-12: 예를 들어 사랑을 하트로.

교사: 아, 사랑을 하트로 나타내는 것, 그것도 기호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 자체

도? 기호겠네요. 그죠? 또? 있어요?

S3-10: 추상적인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

교사: 추상적인 거를 뭔가 시각적인 거로 나타낸 거. 볼 수 있는 기호로 표현하는 

거. 그죠

교사:  어. S3-13.

S3-13: 어, 기호가 그러니까 대상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보는 걸, 그러니까 

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는 것을 표현한 거지 그대로

를 표현한 게 아니라 본 만큼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는 거를 나

타내는 거 같고. 그리고 시각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사: 그러면 시각 말고도?

S3-13: 예를 들어 사이렌 같은 경우는 앗 이게 위험 상황이구나를 알잖아요.

교사: 청각!

S3-13: 네, 그것도 어떤 기호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교사: 아, 그렇죠. 되게 철학적이네.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을 표

(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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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데, S3-13은 그 대상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지각에 의한 것이다. 

우리 미학오디세이에서 배웠지만, 정말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 주관인가 객관

인가 이런 것처럼, 감각한 것이다. 또?

S3-2: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을 직접 서술할 수 없으니까 더 간략하게 드러내기 위

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

교사: 그렇죠. 대상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다 구구절절 쓰거나 할 수 없으니까 간

략하게, 아까 시각화나 청각화나 간략하게 한 것이다. 공통점이 있을 수 있

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어, S3-11.

S3-11: 그까 사회 구성원들 간에 하나의 약속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항상 말이

라 그런 거로 복잡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한 걸 약속해 가지고 

교사: 아, 그죠, 뭔가 간략하게 하려면, 쉽게 알아보려고 하려면 약속이 전제되어

야 한다. 좋은 대답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기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기호. 기호, 어렵죠. 구성이라고 하

니까 어려운데, 우리가 기호 할 때 우선 뭘 봐요? 기호. 

교사: 기호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표현 형태를 보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해요? 

학생: 의미

교사: 그죠. 의미를 생각해 보죠. 그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 언어학자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기호에는 표현 양식이 있고 그 표현 양

식의 의미가 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언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표현 양식과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사실 기

호에요. 언어도 기호. 그래서 표현 양식과 의미가 있다. 여러분 그 표현 양

식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기호를 하나 들고) 아까도. 이거 있잖아. 이

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보이기는 자동차, 불 이렇게 보이는데 해석을 어떻

게 할 건데? 자동차 불내지 마라? 

학생들: (웃음)

교사: 불나게 달리지 마라?

학생들: (웃음)

교사: 앞 반에서 불나게 달리지 마라. 혹은 불난 자동차는 오지 말아라? 

학생들: (더 크게 웃음)

교사: 불자동차는 오지 마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의미가 되겠죠? 그

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한다. 그러면 각 조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

(25)

(30)

(35)

(40)

(45)

(5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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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화 차례를 보면 ‘교사-학생-교사-학생’의 반복적 패턴이 발견된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교사와 학생의 대화 비율은 1:1이다. 그러나 교사의 발언을 제외하고 학습자들의 대

화만으로 ‘기호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기호의 본질적 기능, 기호의 형식적 측면, 의사소통적 특징, 기호 현상의 인지적 

특징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의 삶의 경험에서 자신의 해석을 

거쳐 생성된 지식으로 의미가 있다. 

기호란 무엇인가?

 ① 원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보조 개념을 쓴 것 [S3-12]

 ② 추상적인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 [S3-12]

 ③ 기호는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한 것을 표현한다. 

    반드시 시각적일 필요는 없다. 청각 기호 [S3-13]

 ④ 간략하게 드러내기 위해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 [S3-2]

 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 [S3-11]

이러한 가설 생성과 선택의 과정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사는 우선 ‘기호란 무

엇일까’, ‘기호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와 같은 질문의 형태로 주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을 이끈다. 또한 두 번째 (7)에 있는 교사의 발언처럼 학습자 의견에 대해 구체

화 질문을 할 수 있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 보이는 것이 도움

이 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의견에 부연 설명이나 사례 들기 요청을 통해 학습자 

의견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발언 다음에 오는 교사의 발언(7, 10, 13, 24~27, 30~31, 35)은 학습자들의 의견을 

읽어주는 역할을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발언을 통해 단순히 학습자 의견을 반복적으로 거

론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의 고유한 관점을 짚어내고, 이를 분반 전체의 의견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동시에 제시된 여러 의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하며 전체적인 논의의 흐름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33, 36).

 특징적인 것은 학습자 발언 후에 바로 평가를 내리거나 교사의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는지 우선 한 번 생각해 볼게요. 1조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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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11, 27, 32)와 같이 다른 의견 발표를 촉진하는 질문을 반복하였다.93) ‘또?’라는 짧은 질문

은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내포한다. ‘또?’는 이제까지 제시된 의견 외에도 다른 의견이 존재

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 질문을 들은 학습자들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관점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럴듯한’ 생각이 공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라는 질문이 제시되었

을 때 학습자들은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그 외에?’, 

‘또?’라는 질문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일정한 개방성, 불명확성, 내재적인 무작위성을 기치로 

내세워 다양한 가설을 촉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Davis & Sumara, 2006: 260).94)

  수업시간에 다양한 문법적인 현상들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밝히자면 약간은 '제가 그걸 알 리가 만

무하지 않나요?'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질문하시니 어느새 자꾸 고

민해보게 되었습니다.....본격적으로 후기를 쓰자면, 끝난 후에 보니 선생님의 질문 

식 수업이 정말 좋았습니다. 토론하는 활동도 좋았습니다. 문법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닌, 함께 생각해서 터득하는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조별 활동으로 수업을 듣기만 할 때보다 우리말의 구조를 더욱 잘 알고 

오래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4-7-12]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처음부터 이러한 구조가 익숙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위의 학습자

는 초기에 연구자의 질문 자체를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었다. 그는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교사는 알고 있는 질문’이라는 도식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리사 델핏(Lisa Delpit, 

1996, Betsy Rymes, 2009: 188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교사가 ‘대답이 알려진 

93) 분반 토의에서 자신과 유사한 의견이 나오면 발표를 하려던 학습자도 침묵을 하게 된다. 내 
의견을 다른 친구가 이미 말했기 때문이며, 같은 생각은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 생
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의견’과 ‘다른 친구’의 의견은 반드시 동일할까? 해석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의견에서도 의외로 새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또한 유사한 의견은 단순히 잉여적인 것이 아니라 분반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확
보하며 특정 관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분반 토의를 통해 ‘자신의 생각
을 문법적으로 말해 보는 기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같은 의견이라도 ‘자신
의 말로’ 설명해 보기를 독려했다. 이러한 행위는 내적 잉여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의 조건이 
될 수 있었다. 

94)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331)에서는 ‘대기시간’도 학습자들의 가설 생성을 촉발시키
는 긍정적 피드백과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대기시간이 3초 이상 연장되면 학생들
은 좀 더 신중하게 반응하며, 보다 면밀히 탐색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보다 통찰력 있는 답변
을 제시하여 상호작용은 ‘집중적인 치열한 대화와 비슷한 무언가로 진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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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Known-answer questions)’을 할 때 혼란을 겪는다고 한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나

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 요점이 무엇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S4-7의 경우 초

점은 ‘제가 알 리 만무하다’에 있지만 결국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며, 그것을 이야기해

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S4-7 학습자는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답이 아닌’, ‘함께 생각해서 터득해 가는’ 분반 활동에 적응할 수 

있었다.

 교사의 발언의 기능을 정리하면 ① 문제 제시, ② 학습자의 의견 읽기 ③ 학습자 의견의 

구체화 질문 ④ 발표의 전체 맥락 읽기 ⑤ 다른 의견 발표 촉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는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역할로 물러나 있으며, 기호에 대한 가설과 문법적 

해석은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 여기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피드백 연

결체로서 학습자의 가설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IRE

⇒

IRF
개시(Initianion) 개시(Initianion)
반응(Response) 반응(Response)
평가(Evaluation) 피드백 연결체(Feedback)

표�Ⅲ-5� 분반�토의의�대화�패턴

 기존의 학습대화에서 주로 활용된 IRE 담화 패턴은 ‘대답이 알려진’ 질문에 대한 교사의 

질문→학생의 반응→교사의 평가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질문의 선택과 정답의 제시가 교사

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답을 배제

하고 맞는 답을 찾아가는 경직된 경로를 따른다. 그러나 IRF의 형식에서 교사는 질문을 제

시하되, 그에 대해 평가하는 최종 권한을 지니지 않고 피드백 연결체를 활용하여 반응을 확

대하고 생각을 확산시켜나가도록 자극할 수 있다.95) 이를 통해 또 다른 연결체를 구성해 나

가며 학습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Betsy Rymes, 2009: 180). 

특히 피드백 연결체를 통해 학습자들의 생각을 읽어줌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

데, 의미 있는 관점들을 정리하여 발견하며 그것이 분반 전체의 공식적 의견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다. 

95) 올슨과 애싱턴(Olson & Astington, 1993; Olson & Torrance 1996: 527-528에서 재인용)
은 복잡한 사회 인지적 과정을 포함한 수업에서 교사의 사고는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진술과 
과제의 목적에 대한 진술을 통합해야 하며, 반드시 지속적으로 피드백의 효과를 관리하고 학
습자의 양상을 자극해야 한다고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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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시간은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중학교 때의 문법과 완전히 다른 형식의 수

업이었다.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게 되는 참여형 수업은 나에게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국어에 대한 흥미

를 돋우어 주었다. 처음에 문법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렵진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

었는데 수업이 이해하기 쉽고, 또 친구들의 애기를 듣고 나도 그 토론에 참여하면

서 문법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S1-2-12]

  물론 발표를 안하면 깎여서 발표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타 과목과 비교해 보

았을 때 문법 과목에 대해 내가 흥미를 가지는 정도는 확연히 차이나는 발표 횟수

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매시간 자유로운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나의 의견을 

발표하였고, 또 그 과정을 즐겼던 것 같다. [S3-1-12] 

 연구자는 처음에 이러한 형식이 ‘발표’를 통한 공적 말하기인 동시에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구조로 인해 문법 탐구 활동이 자칫 경직되거나 부담스러운 활동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최대한 발언 기회를 많이 부여했으며, 발언 내용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않고 발언 횟

수만을 기록하였다. 발표에서는 정답은 아니더라도 ‘바람직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법적 직관을 활용하여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고 자유롭게 

어떤 의견이든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학습자들은 이

러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게 되는’, ‘자유로운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상기하고 있다. 물론 성적과 관련하여 발표의 부담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여러 친구들과 다

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활동 자체를 즐긴 학습자들이 많았다. 

 또한 분반 토의 중심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자가 깨닫게 된 점은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

한 상호작용이 반드시 모든 학습자의 물리적인 연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학습자 중심 학습을 염두에 둔 교실에서는 조별 활동 등 학습자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조

직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교사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S고의 문법 탐구 수업에서 상호작용 형성의 중심이었던 분반 토의는 상대적

으로 교사의 주도적 역할이 컸으며 모든 학습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

적일 수 있다. 그러나 카우프만(Kauffman, 1995: 147)은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의 깊은 설계와 섬세한 가공’이 아니라 ‘극히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망이 

성기게 결합하는 것’이라 주장한다.96) 칠러(Chiller, 2016: 71)에서도 엄격한 계층적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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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얕은 구조(shallow structures)’를 가질 때 복잡적응계 창발이 일어날 수 있음을 논

한다.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또한 수업에서 집단 지성을 창발하는 것은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의견과 관점이 중심이 되는 환경임을 주장한다. 분반 토의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공식화되고 상위인지 작용을 통해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

면서 자원이 활발하게 순환될 수 있었다. 분반 토의에서는 의견 발표뿐만 아니라 경청을 통

해서도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아래 학습자의 경우처럼 생각쪽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소통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앞서 모든 학습자들이 분반 토

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각각 자신의 성향과 개성에 따라 자기에게 적합한 활

동을 통해 문법 탐구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하고 있었다.

  비록 나의 의견을 많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쪽지를 적으며 나름대로 나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다. [S2-14-12]

  내가 수업시간에 말하지 못했던 나의 의견을 적는 하나의 ‘창구’였다고 생각하기

에 문법의 모든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S4-1-12] 

각각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의견, 아이디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수업을 통해 이루

어질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문법 탐구 

활동으로서의 분반 토의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토론을 

통해 문법적 식견을 넓히는 기회’,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 의견과 비교해 보는 기회’, ‘생각

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토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생각

과 관점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나의 의견을 점검하고 나아가 문법이 무엇인지에 대

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었다.  

  또한 수업 내용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조별 활동과 탐구 활동과 같은 서

로 토론해보는 기회가 많았고, 선생님도 바로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의견

96) 그는 부울 회로망 실험을 통해서 이를 밝히고 있다. N개의 전구와 전구 당 K개의 입력을 
받는 회로망을 생각할 때, K=1이면 각 전구가 단지 하나의 전구로부터 입력을 받는 경우이
며, K=N이면 각 전구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전구들로부터 입력을 받는 경우이다. 그는 이 
회로망에서 자발적으로 강력한 질서를 드러내는 것은 K=2와 같이 드문드문 성긴 회로망이며, 
K의 값이 커질수록 혼돈 영역에 위치함을 밝혔다.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카우프만
(Kauffman, 1996)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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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먼저 들어보게 해서 단순한 문법 수업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알찬 수업이었습니다. [S3-7-12]

  인상 깊게 본 강연에서 소개한 기업의 두 가지 구조가 생각난다. 첫 번째는 우리

나라나 일본에 흔히 있는 구조로, 한 명 또는 몇 명의 높으신 분이 있고, 그 아래

로 피라미드 식으로 간부와 사원들이 배치되어서 소통하는 소위 수직적인 그룹이었

다. 두 번째는 모든 일원들이 직급이라는 장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어떤 결과

물을 만들어가는 수평적인 그룹이었다. 수직적인 그룹의 일원이 되면 자기가 맡는 

일은 간단하다. 위에서 내려오는 일을 수행한 뒤, 그대로 위로 올려 보내기만 하면 

된다. 수평적인 그룹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토론과 의견 표출을 해

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며 한 발짝씩 결과를 향해 나아간다. 설곽에서의 문법 

수업이 새로웠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교과서가 던져주는 명제를 외우는 것에서 출

발하지 않고, 지문과 예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문법 명제를 향해 나아가는, 마

치 초기의 국어학자들이 문법 규칙을 세울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문법 개념들을 정

리했던 것이다. 문법 개념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런 분석 태도

를 학습함을 통해 폭넓은 문법 개념을 습득하는 탄탄한 기반이 길러졌다고 생각한

다. [S3-8-12]

 정답 지향이 아닌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조

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사고와 관점이 생성되고 공유되면서 내적 다양

성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창발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문법 수업처럼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해 주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는 토론과 의견 표출을 통해 한 

발짝씩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수평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복잡적응계의 중심에 

있는 대상은 개인이나 개인 상호 간의 집단성이 아니라 ‘집단적인 인식 행위(collective 

knowing)’이다. 공동의 목표, 집단의 지향성, 하나의 이념, 공통적인 헌신, 창발적인 가능성

이라 할 수 있다(Davis & Sumara, 2006: 252). 학습자들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터득하

며 문법 학습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문법 탐구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3.2.2. 학습자 생성 자원의 활발한 순환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 학습자와 교사는 하나의 노드이며, 이들 사이에 생성된 상호작용의 

흐름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 순환된 자원은 ‘문법적 사고’와 ‘문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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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었다. 문법 탐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활동과 학습자의 생각쪽지 작성과 공유였다. 연구자는 문법 탐구 공동체 내의 모든 과

제의 공유를 원칙으로 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 과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개별적 소통을 전

제로 한다. 그러나 학습자 과제는 그 자체가 유용한 자원이며 학습자 간의 내적 잉여성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연구자는 S고 학습자들의 생각쪽

지를 공유함으로써 문법적 사고와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었다. 

우선 생각쪽지 과제의 성격과 양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생각쪽지’는 매 수업의 과제

로 제시된 것이다. 연구자가 대학에서 작성했던 ‘생각쪽지’는 탐구 질문을 만드는 단일 성격

의 과제였다. 여기에 ‘수업 후기’를 덧붙여 ‘수업 후기+탐구 질문’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다

음은 학습자에게 안내한 생각쪽지 작성 안내 부분이다. 

 문법 수업 후기는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과정이다. 안내지 문장들의 숨은 주어는 ‘내가’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학습자마다 학습 경험과 반응은 각기 다르다. 왜냐하면 

학습자 자체가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각쪽지를 통해 연구자는 특정 문법 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지닌’ 학습자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문법 개념을 구성’하는

지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문법 수업 후기

 •수업에서 다루었던 문법 요소나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수업에서 다룬 문법에 대해 평소 알고 있었던 바(오개념 포함)

 •수업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 혹은 흥미로웠던 점(개념이나 용례 등을 들어)

 •궁금한 점 혹은 더 알고 싶은 점

 •수업 자료, 방식에 대한 평가 등

 •관련하여 더 찾아보거나 생각해 본 점 등

▸탐구 질문

•평소 궁금해 하던 혹은 흥미로워하던 언어 현상이나 문법 규칙 포착

•여러 사례들 찾아보거나 만들어 보기

•규칙성 발견을 바탕으로 탐구 질문 만들어 보기

  (~는 왜 그럴까? 어떠한 규칙이 있을까? 등)

•질문에 대한 나름의 해답 마련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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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탐구 질문 작성을 안내하면서 이를 통해 ‘문법적으로 인식하고 문제

를 발견하는 힘을 기를 수 있으며’, ‘나의 언어에 대해 관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탐구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궁금한 것을 발견하여,97) 이 현

상을 문법적인 관점에서 질문화해야 한다. 즉 자율적 ‘문법하기’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쪽지를 분반 학생들과 공유하는 과정은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

다. 다음은 실제 생각쪽지 7의 탐구 질문을 분반 학우들과 공유한 것이다. 3분반과 5분반의 

탐구 질문 공유를 통해 분반별로 얼마나 다채로운 사고들이 공유될 수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탐구 질문은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심화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수업 질문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한정된 수업 주제와 시간을 벗어나 문법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주제와 대상을 확

장시킬 수 있었으며 문법적 호기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97) 10번의 탐구 질문 작성이 모든 학습자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많은 학습자들이 과제를 위
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
면서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회상하
는 학습자들이 여럿 있었다. 이는 학습에 대한 의도성의 생성과 관련된다. 다음의 학습자가 
그 중 한 명이다. 

    또한 탐구 질문을 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뒤로 갈수록 소재가 점점 떨어진 만큼 주위 언어 
현상을 항상 유심히 관찰할 여지가 생겼다. 초중반까지는 정말 궁금했던 것들이나 문법을 어
떻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배워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나중에는 소재도 떨어
지고 해서 신조어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활동이 전부 언어적 사고의 확장
의 결과였다. 특히 ‘-충’은 그냥 생각나는 것을 썼는데 나중에 수업 때 자료로 활용되어 놀랐
다. [S4-4-12] 

[3분반] 생각쪽지 7 탐구 질문 공유

① 알파벳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S3-10-7] 

 ☞ T: 알파벳 기원에 대한 동영상 시청, S3-6의 문자 발달의 역사에 관한 생각쪽지 공유 

권장

② 'ㅋㅋ(크크)', 'ㅎㅎ(흐흐)'가 단어 또는 하나의 성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인정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S3-8-7]

 ☞ T:이 말들이 무엇을 나타낼까?  S:감정

    T: 품사로 나타낸다면?  S:감탄사

    T: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s:흐흐

    T: ‘ㅡ’를 첨가하여 음절을 만들어 읽음, 완전한 단어는 아니나 감탄사의 역할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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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T :고속도로 ‘졸면 ㅈㄴㄷ’ 표지판 본 경험 공유

③ 인터넷은 언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S3-14-7]

 ☞ T: 언어생활이나 변화에 가장 획기적인 영향을 준 것은? S: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제국주의, 민족의 이동, 타자기의 발명, 문자의 발명, 인쇄

④ 텔레파시가 실재한다면 언어적인 특징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S3-9-7]

 ☞  T: 재미있는 질문! 언어적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 속 사고라도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⑤ 만약 내가 언어의 사회성과 규칙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자. 어

떻게 결정을 내려야하며, 어떤 근거를 들어야할까? [S3-9-7]

 ☞  T: 공통되는 질문, 언어의 규범성과 사회성, 올바른 언어 지키기, 문법 수업을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함

⑥ 우리나라는 언어가 세종대왕시대에 집현전의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제작의 시작을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언어인 영어나 중국어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시초가 불분명

하다. 그러면 이러한 언어는 어떻게 파생되면서 발전하게 되었을까? [S3-3-7]

 ☞ T: 일상적인 오개념, 한글과 한국어의 혼동. 훈민정음 창제 당시 문자의 위상과 현재 

우리 한글의 위상은 달랐을 것.

[5분반] 생각쪽지 7 탐구 질문 공유
 

① 세계의 언어는 다양하지만 숫자만큼은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여 쓰는 이유는? 

[S5-6-7]

 ② 수학도 일종의 언어 체계일까? [S5-16-7]

  ☞ T: 다른 분반 질문, 자연수, 유리수는 연속적인 세계를 분절한 것인가?

        수학은 기본적으로 기호 체계, 정해진 의미 내에서만 약속이 되며 창조성의 경우 

제한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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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반과 5분반의 탐구 질문 공유를 보면 공통점과 다양성이 함께 존재한다. 우선 언어의 

기호적 특성에 대한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작성된 것이며 수학과 과학에 특기와 관심이 있는 

학습자들인 만큼, 수학이나 암호 같은 기호 체계의 특성과 언어를 비교하는 질문이 제기되

었다. ‘텔레파시에 언어의 기호적 특징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매우 독창적인 것이

었으며 인간 의사소통의 영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언어의 규범성

과 언어의 역동성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초성 단어를 언어라고 

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 언어나 문자의 기원과 공통적인 표현에 대한 궁금증 등이 탐구 

질문을 통해 제시되었다. ‘알파벳의 기원’과 관련한 질문은 3분반에서 다른 분반으로 피드백 

되며 공유된 이해를 형성할 수 있었다.

 ③ 은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표준어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S5-10-7]

  ☞ T: 유행어, 은어 등 문법을 파괴하니까 쓰지 말아야 한다, 아니만 언어 사용자들이 사

용하니까 무조건 인정해 줘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S: 별거 아니고 말할 때 쓰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쓰지 않는다 .

  T: 문어가 훨씬 보수적. 20여년 전 PC 통신 언어에 대한 학계의 기우가 있

었음.    규범성과 창의성의 길항 작용, 언어적 주체의 성찰이 필요

 ④ 줄임말은 언어의 일부인가? [S5-2-7]

  ☞ T: 만약 품사로 분류한다면? S: 감탄사

     T: 음절 조건 만족하지 않지만 감정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감탄사로 볼 수도. 이런 

표현의 경우 상투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소통이 가능함→초성 퀴즈 제시

     T :고속도로 ‘졸면 ㅈㄴㄷ’ 표지판 본 경험 공유

 ⑤ [3분반 탐구 질문 공유] 알파벳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S3-10-7] 

  ☞ T: 알파벳 기원에 대한 동영상 시청,

 ⑥ 암호도 자의적인 언어체계인가? [S5-10-7]

 ⑦ 동음이의어 생성의 이유는 무엇인가? [S5-7-7]

  ☞ T: 언어는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 것, 한정된 음운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한계, 뜻은 다른데 소리가 같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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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쪽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느낌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탐구 질문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더 나아간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면에서 좋은 시도인 

것 같다. [S6-9-12]

  그리고 이러한 수업의 방식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생각쪽지, 그중에서도 생각

해 볼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의 언어현상에 그렇게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질문을 찾는 데 힘들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다

음 수업 때 같은 분반 학우들이 써낸 생각쪽지 질문들을 보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생각해볼 만한 언어현상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이러한 재밌는 현상을 찾으면 다음

번 생각쪽지에 써놓기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고, 또 언어 비평문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

하여 글을 써 보면서 저는 문법,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언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S6-11-12]

  수업의 다른 요소들 중에는 다른 친구들의 탐구 질문을 듣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꽤 재미있었다. 내가 탐구 질문을 만드는 것은 귀찮고 어려웠는데, 친구들

이 한 생각들을 들으면 그런 생각도 한다는 것이 신기했고 쉽게 지나쳤던 부분에 

대해 친구들이 던진 의문을 듣고 정말 그렇네,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여

기에 선생님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려주시거나 우리나라 문법학계에서는 어떻게 보

고 있다는 등 아니면 실제로 그런 구분도 있다는 등 설명을 덧붙여 주셔서 좋았다. 

[S3-14-12]

 탐구 질문을 공유하는 활동은 학습자의 문법적 호기심을 확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

체계를 마련해 보는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였다. 분반 학습자들이 생성한 문법적 호기심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호기심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자원

의 구축과 순환의 과정에서 또다시 새로운 자원을 생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이 활

동은 또한 탐구 질문이라는 명시적 앎뿐만 아니라 탐구 질문을 생성하는 다른 학습자의 언

어적 민감성과 창의성, 과제에 대한 열정, 성실성 등의 암묵적이고 실천적인 앎을 공유하는 

장이었다. 한편으로 생각쪽지는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교사의 직접적 피드백의 기회가 되었

으며 학습자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눈’으로 문법 현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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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문법 탐구에 대한 공감으로 변화되며 상호작용적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Rymes, 2009: 70).

 3.2.3. 다양한 자원의 활용

 교사가 수업에서 직접 다룰 수 있는 주제와 탐구 활동은 한정되기 마련이다. 학습자들의 

맞춤법 학습 동기를 고려하여 연구자는 ‘우리말 산책(이익섭, 2010)’에 실린 글을 수업 시작 

시에 한 편씩 읽도록 계획하였다. 이 책은 일반인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마치 한편의 ‘문법 

에세이’를 보는 것처럼 쉽고 친절한 설명이 돋보인다. 이 활동은 교사의 별다른 개입 없이 

학습자들의 자율적 읽기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텍스트 읽기 또한 기호에 대한 해석 과정으

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교사로서 하나의 새로운 시도였다. 보통 수업에서 모

든 제재나 활동은 교사의 소개나 설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 

글은 수준 높은 문법적 식견을 가진 필자가 독자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춰 매우 적절하게 문

법적 이해를 활성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읽기만 보장된다면 교사의 부

연은 자칫 잉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수업의 시간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제한된 수업 시간 안에 여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

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 활동은 5분 정도의 워밍업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학습자들

에게 ‘우리말 산책’은 문법 탐구 수업을 여는 ‘좋은 애피타이저’가 되었으며 문법 탐구 학습

을 지속할 수 있는 ‘흥미’를 제공하였다. 

  매 수업 시간마다 나눠주시는 우리말 산책 자료는 좋은 애피타이저 같은 느낌이

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거나,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읽는 것은 

문법수업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S6-9-12]

 우리말 산책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식들과 꽃 사진은 화요일 아침을 차분하고 즐겁

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S3-13-12]

 많은 학습자들이 ‘우리말 산책’ 읽기 자료를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일

상적 문법 오류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문법에 대한 흥미를 생성할 수 있었으

며’, ‘문법 학습에 도움이 됨’을 언급하였다. 또한 ‘글이 재미있다, 흥미롭다, 인상적이다’와 

같이 글 자체에 대한 평가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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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구체적 텍스트의 구조를 살피며 ‘우리말 산책’의 어떠한 조건들이 이러한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글은 수업 첫 시간

에 나누어준 글의 일부이다. 

‘며칠’인가 ‘몇일’인가?-우리말 산책을 시작하면서

(상략)

오늘은 가볍게 ‘몇일’과 ‘며칠’의 맞춤법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❶국어사전에 ‘몇일’을 찾으면 <‘며칠’의 잘못>이라고 나옵니다. ‘몇일’은 맞춤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글에서도 ‘몇일’이라 찍으면 빨간 줄이 쳐지는 걸 볼 수 있

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몇 날’, ‘몇 달’은 말 할 것도 없고, 

‘몇 월’도 다 ‘몇’을 밝혀 적으면서 왜 유독 ‘몇일’은 안 된다는 건지 무슨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❷그러나 그렇게 정한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며칠’은 워낙 한 단어로 굳어져 

‘몇일’로 분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게 그것입니다. 만일 ‘몇일’로 적을 정도라면 

그 발음도 [면닐(←멷일)]일 것이 아니냐, ‘몇 월’을 보아라, ‘며춸’이 아니고 [며둴

(←멷월)]이 아니냐 그런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오는 근거입니다. 

 ❸‘며칠’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니?”라고 할 때처럼 어느 하

루의 날짜를 가리키는 의미가 그 하나고, “며칠이나 걸리겠니?”에서 보듯이 기간을 

가리키는 의미가 다른 하나입니다. ‘몇 월’은 “지금 몇 월이니?”로는 쓰여도 “이 공

사는 몇 월이나 걸리겠니?”로는 안 쓰이고 반면 ‘몇 달’은 “지금 몇 달이니?”라고 

쓸 수 없고 “이 공사 몇 달이나 걸리겠지?”로만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은 두 가지로 다 쓰이는 것입니다. 그 어느쪽 ‘며칠’도 ‘며칠’로 써야 하고 ‘몇

일’로 쓰면 틀립니다. 

❹그런데 맞춤법은 이렇게 근거를 따져 외울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의 

Knight를 외울 때 왜 소리도 안 나는 k나 gh를 살려 적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춤법은, 달리 말하면 스펠링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외우는 도

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이 맞단다, ‘몇일’은 틀리단다 그렇게 외우고 ‘며칠’로 써 나가 볼까요? 며칠

만 훈련하면 이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몇일’이라고 쓴 걸 보면 눈에 

거슬리게 될 것입니다. (이익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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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텍스트에서 ❶은 문제적 언어 현상의 발견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대부

분의 사례들이 일반인들이 고민하거나 실제로 자주 틀리는 맞춤법이라 학습자의 흥미와 필

요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며칠’로 표기하는 것은 ‘몇 월’, ‘몇 달’과 비교할 때 분

명히 변칙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필자는 맞춤법 표기에 주목하여 문법적 호기심을 불러일으

키는 동시에 문법적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추법

에서 단서로 제시하는 ‘놀라운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뒤이어 ❷와 ❸에서 필자는 ‘며칠’로 

표기하는 문법적 근거를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며칠’이 한 단어로 굳어져 쓰이고 있음을 

발음의 문제를 통해 보여주며 의미상으로도 특정 날짜를 가리키거나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

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며칠’로 표기하게 된 문법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학습자의 문법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필자는 맞춤법

의 관습적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❹와 같이 ‘외우는 도리밖에 없으며’ 또한 훈련

을 통해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는 맞춤법이 문법적 원리의 인식을 통해

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언어 수행임을 생각할 때(남지애, 2008: 32) 제안할 

수 있는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이 된다. 이때에도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우리말뿐 아니라 

다른 언어의 표기법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인 것임을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

이고 있다. 이 과정은 문법적 설명과 해석을 통한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과 관련이 있다. 

 연구자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외우는 도리밖에 없다’는 필자의 의견을 학습자들이 어떻

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었다. 왜냐하면 과학영재들의 특성상 외우는 것을 기피하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암기식 문법 학습에 적잖은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쪽지를 

살피며 흥미롭게도 필자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학습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

습자들은 맞춤법뿐만 아니라 문법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우고 익히려는 노력’을 하

는 태도를 갖추게 된 것이다. 

  문법 수업을 들으면서 문법에 대해 생각하는 나의 태도가 조금 변하였는데, 첫 

번째로 여러 문법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외울 각오를 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문법 

현상에 대해 왜 일어나는지를 따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현상들을 익히려는 노력은 

크게 안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말 산책('-대'와 '-데'))에서 구별해 적어야 하는 

단어 등을 혼동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은 외우는 것이라는 말을 보고, 어느 정도 

나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태도가 조금 변하게 되었다. [S6-5-12]

 요컨대 ‘우리말 산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학습들의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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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첫째, 제시하는 언어 현상 자체가 학습자들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는 것이었다. 둘째, 

글을 통해 언어 현상에 대한 자세한 문법적 설명과 관점, 문제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셋째, 글 자체가 차분하며 재미있고 필자의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말투가 묻어나 학습자들

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우리말 산책’을 읽고 맞춤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고, 맞춤법 

원리와 관련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실제 올바른 맞춤법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일상적인 문법적 오류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수업 내용들 중에서 나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읽기 자료이다. 앞에서도 

말했듯 나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들었던 궁금증들을 이 수업을 통해 

많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읽기 자료가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큰 도움

이 되고 흥미로웠다. [S5-13-12]

  문법 수업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일상생활에서 말을 쓸 때 생기는 사소한 헷

갈림들, 예를 들어 '되'와 '돼'의 용도, '안'과 '않'의 차이점 과 같은 것들에 대한 개

념들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매 수업마다 나누어주신 프린트에 

자세히 써져 있어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잘못알고 있었던 

개념들 또한 고칠 수 있었다. [S2-10-12]

  이번 문법 수업에서 가장 유익했던 것 중 하나는 우리말 산책 자료들이었다. 그

렇게 조금씩 읽는 게 쌓여서 우리말에 대한 지식이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범하는 문법적 오류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오개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

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특히 일상에서 헷갈렸던 맞춤법이나 단어 선택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S1-5-12]

 또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법 현상에 대한 해설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법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아래 학습자는 수업을 하면서 ‘학습 동기’를 형성한 경우이다. 특히 ‘흥

미를 가지게 된 동기’로 ‘우리말 산책’을 꼽고 있으며, 다음 학기 수업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학습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우리말 산책’ 활동은 텍스트의 

적절함과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이 맞물려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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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문법에 대해서 들으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내가 문법을 잘 못하기 때문도 

있지만 학점이 작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문법 수업

을 들으면서 수업이 생각보다 즐겁고, 자꾸 궁금한 점이 생겨나면서 수업이 더 듣

고 싶어졌고 나에게 이 문법 수업이 가진 의미는 즐거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리

고, 스스로의 더 배우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으로 변해갔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 처음에 문법수업을 들을 때는 없었던 학습 동기가 수업을 함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결국 그런 학습동기가 생겨 즐겁게 문법을 공부하면서 아는 지식의 양도 

늘어나고 문법이 마냥 지루하고 외우기만 하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재미있는 사

실들도 많고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2017년에 개설될 문법 수업을 위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우리말 산

책 읽기 자료를 그 때에도 계속 나눠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는 것이다. 내가 문법 

수업에 흥미를 가진 이유 중에서는 여러 수업 중에 진행하는 활동들도 있었지만 흥

미를 가진 동기는 그 우리말 산책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말 산책에는 재미있고 

실제로 사용할 때 헷갈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평소에 궁금했던 점도 해결해주면서 

재미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도 없어지지 않았으

면 한다. 후배들도 나와 똑같은 것을 느끼고 문법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S3-2-12]

 또한 학습자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읽기 자료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이 글을 통해 문법 개

념을 익히고 문법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겪을 수 있었다. 실제로 여러 학습자들이 ‘우리말 산

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별적인 학습을 넘

어 적극적인 수업 활동으로 다룸으로써 분반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나누고 싶어 했다.

  그리고 문법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매 수업 시간에 배부된 우리말 산

책이었습니다. 글 형태로 쓰여 있어서 읽으며 문법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4-14-12]

  '우리말 산책'은 내용은 괜찮았는데, 짧게라도 그 내용을 우리끼리 이야기해볼 시

간이 주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 전에 제대로 문법 공부를 안 하고 관심도 

없어 자주 찾아보질 않아 소개된 까다로운 문법에 대한 내용들 대부분이 새롭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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밌었다. 예를 들어 나는 '된/됀'을 계속 헷갈려 왔고 글의 빨간 줄을 통해서만 구

분해 왔는데, 해당하는 글을 읽고 궁금증이 완벽히 해소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 변

화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 2~3분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S2-1-12]

 학습자들은 ‘우리말 산책’을 통해 문법적 사고를 체험하고 모방하는 기회를 접할 수 있었

다. 제시되는 문법 개념뿐만 아니라 필자의 문법적 사고와 탐구 태도를 배울 수 있었던 것

이다. 특히 ‘우리말 산책’이 가설적 추론 활동을 중심으로 한 문법 탐구 활동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아래 학습자는 필자의 

문법 탐구를 메타적으로 분석하여 ‘언어 현상과 마주했을 때’,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다양

한 관점에서 고민해 보고’, ‘예문을 들어 관찰하면 좋다’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게 되었다. 

이것은 누가 명시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글을 읽으며 필자가 보여준 문법적 사고방

식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의 마음에 대한 감을 키우고 암묵적 앎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방은 단순 복제가 아니라 재활성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Daivs et al., 2000: 349). 

  문법 공부에 가장 큰 도움과 흥미를 주었던 것은 (후배들에겐 안타깝게도(또 그 

많은 자료를 다 읽게 될테니!)) 우리말 산책이라는 책을 복사하여 나누어주신 읽기

자료였다.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등장하는 예문들, 그리고 우리말의 역사나 

단어 자체의 의미 및 기능, 그리고 사람들의 사용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논제

를 다루는 올바른 문법탐구의 태도까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읽기자료에서 

소개된 것들은 알아두면 좋은 교양이라서 흥미롭고 유익하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언어현상을 마주했을 때 1.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문법적으로 생각

해볼 줄 알것이며 2.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보고 3. 읽

기자료에서 늘 그러듯이 여러 가지 예문을 들어 관찰하면 좋다는 것도 알 것이다. 

(하략)

  비평문을 제대로 쓰기 위해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더 자세히 알

아보기 위해 관련 논문을 읽었는데, 항상 과학 논문만 읽었지 인문학 관련 논문을 

읽은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문법 논문은 더더욱 처음이었는데, 예시를 들어서 논

제를 살핀다는 기본적인 틀은 우리말 산책의 읽기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S3-14-12]

 또한 일반적인 읽기 자료에 비해 필자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이것은 문법 탐구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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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우리말 산책’이 텍스트로서뿐만 아니라 이 글의 필자 또한 ‘국어학 전문가’라는 행위

자로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좋았던 것은 자주 나누어 주시던 우리말 산책(?) 프린트였는데, 말투도 친

근하고 우리 주변의 흔한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S3-16-12]

  우리말 산책도 유익했다. 일단 우리말 산책을 쓰신 분이 글을 재미있게 써서 심

심할 때 읽기가 좋았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던 맞춤법 몇 가지도 제대로 알 수 있

었다.[S2-14-12]

  우리말 산책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가끔 생각할 거리를 주었

고, 무엇보다도 글쓴이의 글 자체가 인상적이어서 읽게 되었던 것 같다. [S2-4-12]

 매체 자료를 활용한 매개적 수업에서 글의 필자 또한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교

사로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학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Sünkel, 1996: 241-243). 그런 점에서 ‘우리말 산책’은 자체적으로

도 문법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법적 사고와 절차를 보여주는 적합한 텍스트이면서 

학습자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거쳐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을 촉진하는 유의미한 자원

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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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산책(이익섭, 2010) 

텍스트의 특징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촉진

1. 일상 생활에서 혼동하는 맞춤

법이나 흥미로운 언어 현상 자

료를 다룸

⇒

•학습자의 눈높이와 필요 충족

•언어생활의 문제 해결에 도움

•문법에 대한 흥미 제공

•가설적 추론의 단서인 ‘놀라운 사실’로 작

용

2. 언어 현상에 대한 자세한 문법

적 설명과 관점, 문제 해결 방

법 제시

⇒
•문법적 사고 과정의 추체험과 모방 기회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침

3. 필자의 전문적이며 친근한 말

투가 묻어남
⇒

•필자가 문면에 드러나며 또 다른 행위자

로 인식

•전문가이자 교사로서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촉진

표�Ⅲ-6� ‘우리말�산책’을�통한�학습자�문법�탐구�학습의�촉진

3.3.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

 프랙털 구조는 부분과 전체가 자기유사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학습 현상에서 프랙털 구조는 하나의 학습 체계가 더 큰 차원의 다른 학습체계

에 내포되어 있으며 각각의 수준에서 정합성을 가지고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면 자기유사성을 바탕으로 부분과 전체의 공진화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반복

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 경험을 재귀적으로 정교화할 수 있다. 

 3.3.1. 문법 탐구 활동의 중층적 재귀화 구조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활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수업의 주제적 연결뿐

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경험 자체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쪽지의 작성

과 탐구 질문의 공유가 컸다. 특히 이러한 활동들의 과정과 결과가 선조적인 것이 아니라 

중층적 재귀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우선 생각쪽지 자체가 문법 탐구 활동의 재귀적 정교화 과정과 관련이 있다. 학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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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활동이 끝난 후 단순히 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법 탐구 활동에서 

이루어진 자기조직화의 결과를 명시화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❶‘죽음’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명사로 쓰이는 경우와 서술어의 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를 비교하는 활동을 했다. ❷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인데 무엇이 다른지 스

스로 생각해볼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❸‘죽음’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서술어의 명

사형에 대해 이와 비슷하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❹느낌으

로 알았던 그 차이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사화되어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서

술어의 명사형일 뿐이므로 어미를 바꾸어도 의미가 통한다’와 같이 문법 용어를 사

용해 설명하니 명확해졌다. ❺아마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런 문법 용어도 생겼을 것 같다. [S3-14-9]

 위의 생각쪽지에서 ❶과 ❸이 수업 활동에 대한 갈무리라면 ❷와 ❹는 수업 활동을 통한 

자신의 자기조직화의 내용이다. 이 학습자의 경우 ‘평소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명사 ‘죽음’과 

동사의 명사형인 ‘죽음’의 차이를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특히 ‘느낌

으로만 알았던’ 차이를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문법적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상기하면서 학습자는 ❺와 같은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죽음’과 

‘죽음’의 차이라는 초점 사건에서 시작하여 ❺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의 앎은 명사와 동사의 

명사형, 접사와 어미의 차이 인식뿐만 아니라 문법적 설명의 과정에서 경험한 문법적 사고

와 용어의 필요성에 대한 통찰로 확장되고 있다. 생각쪽지 작성을 통해 즉흥적으로 이루어

진 수업 활동의 의미를 상기하며 재귀적 정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질문

에 대한 토의였다. 하지만 하나같이 모두가 ‘사고가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언

어가 먼저라 생각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했다. 물론 언어의 자의성을 고

려했을 때 언어는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당연히 사고가 언어보다 더 상

위에 있는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니 언어 결정론도 일리가 있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내가 말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변환해서 타인에게 말하기에 사고가 언어에 앞서지만,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만은 언어가 사고에 앞선다고 생각한다. 말을 통한 일상적

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우리는 말(언어)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사고에 대한 

여러 단서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말을 통해 상대방의 사고를 그 단서들을 토



- 123 -

대로 재해석한 새로운 사고가 만들어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만은, 언어가 사고에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3-9-8]

 위의 생각쪽지에서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수업 시간의 논의와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논의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며 생각쪽지를 

쓰는 이 순간에 다시 현재화되어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교화하는 사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생각쪽지 쓰기는 그 자체가 과거의 수업 경험을 상기하

여 자신의 언어와 세계를 전망할 수 있는 시간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현상학적 세계를 확

장하는 행동’(Bronfenbrenner, 1992: 43)이라 할 수 있다. 생각쪽지 쓰기와 관련하여 많은 

학습자들이 ‘복습의 의미’, ‘배운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의미’, ‘문법에 대한 탐구심 

고양’, ‘문법 탐구 수업의 연장의 의미’를 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생각쪽지 활동의 특성에 기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생각쪽지를 부담 없이 써도 된다고는 하지만, 과제라는 것의 특성상 매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많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매

주 수업을 되돌아보고 탐구 문제를 제시하는 것 자체는 문법 탐구 수업의 연장으로

서 좋은 동기 부여가 된 것 같다. [S2-2-12]

  그리고 이번 문법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요소는 생각쪽지라고 생각한다. 우선 탐

구 위주의 문법수업이 흥미를 유발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

소라면 관심도 없었을 문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S3-4-12]

 생각쪽지는 문법 탐구 활동의 연장이면서 문법 수업에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

었다. 생각쪽지는 학습자의 문법 탐구 활동에 대한 동기를 지속시키는 활동이자 적합도 환

경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생각쪽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

다. 이는 문법 학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관

점에서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의 발달과 관계된다. 이러한 추론 능력의 

발달은 문법 탐구 활동에 임하는 학습자의 문법적 안목의 성장과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탐구 공동체 내에서 지식의 책무성

을 깨닫기도 한다. S6-4의 경우 자신이 써낸 생각쪽지가 전체 분반에 공유되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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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도, 분반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생각쪽지를 작성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

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자들의 행위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공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

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막막했던 생각쪽지이지만, 오히려 이 생각쪽지를 쓰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법 수업 외적인 능력도 갖추게 되었

다. 이제는 내 생각을 누군가 갑자기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S4-3-12]

 첫날, 문법 편력을 쓰던 날이 생각났다. 노트북을 쓰는 수업인가?하며 신나가지고 

글을 썼던 기억이 나더라. 그날 문법 편력을 쓰면서도, 난 놀고 싶어서 계속 딴짓

을 하기도 했고 중학교 때 국어시간에 배워서 기억나던 문법 상식 몇 개를 대충 

적어 냈던 것도 같다. 그런데 불현 듯 다음 주에, 내 문법 편력의 일부가 소개되었

다. 그걸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다. 그냥 단순히 과제제출용으로 내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써낸 문장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며 대충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 생각쪽지들을 쓰면서, 최대한 내 생각을 담아

내면서도, 궁금한 점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터넷이너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려고 

했다. [S6-4-12]

 

앞서 언급한 수업 활동의 구조를 생각할 때 학습자들은 n차시 수업을 마치면 수업에 대한 

후기와 탐구 질문을 생성하는 생각쪽지 n을 작성하게 된다. n차시 수업에는 n-1차시에 작

그림�Ⅲ-5� 문법�탐구�활동과�생각쪽지의�

중층적�재귀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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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탐구 질문들이 공유되고, 해당 차시의 문법 탐구 활동과 관련된 학습 경험이 진술된다. 

학습자는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탐구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 궁금한 

점들을 수업 후기로 작성하고, 탐구 질문을 생성한다. 

 이러한 문법 탐구 활동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중층적으로 내포된 구조를 지닌다.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문법과 문법 탐구 경험에 대한 인지와 사고를 재귀적으로 정교화하는 

학습 경험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문법 탐구 활동과 생각쪽지는  ‘n→n+1’로 가는 

선형적 진행이 아니라 사고의 접속과 확장을 통해 재귀적으로 정교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3.3.2. 문법 탐구 학습의 프랙털 구조: 문법 탐구 활동과 문법적 성찰 

 S고의 문법 탐구 공동체는 가설적 추론 활동으로서의 문법 탐구 활동과 지속적인 생각쪽

지 작성을 통해 활동과 성찰의 두 축을 형성해 나갔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수업에서의 문법 탐구 활동은 언어 현상을 단서로 하여 자신의 경험과 직관, 배경 지식에 

기대어 ‘왜 그럴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가설을 생성하는 가설적 추론 활동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과 타인의 학습, 그리고 집단적 학습의 과정을 메

타적으로 인식하며 공유된 이해로 나아가는 창발을 경험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의 문법 탐

구 활동 또한 활동과 성찰을 두 축으로 한 것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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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습자들의 생각쪽지는 자신의 학습 경험을 반성하고 내면화하는 ‘수업 후기’와 

문법적 호기심의 지속과 탐구 문제 발견을 중심으로 한 ‘탐구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수업 

후기가 학습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라면 탐구 질문 작성은 문법 탐구 활동의 연장선에서 지

속적인 문법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각쪽지의 가지 또한 성찰과 

활동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S고 문법 탐구 학습의 구조는 부분과 전체가 자기유사성과 척도독립성을 지니는 프랙털 

구조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의 복잡성 이면에는 문법 탐구 활동과 성

찰이라는 근본적인 구조가 놓여 있었다. 다시 말해 문법 탐구 활동 참여와 반성적 성찰이라

는 두 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무한한 다양성과 복잡성이 창발될 수 있었으

며,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또한 부분(一卽多 多卽一)’(유영만, 2006b: 41)인 문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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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공진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유사성의 원리에 따라 개별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은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과 닮아 있으며, 학습을 통해 문법적 주체로 거듭나면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자기

조직화로 귀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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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단위별 창발 양상에 관한 분석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지성이 창발된 ‘기호 분류 활동’, ‘형

태소 분석 활동’, ‘단어 만들기 활동’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 단위의 미시적 수준에서의 창발

과 자기조직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4.1.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한 집단 지성의 창발: 기호 분류 활동

 기호 분류 활동은 많은 학습자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업으로 꼽은 것이다. 특히 조별 

활동과 분반별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기호란 무엇인가를 적극적

으로 탐색해 나간 활동이었다. 

 수업 활동에서 창발을 일으키려면 복잡도를 증가시켜 상전이 공간 즉 혼돈의 가장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학습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Learning Chaos)’는 도전적인 과제나 딜

레마적 문제 상황으로 고민하던 학습자나 학습자 집단이 혼돈을 경험하다가 어떤 단서를 자

생적으로 발견하거나 제3자의 도움으로 새로운 학습단계로 도약하는 과도기적 상태라 할 수 

있다(유영만, 2006a: 70). 기호 분류 활동에서 학습혼돈을 유발할 수 있었던 유인들은 무엇

이었으며, 학습자들은 어떻게 혼돈의 가장자리를 거쳐 창발을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통

해 학습자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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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초점 사건의 선택과 기획: 차원 이동과 연결을 통한 확장

 언어는 자의적인 기호 체계이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주목은 언어 기호의 특징뿐만 아니

라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총체적 관점에 대해 인지할 수 있

는 중요한 활동이다. 보통 수업에서는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다루지만 ‘언어가 기호’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 아마 그것은 당연한 전제로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데 언어의 자의성은 언어가 기호 체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된다. 연구자는 언어의 자

의적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의 기호적 속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해

야 한다고 보았다. 당연한 것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척도를 조정하여 ‘언어’ 차원이 아니라 ‘기호’ 차원에서 언어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었다.98) ‘언어’ 차원만을 다루면 ‘언어’의 속성은 전체적인 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차원을 확장하여 기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언어’를 보다 대상화하여 주목할 

수 있고,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를 통해 ‘언어적 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언어의 자의적 속성은 언어 기호가 상징 기호라는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상징 

기호의 속성은 그것과 구별되는 다른 기호들의 특질과 연결될 때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이 

점에서 퍼스의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재현적 성격에 

의한 기호 유형으로 기호와 대상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기호의 표상적 특성이 대

상과 유사한 것은 도상 기호, 기호의 표상적 특성이 대상과 인접해 있으면서 지시나 인과에 

98) 복잡적응계의 관점에서 언어 또한 중층적으로 내포되고 자기유사성을 가지는 프랙털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본다(Lasen-Freeman, 2004). 프랙털 구조는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을 지니며 
척도독립성(sacle-independence)으로 인해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단순해지거나 더 복잡해
지지 않는다. ‘언어 차원’에서 카메라의 렌즈를 줌인(zoom-in)하면 언어의 특질을 지닌 채로 
언어 단위에 주목할 수 있으며, 줌아웃(zoom-out)하면 언어보다 상위의 관점에서 언어적 특
질을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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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대상을 재현하는 것을 지표 기호, 기호의 표상적 성격과 그것이 재현하는 대상 사이에 

어떠한 유사성이나 인접성도 없이 관습이나 상징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상징 기호라 한다

(Liszka, 1996: 98-103).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언어가 상징 기호라는 것에 주목

할 때 기호의 표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통해 ‘자의적’으로 결합되는 속성을 보다 구체적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는 연결을 통한 차원 확장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언어의 본질과 특성 학습에 대한 첫 번째 초점 사건으로 설정한 것은 

‘기호 분류 활동’이다. ‘초점 사건(focal events)’은 학습자의 관심을 모으고 집중시키기 위한 

인위적 구조 혹은 활동으로, 수업에서 구체적인 활동에서 일반적인 탐구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Davis et al., 2000: 340). 이 활동은 기본적으로 ‘언어는 상징 기호이다’라는 

앎에 이르는 탐구 과정이며 이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호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기

호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동시에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학습 활동으로 

기획하였다. 

그림�Ⅲ-6� 언어의�본질과�특성�학습에�대한�초점�사건(기호�분류�활동)� 기획의�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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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호 자료의 선택: 다양성의 증가

기호 분류 활동 설계를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도상, 지표, 상징에 속하는 구체적 기

호 사례들을 찾는 일이었다. 연구자에게 수업을 설계하는 일은 완벽한 순서도를 구축한 후 

이에 따라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계 설정과 자료 수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서로 보충하는 순환적 과정이었다.

 기호의 사례 구축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이면서 동시에 ‘전형적인 

사례+전형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전형적인 사례의 경우 해당 개념 

이해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전형적이지 않는 사례는 개념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언어학 서적을 참고하여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 상징 기호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 이에 속하는 기호들을 실제 생활에

서 다양하게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림 Ⅲ-6은 최종 학습지에 실린 기호들의 모음이다.99)

 기호는 문자 기호(⑥, ⑦, ⑬, ⑭), 장소를 안내하는 픽토그램(①, ③, ⑮), 신호등 및 도로

교통표지판(④, ⑨), 안전표지판(②, ⑧, ⑪, ⑫),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모

티콘(⑤), 자화상(⑩)의 15가지로 구성하였다. 문자 기호 내에서도 추상명사(⑬), 의성어(⑦), 

아라비아 숫자(⑥), 한자의 숫자(⑭) 등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문자 체계가 상징적이기는 하지

만 한자와 같은 상형문자의 경우 도상성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인

지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도상 기호의 경우도 흔히 생각하는 픽토그램(①, ③, ⑮) 외에도 

그 자체로 도상적인 역할을 하는 초상화나 이모티콘 등을 제시하여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고의 특성상 각 과별로 실험실이 있으며 거기에는 실험실 안전 수칙과 

표지판들이 게시되어 있다. 연구자는 평소 학생들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안전표지판을 다

루는 것이 학생들의 생활 맥락에서 유용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99)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지와 함께 실제로 이리저리 움직여 보며 분류하기 쉽게 기호 카드를 만
들어 나누어 주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나누는 것보다 실제로 자유롭게 그룹화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며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기호 카드의 제작 또한 ‘분류’ 활동을 촉진하는 행
동유도성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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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7� 기호�분류�활동�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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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 조건의 활성화

 기호 분류 활동을 수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때 기호 분

류 활동의 목적에 따른 세부 단계를 고려하되 수업 실천을 고려하여 이것을 시간의 흐름으

로 순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교수 설계는 모종의 사고 실험으로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 학

생들과 특정 활동을 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다(Davis et al., 2000: 353). 이를 위해서

는 학습자들이 밟아야 할 단계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 단계를 설정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은 분류 기준을 언제, 어떻게 제시할 것인

가의 문제였다. 이것은 활동의 개방성과 구조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한 

지식과 문법 지식과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너무 개방

단계 활동

1 활동 안내

․ 기호 분류 활동

․ 분류란 무엇일까

․ 분류 기준 설정의 필요성

2 조별 활동 1

․ 기호 분류 기준 탐색

․ 기호란 무엇일까?

․ 기호의 특징 관찰

3 분반 토의1
․ 기호란 무엇일까?-가설적 추론 활동

․ 각 조의 기호 분류 기준 공유

4

분반 토의를 

바탕으로 한 교사의 

설명과

새로운 기준 제시

․ 기호의 정의

․ 퍼스의 기호 이론(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 기준 제시: 표상체와 대상체 사이의 거리

5 조별 활동2 ․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분류

6 분반토의 2 ․ 조별 기호 분류 결과 공유-발표 및 질의 응답

7
용어 소개 및 차시 

안내

․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 용어 소개

․ 관련된 내용 스스로 찾아보기

․ 차시 안내: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에 대한 이해, 

언어의 기호학적 특성에 대한 수업

표�Ⅲ-7� 기호�분류�활동�단계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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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과제는 오히려 비생산적일 수 있으며, 너무 제약이 강한 경우에도 기준에 맞춰 기호들

을 단순히 ‘나누는 것’으로만 활동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개방과 충분한 구조화

는 가능성의 한계를 정하는 동시에 선택을 허용할 수 있는 규칙을 부과한다(Davis et al., 

2000: 314).

 연구자는 우선 학습자들이 다양한 기호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기호에 주목

하고 그 특징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별 활동에서는 기호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분류 기준을 생성해 

볼 것을 기획하였다. 분류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의 설정이며,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서는 분류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기호

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적합한 분류 기준을 생성하는 단계를 마련하였다. 학습자들의 관찰

과 가설 설정을 바탕으로 두 번째 조별 활동은 퍼스의 기호 유형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였

다. 기호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분류한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도 있고, 학문적 기준에 의해 기호를 새롭게 분류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언어는 상징적 기호라는 앎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보

았다.100) 조별 활동1→ 분반 토의1→조별 활동2→분반 토의2의 순서로 활동을 계획한 것은 

조별 활동의 결과가 분반 토의를 통해 공유되고 검토되고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기호를 다양하게 보는 학습자들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기호를 기호학의 체계

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 

지식의 측면에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Ⅲ-8� 기호�분류�

활동에서의�주관적�이해와�

객관적�지식의�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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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수업에서의 창발과 자기조직화

 (1) 복잡도 증가의 맥락: 분류 기준 생성과 삼분법(三分法)

① 기호 분류 기준의 생성 

학습자들이 처음 기호 분류 활동을 시작할 때 대부분은 문자와 그림의 이분법으로부터 시

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기호의 표현형만을 보고 나눈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범주 구

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단일 차원 또는 속성에 근거하여 범주화하려는 편향이 상당히 강력한 

것에 기인한다(Medin, Wattenmaker & Hampson, 1987; 신현정, 2011: 117-118에서 재인

용).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15개의 기호를 분류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기호의 특

성을 탐색한 후 기준 자체를 설정한다는 것은 다양한 맥락과 판단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었

다. 기호 분류 기준의 설정은 그 자체가 기준에 대한 합당한 가설을 생성하는 활동이었다. 

특히 분류 기준은 기호를 크기나 개수와 같은 단순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호의 

특성을 고려하며 ‘기호를 기호답게’ 나누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학습자들은 자신들

이 설정한 기호 분류의 기준들이 기호의 개념 및 특질에 비추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과정

을 거쳐야 했다. 다양한 기호들을 관찰하여 기준이 될 만한 특질을 찾아내는 것은 크게 어

렵지 않은 활동이다. 그러나 조별 학습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다양한 특질들을 비교하고 판

단하여 15개의 기호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은 상당한 복잡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가령 문자와 그림을 분류할 수는 있지만 왜 문자로 분류하는지, 그림과 차별되는 문자만

의 특성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바로 언어의 속성에 대한 주목을 필요

로 한다. 아래 4분반 4조의 학습자들의 논의처럼 단순히 기호를 분류하는 것이 아닌 ‘왜 그

렇게 분류를 하는 것인지’, 분류된 기호들의 공통된 속성을 찾아내고 보다 타당하게 설명하

는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S4-14: 근데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 얘네들과 얘네들을 묶는 특징

을 뭐라고 해야 할까?

S4-9: 얘, ‘멍멍’이 아니야? 얘가 강아지 그림이었어도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을 거 

100)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314)는 교육은 학생들이 이미 확립된 이해를 단순히 재생
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새로운 해석적 가능성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창조적인 혼합이
라 말한다. 지식을 확립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확립된 지식을 검토하는 것, 즉 가능성의 한
계를 규정하고 동시에 선택을 허용하는 규칙을 부과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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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S4-11: 그렇지.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잖아. 글자로 이루어져있다는 거랑 그

렇지 않다는 걸로 나눌 수 있잖아. 

S4-14: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걸 읽을 수 있는가의 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림이라 할 수도 있고 

S4-9: 그러니까 얘도 여기 포함되어도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

인 사람들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멍멍’을 보거나 

이런 걸 보거나.

S4-14: 얘네들은 읽는 방법이 약간 정해져 있는 그런 거 아닐까?

S4-9: 얘도 똑같은 거잖아. 

S4-8: 아아아! 이거 어때? 이건 발음할 수 있어!

S4-14: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S4-8: 이건 발음이 안 돼.

S4-11: 그런 느낌으로.

S4-14: 그런 느낌으로. 읽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들!

 이 조는 문자와 그림을 우선 분류하면서 문자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

다. S4-14는 문자를 분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어떤 공통된 속성으로 문자를 하나의 묶음

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언어 기호의 속

성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와 관련이 된다. 이에 대해 S-9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

해 생각해 냈고, S4-8은 ‘발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것은 S4-14가 제안

한 ‘읽다’의 의미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것이다. ‘발음할 수 있다’는 것도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문법적 설명으로서 모호함이 있지만101)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언어 기호의 분절적 속

성을 인식하며 문자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4-3: 아! 얘네는.... 언어를 안 배우면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 기호를 배우지 않

으면.

교사: 그러면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다를 다르게,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

101) 이 조의 경우 S4-9는 이모티콘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문자 범주에 함께 넣을 것을 제안한다. 이
에 다른 학습자들은 문자와 이모티콘을 묶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의 모호함을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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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4: 그까 이거는, 뭐지. 자..의성이 있다고 해야 하나. 

S4-3: ❶자의성이 뭐야?

S4-4: 그까 이게 얘(三)도 3이고 얘(3)도 3이잖아. 다르게 생겼는데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잖아. ❷그러니까 생긴 거랑 의미랑 관련이 없다는 거지. 이건 생

긴 거가 의미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잖아. 

S4-3: ❸아~ 그러네!

S4-4: 이건 생긴 거랑 의미랑 관련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지

S4-3: ❹얘는 관련이 있잖아. 세 개 놓고 3 아니야?

S4-5: 그건 상형문자지.

S4-4: 그러네

교사: S4-4는 자의성 기억나요?

S4-4: 중학교 때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교사: 니네는?

S4-3: 저희 중학교 때 안 배웠어요.

교사: 안 했어? 니네는 안 배웠어? 어, 훌륭한데 기억하고 있다니.

S4-2: 훌륭하다.

교사: 한 번 해봐봐. 중간에 이런 얘들은?

S4-3: ❺얜 생긴 거랑 관련이 있나?

S4-4: 이건 되게 애매한데. 느낌표가, 느낌표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 

S4-5: 근데 처음에 문자의 기원은 상형문자잖아.

S4-4: 그게 그런가?

S4-5: 이런 거에서 사람 인자가 갑자기 생기고

S4-4: 그것도 그럴싸하네.

S4-3: ❻아! 근데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서 신호등 같은 것도.

S4-4: 신호등에 색깔이 없어도 첫 번째 것이 들어오면 멈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S4-3: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순서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얘네는 딱 봐도 빨간

색이어서 위험하게 생겼잖아. 사실 노란색은 경고스럽게 생겼고.

#S4-4: 그렇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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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는 언어 기호의 속성을 보다 언어학적인 기준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S4-3은 ‘언어

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는 통찰을 제시했는데, 연구자는 이어서 그것을 기호의 

속성에 기대어 다른 말로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S4-4는 ‘자의성’을 제시한 후 사

례를 들어 ‘생긴 것과 의미가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여 다른 학습자의 이해를 돕

고 있다. 조의 다른 학습자들은 ‘자의성’의 개념을 알지 못했으나 S4-4의 설명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자의성을 설명했던 S4-4는 수업 이후 생각쪽지에서 언어 기호의 속

성을 설명했던 자신의 기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호 분류 활동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찾는’ 과정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호를 적당히 나누는 것이 쉬울 것 같았지만 헷갈리는 것들

이 많았다. 우선 당연히 우리가 '글자'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

로 따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찾는 데에 의견

이 있었으나, 내가 언어의 자의성을 기억해내서 이와 연관 지어 글자들은 그 생김

새가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

했다. 三자가 이때에도 조금 마음에 걸렸다[S4-4-6].

 실제로 대화에서도 S4-4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은 이 조의 핵심적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를 했다. ❶~❻의 대화를 살펴보면, S4-3이 S4-4가 설명하는 ‘생긴 거와 의미가 관

련이 없다’는 자의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생긴 것과 의미의 관련성’을 찾으

며 조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대화를 거치며 S4-3은 주의를 알리는 노란색의 경고 표지

판에 주목하면서 기호의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생긴 것’이 ‘모양과 색깔’로 세분화되면서 복합적인 기호 형태에서 ‘색깔’을 분리해 내었고, 

이를 통해 기호가 나타내는 색깔의 의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생각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

준은 처음부터 S4-3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조별 대화를 통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창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새로운 기준이 생성된 후 이들은 분류 기준으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창발된 결과를 수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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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호의 특성에 따른 삼분(三分) 

 또한 이분(二分)이 아니라 삼분(三分)하라는 조건 또한 복잡도를 높이는 제약이 되었다. 5

분반 1조의 학습자들은 기호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분한 논의를 통해 ‘배워서 알 

수 있는 것’과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 가지

로 분류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가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언어의 기호적 특징을 보다 정교화하고 있다.

 S5-11: 아, 잠깐만. 신호등도, 지금 우리 세 가지로 분류하지 않았어. 우리. 배워

서 알 수 있는 거랑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로 나눴기 때문에 더 세

분화를 해야 해. 

S5-16 그러니까 저 언어랑 언어가 아닌 것으로 우선 분류했는데, 언어보다 기호가 

우선하는 거니까 언어라는 기준을 두면 될 것 같고, 

S5-9: 이렇게 나누는 거랑, 시각을 나누는 거랑

S5-11: 아. 맨 처음 3, 三, 멍멍, 사랑, 느낌표는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글로 나타

낸 거기 때문에 

S5-16: 각 나라마다도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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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11: 그 언어를 아는 사람, 그 언어와 글자를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사

실 언어를 알아도 문맹이면 모르는 거니까. 

S5-16: 어, 그치

S5-11: 글자를 아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거고. 

S5-13: 시각적인.

4분반 1조의 학습자들은 ‘한 가지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스스로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교사: 여기도 정리 다 됐어요?

S4-4: 일단 나누기는 했는데, 이해는 할 수 없어서. 

S4-5: 한 가지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눠야지.

S4-3: (핸드폰으로 경고 표지를 찾아보고 있음)

교사: 뭐가 어려워요? 뭐가 애매해요?

S4-5: 그까 얘네, 이렇게(문자와 다른 기호들) 나눈 기준이 하나고 이렇게 나눈 기

준이 하난데, 서로 달라서. 

교사: 아 기준이 달라서.

S4-5: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래서 분류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요. 

교사: 아, 그렇지.

S4-5: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사: 그렇게 되면 사실 일관적인 큰 상위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혹시 아직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혹시 다른 기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일관적인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고, 아니면 

또 흐트릴 수 있겠죠. 이건 아무렇게나 흐트릴 수 있으니까. 

 교사인 연구자의 의도는 기호의 재현적 성격에 따른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의 

세 가지 분류를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일관된 기준에 의해 세 부분으

로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대부분이 문자와 그림을 상위 기준에 의해 나누고, 

그 다음에 그림을 다른 기준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는 양상을 취했다. 위의 조와 같이 이

러한 기준 설정이 하나의 기준으로 삼분(三分)을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고민하는 학습

자들도 있었다. 이 활동은 분류 활동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기’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기준 설정의 합당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호의 특징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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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다양한 기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 기호에 대한 주목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분(二分)에서 삼분(三分)은 단순히 한 차원의 추가가 아니라 자체로 

복잡성의 양상이 높아지는 상황을 연출하여 학생들의 학습혼돈을 높이는 제약 조건이 되었

다. 이러한 조건은 공통적으로 ‘기호란 무엇인가’, ‘기호는 어떤 특질을 지녔을까’, ‘기호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에서 기호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

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기호 분류 활동에서 설정한 제약 조건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기호의 속성에 주목하게 하고 

다양한 연결과 조절을 통해 심도 있는 분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제약 조건의 활성화는 탐색

의 가능성을 보다 확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퍼스의 기호학을 공부했다. 그런데 수업의 마

지막 몇 분 동안 퍼스의 구분 기준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만약 평이한 수업 방식을 따라 ‘기호는 3가지로 구분된다’,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구분 기준은 이러하다’를 제시받았다면 바로 이를 암기하고, 여러 가

지 예시를 생각해보며 내 나름대로 구분하는 연습을 했을 것 같다. 그러한 구분 기

준에 의심을 품는 대신 그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을 

것이고, 그로부터 충분히 창의적으로 탐구하였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기호의 분류 

기호 분류 활동 제약 조건의 복잡성

기준 생성: 가설의 생성 ⇨

․ 기호를 관찰하여 기준이 될 만한 특성 발견

․ 분류된 기호의 일관적인 공통 속성 설명하기

․ 분류의 이유 설명하기

․ 분류 기준의 적합성 검토하기 

세 부분으로 분류 ⇨

․ ‘문자-그림’의 단순 이분법 지양

․ 일관된 분류를 위한 세심한 기준 선택과 조정

․ 분류 기준의 적합성 검토하기

⇩ ⇩

 기호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 이해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

표�Ⅲ-8� 기호�분류�활동�제약�조건의�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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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직접 고민해보는 시도는 못했을 것이다. [S3-14-6]

 기호 분류 활동의 ‘제약 조건의 활성화’는 ‘기호 분류의 기준을 직접 고민해 보는 시도’를 

통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탐색을 촉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호학 이론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 줄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단순히 ‘기호를 구분하는 연습’이 아니라 스스로 

분류 기준을 생성하며 ‘기호란 무엇인가’란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2) 조별 활동: 메타학습자의 형성 과정

 기호 분류 활동은 조별 활동을 통해 행위자들의 국지적인 상호작용을 보다 활발하게 일어

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학습자들이 조별 활동을 통해서 기호 

분류 기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낸 것은 아니었다. 학습자들의 자율성, 배경 지식, 

경험, 대화 참여 태도, 대화 양상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의 조별 활동은 과제의 구조화 외에 교사의 개입 즉 섭동을 최소화하고 학습자들 

내부의 요동에 의해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3분반의 4개 조는 각각 보여주는 

복잡도가 다르며 메타행위자로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할 수 있었는지에 차이가 난다. 조별 

단위 학습자의 창발 양상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은 집단지성으로서의 창발 현상에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① 경직된 질서 영역

 3분반 1조는 2학년들만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개 조 가운데 가장 상호작용이 없었던 조

였다. 다음은 조별 활동의 도입 부분의 논의이다. 

S3-4: 뭘 해야 돼?

S3-3: 나눠야 돼.

S3-2: 기준이 뭐야?

S3-3: 기준 우리가 설정해야 돼.

S3-2: 이렇게 나누면 안 돼?

S3-3: 어떻게 나눈 거야?

S3-2: 문자-그림-나머지

S3-3: 오~ 오~ 인정...... 나 쓸게.

S3-2: 그럼 우리는 이걸로 끝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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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순회하며 등장) 끝났어요, 벌써?

S3-3: 근데 세 가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녜요? 기준 세 개.

교사: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S3-2: 기준도 세 개여야 돼요?

교사: 아니 기준이 하나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지. 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이

런 특성을 가진 것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

하면 되겠죠. 어떻게 나눈 거예요?

S3-3: 음, 문자, 그림 나머지

교사: 그러면 좀 더 세분화 할 수 없을까 생각해봐. 뭔가 하나에 많이 몰려 있지?

S3-3: 네.

교사: 니네 다 동의해? 혹시 애매한 거는 없었어요? 해석이 어려운 건 없었어요? 

기준 자체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

S3-2: 기준 자체는 명확하잖아요. 

교사: 문자, 그림? 그러면 얘네들(나머지)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얘와 얘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얘 중에서 얘네가 다 똑같은지, 그리고 얘네를 가지

고 다 다시 보는 거야. 왜냐면 분류라는 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야지 이 기준이 잘 나와요. 

 

 1조가 처음에 문자와 그림으로 나눈 것은 다른 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교사가 등

장한 시기도 시작한 지 4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기호에 대한 기준이나 탐색

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S3-3의 반응에서 보듯이 기준

에 대한 논의 없이 결과만을 기록하고 이 활동을 끝내려고 하는 데 있었다. 

S3-3: 음 위치 표시!

S3-2: 얘는 경고

S3-3: 경고

S3-5: 얘는 다 경고라고

S3-2: 요건?

S3-5: 요것도 경고

S3-2: 이 나머진 뭐라 그래?

S3-3: 음... 나머지 흐흐

S3-3: 경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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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말이 이어지지 않다가 교사의 중간 발표 안내가 나가는 사이)

S3-2: 금지하는 거 하고 뜻이 명사인 거하고, 뜻이 추상적인 거

S3-3: 음, 인정! 인정!

 1조의 학습자들은 토의 내내 의견 교환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기호의 특성을 관찰하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경고, 위치’라는 기준만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다른 

학습자들은 어떠한 설명의 요구나 이에 대한 동의나 보충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계적으로 수용하였다. 중간 발표에서 S3-2가 발표한 기준도 합의된 기준이 아니라 발표를 

위해서 떠올린 S3-2의 또 하나의 개인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조(S3-2): 의미가 경고를 담은 것들과 그리고 경고를 제외한 의미들 중에서 명사

적 의미를 가진 것과 그걸 뺀 나머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것들을 나눴어요. 

 이 조의 특징을 분석하자면 우선 활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향점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였다. 둘째 기호 분류 결과에만 주목하고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이나 속

성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자-그림-나머지’에서 ‘경고-위치-나머지’로 분류 

기준이 변동되었지만 이것도 대화를 통한 조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

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 조의 조별 활동은 상전이에 비유하자면 얼어붙어 있는 고

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각자의 기준을 한 번 언급하는 것으로 끝이 났으며 이를 통해 어

떤 소통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도출하지 못했다. 기호의 속성을 나타내는 분류 기준도 문자

와 그림, 위치와 경고 이후로 발전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1조는 ‘분류 활동

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서로 간의 활발한 설명과 해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직된 

영역에 머물렀다. 

문자/그림 → 문자/그림/나머지 → 위치/경고/나머지 →

 

글자/사람 있는 

것/사람 없는 것
→ 위치/경고/나머지 →

글자/명사적 

뜻/추상적인 뜻

3반� 1조의�기호�분류�기준�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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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돈의 무질서 영역

 2조의 경우 조원들 간의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졌었다. 대화를 보면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

되고 있지만 하나의 기준에 대해 조원들끼리 숙고하는 대화 패턴이 많지 않았다. 탐색을 하

되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설명과 논의가 부족하였다. 

S3-12: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얘네는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기호

들로

S3-11: 그렇게 보니 얘네들은 정보 전달이 아니야? 어떻게 말하지?

S3-10: 메시지, 메시지.

S3-11: 메시지. 정보가 메시지. 너무 비슷해서, 뭔가. 정보가 메시지.

S3-10: 나도 몰라. 그럼 니네가 아이디어 좀 내봐. 나만 내고 있잖아.

S3-12: 카톡 이모티콘이 저기서 어떻게 묶여?

S3-11: 이거 다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 

S3-9: 그까 얘네들은 다 다 위험한 거잖아. 하지 말라는 명령하는 거잖아. 

S3-10: 이건 강력한 거, 이건 그냥 단순한 메시지인데 그림으로 표현한 거

S3-12: 생각을 해 보자. 야, 이거를 두 개 따로 묶으면 어때?

S3-11: 왜?

S3-12: 왜냐하면 쟤네는 어떤 기호화도 없이 단순히 표현한 거잖아. 있는 그대로

를. 다른 건 다 기호로 표현을 했는데

S3-11: 밸런스가 안 맞잖아. 개수를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춰줘야지.

S3-12: 개수 밸런스까지 고려하는 거야?

S3-11: 당연하지.

 위의 대화에서 보면 S3-12 학습자의 경우 ‘기호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나타내

고 있어 알아볼 수 있는 것’과 ‘어떤 약속을 통해 정의된 것’으로 나누고자 여러 번 시도하

였지만 이전에 논의된 ‘정보 전달’ 기준에 가려 논의되지 못하거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논리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그의 해석은 논의의 장으로 편입되지 못했던 

것이다.102) 따라서 기호의 의미에 따른 경고, 상황 지시, 정보 전달, 감정 전달, 약속에 따른 

102) 퍼스(Pierce)는 공동체 내에서 발화자와 해석자 간의 교환가능성(exchangibility)이 허용되어
야 함을 주장한다(Lizska, 1996: 182). 그러나 이 경우 S3-11의 발화는 해석자들에 의해 받
아들여지지 못하였으며 발화자와 해석자 간의 교환도 일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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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등 기호 분류에 적절한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조의 논의

로 수렴되거나 공유되지 못하고 각자의 의견으로 맴돌며 복잡도가 가중된 상황이 되었다. 

S3-12: S3-11, 분류 기준을 말씀드려 봐. 선생님께

S3-11: 분류 기준. 얘는 문자라는 점에서 모았고, 얘네는 둘다 전달하기는 하는데,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 데 얘는 확실히 위험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대해 강하

게 전달하는 거

교사: 이건 목적, 경고, 목적이고, 얘는? 기준을 나눌 때는 목적에 의해서 이거 이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S3-12: 맞아, 맞아

S3-11: 정보전달보다는 그냥 글자라는

교사: 그럼 글자는 무슨 목적이 있지?

S3-11: 사실 이게 무슨 목적

교사: 얘랑 얘랑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일단 생각해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해 보고.

S3-12: 네

교사: 얘네가 애매한 거야

S3-11: S4-12 얘기로는 얘는..니가 설명해 봐.

교사: S4-12, 어떤 생각이야?

S3-12: 쟤네는 기호 없이 단순히 표현을 한 거니까

S3-9: 이거 기호 아냐?

S3-11: 이거는 정해진 기호가 아니야. 이모티콘이잖아. 

교사: 이건 좀 더 기호화하지 않은 것라고 보면, 얘는 문자고, 얘는 다 기호다

S3-12: 너무 많나?

S3-11: 밸런스가 안 맞나?

교사: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특징적으로 S4-12는 ‘기준을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 것’을 제안했

다. 교사가 순회하며 이 조에 왔었을 때 S3-12는 S3-11에게 선생님께 기준을 말씀드리고 

점검을 받자고 이야기를 꺼냈다. 교사의 검토와 중재, 조언을 요청한 것이다. 연구자는 당시 

제시한 기준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누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조언하였다. S4-12는 

교사의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이 생각해 온 기준도 설명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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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대화에 부분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사가 떠난 후 이 조는 기준에 대한 

숙고를 거치지 못하고 다시 표류하게 되었다. 

S3-11: 빨리 해. 끝났어?

S3-12: 끝난 거야? 어떡해, 어떡해. 나 이해가 안 돼.

S3-11: 니가 설명해 봐.

S3-12: 너네가 뭘하고 싶다는 건지 알겠는데 

(펜 줍는 이야기로 소란스러움)

 이러한 토의 끝에  S3-11이 논의가 끝났음을 확인하자, S3-12는 이해가 가지 않음을 토

로하고 있다. 여기서 S3-12는 ‘우리’가 아니라 ‘너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리’103)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교사 중간 발표 안내)

S3-9: 이걸 발표한대. 

S3-11: 우리 뭐로 정할까?

S3-9: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S3-11: 그래 어떡해? S3-12걸로 할까 아니면 

S3-9: S3-12 게 뭔데?

S3-11: 이거 두 개만, 기호인 거

S3-9: 그건 아닌 거 같애.

S3-11: 그럼 이렇게? S3-9 파이팅!

S3-9: 근데 이거가...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학습자들은 아직 자신들의 기준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음을 직감했으며 이것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에 적잖이 당황했다. 

교사: 그 다음에 2조는 어떻게 나눴어요? 2조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눴는

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103) 퍼스(Pierce)는 공동체의 존립 근거로 기호에 대한 해석이 행위자들 간의 연결, 관계를 통
해 ‘우리의 것’ 즉 공유된 의미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논한다(Liszka, 1996: 169). 이는 
복잡적응계에서 논하는 집단적 창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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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S3-12): 아, 그 고흐랑 이모티코은 기호가 개성이 있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건데, 나머지는 3이랑 숫자3, 사랑이랑 멍멍이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호를 

정리해서 그 뜻을 표현한 거고, 그 나머지는 좀 더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단순화 시켜서 기호로 나타낸 거요. 

 요컨대 2조의 경우도 탐색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 숙의하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기준만을 

탐색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S3-11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의 기준 제시에 ‘그럼 이렇게 나

눌까’, ‘그럼 이렇게 나눌까’라 말하며 이것을 결과의 문제로만 귀결시켰다. 기호에 대한 다

양한 속성과 기준들이 대화 안에서 제시되었지만 ‘공유된 이해’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혼란

만 가중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조는 상전이에 비유하자면 가스와 같은 무질서한 혼돈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조의 문제도 기준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

다. 중요한 것은 기준의 제시가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는 자신의 관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충분히 논의하며 서로 간의 공유된 이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③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창발로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서서히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갔던 두 조는 3조와 4조였다. 3조의 

특징점은 대화 도중 새롭게 제시된 기준에 대해서 다른 조원들이 모두 공감을 하며 그 기준

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이다. ‘목적으로 분류하기’는 S3-16의 의견이었지만 학

습자들은 하나의 적합한 논리로 받아들이며 전체 조별 논의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

고 질의하면서 그것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적 잉여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러

상황/장소 →

정의된 것/정의 

없이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

→ 상황/장소 →

 

정보 전달/메시지 

전달
→

강력한 메시지/정보 

전달
→

기호화/단순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

→

문자/정보/상황 →
1/소수/소수 아닌 

것

3반� 2조의�기호�분류�기준�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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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통의 기반은 기호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물론 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활발히 일으킬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S3-16: 아니면 목적으로 분류하면 안 되나? 얘는 뭔가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 목적

이고.

S3-13: 오호!

S3-14: 음~

S3-13: 그럴 수도 있겠다!

S3-16: 그런데 나머지, (웃으며) 이런 거 모르겠어.

(함께 웃음)

S3-8 경고하는 거잖아. 

S3-16: 그런가?

S3-14: 얘네는 그냥, 표지라고 해야 하나, 그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얘는 경고

문, 얘는 어디로, 알려주는 거

제시된 기준을 검토하는 가운데 기준이 조정되기도 하였고 혹은 대화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준이 제시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S3-13의 ‘외계인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다소 신선한 논의에도 학습자들은 논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참신하게 받아들였으며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새로운 기준은 학

습자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창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S3-13: 느낌표도 놀람을 뜻하는 거고. 아~ 야, 외계인이 봤을 때 알아들을 수 있

을지 생각해 보자.

S3-14: 하하

S3-13: 일단 이걸 못 알아들을 것 같애. 

S3-16: 이것도 모르지 않아?

S3-14: 이건 약속이고. 

S3-13: 이건, 그래도 약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S3-16: 아, 이건 알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S3-13: 어

S3-16: 근데 이런 거는 모르지 않을까? 이런 거는 규칙이잖아. 

S3-14: 어~ 규칙이 들어가네, 우와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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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16: 규칙이 들어가니깐

 조의 전체 논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정리하거나 하지 않

고 하나하나 관점을 보태거나 정교화하며 논의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치 십

시일반(十匙一飯)을 통해 하나의 전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도 같았다. 숙고 끝에 퍼스의 재

현적 성격에 따른 분류 기준과 흡사한 논의를 제시하였고 하나의 기준으로 세 부분을 논리

적으로 나눌 수 있었다. 

S3-8: 뭐냐, 뭐라 쓸까?

S3-14: 상징성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S3-13: 그까, 추상이 좀 들어가야, 추상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S3-14: 그 좀이라고 하면 안 되고 

S3-13: 추상화가 들어갔다.

S3-14: 제대로 이렇게 얘랑 얘랑 구분을 좀 명확히 해야 돼.

S3-13: 어, 그렇네.

S3-13: 얘는 대상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찍어 내되, 

S3-14: 상징성이 들어가는데

S3-13: 상징되고

S3-14: 대상을 이미지로 묘사한 거고. 얘는 완전히 기호체계인 거고.

S3-13: 음

교사: 얘는?

S3-14: 얘는 그 상황을 그대로 그대로 묘사했어요. 

S3-13: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랑 얘는 완전히 일치하고 얘는 조금 멀고, 얘는 아예 

멀고. 상관이 없고.

글자/그림 →
목적으로 분류해 

보자
→

외계인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을까?

(형상화 여부)

→

 
언어는 한 

분류-약속의 

기호체계이다.

→
상황 묘사/1차적 추상/2차적 추상

(대상과 일치/거리가 약간 멂/상관이 없음)

3반� 3조의�기호�분류�기준�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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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의 경우 매우 진지한 태도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여느 조와 비슷하게 그림과 글자로 

나누자는 의견에서 시작했지만 S3-15가 ‘생각을 한 후에 나누자’는 의견을 제시한 후 기존

의 분류 결과를 초기화하고 있었다. 교사가 순회 방문했을 때 기준부터 고심하고 있다는 말

을 듣고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을 제안해 주었다. 우선 분류를 시

도해 볼 것을 제시했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참관 아래 이제까지 조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기

준들을 다시 설명해 주었고 이를 통해 다시 우선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끼리 묶어 나가기 

시작했다.

S3-15: 일단 다시 나눠 놓자.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나누면 안 

돼.

(생각 중)

S3-6: 잠깐만. 그래. 교과서

S3-15: 훌륭한 생각이야.

S3-7: 뭔가 기호가 있다. 

S3-6: 의미와 형식으로 나누네. 

S3-7 그렇겠지

S3-15: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도 약간

교사: 책에 없죠? 그래도 훌륭해. 찾아보고. 어떻게 나누셨어요?

S3-15: 열심히 생각을 해야. 

S3-15: 그냥 순서대로 놨어요. 

교사: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비슷한 것끼리 필터링해 볼 있겠지.

S3-6: 경고하는 것들도 있고, 

교사: 경고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S3-6: 음 

교사: 해석이 되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 번 생각해 

봐.

S3-6: 음. 이렇게 약속하는 것들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S3-15: 음

교사: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동의가 있으면 한 번 빼 보면 되지. 이렇게 다 늘어 놓

으면 분류가 어려우니. 머릿속에 정리가 되나? 비슷한 것끼리 묶어봐봐.

S3-15: 그런가?

교사: 묶으면서 기준을 설정해도 될 것 같아요. 기준부터 정하고 묶지 않아도. 묶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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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공통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지.

S3-15: 네.

 이 조의 특징 중 하나는 기호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이다. S3-15는 ‘둘을 구분하는 

것이 왜 다른지’, ‘느낌표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모티콘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질문을 통해 환기시켰다. 특히 S3-6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난

다’고 말한 것에 ‘생각을 좀 해 보자. 왜 다른지’라고 말하며 함께 이유를 탐색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기호의 특성과 기준의 속성에 대한 조원들의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그 대화의 내용들이 모여 기준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발표 직전 대

화에서 S3-15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집단지성의 발현을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혼란이 가중되었으나 하나의 질서로 수렴되지 못했던 2조 학습자 S3-12의 

‘너네’와는 분명 다른 용법이었다.

S3-15: 얘네 둘이랑 다른 것을 구분 짓는 게 왜 그런 것이지?

S3-6: 뭔가 왜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달라.

S3-15: 생각을 좀 해 보자. 왜 다른지.

S3-6: 이모티콘은 뭐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S3-7: 감정전달? 기분, 감정 전달?

S3-15: 근데

S3-6: 이거는 어떤 특정한 대상, 개념보다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림은 그걸 추상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거고.

S3-15: 얘네는 뭘 전달하고 싶은 거야?

S3-6: 나는 불행하다?

S3-7: 저런

(생각 중)

S3-15: 느낌표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S3-6: 이걸 일종의 약속으로 봐야하는지 안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어.

교사: 니네 다 했어?

S3-15: 아, 잘 모르겠어요. 

(교사: 잠깐만, 얘들아. 조별 발표 안내 발언)

S3-15: 우리는 약속으로 보자.

S3-6: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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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15: 아 어렵네.

S3-7: 이 느낌표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S3-15가 기준 설정의 엄밀함과 근본적인 질문을 중요시하였다면 S3-7은 기호 분류 활동

이 최선의 설명을 제시하는 것임을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S3-7:  다른 거랑 구별이 확실히 되잖아. 근데 다른 기준을 정하면은 이걸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S3-6: 일단 ‘사랑’하고 ‘멍멍’은 같은 데 들어가야 하는데 다르려나?

S3-7: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건 소리니까 또 다르게 묶으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

아. 이건 추상화된 객체를. 객체란다.

S3-15: 기호 자체의 의미가 담겨 있는

S3-7: ‘3’, ‘三’은 같은 건데 다르게 쓰고 있으니, 또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는 기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기

호라도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유동적인 해석에 기여할 수 있었다. 즉 

하나의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분류하고 그 관점을 해석하면서 최선의 방

안을 모색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S3-7 학습자는 다른 조원들

의 의견을 수용하고, 우선 제시된 기준을 통해 분류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근

본적이고 엄밀한 기준에 대한 지향과 유동적인 해석의 지향이 조화를 이루며 깊이 있는 관

점의 탐색을 이끌 수 있었다. 

S3-7: 신호등도 약속이잖아. 근데 약속인 것과 약속이 아닌 것은 이분법이 되어 

버리는데, 일단 묶는 것을 보고 기준으로 해야겠다. 

 3분반 4개 조의 조별 활동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활동이 근본적

으로 기호에 대한, 기호의 속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통해 상호 접속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의 발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분류’의 결과와 ‘기준’의 제시가 

아니라 공통되면서도 다양한 각자의 의견들을 통해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었다.



- 154 -

 

조별 활동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기 전에 결론을 내 버리거나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제시할 

경우 학습자들은 경직된 질서의 영역에서 개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다양한 의

견을 제시하였지만 그것이 조의 공통 의견으로 숙고되지 못한 경우 오히려 혼란만이 가중되

며 그 역시 새로운 질서로 창발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개인으로 남게 되었다. 반면 대화 

과정에서 충분한 탐색과 숙고를 거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대화 자체

가 하나의 유기적 양상을 보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우리’의 의견이 창발

되었던 것이다. 복잡적응계의 창발과 관련하여 3분반의 4개 조가 보여준 양상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경직된 질서 영역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창발로
혼돈의 무질서 영역

기호에 대한 표면적 이해

분류 활동 결과에 집착

일방적 언급

대화 없음

(발화자와 해석자 간의 

교환가능성×)

경직된 개인

⇨

기호에 대한 심층적 

접근

기호의 특성과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 해석

대화를 통한 숙고

(발화자와 해석자 간의 

교환가능성

공유된 이해/‘우리의 것’

새로운 질서의 창발

⇦

기호에 대한 표면적 이해

대화로 이어지지 못함

(발화자와 해석자 간의 

교환가능성×)

혼란스러운 개인

표�Ⅲ-9� 복잡적응계에서의�조별�메타행위자의�창발�양상

문자/그림 →
기호의 목적성에 

따라 분류해 보자
→

기호 자체에 

의미가 담긴 

것/아닌 것

→

 

경고/해석/약속 →
약속/약속 아닌 것 

우선 묶어 보자
→ 약속/해석 →

대상체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3반� 4조의�기호�분류�기준�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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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반 활동: 창발을 통한 공진화

 조별 활동을 통해 혼돈의 가장자리를 거쳐 창발로 나아간 조도 있었고, 경직된 질서 영역

이나 혼란스러운 무질서 영역에 머문 조들도 있었다. 만약 이 활동이 조별 활동으로 끝났다

면 특히 1조는 기호를 그냥 나눠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

적응계 학습은 분산적인 네트워크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몇 개의 노드들이 활성화되지 못하

더라도 네트워크가 파괴되거나 건강성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Davis & Sumar 2006: 

101-103). 학습자들의 실패는 다른 학습자들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1차적으로 조별 활동이 기호 분류 활동을 통해 복잡성이 높아진 활동이었다면 분반 토의

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며 공통적이거나 다양한 타 학습자들의 결과를 공유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조별 기호 분류 결과의 칠판 게시는 다양

한 조별 아이디어의 병렬 배치의 효과를 가져왔다. 학습자들은 게시된 결과를 자신의 조와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았다. 교사 또한 게시된 결과를 보며 경향성을 파악하고 함

께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았다. 퍼스가 제시한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에 

따라 분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생성해 낸 기호 분류 자체가 비교 분석

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① 기호의 복합성에 대한 지식의 창발

그림�Ⅲ-9� 3분반�기호�분류�활동�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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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의미 

(표상체와 대상체 간의 거

리로)

(명사/추상적/경고)

추상적인 의미

(표상체와 대상체 간의 

거리로)

경고의 의미

(표상체와 대상체 간의 

거리로)

2조
중의적이면서 한 가지로 

정해진 상황

의미가 확실하게 굳어진 

상태

한눈에 의미를 알 수 있

는 것

3조
원시인이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형식

추상적인 기호의 의미지

와 실제 의미 사이를 연결

하는 학습 과정이 필요한 

기호

원시인이 봤을 때 전혀 

알 수 없는 기호

4조 가장 추상화됨
구체적인 의미까지는 파

악하기 어려운 기호

한 눈에 의미를 알아볼 

있는 기호

 

 3분반의 분류 기준 발표와 분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상체와 대상체의 거리’를 다양한 

해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된 기준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가’, ‘학습이 

필요한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였다. 이러한 속성은 대상과 기호의 연결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기호를 해석하는 주체의 ‘의미 과정’에 중점을 둔 것임을 이해할 수 있

다. 학습자들은 대화를 통해 기호의 연결 관계, 사례, 의미 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기호 분류 활동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기호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기호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이었

다. 

기호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

연결관계 유사성 인접성 자의성(관습/규칙)

사례 사진, 지도, 설계도
연기-불, 콧물-감기

도로안내 표지판

언어, 태극기, 

수학공식

의미과정 보면 알 수 있음 추리하면 알 수 있음 반드시 배워야 함

표�Ⅲ-10� 퍼스의�도상/지표/상징�비교(김기혁�외,� 20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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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게시된 결과를 살펴보며 특징적으로 ‘화장실’ 기호가 조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했다. 사실 다른 반에서는 ‘화장실’ 기호를 두고 도상 기호이냐 지표 기호이냐를 

두고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었지만 이 반의 경우 그러한 주목이 없었다. 연구자는 ‘화장실’ 

기호에 대한 해석이 기호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 주목했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다. 

교사: 어? 들어가셔도 되고요. 4조에서 설명하거나 다른 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약간씩 다르죠. 지금 많이 두드러지는 게 三자가 바뀐 거랑 그 

다음에 아까 그 화장실 표시가 왔다갔다 하는 거 같죠. 다른 것들은 비슷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때요?

4조(S3-6): 그러네요.

교사: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4조는 왜 화장실 남녀 표시를 왜 중간에다 

뒀어요? 직관적이지 않나요?

4조(S3-7): 남녀인 거는 알 수 있는데 좀 애매했던 게 그냥 저게 남자와 여자일 

수도 있는데 저게 그 어, 뭐라고 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 왜 이리 말이 안 나오지?

교사: 어 다른 사람이 말해도 돼요.

4조(S3-15): 화장실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다른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교사: 어, 화장실이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음. 

그러면 비상구, 비상구는 어때요?

4조(S3-7): 저거는 보면 그냥 문 같이 생긴 게 있고 달려나가는, 급하게, 급하게

까지는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려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저거는 어

느 정도, 저 화장실 표지보다는 더 좀..

교사: 더 직관적이다?

4조(S3-7):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보다는 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

는데 그래도 저쪽으로 넣었어요. 

교사: S3-7이 4조의 질문까지도 끝까지 맡아서, 아까 안 하고 싶다고 했으나. 

학생: (웃음)

교사: 혹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것들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죠? 기

호가, 주변에 있는 기호들이 기호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걸 하는 거 자체가 언어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접근

하기 위해서거든요. 



- 158 -

 특히 화장실 기호와 노약자 엘리베이터 기호의 경우 도상적인 기호이지만 그것이 나타내

고자 하는 지점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지표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학습자들은 논의를 통해 

주목할 수 있었다.104) 주의나 경고를 나타내는 표지판의 경우 안쪽의 그림은 도상성이 크지

만 표지판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도형이나 색깔은 약속을 통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

임을 대화를 통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과제를 설계하면서 학습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관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학습자들이 만들어낸 가능

성들은 매우 다양하고 깊이가 있었다. 기호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은 기호 분류 활동을 통해 

집단 지성이 창발한 의미였다. 교사는 이러한 학습자들의 관점과 이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하

고 체계 내에서 순환이 되도록 피드백 할 책무가 있다. 

② 제약 조건의 수정

기호 분류 활동 수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의견이 매우 섬세하고 

타당하며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 분반 활동에서는 연구자가 

제시한 ‘표상체와 대상체의 거리에 따른 분류’를 발표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생적으로 생

각해 낸 다양한 관점들을 공유하기에 약간의 제한이 따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주제

로 네 번째 수업을 하게 된 4분반에서는 학습자들이 조별 활동에 몰입하여 각자 적절한 기

준을 찾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다. 사실 조별 활동 20~30분은 기호의 특성과 의미, 기준의 

속성에 대해 주목하고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연

구자는 즉흥적으로 활동 단계를 조정하여 1차 조별 활동 결과를 분반 활동에서 공유하도록 

결정하였다.105) 

104) 김기혁 외(2010: 20)에서는 도상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표
적 측면을 갖게 되는 것이라 말한다. 학습자들은 은연중에 기호 사용의 맥락까지를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105) 일반적으로 평가나 공정한 교육의 문제로 모든 학급이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단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사실 이것은 현장에서 상식의 문제라기보다
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암묵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도 처음에 이
러한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학년 전체에 걸친 수업의 경우 한 교사가 모
든 학급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교사가 같은 과목을 공동으로 담당한다. 이 경우 매번 
교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평가에 민감하고 경직된 분위기일수록 모든 학급의 교육 내
용을 통일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기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다 다르며, 수업은 즉흥적
인 것이기 때문에 학습은 다양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는 수업이 학습자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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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 다 한 조들은요, 좀 앞반과 다르게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다시 기준에 대

해서 통일했는데, 여러분은 기준 그대로 나와서 발표를 해 볼게요. 

그림�Ⅲ-10� 4분반�기호�분류�활동� 1차�결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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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약속에 의한 의미 전달 기호의 모양 기호의 색

2조 문자: 구체적인 의미 객관적인 정보 전달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정보 전달

3조
글자: 사람들 사이의 

약속

딱 봐도 알 수 있는 기

호(상황을 묘사함)

사전에 약속에 의해 만

들어진 기호(상황을 묘

사하지 않음)

4조 자의적인 것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명확한 것

감정 전달을 목적으로 

함

 4분반의 분류 결과는 확실히 다채로웠고 예상하지 못한 여러 기준이 제시되었다. 조별 활

동을 순회할 당시만 해도 1조가 모양과 색으로 기호를 분류하는 것은 기호의 형식에 집중한 

표면적인 분류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조들이 기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의 생각은 1조의 발표를 들으며 바뀌었다. 

1조(S4-3): 저희의 발표는.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고흐 그림을 가리

키며) 의미 없는 그림도 있지만 이 그림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고 가

정하고 분류를 했어요. 애들(1번)을 보시면 얘가 어떻게 고딕체로 뽑아 놨든 

다 같은 뜻을 가짐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3번)을 보세요. 얘네는 생김

새에 따라서 의미가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모양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

는 예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얘네는(3번) 특히 신호등을 주목해 보면 신

호등은 빨간 불이면 멈추고 노란 불이면 경고고, 파란 불이면 가라는 뜻이에

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색깔로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제가 급하게 픽토그램에 대해 검색해 본 결과 빨간색은 경

고, 주의, 아, 주의가 아니구나, 위급 상황이나 금지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 

노란 색은 경고 및 주의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초록색은 대피 및 

치료, 피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얘네 7개는 모두 그 색으로써 

그 의미를 전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저희 분류 기준은 의미를 전

달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그룹은 그런 것이 딱히 없고요, 서로의 약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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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요. 얘네는 두 번째 그룹은 모양, 그리고 세 번

째 그룹은 색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질문 있을까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회화에서는 색을 안 쓸까요? 그러면? 

반 고흐의.

1조(S4-3): 아

교사: 추상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1조(S4-3): 하지만, 추상주의 같은 경우 색깔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반 

고흐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의 윤곽선만으로도 아 이게 반 고흐의 자화상

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반 고흐의 자화상까지는 아니어도 이건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린 거구나 이런 것을 한 방에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색이 

그다지 의미를 많이 전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S4-1: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그림에서 남자를 파란색으로 여자를 빨간색으로 

칠하는 그림이었으면 오른쪽(3번)으로 들어갔을까요?

학생들: (웃음)

1조(S4-3): 하지만 그런 경우 남자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고 여자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더라도 저는 아마 남자가 그려진 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픽토그램들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색보다는 모양이 의

미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습관적으로 파란색으로 색

칠된 칸으로 들어가지 않고 빨간색으로 색칠된 칸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색보다는 모양이 더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사: 어. 질문

S4-11: 방금 그 기준을. 색을 중시하는가 모양을 더 중시하는가 그런 것 같은데

1조(S4-3): 네

S4-11: 그런데 중시의 기준은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저 느낌표

에서 흑백 사진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그게 느낌표라는 것이 전달이 되잖아

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느낌표만 보고도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건데, 

저기는 색을 좀 더 부가적인 의미로, 결국 그 의미의 전달은 모양이 기본적

으로 수반되지 않는 건지? 좀 색을 부가적인 의미로, 모양이 더 기본적인 의

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 기준을 저렇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조(S4-3): 물론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픽토그램이라는 

걸 만들 때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색깔별로 갖는 의미를 나누기로. 픽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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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만들 때 약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

듯이, 빨간색은 뭔가 위험한 상황, 금지나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노란색 표지판) 뭔가 빨간 색을 쓰면, 노란색은 경고의 

의미안데, 빨간색을 썼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거를 나타

낸다고 볼 수 있겠죠. 롤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학생들 웃음) 빨간색 느낌표

는 퇴각 신호고, 노란색 느낌표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색깔

이 커다란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또 질문 있나요? 네, 수고하셨어요. 답변까지. 박수. 자 그러면 2조 한 번 나

가볼까요? 색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모양과 색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색깔이 모양보다 앞서는 것인가 약간 아까 질문이 들어왔고요. 그랬을 때, 

뭐지, 색깔. 픽토그램에서 색깔을 찾아 설명해 준 것은 잘했던 것 같고요. 그

럼, 2조.

 학생들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가설을 생성하고 있었다. 주어진 자원이라함은 연

구자가 만든 학습지의 15개의 기호이다. 언어학 서적을 참고하며 학습자들이 생각할 만한 

기호의 범주를 예상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표지판을 

중심으로 지표 기호를 선택한 탓에 흩어 놓고 보았을 때는 몰랐지만 분류를 하고 보니 표지

판 기호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1조는 표지판의 색깔에 집중하였다. 표지

판의 색깔이 약속을 통해 경고와 안전, 주의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에 착안하였다. 복잡

적응계 이론에서 상향식 창발을 브리콜라주(Bricolage)에 비유한다. 브리콜라주(LeviStrauss, 

1966)는 현재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브리콜라주는 즉흥성의 

핵심적 전략으로 정보와 자원을 재배치시켜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브리콜라주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존재하는 상황을 매우 상세하고 알고 

있으며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McDaniel, 2007: 32). 학습자들은 현재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관찰하여 기호를 이해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였다. 조원이었던 S4-4의 수

업후기에는 이러한 경험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던 중 남은 기호들 중 픽토그램이 꽤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

으로 어떤 기호들이 색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색과 의미가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

과 세 개의 그룹의 기준이 모양과 의미가 상관없는 것/모양만 상관있는 것/색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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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있는 것으로 나누었다. 정확한 기준은 나중에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우리

의 기준 중에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S4-4-6]

 1조의 설명을 들으면서 비로소 표지판의 색이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은 표지판의 도상적 

기호에만 신경을 썼었지만 설명을 들으며 색에 집중했을 때 복합적인 기호의 모습이 들어왔

다. 표지판의 색깔도 의미를 소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조의 조원이었던 S4-5는 분반 활동을 통해 공통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언어’ 기호의 특성을 인식하고 있

으며, 그림 기호의 경우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

음을 인식하였다. ‘모든 그림이 그 기호를 보는 사람, 독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그는 기호 활동을 통해 단순히 객관적인 기호가 아니라 소통의 체

계로서 기호를 인식하고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별 발표에서 S4-11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신들의 기준을 의심해 보고 고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탐구 

질문’에서는 ‘인간의 감정은 기호로 전달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작성하면서 기호의 본

질에 대해 보다 깊이 탐구할 수 있었다. 

  오늘의 활동은 여러 가지 그림(혹은 기호)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었다. 우리 조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도 보자마자 네 가지 그림, 한글로 적힌 

두 개와 숫자 3, 그리고 한자로 3을 한 부류로 분류했을 것이다. 

 나는 위와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는 분명 아무

런 기준, 구체적 기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4가지 그림을 한 그룹으로 

몰아넣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문자’ 또는 ‘언어’의 공통적인 성질을 자연스럽게 뇌

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은 모든 그림이 그 기호를 보는 사람, 독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언어와 픽토그램, 고흐의 그림, 신호등 등등이 우리 뇌에서 다른 

기호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들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처음에 

우리 조는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기준을 세워 색깔, 모양 등의 기준으로 분

류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과연 ×표시가 빨간색이어야만 그 효능을 발휘하는지, 

또 비상구의 사람이 초록색이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

해 보게 되었다. 

[탐구 질문] 나는 오늘 수업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인간

의 감정은 기호로 표현 가능한 것인가?”(중략)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글로 적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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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듣는 언어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어도 

일종의 약속이자 기호일 뿐, 뇌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느낌을 이렇게 외적인 표현

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은 다양한 기호를 이용하여 남

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은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궁금하였다. [S4-5-6]

 2조에서 논의를 하였던 S4-7은 자신의 조별 활동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1조의 발표를 

들으며 색깔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 질문을 통해 생각을 확장

할 수 있었다. 분반 전체 논의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발견하고 생각의 범위

를 확장하였던 것이다.

 색깔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다?

  기호 분류 과정에서 우리 조에서도 색을 통해 전달되는 여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가장 쉬운 케이스가 바로 신호등이다. 그런데 위험을 뜻하

는 빨간색을 중국에서는 좋아하듯, 모든 나라가 색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궁

금해졌다. 사실 우리반에서 S4-3군이 언급은 해줬지만 그래서 픽토그램에 대해 더 

조사해보았다.

픽토그램의 정의는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국제적인 행사 등

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문자이자, 언어를 초월해서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그래픽 심벌(symbol)이라고 한다. 의미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도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하고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재원이가 말했듯, 색상도 의미를 내포한

다.(검정은 일반 사항 및 공공시설물 안내, 빨간색 원 안의 사선 모양은 금지, 파랑

은 지시, 노랑은 주의 및 경고, 초록은 안전ㆍ피난ㆍ위생ㆍ구호, 빨강은 소방ㆍ긴급

ㆍ고도 위험 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빨간색은 위험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안내를 따로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안전교육 시간에 

픽토그램에 대해 자세히 다뤄주면 좋겠다. 수업시간에 봤던 기호들 중에서도 한눈

에 알아보기 힘든 기호들도 있었고, 검정은 일반사항, 파랑은 지시 이러한 뜻까지 

있었는지는 처음 알았다. [S4-7-6]

 다른 조의 기준을 참고로 하면 고흐의 그림과 이모티콘의 경우 주관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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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라는 주목이 눈에 띈다. 기호는 표지판처럼 명확한 지시의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미술

작품처럼 주관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있다. 학습자들이 실제로 기호를 분류하는 

과정은 어떠한 가정이나 편견 없이 주어진 기호를 최대한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라는 단지 세 가지의 틀로만 기호를 재단하지 않

고 기호의 생김새, 색깔, 의미, 사용역 등의 다양한 맥락을 발견하고 포섭할 수 있었다. 퍼스

의 기호 유형론에서는 재현적 성격에 의한 분류 외에도 표상적 성격, 해석 능력에 따른 유

형론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이 제기한 ‘감정전달을 목적으로 함’은 ‘감정적(emotional) 해석체’

에 속하는 것으로 기호의 해석이 해석자에게 감정적 효과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Liszka, 

1996: 245). 이처럼 학습자들은 매우 다양한 기호 해석의 맥락을 ‘적절하게’ 생산해 내고 있

었다. 이러한 활동을 거친 후에 퍼스의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는 기호를 바라보는 

논리적 해석체계의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기호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일 자체가 중심이 되었으며, 학습자들의 다양한 결과를 비교하고 해석하는 일이 목적이 되

었다. 

  조별로 기호를 각 조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모든 조가 글

자를 한 가지 분류로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글자는 그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

회의 약속이 이루어진 특수한 기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기호들은 분류하

는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조는 색을 활용해 빨간색이 위험의 의미로 사용된 

것에 주목하였고 우리 조는 상황을 설명하는 묘사가 사용된 기호를 한 종류로 분류

하였다. 

  맨 처음에는 우리 조가 정확한 방법으로 분류한 줄 알았지만 생각해보니 모두의 

방법이 타당성 있는 것 같았다. 조별 활동을 하니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서로 질문을 던져 대답하는 과정도 재미있었다. 앞으로 조별 활동이 이루어

진다면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S4-15-6] 

  기호를 기준을 선정해서 나누어 보고, 기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생

각보다 마음에 드는 기호 구분 기준을 쉽게 찾아낼 수는 없었다. 다른 기호들과 문

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동의를 했지만, 문자가 아닌 기호들을 기호의 목

적에 적합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기호를 이렇게 분류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기호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S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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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이후에 기호에 대한 개념적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구체적인 기호들에 주목하고 

그 특징을 인식하는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도 있었다. 그는 특히 기호 분류 활동을 하면서 

반 고흐의 자화상이나 이모티콘이 기호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신기해하였다. 그러한 경

험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예상치 못했던 기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탐

구 질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기호에 대한 새로운 주목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의 확장으로 연결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호성과 관련된 면에서 옛날에 많이 생각한 것이 있었다. 기호란 무엇인

가? 뭔가 사전적인 정의도 있지만 우리가 분류하였을 때 각 조 별로 많이 달랐던 

것 (물론 그것에 있던 것은 다 기호였지만...)을 보아 어쩌면 기호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나는 처음에 그림

이 기호일 줄은 몰랐다. 물론, 우리가 쓰는 한글이나 알파벳도 '언어를 표기하기 위

한 기호' 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양한 기호를 보니 기호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누가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나름 (?) 생각을 해 보

았다.

  우리에게 '기호'라고 하면 수학기호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루트 자연상수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 좀 더 나아가면 줄

임말 같은 것이 많이 떠오른다. sup, inf, Q.E.D. 등등.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표지

판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을 기호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많

은 기호를 배워놓고 다른 기호를 생각할 수 있었다. 오늘 수업에 기호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뭔가 애매모호한 것도 있었다. 어쨌든 내가 기호라고 생각한 것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려 한다. 

  먼저는 수업 끝나고 내가 선생님께 따로 말씀드렸던 'S고 로고'이다. 이것은 상징

적 의미가 강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으로는 삼성, 엘지 같은 회사의 로고도 포함

될 것이다. 또한 표지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스티커도 기

호라 생각할 수 있다. 이것도 결국 의미를 함축한 것이니까 말이다. 지표기호와 비

슷한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수업시간에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과자봉지 같은 곳에 보면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로고가 있는데 이것도 지표기호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도상기호는 실제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림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생각나는 것이 없어보인

다. 지금 오랜 기간을 생각하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짧은 기한 동안 생각

해보려 노력한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호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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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 좋다. [S4-1-6]

 분류 기준을 생성하고 직접 분류를 하는 조별 활동이 치열한 대화를 통해 지식을 구성하

는 자리였다면 분반 단위의 조별 활동 공유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체계의 존재를 확

인하는 과정이며 보다 상위의 맥락에서 지식 구성이 가능한 장이었다. 각 조의 활동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준과 분류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자기 조의 결과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의 장단점을 상위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었다. 메타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은 학습

자들의 인식 지평을 확장시켜 주는 동시에 정교하게 수정하는 역할을 하였다.106) 이는 상위

의 집단지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직접 기호를 분류해 보고, 또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어 본 후 서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생각을 공유했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이 이뤄지고 난 뒤에 언어학자들이 정

한 규칙을 듣고 나니, 그들이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S6-11-12]

 

106)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326)는 ‘소집단→대규모 집단 토론’의 과정은 단순한 반복 
연습이 아니며 더 다양한 해석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견고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라 말한다. 이 과정은 다양한 수준의 학습체계들이 중첩 내포되어 구조 내에서 동시에 작용하
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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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언어 기호의 자의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기획한 기호 분류 활동은 학습자가 미처 

기호라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호 제시, 기호 분류 기준 생성과 삼분(三分)의 조건으로 

학습자들의 복잡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조별 활동에서 경직된 질서 영역, 혼돈의 무질서 

영역, 혼돈의 가장자리라 불리는 상전이 영역에서 창발로 나아간 각 조들의 대화 양상을 관

찰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준의 제시나 분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기호의 특성과 

의미, 속성 등을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대화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학습자들의 관점과 관

점이 대화를 통해 접속할 때 하나의 메타학습자로 창발되며 새로운 지식을 구성할 수 있었

다. 분반 활동을 통한 메타메타학습자의 지식 구성은 학습자들의 지식을 확장하고 동시에 

정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기호 분류 활동이 기호를 단순

히 나누는 활동이 아니라 기호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4.2. 가르침이 가능한 순간: 형태소 분석 활동

 4.2.1. 초점 사건의 선택과 제약 조건의 활성화: 활동의 복잡도 증가

 단어의 이해와 표현은 대개 형태소 분석, 단어 구조의 분석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언어 단위에 대한 분석적 이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주제라 할 수 있다. 문법론의 

가장 기본 단위이며 단어의 직접 구성 성분이 된다는 점에서 형태소에 대한 주목은 중요하

다. 실제로 형태소와 단어에 대한 학습을 문법 학습의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학습으로 생각

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연구자도 처음에 ‘형태소 분석→단어 구조의 분석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흐름에 따

라 전체 수업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논의되기 

어려운 형태소나 단어 분석 수업을 어떻게 하면 문법 탐구 수업과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다. 형태소 분석은 일반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활동이라 생각되기 쉽다. 

 연구자가 선택한 것은 ❶형태소 분석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 ❷다양한 형태소에 대

해 주목할 수 있는 문항을 과제로 설계하기107), ❸분석 결과의 확인이 아니라 분석 과정에

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상호 간의 형태소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07) 이 문항은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검색하여 설계한 문항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일
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문법적 해석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질문과 해석들은 학습자의 문법적 인식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참조가 
되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도 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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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적응계 형성과 관련하여 ❶은 지향점을 탐색하는 문제였고, ❷는 과제의 복잡도를 증

가시키는 것이었으며, ❸은 활동 규칙의 변수를 통해 복잡도를 증가시키며 해석성과 정합성

의 문제를 담보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활동에서는 ❸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4.2.2. 수업을 통한 창발과 자기조직화

 (1) 십시일반(十匙一飯): 형태소에 대한 공유된 이해 형성

 연구자는 형태소의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고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를 고려하여 

(1)~(4)의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은 중학교 때 경험한 저마다

의 형태소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다음은 4분반 학습자의 형태소 분

석 활동 도입 부분이다. 

문항 분석 시 주목할 만한 형태소

(1) 나무가 매우 많다. 단일어, 조사, 어간, 어미

(2) 하늘에 새하얀 구름이 있다. 접두사, 어간, 관형사형 어미

(3)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연결어미, 그립-/그리-

(4)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한자어, 합성 동사, 현재 시제를 나타내

는 어미

표�Ⅲ-11� 형태소�분석�문항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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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❶우리 형태소 하면 무조건 분석 많이 하죠. 근데 분석을 하는 거는, 그냥 

개수를 세기 위함이 아니야 절대. 우리 형태소 분석 하면 늘 5개, 7개 이렇게 개수

만 맞춰보죠. 그게 아니라 단어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거죠. 단어가 어떻게 구성

되어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다른 설계도를 가질 수도 있죠. 어떤 다른 

블록들이 맞물려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구조를 보려면 우선은 분

석해야 해요. (중략)

 ❷너무 힘들지 않게 그냥 한 번 나눠보자. 그리고 얘들아 미리 말하지만 정확히 

안 나눠지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형태소로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

어요. 뭐 어원적이거나 역사적으로라든지, 애매한 그런 단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누면 좀 합리적일까, 일단 최소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거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❸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 그렇지 지원자를 받겠습니다. (중략) 혹시 여

기에 내 거랑 좀 다르다, 조금 더 내가 이렇게 보충하고 싶다하는 사람 나와서 한 

번 해 보세요. 일단 네 명이 이렇게 했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받아들이면 되죠. (중

략) 나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한다. 다 똑같아요? 우리 4분반은 이렇게? 다 똑같아

요?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연구자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태소 분석 활동이 단순히 분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

이 아니라 ‘단어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❶). 또한 활동을 통해 정답을 

맞히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위’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다

양한 언어 단위를 판단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❷).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것을 함께 공유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자원을 통해 학습자의 

기여를 독려하였고, 학습자들의 풀이에 대해 ‘틀렸다’가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관점에서 접

근하여 서로의 의견을 ‘보충’하며 공동의 학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❸). 

 학습자들은 지원자들이 칠판에 나가 분석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자신의 풀이와 

비교해 가며 다른 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형태소 분석 활동은 자원한 4명의 문제만

이 아니라 ‘나’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라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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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1번 한번 풀어볼 사람.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자) 어, S4-12. 그리고 2번 

풀어볼 사람, 2번. (다른 학생이 손을 들자) 어, S4-1,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3번 풀어볼 사람? 정확하게 답을 안 맞혀도 돼요. 그냥 자기 생각을. 수

정해 줄 수 있으니까. 3번 해볼 사람? 3번? 3번보다 나는 4번을 하고 싶다? 

4번 해볼 사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손들고. 발표, 발표 점수. 3번? 4번? 

S4-4, 4번？ S4-4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S4-3: 제가 한 번 3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교사: 어, S4-3, 3번. 

S4-8 : 3번 문제에서 형태소가 막, 한 글자 내에서도 쪼개져도 돼요?

교사: 한 글자 내에서도 쪼개질까? 

학생들: 네.

교사: 쪼개지는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보

시면. 그런데 쪼갰는데 음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눌 수 없지 않을까? 훌륭해. 여러분이 계속 수학문제만 나와

서 풀었는데 이렇게 국어문제도 풀어주고. 혹시 여기에서 내 거랑 좀 다르

다. 조금 더 내가 이렇게 보충하고 싶다, 하는 사람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네 명이 이렇게 했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받아

들이면 되죠. 

S4-8 : (손을 들며)저.

교사 : 어, S4-8 뭐? 밑에 가서 다른 색깔 펜으로, 까만 거 여기 있다. 

S4-8: (문제를 풀이하며 돌아서서) 그런데 이렇게만 ㅂ 하나로만 형태소가 되는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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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 나도 저렇게 잘라야 한다고 생각해.

교사: 자기 생각에 한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내려 보세요. 어떻게, 이거

를 자르자? ‘-ㄴ’을 자르자? ‘-ㄴ/-다’로？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빗금을 

그어봐. 또? 나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한다. 다 똑같아요? 우리 4분반은 이렇

게? 다 똑같아요?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생 : 잘 모르겠어요.

교사 :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4반은 이렇게 하는 거로? 

S4-8 : 아! ‘떠’하고 ‘오르-’ 사이에.

교사 : 어 나와 보세요 S4-8. 떠오른다? 또 있을까요? 우리 다 됐어요? 혹시 더 

수정,

S4-3 : 선생님 근데, 저 ‘새-’를...

교사 :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한 거를 한번 써보세요. S4-3 나와서 한번 해

봐. 

(학생이 나온다.)

교사 : 아 붙여야 될 거 같아요? 새하얀? 또? 

 특히 S4-8 학습자는 ‘그립다’에서 직관적으로 ‘-ㅂ’을 형태소로 파악했지만 음절 단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한 글자 내에서도 형태소가 쪼개질 수 있는지’를 질

문하였다. 연구자는 이 질문이 형태소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학급 내부의 질문’으로 수용하여 다른 학습자들에게 공유하였다. 연구자는 

반복되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음 단위 형태소의 존재를 공통적으로 생소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번 문제를 제외한 3개의 문제 모두 첫 번째 지원자의 풀이에서 완성되지 

않았다. ‘정답’의 기준에서 말하자면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 문법 탐구 수업에서

는 이러한 불완전한 과정이 오히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초석을 마련해 줄 수 있다. 형태

소 분석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6분반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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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우선 새를 떼자는 거에는 다 동의하세요? 이 새는 뭐야?

학생들: 새파랗다

교사: 어, 새파랗다, 새빨갛다, 새하얗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새가 뭔가 뒤

에 말과 결합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뗄 수 있는 부분. 이 의미는 뭘까?

S6-4: 뭔가, 수수하게, 찐하게

교사: 어, 강조의 의미, 새하얗다 하면 하얀 것, 그럼 이거 왜 ‘-ㄴ’은 뗄까? S6-5

이 아까 고민했던 게 ‘-ㄴ을 형태소로 볼 수 있어요?’라고 했거든. 형식은 ‘-

ㄴ’이지만 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렇게 뗀 이유는 뭐야? S6-1이랑 S6-18이가 떼자고 했잖아. S6-18 한 번 이

야기 해 볼까? 이거 왜 떼야 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S6-18: 관형어로

교사: 어, 관형어. 이거를 관형어로 만들어 준다. 구름을 수식하려면, 원래 ‘새하얗

다 구름’ 안 되죠? ‘새하얀 구름’이니까 ‘-ㄴ’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관형어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하나의 의미를,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하야-+-ㄴ) 쓸까? 이렇게(하얗

-+-ㄴ) 이렇게 쓸까? 

학생: 밑에

그림�Ⅲ-11� 6분반의�형태소�분석�공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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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분석할 때 ‘새-+하야-+-ㄴ’으로 볼까요? ‘새-+하얗-+-ㄴ’으로 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겠네요. 

S6-1: 만약 ‘ㅎㄴ’겹받침이 있었으면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교사: 아, 이렇게 써야 한다? 창의적인 생각이네요. 이건 ‘하얗-+-ㄴ’이 합쳐질 때 

발음의 조건상 ‘ㅎ’이 없어지고 ‘ㄴ’이 들어간 건데, 원래 형태를 생각해 보면?

S6-1: ‘하얗-’

교사: ‘하얗-’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원래 기본형 ‘하얗-’. 

원래 형태소를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에서 여러분 분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형을 생각해 보는 거. 다를 붙여보는 거. 기본형이 뭐냐

면? 많다, 많고, 많으니, 많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 정한 거야. 사람들

이 사전에 올릴 표제어로 기본형을 정한 거야. 

S6-4: 그럼 ㄴ은 따로니까 하나의 형태소겠네요?

교사: 응. ㄴ은 하나의 어미야. 관형사형 어미야. 

S6-4: 형태소요?

교사: 응

 위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학습자–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풀고 수정한 S6-15, S6-1, S6-5의 

의견이 바탕이 되었으며 접두사의 의미에 대한 S6-4의 해석,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S6-18

의 문법적 주목 등이 하나하나 연결을 이루며 형태소의 의미 기능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촉

진하였다. 

 6분반의 활동 결과에서 (2)번을 보면 첫 번째 학습자는 ‘새하얀’을 ‘새/하얀’으로 분석하였

다. ‘새-’라는 접두사는 인식하였지만 ‘하얀’의 활용형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를 

보고 두 번째로 수정한 학습자는 ‘하얀’에서 현재 시제인 ‘-ㄴ’을 성공적으로 분리해 내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얗+ㄴ’에서 온 것임을 표시하였다. 순차적으로 초점이 ‘접두사 인식→활

용형 인식, 현재 시제 어미의 분석→형태소의 원형 인식’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만약 교사

의 설명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정답만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위에서 발견한 

여러 단계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순차적으로 설명할 것인지를 사전에 매우 고민하

였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학습자 풀이를 상호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태소 분

석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측면이 도출되었고, 각각의 단계마다 학습자들 스스로 매우 집중

하여 고민할 수 있었다. 동시에 교사는 학습자들의 형태소 인식 수준과 관점 등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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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하얀’의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주목

새-/하얀 접두사 인식

⇩

새/하야-/-ㄴ 활용형 인식, 현재 시제 어미 인식

⇩

새/하얗-/-ㄴ 형태소의 원형 인식

 흥미로운 것은 ‘-ㄴ을 형태소로 볼 수 있어요?’와 같은 질문은 다름 아닌 학습자가 스스

로 생성해 낸 가설적 추론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S6-5 의 수업 후기이다 .

  이후 형태소에 대해 수업했는데, 형태소에 관한 내용은 이전에 수업한 적이 있었

지만 다시 수업하니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정확한 

개념을 다시 익히게 되었다. 특히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누는 활동을 하면서, 형

태소가 자음, 혹은 모음 단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떠오른다'라

는 단어는 '뜨다'에서 파생된 '떠'와 '오르다'에서 파생된 '오른다'로 나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뜨- + -ㅓ + -오르- + -ㄴ + -다 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 이 활동을 했을 때 '-ㄴ'이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은 인지

했지만 형태소가 자음 단위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었다. 그렇지만 활동을 마

치고 형태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S6-5-8]

 이 학습자의 문제 해결 과정은 가설적 추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설적 추론은 ‘변

칙적 사례’로부터 출발하는데, ‘자음 단위 형태소’에 대한 주목은 학습자에게 상당히 이질적

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ㄴ’에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것은 형태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그러면 ‘자음으로 된 형태소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면 ‘-ㄴ’을 형태소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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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학습자들은 단순히 형태소 분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변칙적인 사례들에 대해 가설을 세우며 생각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 

학습자들의 생각이 펼쳐지고 접속하는 과정에서 창발된 것이다. 홀과 버플래츠(Hall & 

Verplaetse, 2000: 8; Lasen-Freeman, 1995: 214에서 재인용)는 학습의 핵심과 학습이 취

하는 형식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환경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수한 활동과 이

에 참여하는 특정한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문법 학습의 전형적인 주제인 형태소 분

석 또한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적 환경에서 다루어지면서 보다 새로운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2) 혼돈의 가장자리: 형태소 분석의 관점

 (3)번 문항은 1분반의 활동을 통해 형태소 분석의 다양한 관점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창발하였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연구자는 ‘그립다’의 분석을 사전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그립-+-다’로 분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리다’의 활용형으로 잘못 인식

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리다’와 ‘그립다’는 다른 단어임을 설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예상대로 ‘그립다’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으며108) 연구자는 준비한 설명을 하면

서 사전을 한 번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1분반에서 실제 사전을 찾아본 학생이 다음

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08) 6개분반 학습자들은 다음의 3가지 양상으로 ‘그립다’를 분석하였다. 

    그립-+-다 / 그리-+-ㅂ+-다 / 그리-+-ㅂ다

가설적 추론 S6-5의 가설적 추론

예외적인 현상 X가 발견된다.

(형태소는 음절 단위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보이는 ‘-ㄴ’이 발견

된다.

A와 B, C중에서 A가 X를 설

명할 수 있다. 

자음 단위, 모음 단위 형태소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

ㄴ’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A를 따를 근거가 있

다. 

따라서, ‘형태소가 자음, 혹은 모음 단위가 될 수 있음

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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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그립다 사전 찾아보면?

S1-6: 그리우다?

교사: ‘그리다’에 ‘-ㅂ’이 붙은 것일까요? 사전 찾아봐봐.

교사: ‘그립다’와 ‘그리다’는 다른 단어. 그러면 어디서 나눠져요?

S1-6: ‘그립다’에서 ‘그립-’

교사: ‘그립다’, ‘그립고’에서 ‘그립-’으로 나눠야겠죠. 처음에 S1-12가 매우 고민했

었는데, ‘그립’다 맞죠? ‘그리다’와 ‘그립다’ 찾아보시면 다른 단어야. 

S1-1: 엥? ‘그리+-ㅂ+ 다’로 되어 있는데요.

S1-6: 어디에

교사: 어?

S1-1: 뉴에이스 국어 사전에

교사: 표준국어대사전 찾아보세요. 

S1-1: 뭔가 ㅂ이 접사라고 되어 있는데(계속 핸드폰 찾아봄)

교사: ‘그립+다’로 되어 있는데요. 

S1-6: 한 번 지금 바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사: (화면에 표준국어대사전 찾아봄)

S1-1: ㅂ불규칙 동사라고 

S1-4: 표준국어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교사: 그립다, 그리워, 그리우니, 그립다

S1-6: 어! 저거 ‘그리 ㅂ’ 저거는.... 고언가?

그림�Ⅲ-12� 1분반�형태소�분석�공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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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4: 아, 고어. 그런가 보다. 

S1-6: 맨 아래, 그립다 월곡이라고 되어 있는 거

S1-1: 아, 이건 어원 써 놓은 거 같다. 

교사: 응, 이건 어원이고, 지금으로는 ‘그립-’이 하나의 형태소

S1-6: 유래는 저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다는 거

교사: 지금은 아마 하나로 묶일 수 있고, 이것 자체가 지금은 분리가 안 되는 것으

로

S1-6: 월곡이 뭐죠?

교사: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좀더 정확하게 알아볼게. 우선은 ‘그립다’

에서 ‘그립+다’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다’는 동사. 아까 ‘그립다’는 형

용사야. ‘그리다’는 동사

S1-6: 그럼 ‘-ㅂ’은?

교사: ‘-ㅂ’이 접사로 생각하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접사라고 생각하면 분

리될 수 있어요. 

S1-1: 근데

교사: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

S1-1: 아 근데 그게 어원인 것 같아요. 

교사: 어원? 조금 더 선생님이 정확한 설명을 한 번 찾아볼게요. 우선은 ‘그립다’가 

‘그리다’의 활용형이 아니라는 것. 동사랑 형용사랑 다르다는 거고. 만약에 ‘그

리다’에서 이게 왔다면 ‘-ㅂ’이 접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

로 분석할 수 있을지는 한 번 알아볼게요.

 S1-1은 처음에 ‘그립다’를 나누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사전에서 ‘그립다’

의 어원을 확인하면서 ‘그립-’이 ‘그리-+-ㅂ’으로 나뉠 수 있음을 생각했다. 사실 연구자는 

‘그립-’을 하나의 형태소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ㅂ’이 분리될 수 있다는 의견에 다소 

흔들렸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학습자가 찾아본 사전에서 –ㅂ

을 분석하고 있다면 이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전마다 형태소를 분석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모니터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바로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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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다[--따]   〔그리워, 그리우니〕

「형용사」

「1」【…이】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2」어떤 것이 매우 필요하거나 아쉽다.

【그립다＜월곡＞←그리-+-ㅸ-】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맨 아랫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립다’

의 어원과 관련하여 ‘그리-’에 ‘-ㅸ-’이 붙어 이루어진 단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어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풀이가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

은 ‘그립-’이라는 어간에서 ‘그리-’와 ‘-ㅸ-’을 분석적으로 생각해 냈다. 이러한 분석적 직관

을 오류라고만 할 수 있을까?

 연구자는 어원을 고려할 때 ‘-ㅂ’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접사일 수 있음을 생각

하며 다음 시간에 보다 ‘정확한’ 설명을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그립다’와 

‘그리다’를 혼동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였지만 연속되는 질문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이 보다 적절할까 혹시 스스로 놓친 것은 없는지를 속으로 되물으며 다음 시간을 기약하

였다. 

또 하나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이었다.

교사: 여기서(4번)는 나눠질 거 없어요?

학생들: 내일

교사: 내일? 내일 나눈다? 또 다른 거 없어요? 4번에서 더 나눠질 수 있어요.

S1-2: (놀람)

교사: 4번 더 나눠질 수 있어요. 덜 나눠진 거예요.

S4-6: 태양!

교사: 태양도 나눠 볼게요. 더 나눌 수 있어요. 

학생들: 태양을 왜 나눠야 하는데? 태양을 왜 나눠?

S1-15: 클 태(太)자잖아.

S1-2: 그럼 한자어 다 나눠야 해?

교사: 어떻게 할까?

S1-2: 그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한자어면 다 나눠야 하는 거예요?



- 180 -

교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생들: 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1-4: 태(太)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S1-6: 태(太)는 클 태(太)고 양(陽)은 빛 양(陽)이고

학생들: 그러면 내일도? 

(중략)

교사: 또 하나는 한자어에 관한 거. 한자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 나눠요

S1-6: 근데 지금은 따로 따로의 의미가 안 나눠지니까 태양은 나누면 안 되는 거 

아녜요?

학생들: 한자마다 다른 거 아네요?

교사: 한자마다 다르다. 태양은 나누면 안 될 것 같다?

S1-6: 큰 양기라는 의미가 지금은 소실 됐으니까 더 이상 나누면 안 될 것 같아

요. 

교사: 태양 한 번 볼까요?

학생들: 공부하다에서 공(工)과 부(夫)를 나누면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데

S1-15: 한자어는 나눠야지

S1-6: ‘대사전(大辭典)’은 나눌 수 있을 거 같아. 표준 국어 대사전

교사: 원래 애들아, 한자어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야. 그래서 우리가 클 

‘태(太)’자가 붙으면 ‘태양’도 있겠고, ‘태산’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관점에

서 이거 자체를 한자어로 보고 내(來) 띄고 일(日)나누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

래서 하나의 형태소로 보자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의미가 살아 있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올 ‘래(來)’자에 일 ‘일(日)’자죠. 사실 이거 구조는 뭐냐면, 

술목 구조. 한문의 구조. 의존적인 형태소. 이건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학습자들은 ‘내일’이나 ‘태양’과 같이 익숙한 한자어가 각각의 형태소로 나뉠 수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라하는 눈치였다. 이는 1분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분반의 학습

자들이 첫 풀이에서 자연스럽게 한자어를 분석하지 않았고, 한자어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자어를 왜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이론적으로 한자어는 하나

의 글자가 모두 형태소라는 점을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학습자 자신의 언어적 실

제에 비추어 볼 때 ‘내일’을 나누는 것은 마치 ‘하늘’을 ‘하’와 ‘늘’로 나누는 것처럼 어색하

고 의아한 것이었다. 물론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공부’를 ‘工’과 ‘夫’로 나뉘었을 때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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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는 것은 형태소가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는 단위라는 이론적 설명을 통해 수정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습자들의 언어 단위에 대한 심리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안소진(2010: 204)에서는 대부분의 국어화자에게 2자어는 내부구조가 불투명

하다고 논한다. 가령 ‘직접’이라는 단어의 경우 한자와 한문을 따로 학습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이 단어가 ‘直’과 ‘接’이라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이 내부 구

조에 대해서도 알기가 어렵다. 김유범(2016)에서는 한자와 한문을 학습하여 한자어 내부 요

소의 문법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국어 문법을 운용하는 데 2자 

한자어의 내부 구조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말한다. 즉 화자는 한문 문법이나 구조

적으로 분석되는 한자 형태소를 바탕으로 한자어 구성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부

에 저장된 단어들의 관계에 기반하여 한자어 구성요소를 인식하고 한자어의 의미구조를 파

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여 볼 때 교실에서의 형태소 분석 수업은 단순히 

한자어를 형태소로 나누자, 말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있는 것인가? 

 학습자들의 질문과 반응에 연구자 자신도 내심 당황하며 분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단정

적으로 말하고 끝날까도 생각했었지만, 이번 수업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의심해 보고 또 의

심해 보고, 왜 그럴까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것, 정답을 열어두는 것이므로, 용기를 내어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겠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직후 가장 열심히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했던 S1-6 학습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S1-6: 어절까지는 쉽긴 한데, 단어랑 형태소부터가 어려워요.

교사: 맞어, 맞어.

교사: 그 책에서도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절편 자르듯이 딱딱 나눌 

수 없고. 중간에 애매한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물질에서는 그런 거 없

어?

S1-6: 네?

교사: 물질. 과학에서 그런 거 물질 나눌 때

S1-6: (생각 중)

교사: 애매한 성질을 가진, 여기로 분류될 수도 있고, 저기로 분류될 수도 있는.

S1-6: 사실 없지 않다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 과학이 그렇게 분류된 거는 안 바뀌

고, 바뀌면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지만, 보통은 그런 거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가 발전이 되는 핵심이니까 잘 안 배우죠. 왜냐하면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논할 수가 없는데, 그걸 강의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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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그래, 사실 이런 데서도 우리가 배워왔던 거는 늘 전형적인 속성을 가지는 

거만 가지고 나눠봤는데, 그지? 그러네요. 어, 작년에는 별 질문이 없었어요. 

S1-6: 예문이 질문을 만드는

교사: 그러네요. 선생님 더 공부해 와야겠네.

 S1-6 학습자는 과학에서 이런 모호한 것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의 발전을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잘 배우지 않는다고 하였다. S1-6의 발언을 통해 이전의 과

학이 환원론에 적합한 선형적인 대상만을 다루었다는 언급이 생각났다. 형태소 분석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전형적으로 안정적으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사례만을 다루어 온 것은 아닌

지. ‘그립다’는 ‘그립-/-다’로 나뉠 수 있다로 끝났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다각도로 깊이 있

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원을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모든 단어를 그렇게 나누어야 하

는가? 만약 나누지 않는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인가? 대개의 수업에서 형태소 분석은 해

결해야 할, 정답을 내어놓아야 할 문제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지 말지에만 초점이 

놓인다. 하지만 분석 활동을 통해 ‘형태소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법적 안목에 다다를 수 있

어야 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

서 연구자는 그날 여러 문법서들을 참조하여 극단주의적 분석과 구조주의적 분석(고영근・
구본관, 2008)을 정리하였다. 이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항상 이론의 어디까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생소한 용어와 개념의 소개는 학습자에게 어렵다는 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의 맥락상 형태소 분석

의 기준이나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개념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형태소 

분석의 목적을 제시하는 맥락으로 소개하였다. 형태소를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 이 둘을 선

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이후 6개 분반의 학습자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교사: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다 분석을 

하자, 하는 경우는 어원이나 통시적인 변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말이 어

떻게 변해 왔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구요. 그 다음에 구조주의적인 방법, 지금 현재에 사용되고 있

는 거를 보면 어, 공시적인 용법, 지금 어떻게 언어가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디까

지 해야 돼, 어느 게 맞냐, 틀리냐라기보다는, 사실은 방법론적인 일관성을 갖

추면 목적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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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학교문법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학문문법까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양, 

그냥 지금 현재에 쓰는 용어를,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

인 까지는 분석을 안 해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뭐, ‘어도’ 

같은 경우 한 단위로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어근과 접

사, 오늘 할 때는 또 이걸 한 번, 극단적인 거까지 한 번 보면, 아, 단어가 어

떻게 만들어졌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해요 [6분반].

 문법 탐구 수업에서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마주치기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혹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일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유 없는 

결과의 개방이나 한정을 둘 다 힘들어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에 대한 

문법적 관점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면 문법은 ‘예외 투성이’에 체계적이지 않은 학문으

로 인식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은 무질서한 혼란의 상태에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교사의 

해석에 대한 적합한 근거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제시하는 것

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은 경직된 

질서 속에 얼어붙어 있는 존재가 된다. 교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언어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해석적 장에 참여하도록 이끌되, 각각의 해석에 대한 관점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탐구 과정에 대한 교사의 참여이자 책무이다. 이

러한 교사의 촉진을 통해 학습자들은 무질서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 있으며 바

로 ‘가르침이 가능한 순간(the teachable moment)’109)을 조우하게 된다. 이러한 상전이 영역

에서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교사나 다른 학습자들에 의한 섭

동이 학습을 유도하기 쉽다.

 4문장으로 이루어진 형태소 분석 활동을 학급 전체 활동으로 확장시키면서 학습자들은 집

단적 숙고를 통해 형태소의 인식, 형태소의 개념 이해, 형태소를 분석하는 관점의 다양성, 

통시적, 공시적 사고, 언어의 변화, 논리적 해석 체계로서의 문법 현상에 대해 새로운 이해

를 창발할 수 있었다. 

109) 데이비스와 수마라(Davis & Sumara, 2006: 150)에서는 교실 수준에서 창발성을 지닌 집
단이 개별 구성원들의 통찰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생성할 때 이를 ‘가르침이 가능한 순간(the 
teachable moment)’이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교실 수업에서의 실천과 목적의 통일
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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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 조건에의 민감성: ‘사이시옷, 형태소인가?’ 

 한자어 형태소에 대한 분석은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1분반의 

S1-1 학습자는 형태소 분석 수업이 끝난 후 생각쪽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특히 한자는 (물론 다른 관점도 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형태소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 드물지만 우리말에는 한자 뒤에 

형태를 바꿔주는 무언가가 붙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형태소로 나눠야 할

까? 더 좋은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숫자'와 같은 경우 앞은 수에 사

이시옷이 붙은 것인데 그러면 사이시옷을 형식형태소로 분리해줘야 할까? 더 나아

가 한자가 아닐 때 사이시옷을 형태소를 나눠주는 것이 맞을까? [S1-1-8]

 이전의 생각쪽지에서도 사이시옷에 대한 질문을 본 적이 있었지만110) 이 질문이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연구자 스스로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라는 질문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

다. 그것은 첫째 사이시옷은 당연히 형태소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문법

교육 내용의 관점에서 사이시옷은 합성어 생성 시의 규칙으로만 다루었지 분석의 관점에서 

그것이 형태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 질문이 우

리가 다루는 형태소가 본질적으로 어휘적이고 문법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탐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111) 

 6분반의 S6-9 학습자는 수능 준비로 따로 문법 학습을 해 온 학습자인데, 그는 사이시옷

의 역사적 변천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사이시옷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머뭇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110) 특징적으로 학생들의 탐구 질문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범주는 사이시옷이었다. 이전 문
법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시옷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것이 익숙한 것인지 
사이시옷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에 대한 지식을 갈무리하여 보여주는 생각쪽지들이 여럿 있었
다.

111) 민현식(1999: 8)에서는 그동안 형태소로 다루어 왔던 매개모음과 같이 음운론적 현상에 따
른 형태소를 ‘음운형태소(phonological morpheme)’라는 새로운 용어로 설정할 수 있다고 논
한다. 그는 문법교육이 ‘어휘성’과 ‘문법성’이라는 이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음운성’의 범주
를 도입하여 학습자들이 형태소의 다중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
구자는 학습자들이 제기한 사이시옷(사잇소리)의 문제가 나아가 차원의 확장을 통해 형태소의 
다중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초점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연구 과정을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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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니요. 어. 생각할 시간. 사이시옷은 형태소일까. S6-9는 딱 아니에요? 맞다

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같아요.

학생: S6-9는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 아,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S6-9: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시옷이 관형격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형태소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어떤, 사이시옷은, 어떤, 음운의 발음에서, 발음 때문에, 그거를 

첨가하는 경우, 첨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형, 형태소, 형태소라고 보

나?

 사이시옷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개념을 알고 있지만 현재 그것이 형태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112) 교사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지점이다. 최형용

(2009)은 우리가 사이시옷을 형태소로 간주하는 것은 과거의 사이시옷에 집착한 결과라고 

논의한다. 그는 문장에서 속격의 기능을 하던 사이시옷이 현대에 이르러 단어 내부 요소로 

변화하면서 형태소의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형태소로서 의미

를 가진다고 하기 어려우며 분포도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창원(1997)에서는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의 개념을 구분해야 함을 주장한다. 사잇소리는 순수히 음운론적 단위이며, 사이시

옷의 기원이 되는 ‘ㅅ’은 본래 문법적인 단위인데, 통시적인 과정에서 혼합되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사이시옷은 사잇소리가 발생하는 위치에 그 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이며, 사잇

소리는 ‘ㅅ’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다른 문자로 표기할 수도 있으며 표기하지 않을 수도 있

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남북한 어문 규범 중 가장 차이가 나는 것도 사이시옷의 표기이

112) 마지막 과제인 ‘문법 탐구 학습 경험’에서 S6-9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상기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확실히 일반적인 수업과는 달랐다. 학생들이 문법을 
단순하고 재미없는 규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창의적인' 수업을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느꼈다. 이미 ‘수능 문
법’에 익숙해진 나로서는 학원에서와는 사뭇 다른 수업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문법에 대한 배
경 지식이 별로 없는 2학년 친구들이 질문하는 내용들도 한때는 내가 궁금했던 것들인데, 사
실 나는 스스로 생각해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식으로 배웠던 것이다.  [S6-9-12]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식으로’ 문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진술을 
통해 교실의 문법 수업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문법 수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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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권재일, 2015: 112). 

교사: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 형태소

인 것 같다? (중략)

교사: 생각해 봐. 너의 이야기를 한 번 해 봐. S-6 이야기해 볼래?

S1-6: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합이 돼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

정 조건에 따라서 사이시옷을 두는 거잖아요. 고유어에...

교사: 고유어에 많이 쓰고, 한자어에는 몇 개 빼고

S1-6: 예외 몇 개 빼고 나머지는 고유어에 한 건데, 그게 결합이 돼서 생길 때 붙

이는 거니까 그냥 딱히 어떤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표기법상 관례라고 봐야 

하나....

교사: 표기법상 관례.. 

S1-6: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추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두 개가 결합되

면 저절로 딸려와서 붙는 형태 변화에 해당한다고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아

서.

교사: 다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결합할 때 발음이나 형태 변화인 거 같

다. 또?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S1-1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질문인 듯. 사

이 시옷을 형태소로 보는 게 맞나, 아닌 거 같아?

S1-1: 예를 들어서 ‘뒷산’ 같은 경우에, 형태소로 치지 않으면 ‘뒷’이랑 ‘산’으로 나

눠야 하는데 ‘뒷’을 형태소로 봐야 하나요?

교사: 이것을 형태소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눠야 하는데 이런 게(뒷) 없기 때문에, 

이렇게(뒤+시옷+산) 나눠야 한다라는 의견. S1-13은? S1-13도 질문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S1-13: 저것과 비슷한데, ‘뒷’이라고 나눌 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뒷’이랑 

‘산’으로 나누는 것도 이상하고, 시옷을 ‘산’에 붙여 나누는 것도 이상해서 저

것을 형태소로 보는 게...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에 대한 질문을 작성한 S1-1과 S1-13은 뒷산, 곳간, 촛불과 같은 

단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이시옷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고심하게 되었다. 활동

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사이시옷’은 ‘사이시옷’대로 ‘형태

소’는 형태소대로 학습한다. 그러나 이 둘을 연결했을 때 형태소는 문법론적 단위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는 작은 탐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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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시작해서 전체 분반의 형태소를 이해하는 질문으로 확대되어 공유되었다. 작은 변화

가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복잡계의 ‘초기 조건에의 민감성’과도 연결되는 지

점이다(유영만, 2006a: 61). 

 교실에서는 우선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습자들의 의견을 다양하

게 들어보면서 그것은 형태소로서의 의미를 지니는가, 혹은 발음상에 나타나는 규칙인가, 남

북한의 이질적인 표기 규범이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문법 학계에서 사이시옷을 바라보는 문법적 관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형태소의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학습자들의 통찰이 

피드백되어 공유된 이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수업에 사이시옷 ‘ㅅ’이 형태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

고 한 것도 기억에 남았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게 형태소가 될 수 있

는지 많이 헷갈렸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원래 사이

시옷은 ‘~의’라는 뜻을 가진 형태소였으나 오늘날에는 사이시옷이 쓰이는 어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휘도 있어 사이시옷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발음상의 

역할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6-2-9]

 2015학년도 수업에서도 형태소 분석에서 같은 문항을 다루었으나 그때는 이처럼 다채로

운 질문들이 생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었다. 지식은 학습자의 인지 속에, 혹은 과제 속에 있

는 것이 아니라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창발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

었다. 처음부터 완성된 것은 없었다. 그 누구도 완벽한 답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문법 탐구 활동에 참여하며 주어진 언어 현상을 해석하는 ‘그럴듯한’ 생각들을 한 술 

한 술 보태어 가며 문법 탐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4.3. 생성 활동을 통한 언어적 실제의 통합: 단어 만들기 활동

 단어 만들기 활동은 분석이 아니라 합성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정련되고 합의된 조

별 논의가 아니라 칠판에 ‘날 것 그대로’의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과제의 어려움이나 

조건에 따른 복잡도는 크지 않았고, 이 과제에서 복잡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다양한 학습자

의 언어적 맥락이었다. 구조는 단순하되 다양한 학습자들의 생성 결과 자체가 활동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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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높여 줄 수 있었다. 같거나 비슷한 단어의 형성은 내적 잉여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었고, 참신하고 다양한 표현들은 내적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4.3.1. 초점 사건의 창발과 기획

 교사들은 흔히 단어의 형성 단원을 수업하면서 ‘단어의 구조를 잘 알면 단어 형성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됨’을 전제한다. 그런데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대체로 분석 활동을 ‘어

렵고 헷갈리는’ 학습으로 인식하며, 분석 활동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수업을 하는 교사도 이 전제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

다.113)

 2015학년도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형태소 분석의 의

의’를 강조하며 단어 구조 분석 활동으로 이 단원을 마무리하였던 경험이 있다. 이번 학기에

도 학습자들의 비슷한 반응을 읽을 수 있었고 연구자의 고민도 반복되었다.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였다. 어근과 접사를 분석하는 활동을 좀 더 보완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

울 것인가, 혹은 이전과 새로운 단어 만들기 활동을 고안할 것인가. 연구자는 형태소 분석 

수업 활동을 하면서 ‘단어 만들기’ 활동을 새롭게 구안하게 되었다. 당시 연구자는 형태소 

113) 서근원(2009: 117-119)에서는 지식이 학생에게 이해되기 위해 교사 자신이 먼저 이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식은 필연적으로 교사의 주관화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교사
는 ‘학생을 위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학생들의 다른 가능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나 딜레마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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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학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리가 지향했던 ‘문법은 왜 배우는가’, ‘문법 탐구 학습’

의 의미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

다. 단어 만들기 활동은 초점 사건의 기획 자체가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에서 비롯

된 새로운 창발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적응계에서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합도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

로 삼고 있다. 적합도 지형을 변형시키는 방법의 하나가 활용(explitation)이고, 다른 하나가 

탐구(exploration)이다. 활용은 기존의 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관점이라면 탐구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관점이다. 분석 활동을 강화하여 학습자들의 단어 형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분석 활동’이라는 기존의 봉우리를 활용하여 이에 보다 적합하게 만드는 활용의 

관점이라면, 새로운 단어 만들기 활동을 구안하는 것은 ‘분석’이 아닌 ‘생성 활동’이라는 새

로운 봉우리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탐구의 관점이라 볼 수 있다(윤영수・채승병, 2005: 

202-203). 

 단어 만들기 활동에서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은 단어로 나타내고자 하는 ‘사물이나 의미’

의 선택이었다. 기본적으로 새말이 생성되는 것은 일정한 필요에 의해서이다. 새로운 사물이

나 개념이 유입되는 경우, 평소에 이름 붙이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여 새로운 명칭을 붙여주

는 것, 혹은 순화와 같이 기존의 단어를 대체하기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단어 

만들기 활동은 학습을 위한 의도적 활동이기는 하나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단어를 새로 만들

어 보는 것은 필요성이나 흥미면에서 학습자를 추동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기

존의 단어에 매여 새로운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자는 이 부분에 과

제 구안의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였고 최종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과제를 구안하였다.114) 

114) 연구자는 활동 구안이 끝난 후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연구자
의 딸과 함께 이 활동을 해 보았다. 딸은 상당히 흥미롭게 활동을 진행했다. 손모양의 생김을 
보고 손볼, 손공 등의 단어를 만들어냈다. 초등학교 3학년이 할 만한 수준의 흥미로운 활동이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에게도 이 활동은 상당히 흥미롭고 즐거
운 창작 활동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파일럿 테스트에 응해주었던 딸은 학교 오빠와 언니들은 
어떻게 단어를 만들었는지 궁금해 했었다. 자신이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단어를 만
들었노라고 설명해 주자 기뻐하며, ‘엄마, 문법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보여 줘요.’
라고 했다. 그 이후로도 활동을 구안할 때 딸의 참여와 관심이 지속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의 수준이라는 것이 연령이나 단계에 따라 구분이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활동이라도 초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느끼는 즐거움과 배움은 
다를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하고 간단한 활동도 고등학습자에게 
흥미롭게 제시될 수 있고, 고차원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느꼈다. 문제는 활동 그 자체라
기보다는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그 활동을 설계하고 실행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 190 -

(1) 단어의 선택

 첫 번째 활동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평소 그 이름을 잘 모르는’ 혹은 ‘이름이 없는 대

상’에 대한 단어 만들기이다. 익숙한 명칭이 없다는 것은 단어 생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연구자는 손등, 손가락, 손바닥, 손날 등 손과 관련된 합성어를 생각하면서 손

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엄지손가락 끝부분이자 손목으로 이어지는 살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부위를 명명하는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본 결과 연구자로서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표현이라 학생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을 것이며115) 활동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데 적절한 대상이라 생각하였다. 특히 이 단어는 손가락, 손등, 손바닥과 같이 새

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어근’을 활용하여 합성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 판단하

였다. 

 두 번째 활동은 ‘갓’과 관련된 일, 장소, 사람에 대한 이름 만들기이다. 이것을 선택한 이

유는 ‘갓’이라는 대상이 친숙하면서도 현재 생활 문화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116) 대부분의 

115) 이 부위에 대한 이름은 쉽게 생각나지 않았다. 혹시 연구자만의 무지인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되는 부위의 이름을 검색해보았다. 일상적인 단어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했지만 전문적인 
해부학 용어는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고 단어를 검색해 보았다. 그러나 해부학 용어에서 딱히 
그 부분만을 이르는 명칭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손금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이 부분을 
‘금성구(金星丘)’라 명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16) 연구자는 수업을 고민하던 그 즈음에 같은 학교 교사들과 ‘도시’를 주제로 한 회화 전시회
에 갈 기회가 있었다. 전시의 마지막쯤에 개화기 이후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 작품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갓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었는데 왼쪽 상단에 ‘갓일’이
라는 작은 제목이 쓰여 있었다. 이때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갓’이라는 사물에 대
해서는 익숙하나 그것을 만드는 일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제목이 ‘갓 만들기’나 ‘갓을 만드는 일’이라는 구문 표현이 아니
라 하나의 단어로 존재한다는 점, 순수한 고유어로 합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흔히 ‘갓공예’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텐데, 당시 갓을 쓰는 문화가 일상적이었으므로 그것을 
만드는 일은 공예가 아니라 일에 가깝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받았던 신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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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갓’이라는 대상은 쉽게 알지만, 갓을 쓰는 문화가 없어진 지금 갓과 관련된 단어

에 대해서는 생소함을 느낄 것이다. 이 과제는 기존의 단어가 존재하지만 사람들에게 익숙

하지 않아 그 명칭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학습자들이 생성한 단어와 기존의 단

어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단어의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답은 있지만 그것을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적절한 단어’를 만들어 보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답도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복합어 중 하나를 선택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하였다. 특히 ‘~을 하는 일, 장소, 사람’이라는 의미를 표현

하기 위해 적절한 접사를 사용하여 파생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

다.

느낌을 떠올리며 단어 만들기 활동에서 ‘갓일’을 떠올리게 되었고 검토 작업을 거쳐 단어 만
들기 활동의 초점 사건으로 구안할 수 있었다.

(1) ‘손 부위’의 이름 만들기 (2) ‘갓’과 관련된 단어 만들기

-익숙하지만 이름을 잘 모르는 대상

-해당 부위의 모양, 위치, 감촉 등을 관찰

하여 적절한 이름 만들기

-개념을 나타내는 ‘어근+어근’의 새로운 

합성어가 생성될 것임을 예상

-기존에 존재하지만 현재 잘 쓰이지 않는 

단어, 기존의 단어를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적절한 단어를 생성하는 활동으로 유도

-‘갓일’, ‘갓방’, ‘갓장이’의 사전적 정의에

서 출발하여 의미에 적합한 단어 만들어 

보기

-사전적 정의상 ‘갓’을 중심으로 한 파생어

가 많이 형성될 것임을 예상

-기존의 단어는 학습자들이 생성한 단어와 

비교하여 학습자 생성 단어들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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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 조건의 활성화

 단어 만들기 활동은 다음 단계로 기획하였다. 

 단어 만들기 활동을 하기 전에 실제로 단어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살피는 작업을 

간단히 기획하였다. 

 손과 관련된 단어들은 대부분이 ‘손’이라는 어근에 다른 어근을 붙여 만든 합성어였다. 그

러나 이러한 합성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손과 관련된 영

어 단어를 찾아본 결과 ‘nail’, ‘finger’, ‘palm’, ‘wirst’처럼 다양한 단어의 존재를 비교할 수 

단계 활동

1
단어 만들기 방법 

공유 및 활동 안내

․ 새로운 단일어 만들기

․ 기존의 어근이나 접사를 이용한 분류 기준 설정의 필요성

2 조별 활동
․ 조별로 다양한 단어 생성

․ 교실 칠판을 이용하여 생성 과정과 결과를 즉각적으로 공유

3 분반 토의

․ 조별 발표를 통한 결과 공유

․ 단어 생성의 공통점 파악

․ 새롭고 참신한 단어에 대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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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손등’의 경우 단어로 존재하지 않고 ‘back of the hand’처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17) 학습자들에게는 단어를 만들 때 새로운 단일어를 만들거나 기존의 단위들을 

결합하여 복합어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  

 조별 활동은 앉은 자리에서 하지 않고 교실 삼면의 칠판을 활용하여 교실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다양한 단어 생성 결과가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책상’에

만 머물렀던 학습 공간을 확장하여 학생들의 공유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Liljedahl, 

2016). 조별 활동에서는 조원들끼리의 합의가 아니라 모든 조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적

절한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분반 토의를 통해서는 각 조

에서 생성한 단어의 형성 방법에 대한 설명, 다른 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참신한 단

어에 대한 주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4.3.2. 수업에서의 창발과 자기조직화

(1) 언어 놀이와 수업의 즉흥성

 단어 만들기 활동은 조별로 진행되었다. 교실은 3면이 칠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각의 영역을 적절히 분할하여 각 조에게 배정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과제를 프린트하여 각 

칠판에 붙인 후, 조별로 나와서 칠판에 의견을 쓰며 자유롭게 활동할 것을 안내하였다. 조별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조별 활동을 참관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

들에게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그 부분의 모양이나 생김, 감촉, 해부학적 구조 등 여러 면에서 관찰하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단어 만들기 활동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많은 학습자들이 인상적인 활동으로 기억하였다. 

매 시간 이루어지는 전체 학급 토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이기는 하나 발언권을 얻어 공식적으

로 말해야 한다는 것과 ‘틀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학습자 나름의 부담이 존재했을 것이

다.118) 그에 비해 조별 활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활발

117) 우리말 단어와 영어 단어를 비교하는 것은 언어의 본질과 특성에서 배웠던 언어의 자의성, 
분절성과 연결될 수 있다. 손 부위의 명칭은 언어마다 다르며 분절하여 어휘화하는 정도도 다
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8) 다음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 경험’에서 이러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또 수업 시간에 발표나 질문에 대한 대답 등의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는 문
법 수업 내용이 어렵게 느껴졌을 때 혼자서 다시 생각해보느라 그랬던 것이고, 또 질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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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활동 당시의 칠판을 보면 낙서와 같은 흔적이 역력하다. 

이것은 이 활동이 단어를 분석하고 규칙을 도출하는 딱딱한 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119) 

 단어 만들기 활동에서 연구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상황이 발생했다. 첫 번째 

학생들 사이에서 ‘갓’은 ‘God’의 의미와 연결되어 접두어처럼 쓰이는 유행어라는 점이었다. 

연구자는 단어 만들기 활동을 구안할 때 흥미를 끌면서도 적절한 단어 찾기에 몰입하고 있

었기 때문에 ‘갓’을 ‘God’와 연결시키지 못했었다. 수업 시간에 단어 만들기를 할 때에 비로

소 깨달을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갓-’을 사용하여 유희적인 표현을 만들어 내며 즐거워했

고, 연구자는 그들에게 설명을 요구하였다. 특히 아래 표현과 같은 ‘갓갓 갓갓갓 갓’은 설명

을 듣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120) 연구자의 언어적 실제와 학습자들의 언어적 실제 

사이의 거리가 느껴지는 지점이었다. 조금은 장난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재미있는 언

어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교실에서의 활동은 근본적으

로 언어 놀이의 일종이다. 

한 대답이 틀릴 두려움에 대답을 많이 못한 것 같다. 그렇지만 생각쪽지 쓰기나 조별활동 참
여는 항상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S6-5-12]

119)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141)에서는 학습은 결정적으로 유희적인(playful) 현상이
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것이 창조와 혁신, 문제 해결 등과 연결되거나 유연한 반
응이 허용될 경우 사람들의 만족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120) 학습자들의 설명으로 ‘갓갓 갓갓갓 갓’은 ‘갓을 만드는 일’의 6음절을 모두 ‘갓’으로 치환한 
예였다. 이 용법에 대해서는 아래 [S4-4-9]의 탐구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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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조에 속해 있던 S4-4는 ‘갓-’이 유행어로 쓰이는 현상을 탐구 질문의 주제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풀어나갔다. 

  수업시간에 갓과 관련된 단어들을 언급하다가 얼핏 나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

다. 뭔가 매우 좋은, 최고의 상태를 의미하는 신조어는 늘 새로 만들어지고 유행을 

탄다. 긍정적인 의미인 만큼 활용도도 높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면서

도 범용성이 높은 단어들이 이 자리를 꿰차곤 한다. 수 년 전 유행하던 '캡'이나 '짱

'등을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들어 이 자리를 '갓'이라는 단어가 꽤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God, 즉 

'신'이라는 의미로 뭔가 좋다는 의미의 거의 최상급 표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

다. 이 한 음절 단어는 어감도 좋고 그만큼 범용성이 뛰어나서 대부분의 글자를 대

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주로 단어의 첫 글자를 바꾸는 것으로 사용된다. 

심한 경우에는 두 음절 이상을 갓으로 대체하거나 단어 전체를 갓으로 치환하는 경

우까지 보이고 있다. 또는 왕을 뜻하는 '킹'을 사용하기도 하며, 킹과 갓을 모두 사

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이 유행이 되는 이유는 간결하면서도 정말 의미를 전달하기 쉽고 재

미있기 때문일 것이다. '갓'이라는 낱말은 그냥 보기에도 정말 좋은 의미를 담고 있

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이러한 활용 예가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특이한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S4-4-9]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학습자는 여기서 유행어 현상에 대해 주목할 수 있

었다. 교사가 학습 활동으로 제시한 ‘갓’으로부터 자신들의 언어인 ‘갓-’을 새롭게 보는 기회

가 된 것이다. 라슨-프리만(Lasen-Freeman, 2004: 171)은 교사가 학생들과 더불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학습 기회’라는 것을 강조한다.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이 학

습의 기회가 되거나 학습자들이 그대로 활용할지 그리고 얼마나 활용할지는 교사의 통제를 

벗어난 문제임을 언급한다. 위의 수업에서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학습자는 교실 상

황에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하여 자신의 학습으로 이어갔으며, 교사는 학습자들

의 통찰을 접하며 또 다시 배울 수 있었다. 연구자 역시 학습자들의 ‘갓-’을 통해 이 둘을 

연결하지 못한 자신의 유연성을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었으며, 수업은 매우 즉흥적인 요

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갓갓 갓갓갓 갓’은 수업의 분위기

를 활기차게 해 주었고, 학습자들이 흥미로운 언어 놀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두 번째 돌발상황은 ‘단어 검색’이었다. 학습자들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답이 있는지’를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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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해 했다. 연구자는 기존 단어가 있지만 개의치 말고 스스로 적절하다고 생각한 단어들을 

만들어 볼 것을 안내하였다. 

S2-13: ‘갓가’. 분명 이거 실제 단어가 있을 텐데

교사: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선생님도 이거 보고 어, 이렇게 쓰는구나 했어요. 정

답을 맞힐 필요 없고 다양하게.

S2-13: 실제로 ‘갓’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포함돼요?

S2-6: (옆조에서)정답이 있어요?

교사: 원형이, ‘갓’이 들어가냐고?

S2-13: 네네, ‘갓’이라는 단어가

교사: ‘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조)

S2-6: 답이 있어요?

교사: 답이, 어 실제로 쓰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사전에서 찾아봐서 있는데, 그

걸 일단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표현으로 한 번 만

들어 보세요. 

 

 그런데 3분반에서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S3-10: (칠판에 “무지구”를 쓰며) 예! 예!

교사: ‘무지구’?

S3-10: 사전에 있어요

S3-11: 엄지 손가락의 융기된 부분 이렇게

교사: 진짜? 찾았어?

S3-10: 그러니까 영어로 먼저 해부도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니까 있어요. 

교사: 우리말로는 뭘까? 사전에는 없었는데.

S3-11: (핸드폰 검색 결과를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엄지 손가락에 

붙은 손바닥의 융기 부분이라고 ‘무지구’라고 나와 있어서.

교사: 그럼 ‘무지구’를 한 번 찾아 봐봐. 

S3-11: ‘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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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영어로는 뭐야?

S3-11: ‘thenar eminence’

교사: 해부학적으로 찾아봤는데 못봐서 선생님이. 니네가 훨씬 잘하는군. ‘thenar 

eminence’. 영어로 정확히 의미가 뭐야?

S3-11: ‘무지구’ 한 번 찾아볼게요.

S3-10: ‘무지구’ 치면 영어로 나와.

교사: 그럼 그건 그냥 번역한 용어인 건가? 영어로의 의미는 뭐지? 저 ‘eminence’

(바로 옆 조에서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함)

교사: 말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단어 만들기 활동을 구안하면서 기존의 단어가 있다면 학습자들에게 비교로 보여줘야겠다

고 열심히 검색을 했었다. 그러나 뾰족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작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그 단어를 찾아낸 것이다! 순간 연구자는 찾고 있던 답을 알게 되어 반가운 측

면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언어 놀이가 중단될까봐 걱정이 되었다. 불투명하다고 생각한 답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순간 답을 만드는 게임은 시시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행히 학습자들

은 답이 있어도 크게 상관없다는 듯 단어 만들기 활동을 이어나갔다. 문법 탐구 공동체 활

동에 있어서 정답은 중요하지 않으며, 함께 참여하여 ‘그럴듯한’ 자신들의 단어를 만들어가

는 일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문법 수업 참여 경험을 통해 일견 답이 예측되는 

활동이라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발견한 단어의 의미를 찾아 정리하였고, 바로 

다음 시간에 단어의 뜻을 제시하며 학습자들이 만든 단어 형성 방식과 의미가 유사함을 연

결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교사: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인터넷 사전 검색) ‘eminence’가 아마 언덕이라는 뜻

인 것 같고요. 여기 ‘무지구(拇指球)’라고 되어 있네. 우리 단어에는 ‘무지구’

가 없는 것 같은데, 해부적으로 ‘무지구’일 텐데, 엄지손가락이 ‘무지(拇指)’

이고, 공 ‘구(球)’자를 썼어요. 불룩한 부분이라는 말이고. 이거 ‘thenar’이라

는 말은 손바닥이나 발바닥도 ‘thenar’이라고도 한대요. 근데 여기보니까, 아

까 선생님 보면서 재미있었던 게... 이런 거 ‘eminence’라고 하는 게 ‘엄지 

두덩’, 여러분이 얘기했던 ‘손언덕’, ‘손두덩’이라는 것이 다들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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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6분반의 수업에서도 이러한 검색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 조는 자신들이 만

든 단어 외에도 검색한 단어들을 따로 모아 칠판에 적어두고 있었다. 

S6-17: (조별 발표에 이어)어, 별개로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닌데, 검색 결과로 나와

서, 이것도 저희가 설명해도 되나요?

교사: 어, 네. 설명하세요.

S6-17: 일단 ‘갓을 만드는 일’은 사전에 등재된 걸로는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갓일’이래요. ‘갓’을 아예 일로 봤나 봐요. 그리고 ‘갓을 만들어 팔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집’이란 게, 생각보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갓전’이라고 하

는데, 이게 가게 ‘전(廛)’잔데 이제는 거의 안 쓰는 한자입니다. 이제 가게라고 

하면 보통 가게 점(店)‘자를 쓰죠. 아무튼,

교사: 드팀, 드팀전, 무슨 전 할 때 저 전 자를 쓰는…

S6-17: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또, 이쪽만 한자를 좀 보기 그렇잖아

요? 그래서 이것도 순화하면 ‘갓가게’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갓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입자장’.

교사: ‘입자장’?

S6-17: 이렇게 검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입자’라는 게 이게 갓 ‘립(笠)’자를 가

지고, ‘입자’, ‘입자’라는 게 그냥 ‘갓’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물론 

장인할 때 그 ‘장’이고, ‘갓장이’로 번역을, 어, 순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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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갓장이’도 사전에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갓집’은 ‘갓’을, 

칼, ‘칼집’처럼, ‘갓’을 넣어 두는 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교사: ‘칼집’처럼 ‘갓집’?

S6-17: 예. ‘집’이 좀… 좀 뭔가, 건물로서의, 가 아니라,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를 의미하는 게 좀 많았나 봐요.

교사: 보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저거 ‘금성구’랑 ‘대어제’ 찾은 사람 있죠? 

S6-18한 번 설명해 보자. S6-18가 검색해서 찾았는데 한 번 들어볼게요.

S6-18: 그냥…

교사: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죠, 저게?

S6-18: 일단 ‘금성구’는 손점 볼 때 쓰이는 단어였고…

교사: 손금 볼 때. 관상, 뭐 이런 거…

S6-18: ‘대어제’는 한의학에서 쓰이는 단어 같은데 손에 살 붙은 부분 두 개를 다 

어제라고 하고, 큰 게 대어제.

S6-4: 있는 단어예요, 실제로?

교사: 어, 그렇대, 지금 찾았어요. 해부학, 어, 선생님도 해부학 용어를 찾았는데 해

부학 용어는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반이 찾은 게 있어.

 S6-17은 자신들이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설명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연구자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어찌 보면 검색 결과는 문제의 답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사

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연구자는 수업에서 교사만이 답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에서 관

습적으로 채택된 것이므로 전문적인 설명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았

다. 이 조는 교사가 미리 생각해 온 단어보다 훨씬 다양한 검색 결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

며 자신들이 찾은 새로운 지식을 분반 전체에 공유할 수 있었다. 수업은 즉흥적으로 일어나

는 일이다. 교실 활동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어떤 내용이나 관점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할 것

이 아니라 논의된 맥락에서 새로운 관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측면에 우리의 해석을 보

다 풍요롭게 하는지, 새로운 국면으로 안내하는지를 탐색하는 일이 보다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121) 

121) 데이비스 외(Davis et al., 2000: 354)에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수업의 포인트라 말한다. 진술된 학습목표에 충실하면서도 조정, 절충, 실험, 
오류, 우회, 놀라움 따위의 모든 복잡한 관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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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적 실제의 통합

 단어 만들기 활동은 창의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생성적 활동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나 목적이 

전제되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의미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 그것의 어떤 지점에 주목

하여 표현을 만들 것인지, 아예 새로운 단일어를 만들 것인지, 혹은 기존의 단어나 형태소를 

활용한 것인지, 기존의 형태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만들어진 단어의 적합성

이나 참신성, 매력 등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는 등 매우 다양한 국면들이 관여하며122) 이

것은 학습자의 언어적 실제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는 학습자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이 활

동은 학습자들의 언어적 실제를 학습 자원으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통찰을 유도할 수 있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① 유추적 단어 형성을 통한 단어 구조와 형태소 인식

 단어 만들기 과정은 개방된 칠판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서로 서로의 과정을 살펴보기 용이

하였고 무엇보다 교사가 활동 상황을 지켜보며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었다. 그 중 인상적

이었던 것은 학습자들이 기존에 있던 단어에서 유추적으로 단어를 생성하고 있다는 점이었

다. 

S2-13: 갓선집 이런 거. 수선집이라고 하니까. 어때?

교사: 갓선집? 재미있네요. 쭉 의미를 한 번 만들어 봐.

S2-8: 갓장장이 어때? 갓장장이

S2-13: 갓장장이 조금 이상한데, 대장장이도 아니고 갓장장이가 뭐야.

교사: 일단은 써봐. 생각대로 쭉 써 보세요.

S6-17: 어.. 땜질, 무두질처럼 뒤에 질이 붙는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갓질이라는 것

도 나왔고.

122) 박혜진(2017: 74)의 논의에서 ‘분석의 눈으로 생성의 과정을 조망하려다 보면 모순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타당하다. 단어 형성 교육은 분석의 관점이 아
니라 ‘의미 형성’, ‘형태 형성’의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의 논의는 본고의 관점과 일맥
상통한다. 여기에 더해 연구자는 생성적 관점과 분석적 관점의 순환적 이해를 추구한다. 



- 202 -

 ‘갓선집’, ‘갓장장이’, ‘갓질’ 등은 각각 ‘수선집’, ‘대장장이’, ‘땜질, 무두질’ 등에서 유추된 

단어이다. 채현식(2000)은 이처럼 기존의 익숙한 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유추적 단어 형성123)이라 하였다. 

(31) 유추적 단어 형성 과정

 ㄱ. 표적(target)의 확인: 해결해야 할 표적을 확인한다.

 ㄴ. 근거 단어(source words)의 탐색: 어휘부에서 표적 단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단어(들)를 찾는다.

 ㄷ.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의 비교・정렬: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를 비교・정렬해

서 구조적 공통성을 포착한다. 

 ㄹ. 근거 단어의 구조적 관계를 표적 단어에 寫像: 근거 단어에서 포착된 구조적

인 관계를 표적 단어에 적용한다. 

 학습자들에게 있어 ‘대장간’, ‘대장장이’, ‘목수’ 등이 근거 단어가 되고 이 근거 단어의 구

조를 포착하여 사상한 것이 ‘갓간’, ‘갓장이’, ‘갓장장이’, ‘갓수’가 되는 것이다. ‘갓장장이’의 

경우 ‘-장장이’라는 접사는 없으므로 명백한 오개념일 수 있지만 단어 형성 규칙을 기술적인 

규칙이 아니라 화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규칙(mentatl rule)124)로 본다면 이 학습자

는 ‘대장장이’에서 ‘-장장이’를 인식하고 이를 ‘갓’과 결합시켜 ‘갓장장이’를 만들었음에 주목

하는 것이 중요하다.125)  

S6-4: 네, 그 다음에 ‘갓’을 만드는 일은 뭐 이렇게, 여기가 주로 다 갓을 만드는 

일을 표현한 건데, 이제, ‘낫질’이나 ‘호미질’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행동

을 ‘질’을 붙이니까 갓질을 했고, 그 다음, 어떤 짓, 못난 짓, 예쁜 짓 할 때 

그런 짓을 해서 ‘갓짓’, 그 다음에 ‘갓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23) 유추적 단어 형성론의 이론적 관점과 위상에 대해서는 구본관(2010)을 참고할 것.

124) 채현식(2000)은 또한 언어 규칙을 기술의 차원과 인지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어 
형성 규칙은 기술적인 도구로서의 규칙이 아니라 화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규칙
(mental rule)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25) 채현식(2000: 7)은 ‘개구장이, 개구, -장이’에서 ‘개구장이’가 하나의 단어로 통사부에 입력
되며 화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라 말한다. 반면에 ‘개구’, ‘-장이’는 ‘개구장
이’라는 단어의 부분으로서, 한편으로 ‘개구장이’, ‘뚜장이’, ‘꼼꼼장이’, ‘비아냥장이’와 같은 단
어들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에게 간접적으로 인식된다고 본다. 어근이나 접사에 대한 인식은 
간접적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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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갓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업무의 업자나 무자를 따와서 ‘갓업’, ‘갓

무’라고 할 수 있고, 아 말하면서 진짜 너무 부끄럽다. 그 다음에 뭔가, 헛짓

거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짓거리’에서 ‘갓짓거리’라는 말을 가져왔습니

다. 그 다음에 그, 갓을 만드는 행위 중에서 이렇게 ‘작갓’이라고 해서, 저기

랑 되게 비슷한데

교사: ‘작립’? ‘작갓’

S6-4: 그래서, ‘작갓’을 하는 짓, ‘작갓짓’, 그 다음에 갓을 만드는 곳이나 갓을 어, 

‘갓을 만들거나 팔거나 고치는 집’은 뭐, ‘갓집’이나 이게 ‘곳간’에서 아마 가

져온 것 같애요. 그래서 ‘갓간’이라고 했고. 

교사: ‘대장간’?

 S6-4: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조원, 조원들이 다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아까 ‘갓을 제작하는 짓’이라는 거 해서 ‘제갓짓’을 가져왔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관’이나 ‘집’ 등의 여러 단어들을 붙여서 계속 무한히 

만들 수 있습니다. 

 위의 조도 마찬가지로 ‘갓질’, ‘갓무’, ‘갓짓거리’ 등을 자신들이 알고 있던 단어에서 유추

하여 기본 단어를 만든 후에, 이것을 다시 연결하여 ‘작갓짓’, ‘제갓짓’ 등의 단어를 ‘무한히’ 

만들어 내고 있다. 만일 이 활동을 분석적 관점으로 수행했다면 ‘갓일’, ‘갓방’, ‘갓장이’를 분

석하여 단어의 구성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자신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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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실제를 기반으로 실제로 많은 접사들을 인식할 수 있었고 합성의 관점에서 무수히 많

은 단어 만들기 과정을 체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는 학습자들의 언

어 생성 ‘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구본관 외, 2015: 111) 이에 따른 다양한 언

어적 실제의 맥락이 학습의 주요한 자원으로 포섭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유추적 단어 형성에 대한 통찰은 S3-13의 생각쪽지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다. 그는 모국어 학습자라면 누구나 ‘형태소에 대한 감’126)을 가

지고 있으며 그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익숙한 개념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

한 학습자들과 단어를 함께 만들어보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어들이 유추적으로 생성

됨을 매우 예리하게 포착해 내고 있다. 또한 비슷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미묘하게 다른 용법

과 의미를 갖는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127) 평소 문법 현상에 대해 호기심

과 탐구심이 많은 학습자였지만 혼자서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다양한 변주를 읽어낼 수 있었

던 것이다. 

  그 후 ‘갓을 짜는 일’, ‘갓을 짜는 곳’, ‘갓을 짜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형태소

들을 결합하여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는데 우리 조에서는 ‘갓’과 ‘-질’, ‘-장이’, ‘-

간’, ‘집’ 등을 이용해서 단어들을 만들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형태소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사용자라면) 

익숙한 개념임을 깨달았다. 평소에 형태소를 분석하고 염두에 두면서 말하지 않더

라도 모두 형태소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만큼 형태소 각

각이 단어로부터 유추되어 나오기 쉽기 때문이 아닐까? 예컨대 ‘푸줏간’, ‘마구간’, 

‘외양간’, ‘대장간’ 등의 단어들로부터 한국어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접미사 ‘-간’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형태소에 기반한 조어법은 미묘한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

다. 예컨대 ‘갓일’, ‘갓질’, 그리고 ‘갓짜기’는 그 어감이 살짝씩 다르다. 어감뿐만 아

니라 미묘한 뜻의 차이도 나타낼 수 있는데 ‘○○하다’, ‘○○스럽다’, ‘○○답다’는 

126) 이성영(2014)은 이러한 ‘감’을 중요한 국어 능력으로 보는 통찰력 있는 연구이다. 그는 ‘언
어적 감’을 언어 행위에 작동하는 ‘예지’이며 총체적인 수행 능력으로 본다. 언어 행위에 감이 
필요한 것은 언어의 본질적인 분절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 행위나 이해 행위에서 발생하는 
조각난 언어의 의미를 모아 총체적인 의미의 세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라 본다. 특히 ‘감’
은 문법교육의 ‘국어 의식’과 친연성이 높은데, 이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탐구 활동 속에서 언
어에 대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27) 구본관(2011: 117-118)에서도 단어형성법 논의는 단어의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단어
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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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같은 범주 안에 속하는 말이지만 서로 미묘하게 다른 용법과 의미를 갖는다. 

[S3-13-9]

② 단어 생성과정에서의 다양한 맥락 반영

 단어 만들기에서 또 흥미로웠던 것은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128)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

드는 사례였다.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한 단어도 여럿 보이는데 ‘갓장인, 갓업, 작갓, 작립’ 등

의 단어가 흥미로웠다. ‘작갓’의 경우 옆에 괄호 안에 ‘작문과 유사함’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작문’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하여 단어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갓’에 해당하는 한자

어 ‘笠’을 찾아 조어를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말에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 합성어

가 많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선조들에게 한자어를 사용한 합성

법이나 파생법이 자연스러웠다면 요즘 학생들에게는 ‘고유어+외래어’ 조어법이 훨씬 생산적

이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갓메이킹(갓-making), 갓잡(갓-job), 갓메뉴팩처링(갓

-manufacturing), 갓센타(갓-center), 갓러(갓-er)129)’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 표현들을 

보면서 연구자가 미리 생각한 가능한 답들에 비해 참신하고 생동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규범적인 교실에서 외래어나 외래어 조어는 생산적인 입장보다는 규제되어야 할 현상으로 

여겨진다.130) 물론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은 언어 주체가 언어의 발전을 생각하며 비판적으

로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이때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외래어를 수용하는 것이 좋

지 않다는 부정의 인식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외래어 수용이 국어의 어휘나 표현을 풍

부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맥락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실의 학습을 통해 일방적인 

언어 규범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언어 주체가 자신이 서 있는 언어 현실에서 특정한 언어 현

상에 대해 주체적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주변의 언어

생활에 대한 주목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실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생산성에 주목하는 

한편, 학습자의 언어적 실제가 언어적 주체인 학습자를 통해 활발히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28) 이때 ‘외래어’의 개념은 국어로 굳어진 낱말뿐만 아니라 동화 과정에 있는 외래 어휘까지를 
포함하는 것(정희원, 2004)으로 상정한다.

129) ‘-러(er)’라는 접미사는 S고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은어이다. ‘~하는 사람’의 의미로 ‘-러’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수올러’는 ‘수학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사람’의 의미가 ‘내올러’는 ‘내
신 공부에 중점을 두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130) 실제로 교실에서 ‘선생님, 외래어로 만들어도 돼요?’라고 묻는 학습자들이 여럿 있었다. 학
습자들도 은연중에 교실에서 그것도 문법 교실에서는 ‘우리말’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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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생성한 참신한 단어는 교사라는 노드를 통해 분반 차원을 넘어 공유될 수 있었

다. 흥미로웠던 것은 ‘감싸개’ ‘마우스받침’과 같이 대상의 기능에 주목하여 작명을 한 예이

다. ‘감싸개’는 손으로 무엇을 감쌀 때 주로 접촉하는 부위임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마우스받침’은 마우스를 조작할 때 주로 맞닿는 부위라는 것에 착안하였다. 5분반에서 ‘마우

스받침’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으며 단어 만들기 활동을 구

상하면서 검색했던 ‘해부학적 코담뱃갑(anatomical snuff box)’131)이라는 명칭이 떠올랐다. 

유럽에서 코담배 즉 가루 담배가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코담배를 피우기 위해 엄지 손가락

과 검지 손가락 사이의 오목한 부분에 가루 담배를 올려 놓고 코담배를 피웠다는 것에서 유

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름이 공식적 해부학 용어로 쓰인다는 것도 신기했고 대상

의 기능이나 용도에 착안해 이름을 만들었다는 점도 참신하였다. ‘마우스받침’, ‘감싸개’ 등을 

통해 학습자들은 기능을 중심으로 한 단어 형성의 적절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새

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연구자는 조별 활동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들에 대해 

검토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조어 원리가 ‘마우스받침’에도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하였

다. 또한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다른 분반 활동에서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

다.132) 교사라는 주체를 통해 분반 활동의 인식 과정이나 결과들이 다른 분반에게도 피드백

되는 고리가 형성될 수 있었다. 실제로 6개 분반의 수업은 공통점도 있으나 세세한 부분에

131) 해부학적 코담뱃갑의 위치

(http://blog.naver.com/calcho1/20155591813(2017.11.11. 검색)

 

132) 다음 학습자의 후기에도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난다. 

    다른 친구나 선배의 의견 중에 재미있는 생각도 많이 있었다.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예들 중
에 코담배갑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렇게도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해서 인상 깊었다. 
[S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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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또한 예상하지 못한 창발이 발생하는 지점이나 시기도 각기 다르

다. 연구자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의미 있는 현상들을 다른 분반의 학생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어 만들기는 생성의 관점이기 때문에 단어를 만드는 다양한 맥락들이 고려될 수 있었

다. 학습자들이 만들어 낸 단어는 어근, 접사라는 언어적 맥락 이외에도 의미 표현의 적절

함, 길이의 적절함 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4분반에서 조별 활동을 할 때 특정 조에서 ‘갓’

을 안 쓰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맥락

을 함께 공유하고자 조별 발표 시 조에서 단어를 만들 때 고려한 점이 무엇인지를 추가적으

로 질문하였다. 

[4조]

교사: 주로 이 조에서 단어를 만들 때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뭐예요? 뭐 창의적?

S4-13: 되도록이면

교사: 되도록

S4-13: 갓이 안들어가게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교사: 갓이 안 들어가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보려고 했어요?

S4-13: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 가니까 없어서 그냥.

[3조]

교사: 3조의 주안점은 뭐였어요. 무엇이었어요. 만들 때. 단어를 만들 때.

학생: 갓을 넣으려고 했어요.

교사: 갓을 넣으려고. 갓을 넣으려고. 다양하게 했네요. 갓꾼, 갓쟁이. 보통 꾼이나 

쟁이나 자나 놈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죠. 저런 식으로 활용했네요. 

2조:

교사: 네. 여기는 주안점이 뭐예요? 단어를 만들 때.

학생: 예?

교사: 단어를 만들 때 주안점으로 뒀던 것은?

S4-2: 주안점이요? 딱 척보면 알 수 있는 직관.

교사: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쉬운,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표현.

[1조] 

교사: 그러면 이 조는 좀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을 염두에 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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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교사: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

학생: 은어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게

교사: 네. 재미있는 게 많네요. 

 4조의 발표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다른 조들의 즉흥적 발표는 단어 형성의 두 가지 맥락

을 보여주고 있었다. 4조와 1조가 창의적인 단어 만들기를 보여주었다면 3조와 2조는 효과

적인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단어 만들기를 보여주었다. 보통 의사소통의 국면에서 뜻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쉽게 이해되는 단어를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만 4조와 1조처럼 실제 언

어생활에서는 때로는 창의적으로 새말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 집단적으로 은밀히 쓰는 단

어를 만드는 국면도 있다. 

 실제로 생각쪽지에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단어를 만들 때 고려한 맥락에 대해 적고 있었

다. 

  이렇게 단어가 갖는 의미에서 시작하여 단어를 만들기까지의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모두가 합당하다고 느끼는 단어를 만들 수 있게 되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S6-6-9] 

 단어 만들기는 생성적 관점의 활동으로 단어 형성 시 문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의 언어내

적 판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새말이 그 의미를 잘 나타내는가, 모두가 합당하게 여기

는가와 같은 언어 외적 기준들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의 수업 후기를 보면 단어 생성에서 

고민한 것은 언어의 정확성이나 규칙성보다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과 ‘의미가 잘 전달

되는’, ‘단어 길이의 적절성’ 등이다. 단어를 만들면서 단어가 소통될 의사소통 체계를 생각

하고, ‘적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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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직접 몇 가지 부위, 혹은 몇 가지를 단어로 이름을 붙여보았다. 이는 되

게 힘든 일이었다. 새롭게 단어를 만드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형

태소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지, 혹은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단

어에 빗대서 만들어야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되

었다. 이 활동 후에 영어 혹은 한자로 된 실제 단어를 보았고, 영어 단어에 대한 

것도 생각해봐서 재미있었다. [S4-13-8]

  단어의 형성은 이미 만들어진 뜻을 지닌 말들로부터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으로 손에서 특정한 부위의 이름과 갓에 관련된 것들의 이름을 부여했다. 이 

방법은 의미가 잘 전달되는 면에서 좋은 것 같지만 이 의미 파악에 치중할수록 단

어가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타협을 보려면 어느 정도 한자를 섞어쓸 수도 

있으나 한자로 바꿀수록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힘들어진다. 결국 단어 길이와 의

미 전달에서 타협을 본 것이 지금의 단어들이다. [S2-3-9]

 ③ 생성적 관점과 분석적 관점의 상호순환적 이해

 단어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생성의 관점에서 단어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

다. 어근은 분석의 대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단어를 만드는 효율적인 자원이었고, ‘어근+어

근’, ‘어근+접사’는 분석 측면에서 논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어를 생성하는 원리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단어 만들기에서 놀라운 점은 한 어근을 recycle 해서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다

는 점이다. [S5-6-9]

  오늘은 단어 만들기를 주제로 수업을 했다. 접사, 어미를 이용해서 단어의 의미

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말의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특징인 것 같다. 마치 공장

에서 부품을 추가하듯이 뜻이 있는 어근에 접사 등을 결합시키면서 체계적으로 단

어를 새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신기한 규칙인 것 같다. 

[S3-12-9]

 학습자들은 합성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어근과 접사를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형태소를 분석하는 활동이 생성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분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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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을 가진 학습자들은 생성 활동의 과정에서 언어를 인식하는 섬세하고 민감한 시각을 보

여주었다. 이러한 지점이 분석적 활동과 생성적 활동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용되는 것일까? 조별로 

‘갓’ 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어를 만들어보는 활동이 매우 재미있

었다. 각 모둠별로 만든 단어들이 매우 달랐고, 다양한 창의적인 발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만큼 파생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함께 합쳐서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경

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갓을 만드는 사람’ 에 해당하는 단어를 만들 때 

어떤 조에서는 갓꾼, 갓쟁이 등 ‘사람’ 에 해당하는 단어를 붙여 파생어를 만들었

다. ‘갓을 만드는 집’ 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갓집, 갓간 등 이만큼 많은 어근과 접

사의 형태로 변형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S4-5-9]

  질’, ‘쟁이’, ‘집’ 등의 형태소가 단어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을 보

고 단어를 형태소로 분해하는 것이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했다. [S6-7-9]

  나아가 단어 형성 활동을 통해 언어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했다. 

  이번 시간은 손바닥의 엄지손가락 부근과 갓을 만드는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을 

지으며 시작하였다. 엄지손가락 부근의 명칭을 찾아보니 공식적인 명칭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해부학적인 용어를 찾아보니 무지구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우리는 큰 필요가 없어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용되는 용어가 있으며 사물의 명칭들이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았다. [S3-10-9]

  수업 시간에 조를 나누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단어가 형성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기존에 있던 어휘에 접미사나 접두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창조해내는 과정에서 언어의 창조성을 엿볼 수도 있었다. 

[S6-2-9]

 언어는 언어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것임을 상기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이는 앞

서 배운 언어의 자의성과 분절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학습자들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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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 과정을 통해 언어의 창조성을 생각하기도 했다. 

  문법 개념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단어도 또한 그렇다. 언젠지도 모를 먼 옛날 

우리말이 처음 만들어진 뒤 입에서 입으로 거쳐 가며 말들이 점차 변형되고 만들어

지고 때론 없어지기도 하면서 단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수많은 단어

를 만들 수 있고, 아마 하루에도 수 천 수 만개의 한국어 단어들이 탄생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을 간단한 활동을 통해 직접 느껴볼 수 있었다. 비로소 선

생님이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 닿았다. 문법 요소들을 

설명하기보단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말이 어떤 구조(Structure)를 가지는지 직접 

느끼게 해주겠다는 것 말이다. [S3-8-8]

  하지만 ‘인간적인’ 언어는 완전한 체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느꼈다. 

언어의 역사성이나 사회성에 의해 한때는 합성어였던 것이 지금은 단일어가 된 경

우도 있고 (예: 내일), 그 때문에 형태소 분석도 구조주의/완전성으로 나누어졌다. 

학자들도 합의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언어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S3-6-9]

 언어 창조성의 개념은 단순히 새말을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새로운 말이 태어나고 변화

하고 소멸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 역동적인 흐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유동적인 언어의 

변화와 이를 기술하는 여러 해석 체계의 존재를 인식하며 ‘언어의 본질’에 대해 스스로 생각

을 정리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이전에 배웠던 학습 내용을 보다 정교화하

는 방향으로 학습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단어의 이해와 형성 단원의 출발은 ‘형태소 분석 학습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다. 대부분 

단어의 형성법을 다루면서도 어근과 접사 분석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활동이 성공적

인 학습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형태소 분석 활동의 의의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형태소 분석 활동이 단어의 생성적 이해에도 도움

이 될 것이라 전제하고 수업에 들어가지만 까다롭고 어려운 분석 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습자

들을 보면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형태소 분석 활동이 정말로 단어의 생성

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학습 활동을 구안해야 하는가? 

 처음에는 분석적 관점의 활동을 어떻게 구안하면 생성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었다. 그러나 수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분석적 관점

에서의 이해와 생성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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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단어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단어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단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단어의 형태소 분석에서는 어근과 접사를 변별하여 인식하

는 일에 초점이 부여된다. 어근과 접사의 개념은 언어 주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개

념이 아니며 그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언어 단위를 분류할 때는 언어 자체의 모호성이나 연속성으로 인해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

다. 분석적 관점의 단어 이해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단위들에 대한 이해로 수렴될 수 있다. 

 생성적 관점의 이해는 단어를 이루는 단위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보는 것이

다. 단어를 분석할 때는 언어내적 기준이 우세하게 작용하지만 생성을 할 때는 언어내적 기

준뿐만 아니라 언어의 소통 맥락 등 다양한 언어 외적 기준들도 고려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그리고 분석의 관점이 주어진 단어들에 대한 선형적이고 수렴

적인 이해라면, 생성적 관점은 학습자 자신이 가진 언어 자원을 사용하여 새로운 표현들을 

무한히 생성하고 그 적합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선형적이고 확산적인 이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단어 분석 활동이 교과서 표현에 머문다면 단어 생성 활동은 자신의 

언어 자원에 주목하면서 언어적 실제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단어의 형성을 학습할 때에는 생성적 관점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다. 생성적 관점의 활동이 전제될 때 분석적 관점에서의 활동 역시 학습자들의 단어 형성의 

과정과 원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원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생성적 활동을 통해 분

석적 활동의 필요성과 문법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었다. 문법 학습에서 분

석적 활동과 생성적 활동은 분석과 합성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면서 학습자들의 의

미 구성을 촉진하는 순환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5.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의 변화

 이번 문법 수업에서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경험의 의미를 가장 많이 성찰한 사람은 바로 학

습자들 자신이다. 매 시간 분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문법적 인식을 메타적

으로 성찰할 수 있었으며, 10번의 생각쪽지를 통해 이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지속적인 탐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수업에서 수업의 마지막에 전체 수업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편이다. 첫 

수업에서부터 마지막 수업에 이르기까지 수업의 여정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일은 결국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마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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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133) 또한 이 자료는 교사가 수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궁극적 피드백 중의 하나이며, 

수업을 평가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마지막 1시간을 내어 ‘문법 탐구 학습 경험 및 전체 수업 후기’ 작성

의 시간을 가졌다. 경험기술지의 형식상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되, 자신의 변화

와 반성, 수업에 대한 평가 등 작성 시 참고할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것이 한 학기 동안의 경험임을 생각할 때 이를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초점 질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이 질문은 수업에 참여한 교사이자 연

구자로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질문들이기도 하다. ‘문법 탐구 학습 경험’

을 분석한 결과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한 변화’와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인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특히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은 지식의 본

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인식’은 학습의 본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된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한 문법과 문법 학습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를 둘러싼 

학습자의 개념 생태(conceptual ecology)134)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지식과 학습에 대한 

본성은 인식론적 확신 근거나 형이상학적 신념 등과 더불어 개념 생태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된다. 특히 생태적 적소(ecological niche)는 특정한 생물의 성장에 중요한 환경적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문법 수업에 적용한다면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가 

된다. 문법 학습 내용과 학습의 본성에 대한 주된 인식은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하는 생태

적 적소로서의 의미도 중요하다. 

5.1.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한 변화

 한 학기 동안의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한 학습자의 변화는 크게 ‘문법에 대한 인식 변화’, 

‘주체에 대한 성찰’, ‘문법 능력 향상135)’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하위 범주는 다

133) 교육인류학적 관점에서는 학교 수업을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기존의 사고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실천해가는 과정으로 본다(서근원, 2007: 23). 
이러한 고찰은 문법 수업이라는 특수한 장면과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왜 그러한지를 살피는 과정이 된다.

134) 개념 변화 모형에서는 학습자의 개념이 생물학적인 은유인 개념 생태를 이루고 있다고 본
다. 개념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복잡한 개념 생태 속에 존재하며, 개념 생태의 특징에 따라 
개념의 존재와 위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개념 생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이선경, 2015: 107, 114).

135) ‘문법 능력 향상’의 하위 범주로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둔 것은 학습자들이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의도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에 직접적인 향상을 가져왔다고 말



- 214 -

음과 같다. 

문법 수업을 통해 변화한 것

문법에 대한 인식 변화
문법관의 확장

국어에 대한 인식 변화

주체에 대한 성찰

자신의 언어생활 성찰

자신의 문법 지식 성찰

학습 방법에 대한 성찰

문법 능력 향상
문법적 사고 향상

국어 사용 능력 신장

5.1.1. 문법에 대한 인식 변화

 문법에 대한 인식 변화는 크게 ‘문법관의 확장’과 ‘국어에 대한 인식 변화’로 나뉠 수 있

었다. 수업을 시작할 당시 학습자들은 대부분 ‘문법=맞춤법’의 도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

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맞춤법이 문법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자신의 인식을 

극복하게 되었다. 

  나에게 문법수업은 내 문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문법수업을 듣기 

전에는 나는 문법이 단지 맞춤법을 고치고 왜 그런지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했

다. 그러나 실제로 문법수업을 들어보니 내가 좋아하던 맞춤법은 오직 커다란 문법

의 극히 일부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기대하고 왔던 수업이랑 달라서 많이 당황도 

했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S4-3-12]

  아무래도 내가 문법을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문법은 맞춤법과 어

법에 맞게 문장을 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법은 사실 글을 읽고 쓰

는데 필요한 도구이고, 나의 글이나 읽기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문법이었던 것 같다. 

그것을 잘 익혀서 문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면 문장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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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S2-4-12]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문법을 맞춤법 정도의 범주에서 생각하던 문법관을 더욱 

확장시켜 언어에 관한 폭넓은 사고 활동 전체를 문법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

었다.[S4-4-12]

 

 이것은 학습자들이 규범으로서의 문법 외에 다른 분야의 문법을 경험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적 지평이 확장된 것이다. ‘문법=맞춤법’이라는 인식

을 넘어 ‘수준 높은 언어생활’ 영위를 위해, ‘언어에 관한 폭넓은 사고 활동’으로서의 문법의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이 되었다.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단순히 외워야 하는 지식’이라는 표면적 접근에서 벗

어나 ‘왜 그럴까’ 즉 문법 현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언어의 체계

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을 깨닫게 되었다. 

  수업을 시작할 때 한국어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비교함으로써 문법의 기본을 배

울 수 있어서 그 뒤에 배우는 내용도 배우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수업

을 들을 수 있었다. 문법이 단순히 거대한 약속이어서 암기과목이라고만 생각했던 

나 같은 학생들에게 문법도 논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방

법이라고 생각한다. [S2-10-12]

  문법 수업을 들으며 문법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문법이 변하지 않는 

내용을 배우는 재미없는 과목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언어의 규칙에는 과학과 같이 

원리가 있었고, 언어의 규칙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서 '문법은 재미없다'라는 편견을 떨쳐버리게 되었다. [S2-14-12]

  처음에 문법 수업은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처럼 단순 지식을 배우고 그것들을 

달달 외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문법요소에 대해서 깊이 다루어보

고 또 이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과 토론해보면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법을 이

해할 수 있게 되었다. [S6-15-12]

 특히 ‘문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언어의 역동성과 가변적 진리관을 전제로 하는 중요한 

인식적 전환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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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시대와 사회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였다. 라슨-프리만(Lasen-Freeman, 

2004: 45-58)은 언어의 역동적인 본질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논하며 통시적, 공시적, 

유기적 역동성의 세 가지를 제안한다. 특히 유기적 역동성은 개인 언어와 진화론적 변화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행위는 그 언어 사용자의 문법도 변화시

킬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여러 학습자들이 S3-14-12와 같이 이러한 유기적 역동성을 

인식하고 언어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었다. 문법과 언어학의 이론도 ‘활발히 토론

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해석적 체계라는 인식도 이러한 문법의 역동성을 전제로 한다. 

  이번 문법 수업은 문법에 대한 나의 태도를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꿔주었다. 물론 

외워야 하는 까다로운 내용도 많지만, 임의로 배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본질과 

특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

회, 언어가 바뀌면서 유동적인 구조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언어의 본질에 

대해 탐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S2-1-12]

  이번 학기 문법 수업은 그닥 관심이 없었던 문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또는 주체

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토론식의 수업 활동으로부터 우리말이 결합되는 규칙이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과 달리 문법은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만드는 것이라

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S3-14-12]

  그와 동시에 중학교와는 다르게 문법과 언어학은 아직도 활발히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학문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동사/형용사 구분의 모호함, 품사의 분류

와 같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심 꽤 놀랐었다.[S3-6-12]

 문법관의 확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학습자들이 언급한 것은 ‘문법이라는 학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견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언급한 문법관의 확장적 내

용을 포괄하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많은 학습자들이 문법

이라는 학문과 조우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언어 현상’에서 

‘체계로서의 언어’로 나아가는 지식 구성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또한 ‘문법은 왜 배우는가’

라는 숙달 목표를 중심으로 학습 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반성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

한 변화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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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시간의 다양한 활동들과 생각쪽지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어학으로 

나를 이끌었고, 어찌 되었던 간에 새로운 학문과의 만남은 호의적이면서도 흥미로

웠다.[S3-6-12]

  언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 사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의 커

다란 학문이라는 것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면 이렇게 문법을 

배울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이상 딱히 배울 것 같지 않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이번에 문법수업을 듣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을 귀찮은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 하나의 공부거리가 아닌, 계속 발전해나가는 하

나의 학문이라고 느낀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S4-7-12]

 학습자들은 문법을 하나의 학문적 체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학문’이며 이러한 학문과의 만남은 ‘호의적이면서 흥미로운’ 경험이 

되었다. 문법관의 확장과 관련하여 언어의 본질, 언어와 사고, 문화를 다룬 내용들이 문법관 

확장을 촉진시켰음을 아래 학습자들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문법 수업을 이번에 들으면서 내 문법관에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 1학기 때 문법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을 때의 나는 단순히 문법이 어렵게 느껴져서 문법 수업을 듣

기로 한 학생에 불과했다. 문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언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그런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문법 수업을 들으며 언어와 문

법이 한 언어권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글로 쓰인 법칙들에 불

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생활을 결정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며, 때로는 

언어가 그들의 사고를 결정하기도 한다는(언어결정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다. 

즉, 문법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S3-9-12]

  일차원적인 맞춤법을 수정하는 단순한 일을 넘어서서 전체 언어의 큰 그림을 그

릴 수 있었던 수업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있고 재미도 있었다. 처음 했던 언어의 본

질과 관련된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이제까지 17년간 계속 언어를 공부

하며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런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다.[S4-3-12]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전체 언어의 큰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었고 언어적 주체로서 



- 218 -

언어와 사고, 문화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기호학, 언어심리학 등

으로 관심사가 확장되며 문법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언어의 본질과 특질에 대한 이해는 언어의 총체성과 역동성, 실제성을 스스로 깨닫

게 하는 수업 주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문법 수업을 통해 ‘국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일반

적으로 문법 수업에서는 우리말 문법을 다루지만 문법 단위들을 분절하여 가르치며 정작 국

어의 특질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국어의 보편

성과 특수성에 주목함으로써 국어라는 고유의 대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국어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어 문법

과 ‘친숙해질 수’ 있었으며 국어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래도, 문법 수업의 가장 큰 가치는 너무 일상적으로 써 그 가치를 쉽게 느끼

지 못하는 '우리말'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데 있지 

않겠는가? [S3-9-12]

  수업 이전에 나는 문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영어 문법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지금도 영어 문법이 나에게는 조금 더 익숙하긴 하다. 하지만, 문법을 들으면서 한

국어가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복잡한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직은 해결

해야 할 부분들도 많은 미완성의 언어라는 생각도 든다. [S5-13-12]

  2학기 문법 수업을 통해 지금까지 비교적 소홀히 해 왔던 국어 문법과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S3-6-12]

  

  문법 수업을 할수록 한국어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우리말을 직접 

탐구해 보면서 교착어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S3-13-12]

 문법관의 변화는 문법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참여적 활동이나 학습자들의 

흥미를 고려한 문법 수업이 단지 ‘흥미로웠다, 재미있었다’에 머물지 않고 학습자의 문법과 

문법 학습에 대한 인식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문법 탐구 

공동체 내에서는 문법교육만의 고유한 언어적 경험이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문법과 문법 학

습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다.



- 219 -

5.1.2. 주체에 대한 성찰

 ‘주체에 대한 성찰’은 언어적 주체이자 문법 학습의 주체로서의 인식성이 합일되는 지점에

서 발현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을 통해 문법관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

점 변화를 수반하는 동시에, 내적으로 문법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하였

다. 학습자들에게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은 자기 발전의 일부였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인식을 조율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번 학기에 들어서 나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적은 수업 중 하나였던 

것 같다. [S3-15-12]

  단순한 국어 수업이 새로운 분야를 열어주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준 도구가 되었음을 생각해본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 혜택을 꼭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S3-6-12]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문법에 대한 앎을 반성하면서 문법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번에 문법 수업을 들으면서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외국어를 새로 배울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사

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S5-7-12]

  문법 수업을 듣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잘못된 문법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

하는 제 모습이 전과 달리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S4-16-12]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수업을 

매개로 일어난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이 학습자에게 내재화되며 스스로 자신의 언어를 되돌아

보며 언어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문법교육에서 추구하는 언어적 실제성

은 학습자 외부의 ‘실제적 자료’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언어적 실제를 문법 수업과 통합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학습자들의 

다양한 언어적 실제가 문법 수업 내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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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수업에서 제일 훌륭했던 점은 이론적인 것에 치중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과 탐구 중심의 수업방식이었다. 내가 직접 내 언어습관과 대조해 볼 

수도 있었고, 실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문법의 오류나 모호함에서 공감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항상 졸았던 중학교 때의 문법 수업과 비교해본다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수업 몰입도도 높고 얻어간 내용들도 많았던 것 같다.  

[S3-6-12]

 

  문법 수업을 듣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잘못된 문법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

하는 제 모습이 전과 달리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S4-16-12]

  그러다 보니까, 생각쪽지의 탐구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문법적인 현상들을 수업에

서 배운 것 외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는 매우 흥미로웠던 주제

들도 많았다.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쓰던 말, 말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

었고, 내가 하는 발음 하나하나가 다 한국어 문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 되게 낯설면서도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S6-16-12]

  문법수업을 시작하면서 타인의 말을 유심히 듣게 되었고,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도 틀린 표현들을 고쳐주기도 하면서 올라간 저의 문법 실력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수업시간에 한 활동 중에서 특히 나의 문장 돌아

보기는 내가 쓴 글에서 어색한 부분을 고쳐보면서 한 번 글을 쓰고는 다시 잘 보

지 않는 나의 습관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동안 쓴 글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의 내면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S1-6-12]

 평소 잘못 쓰는 문법에 대해 찾아보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자

신의 언어 전체를 ‘문법적 틀’로 바라보면서 ‘낯설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언어생활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내면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학습자들이 수업 시

간에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생활과 연계하여 생각하고 적용하고 즐겨 학습하는 태도를 

기름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문법에 대한 학습은 자신의 언어생활에 주목할 수 있는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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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을 제시해 주었으며, 이러한 주목을 통해 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었다. 

 ‘학습의 주체로서의 성장’은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의 ‘전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경

험이다. 이는 스스로 매 시간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경험의 의미를 성찰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제시하는 학습을 통해 길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비단 문법 탐구 학습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수학 연구’로 전이될 수 있는 ‘즐거운’ 공부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학기 동안의 문법 수업을 통해 문법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지식도, 공부하는 방법도 여럿 얻어 갈 수 있었다. [S2-7-12]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점은 주변에 대해서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의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답하면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을 저는 체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이후에 제가 수학을 연구하면서도 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6-11-12]

  또 나의 탐구 질문을 준비하면서 나도 직접 많이 생각해봤고,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국립국어원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질문을 구경하기도 해

보았다.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을 찾는 과정은 항상 즐거웠던 것 같다. 

[S6-3-12]

5.1.3. 문법 능력 향상 

 문법 능력의 향상은 ‘국어 사용 능력 신장’과 ‘문법적 사고 향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

다.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은 ‘맞춤법 오류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자연스

러운 문장 생성 능력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문장 생성 능력은 ‘문장 고치기’ 활동

을 통해 집중적으로 길러질 수 있었으며, 일상 생활에서의 맞춤법 오류에 대한 개선은 ‘우리

말 산책’을 통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초기에 학습자들의 문법 수업에 대한 기대를 

수렴한 후 ‘맞춤법 오류 개선’의 요구를 ‘우리말 산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

의 의도가 실제 학습을 촉진하는 기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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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문법 수업을 듣기 전에 가졌던 기대로 헷갈리는 맞춤법을 잘 알고 싶다는 기

대와, 글을 쓸 때 매끄럽게 쓰고 싶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문법 수업을 들으

며 문장 고치기를 하고, 맞춤법에 관련된 읽기 자료를 많이 읽으며 이런 고민이 어

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S6-7-12]

  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도 많이 향상되었다. 헷갈리던 맞춤법들도 많이 알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어 문법의 용어와 의미, 활용에 대해 알아갔다. 특히 문장 

다듬기 활동을 통해 맞춤법을 잘 맞추는 것만 좋은 문장의 조건이 아님을 알게 되

었고, 추측성 표현 등 좋지 않은 표현들을 알아가고 고쳐 나갈 수 있었다. 수업시

간 중의 활동을 넘어서 문법 수업을 듣는 동안에 쓴 여러 글들에 이러한 문법적 

지식들을 활용하여 더 좋은 글들을 적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

다.[S4-4-12]

  매 수업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말 산책' 이라는 읽기 자료를 주셨다. 이는 우리

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많이 헷갈려하며, 많이 틀리는 문법적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들이었다.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말하거나 쓸 때 문법

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S4-12-12]

 ‘우리말 산책’ 자체가 맞춤법이나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언어적 오류들을 다루며 상

세하게 그러나 ‘일상적으로’ 글을 풀어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하나의 풍성한 학습 맥락을 

형성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자료를 읽으며 필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필자가 제시하는 

해법에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수업 초기에 맞춤법 학습에 대한 요

구 못지않게 문법 학습을 통해 글을 잘 쓰고 싶다는 학습자들도 많았는데, 문장 단위의 탐

구 활동과 문장 고치기 활동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었다. ‘문법적 지식들을 활

용하여 더 좋은 글’을 쓰고 ‘말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법 학습은 학습자

의 실제적인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법 지식’ 자체가 아니

라 학습자가 특정 문법 지식을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하고 있는냐이다. 우리의 문법 교실에

서 ‘문법은 왜 배우는가’의 질문은 ‘형태소 분석은 왜 하는가’, ‘문장 성분은 왜 배우는가’, 

‘기호에 대해서는 왜 배우는가’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로 연결되었다. 특히 문장 성분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쳐쓰기’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수업에서 배운 문법 지식을 문장 쓰기와 연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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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문법적 사고와 문법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문법 수업

을 통해 학습자는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문법적 원리를 스스로 깨

우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 하나의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탐구 능력 등을 

기를 수 있었다. 

  당시에 배울 때에는 단순히 우리말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라고만 인식을 하

였으나, 실제로 형태소나 품사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우리말이 접사, 어미 등이 발

달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 생산성이 있는 접사 등에 대해 배우면

서 우리말이 교착어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된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다양한 파생어를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말에 접사 등이 정말 다양하게 존

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문법 수업 시간에 한 여러 활동은 그 활동의 

목적 외에도 문법에 대해 배우거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다.[S6-5-12]

  특히 내가 생각했던 기존의 문법과는 달리, 정말로 언어를 탐구하는 내용들이 재

미있었다. 예를 들면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로 나뉘는 언어의 유형이나 언어와 사

고의 관계, 기호와 관련된 언어의 특성 등이 즐거웠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

다.[S2-1-12]

 학습자들이 보여준 문법 능력 향상의 여러 측면들은 문법 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간의 문법교육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논의는 크게 통합

론, 독자론, 포괄론의 관점을 들 수 있다(박형우, 2016: 12). 문법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

느냐에 따라 가르칠 내용과 가르칠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들의 논의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

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각각의 입장이 지향하는 문법교육의 정체성은 문법교육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며 어느 것이 절대적이거나 틀렸다고 할 수 없으며 문법 학습에서는 이 모든 

측면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한다(이성영, 1995: 102). 또한 ‘가르칠 내용’으로서의 문법교

육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관점을 바꾸어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문법교

육의 정체성을 바라본다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앞서 고찰한 대로 많은 학

습자들이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문법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문법적 사고력 향

상과 문법 개념 이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 적절한 문장 생성,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 등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학습 경험을 자신의 성장과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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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보며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인식을 조율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언어적 주

체, 인식적 주체로서의 성찰도 있었다. 이처럼 문법 학습자의 맥락에서는 통합론과 독자론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주체로서의 정체성 속에서 혼융되어 나타난다. 이것

은 학습자가 언어적 주체이자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하는 인식적 주체로

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가능하였다.136) ‘학습자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논의하는 관

점은 ‘무엇을’의 정체를 규명하는 점에서 분석적 관점이 된다. 반면에 실제로 ‘학습자들이 무

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학습자의 참여와 선택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이며 문법 학습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된다. 

5.2.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 

 문법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은 지식의 본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학습자들은 문법 수업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이 ‘생각보다 많은’은 

범박하고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그 자체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보여준다. 자신이 겪어왔던 문법 학습 경험을 토대로 ‘생각보다’의 의미와 정도성은 매우 

다르지만 분명한 점은 이전의 학습보다 분명 새롭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학습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각기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개념 변화이다. 

  수업 시작 전 나는 문법 시간에 품사나 맞춤법 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예상

했었는데 기대보다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S2-8-12]

  문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과 상당히 겹침에

도 불구하고 수업을 통해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그때는 무심코 

136) 남가영(2007)에서는 문법교육에서의 담론 논의가 상호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극복하
고 그 공통 토대를 확인하며 생산적인 읽기를 시도한다. 그는 신독자론과 통합적 문법교육의 
공통 토대이자 지향으로 ‘대상으로서의 언어’와 ‘언어 주체’의 통섭을 읽어내고 있다. 이를 통
해 그가 제안한 ‘언어 주체의 언어 들여다보기’와 ‘언어를 통해 인간 들여다보기’는 본고가 지
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 그의 이러한 논의는 ‘사물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어 서로 배타적인 
범주’를 만들어내는 이분법적(dichotomization) 접근이 아니라 ‘사물의 구분이 만들어진 근본
적 이유나 근거를 부각시키며 차이보다 동일함과 공통적 전제를 탐색하는’ 계보학적
(bifuracation) 접근이라 볼 수 있다. 문법교육 연구의 흐름을 고찰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계보
학적 사고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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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쳤지만 생각해 볼만한 여러 것들을 짚고 넘어갈 수 있었다. [S6-2-12]

  그래도 1년 동안 수업을 하며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워 간다는 느낌이 든

다. 이 수업 전에는 국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문자의 차이(교착어, 굴절어, 고립어), 내가 쓰고 있는 문장들의 오류, 심지어 

형태소가 뭔지 어근과 어근이 뭔지도 몰랐었다. 문법 수업이 참여 형식으로 조별활

동도 포함되어 있어 딱딱하지 않다고 느꼈고,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수

업을 들었던 것 같다. [S4-6-12]

  이번에 배운 우리말 문법 중 가장 새로웠던 것은 합성어이다.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파생어의 경우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를 배웠는

데 둘 다 중학교 때는 배우지 못했던 것이고,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라서 새롭고 흥미롭게 공부했다. 문법수업은 다양한 것을 다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을 다뤘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수업이었다. [S4-3-12]

 학습자들은 이전에 다루지 않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

한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형태소’의 개념일 수도 있고,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이해일 수

도 있으며,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로 대표되는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리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혹은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인식과 학습 경험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의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문법 탐구 학습이 반드시 ‘새롭고’, ‘문법에서 잘 다루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을 다

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법다운 전형적인 문법 요소와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탐

구 중심의 문법 수업’이 도움이 되며 ‘만족스러운’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137) 

 대개의 교실에서 학습자의 수준 차이는 학습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며 배제해야 할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수업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이 쉬우면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겐 도움이 되지만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너무 쉬워 

배울 것이 없다’는 인식이 많았다. 또 학습 내용의 수준을 올리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은 따라갈 수가 없어 또한 ‘어려워서 배울 것이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

의 객관적 지식을 학습자에게 ‘주입’한다는 전통적 학습관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137) 이관희(2015)의 연구 또한 ‘문법교육의 근간에서 출발하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점을 개신
하여 보다 실천적인 상을 그려내며’ 학습자 중심의 문법교육의 쇄신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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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학습을 기계적인 투입과 산출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은 

‘자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문제이다. 적응하는 개체는 적응의 결

과가 바로 그 자신이다. 카우프만은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창발이 일어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주제도 잠재적인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고 있다. 최적점의 꼭

대기를 오를 때 너무 규정적이고 소심하게 탐색하는 적응 개체군들은 오를 만큼 충

분히 올랐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산기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가 십상이다. 

반대편 극단으로 너무 먼 거리로 뛰면서 넓은 영역을 탐색하는 것도 역시 실패하기 

쉽다. 진화의 공간에서 최선의 탐색은 개체군들이 자신들이 기어 올라가 자신들을 

고착시킨 지역적인 정점들을 녹여 없애고 능선을 따라서 멀리 있는 다른 더 높은 

정점들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하는, 질서와 혼돈의 사이에 있는 일종의 상전이점에

서 생긴다(Kauffman, 1995: 55).

 이 설명은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인 것을 넘어 학습에 대한 창발의 구체적인 지점과 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보통 창발은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라는 생각에 이전과는 매우 다

른 혹은 극단적인 새로움을 생각할 수 있으나,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순

간이 바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다. 문법 학습에 비유한다면, 학습 과정에서 학습

자들이 자신의 문법적 인식을 스스로 넘어서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이전의 자신에 비해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무엇

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은 학업성취도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자들과 각기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고 공유함

으로써 다시 자신의 언어적 세계를 확장하는 모종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학습 

경험의 참된 의미이다. 

 우리의 문법 수업에서는 다양한 문법에 대한 관점과 해석들이 공동의 논의를 통해 상호작

용할 수 있었다. 특히 학습자 지식과 학문적 지식의 조우라고 할 수 있는 학습의 경험이 기

술되어 있었다. 

  혹시 '양말'도 그런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고유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농담으로 '양말'도 '양'과 '말'이 합쳐진 단어가 아닐까 

하고 농담을 던졌다. 친구들 모두 '양말'은 고유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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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생님이 '양말'도 '양'과 '말'의 합성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정말 신기했다. 

'말'이 버선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서양식 버선이라는 뜻이었다. [S4-12-12]

  그 단체 활동에 우리 조는 모두 진지하게 임했으며 격렬한 토론을 통해 우리들

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호들을 나누었고 우리가 추상

적으로 생각했던 기준 중 하나가 실제로 기호를 나누는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

서 꽤나 놀랐다. [S3-2-12]

 S4-12의 학습자의 경우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혼자서 ‘양말’이라는 단어도 

‘양’과 ‘말’이 합쳐진 단어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웠다. ‘양말’이라는 단어는 매우 일상적으

로 쓰여 이것이 한자어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스로도 이 가설에 대한 

자신은 없었던 듯 보인다. ‘양(洋)-’이라는 접두사에 대한 질문과 사례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스스로 떠올린 ‘양+말’이 ‘농담’이 아니라 명확한 지식으로 판명되었을 때 학습자는 매우 놀

라며 신기함을 느꼈다고 회상하고 있다. S3-2의 학습 경험에서는 조별 논의를 통해 기호 분

류의 잠정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퍼스의 기호 분류 기준과 일치한

다는 점에서 ‘꽤나 놀랐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이 생각쪽지에서의 수업 후기가 아니라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작성하는 학습 경험 후기임을 볼 때, 학습자의 뇌리 속에는 이러한 경

험이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자신이 구성한 의미가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지는 학문적 지식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법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 구성’을 통해 깨닫게 됨으로써 문

법 학습과 문법 연구의 구조적 동형성을 암묵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문법 개념은 아래 학습자들의 논의처럼 ‘의미 구성’의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들이 교

차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학습 내용 자체에 ‘공감’을 하며 이해한 것이다.138) 

  기호의 분류나 언어의 특성에 대해 배우기 전에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어와 기호의 특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분석하게 되었다. 활동이 

끝난 후에 실제 규칙이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그 내용을 한층 더 공

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생각했던 내용이랑 많이 겹쳤을 때 기분이 좋았으

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이 등장했을 때는 그냥 지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

138) 한승희(2005)에서는 내러티브적 사고는 ‘감정이 뚜렷한 사고 형태’를 수반하며, 패러다임적 
사고에 비해 동일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서적 맥락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됨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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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며 놀라기도 했다. [S2-1-12]

  조별로 분류 기준에 대해 토론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분류 기준을 설득

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분류 기준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기호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과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S4-14-12]

 여기서 학습자들에게 문법 지식의 위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적으로 교실에서 제시되는 문법 지식은 ‘정답’이며 확고한 지식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 자신의 생각이 이것과 맞지 않을 때 자신의 답을 고치거나 혹은 이해가 안 되는 경

우 문법에 대한 불신을 갖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문법 지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의미

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구조접속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문

법 교실에서의 상호작용은 교사-개인 학습자 간의 일방적 설명이나 전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행위자는 교사뿐이다. 그러므로 학습자 체계는 

고정된 질서 영역 속(Kauffman, 1995: 53)에 존재하며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문법 탐구 공동체 내에서 학습자들은 기호 분류 활동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별로 토

론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학습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언어와 기호의 특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며, 기준에 대한 해석의 ‘다양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기호 분류 활동이라는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

자들 간, 학습자와 문법 지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다. 복잡적응계 형성으

로 인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거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 구성을 경험할 수 있

었다. 

5.3.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인식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을까? 문법 탐구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는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이 수행한 학습에 대한 성찰이자 평가에 가

까웠다. 이는 문법 탐구 수업의 중심이 교사나 문법 지식 등이 아니라 자신들의 활발한 참

여로 인한 지식의 창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평가와 앞서 생각쪽지에 제시된 탐구 학습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등을 중심으로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곧 학습자가 경험

한 ‘문법을 탐구한다는 것’의 실천적 의미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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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기 문법 수업은 문법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여 

답을 찾고, 이를 분반과 공유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좋았다. ❶첫째, 문법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이

었다. 문법에는 답이 있지만, 그 답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

하는 사람들이 합의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언어가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언

어가 따르는 법칙인 문법 역시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정립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

것이 문법의 본질이고, 이번 문법 수업은 그 본질을 전혀 놓치지 않았다. ❷둘째,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떠먹여 

주는’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분반은 깊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의견을 

피력하는 학생이 많아서 수업에 많이 참여할수록 많이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

고 생각한다. ❸셋째, 수업한 내용이 인상 깊게 머릿속에 남았다. 학습(學習)이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배웠지만 익히지 않은 것은 머릿속을 

금방 떠나게 되기 때문에, 배운 것을 ‘나의 지식’, 나의 피와 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익혀야 한다. 대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문법 수

업에서는 배운 것이 곧 익힌 것이다. 문법 지식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자기 스스로 

한 번 생각을 해보기 때문이다. [S2-2-12]

 위의 글은 학습자들이 느낀 문법 탐구 학습의 의미를 하나의 글 속에 잘 표현하고 있는 

사례이다. S2-2 학습자는 탐구 수업의 의미를 ‘스스로 탐구하여 답을 찾고’, ‘분반과 공유하

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문법 탐구 학습 이론의 관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것은 ‘스스로 탐구하여 답을 찾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상호작용

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수업의 한 방법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문법 탐구 학습

을 경험한 학습자와 이를 함께 경험한 교사인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두 축은 문법 탐구 활

동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다. 

 S2-2 학습자는 문법 탐구 수업의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소통과 합의에 의해 지식을 구성하는 ‘문법의 본질에 충실

한 문법 수업’이 그 첫 번째이며,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 ‘수업에 많이 참여할수록 많이 

알아가는 환경’의 의미가 그 두 번째이며, 학습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곧 익힌 것’이 된다는 것이 세 번째이다. 이는 가추적 사고를 통한 해석적 가능

성의 확대라는 문법 탐구 학습의 의미, 지식은 공동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발된다는 의미, 

학습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는 적응 과정과 환경과의 공진화를 거친다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설명이다. 이 세 축은 실제로는 분리될 수 없으며 긴밀히 얽혀 있다. 능력이 있는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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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인 자기조직화를 이루어내는 학습 과정이 바로 복잡적응

계의 특징이다. 이것을 단순히 환원하여 나타낸다면 문법 탐구 학습이라는 전체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여기서는 분리가 아니라 여러 측면 중 하나를 전경화하여 바라본다는 

의미로 이 세 축을 중심으로 내용을 갈무리하여 살펴보되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풍부

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5.3.1. ‘문법의 본질에 충실한 문법 수업’-해석적 활동을 통한 의미 구성

  그런데 내용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건 수업 방

식이다. 문법이라는 과목을 좋아해서 선택했지만, 내가 상상했던 문법수업의 모습과

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수업이었다. 무엇이 그렇게 달랐냐. 하면 한 마디로 딱 정

리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법 수업을 했다’라고 말하기엔 문법 이론을 배우는 

것을 훨씬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일단 국어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탐구

정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매 시간 있는 생각쪽지에서부터 언

어비평문 등의 수행평가까지 ‘문법적 사고’를 기른다는 일관된 목표로 이루어졌다. 

[S1-1-12]

 S1-1 학습자는 문법 수업의 의미를 ‘문법 이론을 배우는 것을 훨씬 넘어선 무언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문법 수업의 맥락을 이루는 ‘탐구 정신’과 ‘문법적 사고’와 관련된

다. 학습자는 매우 예리한 시각으로 이러한 수업의 의도와 실천 양상을 포착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 내용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조별 활동과 탐구 활동과 같은 서

로 토론해보는 기회가 많았고, 선생님도 바로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의견

을 먼저 들어보게 해서 단순한 문법 수업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알찬 수업이었습니다. [S3-7-12]

  수업시간에 직접 기호를 분류해 보고, 또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어 본 후 서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생각을 공유했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이 이뤄지고 난 뒤에 언어학자들이 정

한 규칙을 듣고 나니, 그들이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S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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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가 던져주는 명제를 외우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지문과 예시로부터 시

작해서 하나의 문법 명제를 향해 나아가는, 마치 초기의 국어학자들이 문법 규칙을 

세울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문법 개념들을 정리했던 것이다. 문법 개념들을 직접적

으로 많이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런 분석 태도를 학습함을 통해 폭넓은 문법 개념을 

습득하는 탄탄한 기반이 길러졌다고 생각한다. [S3-8-12]

 참여적 탐구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가 제시한 문법 체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문법적 관점을 견지한 해석체로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었다. 특히 S3-8 학습자는 문법 탐구의 의미를 여러 예시들로부터 문법 명제를 

향해 나아가는, 국어학자들이 문법 규칙을 세울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개념을 정리한 것이

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 활동과 문법 학자들의 지식 구성 활동이 

자기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결과이다.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활동을 통

해 주어진 문법 체계를 발견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러하듯 탐구 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의 설명 체계를 만들어 보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경험을 하였다. 

  문법 수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해답은 얻지 못하였지만, 수업 때 다룬 여러 가지

의 질문들을 통해 몇 가지의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질문 위주, 질문을 통한 

탐구 위주의 수업이 문법에서 파생되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S5-16-12]

  탐구, 분석 위주의 문법 수업이었기 때문에 수업 의도에 맞게 최대한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수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였다.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는 탐

구활동에서는 창의적인 의견이 무엇이 있을지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고 앞에서

도 이야기 하였지만 여러 시선으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문법수업에 참여하였다.[S6-6-12]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기도 하고 최

대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자신의 지식을 구성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문법 교실에서는 문법이란 정해진, 고정된 절대적 체

계이다. 문법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생각은 불완전한 것이나 오개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

나 문법 탐구 학습에서 이러한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은 과정적이고 잠재적인 것으로 받아들

여진다. 구성원 모두가 보다 나은 설명을 위해서 새로운 ‘가설을 생각하고’, ‘창의적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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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의 능동적 지식 구성과 연결되는 문법 탐구 활동은 섬세한 눈으로 언어 현상을 인

식하고 사고하는 언어 인식의 촉진과도 관련 되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개별 과제로 제시

되었던 생각쪽지 작성을 통해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각쪽지를 쓰면서 지난 수업을 되돌아보고 탐구 질문거리를 찾기 위해 평

소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주위의 독특한 언어 현상들을 배운 내용을 통해 분석

하면서 이러한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 범위는 단순히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넘어서

서 왜 특정한 표현이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이 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지

까지 고민하게 하였다.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문법을 맞춤법 정도의 범주에서 생각

하던 문법관을 더욱 확장시켜 언어에 관한 폭넓은 사고 활동 전체를 문법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S4-4-12]

 학습자들에게 문법 탐구 학습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학

습 경험이었다.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며 ‘문법 오류나 모호함’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으며, 특히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주위의 언어 현상들’을 발견하고 탐

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법적 사고와 탐구 능력은 더욱 향상되었다. 학습자들은 특히 이

러한 문법적 사고가 언어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왜 특정 표현이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은 

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확장할 수 있었다. 학습자 스스로 

문법 현상의 주체인 언중들과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언어를 

조망할 수 있는 문법적 사고를 형성한 것이다. 학습자는 이것을 ‘언어에 관한 폭넓은 사고 

활동’이라 칭하고 있다. 

 5.3.2. ‘수업에 참여할수록 많이 알아가는 환경’-지식의 창발과 공진화

  탐구중심의 수업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사고의 폭이 확장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토론을 통해 타인과의 생각을 공유해야 

할 저희에게 있어 이 수업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S1-6-12]

  문법탐구는 이미 머릿속으로 많이 해본 것이기는 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말고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내며 해서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과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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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제나 모든 일에서 탐구적으로 접근하기에 미리 해 봤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도가 지니지 못하고 또 지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수업은 과학도인 나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S2-3-12]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탐구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문법 탐구 학습에서 일어난 자기조직화는 개인별 

학습 활동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경험이다.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으로 

구성되고 공유된 이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이러한 점

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과학도로서’ ‘타인과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탐구의 요건

임을 체험하였다. 

  모둠 활동과 토론을 하면서 옛날에 가끔씩 혼자 생각해봤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

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

이 생각하게 되었다. 전에는 언어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서가 어떠한지는 

생각해봤지만, 주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온다는 생각은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또 언어가 얼마나 자의적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재미있었

다. 특히 우리 분반에 언어에 대해 많이 생각해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 좋고 새

로운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내가 언어에 대

해 생각하는 능력도 더 키워진 것 같다. [S2-5-12]

  우리 분반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 의견과 비교해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었다. 내가 발표를 꺼리는 성격이라 내 의견을 잘 나누

지 못한 점이 아쉽다. [S2-7-12]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실제로 

학습자들이 작성한 자료에서 ‘다양성’은 매우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단어였다. 복잡성 통일

체에서 ‘내적 다양성’과 내적 잉여성‘은 근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상호보완적인 조건이다. 

내적 잉여성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구성인자들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내부 지향적이라면, 다양성은 더 큰 맥락에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한

다는 점에서 외부 지향적이다. 집단 내에서 새로운 창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 바로 

내적 다양성인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단순히 전체의 의견에 

따르거나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Davis et al., 2000: 3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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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문장 돌아보기 활동이 특히나 좋았다. 여러 시간에 걸쳐 한 수업이라 시험

범위의 진도를 나갈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해 이런 활동

을 한 것을 선생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수업 참여도가 높지 않았던 것만 빼

면, 내가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고, 다른 친구들이 표현하

기 어려운 내용을 내가 도와준다는 취지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문장을 잘 고쳤을 

때 나오는 뿌듯함이 있어 나의 경우에는 무척 재미있었다.[S1-1-12]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나의 문장 고치기‘였다. 분반 전체가 자신의 글을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글로 바뀌는 과정을 직접 내 눈 앞에서 볼 수 있었다. 물론 각 사

람은 각자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춰 글을 썼겠지만 (물론 나도 그

렇고 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견을 덧붙일 때마다 좋은 의미로 부각되는 과정

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퇴고‘라는 과정과 ’공유 및 첨삭‘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직접 고치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었나?”라 생각도 해보고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고쳐주면서 “아... 이렇게 쓰면 의미가 저렇게 다르게 전달되는 구

나”도 깨달을 수 있었다. [S4-1-12]

  문법 수업 중에서는 15가지의 기호를 보고 조별활동을 통해 3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는데, 5명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며 생각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

다. 그리고 다른 조의 방법을 들으며 감탄도 많이 하였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 

[S3-3-12]

 복잡적응계에서 구성인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혹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

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Davis et al., 2000: 313). ‘문장 검토회’는 개별 학습자들의 의견을 

한 번씩 말해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도와가며 보다 적절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생

성하는 방법을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이었다. 연구자는 한 사람의 문장을 수정할 때에도 하

나의 의견만을 수용하지 않았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고친 결과를 최대한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성원들의 의견이 하나씩 덧붙여질 때마다 문장을 보는 새로운 관점

이 추가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절한 문장이 완성될 수 있었다. 다른 구성원들을 통해 학습

의 자원을 확보하고 적응하며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순환적 과정

을 통해 집단적인 지식을 창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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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분반은 처음 딱 들어섰을 때는 꽤나 당황스러웠다. 3학년들이 너무 많았다. 

다들 잘 알지도 못하는 선배들이라 두렵기도 했다. 평소에 수업시간에 막 나대고 

싶어하는 나인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그런데 도리어 선배

들이 너무 잘해주셨다. 선배들도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덕분에 나도 자신있게 대답

을 외칠 수 있었고 더욱 즐거웠다. 우려와는 달리 너무나도 좋은 분반이었던 것 같

다. 다른 선배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린다. [S6-4-12]

  물론 입시를 준비하는 3학년 선배님들이나 문법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서 

가끔은 수업에의 몰입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집중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좀 터득하게 되는 부수적인 배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S1-6-12]

 

 수업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과 유사하므로 같은 분반 참

여자들의 행동이 탐구 공동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의 세 학습자가 분반의 활발한 

참여도에 이끌려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반면, S1-6학습자는 수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다른 구성원들 때문에 수업 참여가 어려웠음을 밝히고 있다. 수업의 참여도는 단순히 학급

의 분위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가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제시되며 이를 통해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새로운 지식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집

단적으로,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지식 구성의 경험이 많은 학습자일수록 문법 탐구 활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복잡적응계에서 공동체도 하나의 환경이

며 자신을 제외한 다른 구성인자들도 하나의 환경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

른 구성인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혹은 다른 구성인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탐구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공진화할 수 있다. 

 5.3.3. ‘배운 것이 곧 익힌 것’

 문법 탐구 학습의 탐구 질문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단순한 지식의 이해가 아

니라 문법적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개념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정의나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다각도로 하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S1-5학습자는 이러한 탐구 활동이 시간적 제약을 동반하지만 활동에 열심히 참여



- 236 -

함으로써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항상 졸았던 중학교 때의 문법 수업과 비교해본다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수업 몰입도도 높고 얻어간 내용들도 많았던 것 같다. 

[S3-6-12]

  두 번째는 참여식 수업이었다는 것이다. 활동을 할 때 조별로 토론한 후 칠판에 

나가서 생각을 정리해 놓으면 다른 조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았다. 물론 우리 조는 

열심히 하긴 했어도 4~5개 조 중에서는 정답에 근접하지 못한 편이었다. 그럴 때

면 2학년 조처럼 잘한 조를 보며 우리 조가 못한 점을 찾아 고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못한 점을 고치게 되면 내용이 기억에 더 잘 남기 때문에 공부법이 효과적

이었던 것 같다.(그래서 언어의 유형을 배우면서 기호 등을 분류하는 활동이 제일 

기억에 잘 남고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다.) [S2-8-12]

 문법 탐구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조별 활동을 통해 여러 

의견이 공유되면 그것을 판단하고 검토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학습자들은 친구들의 의

견 자체를 검토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성찰하고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스

스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처럼 문

법 탐구 학습의 연장으로 생각쪽지 쓰기는 ‘배운 지식을 익히고 확장하는’ 경험을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매 수업 후에 생각쪽지를 작성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선 다소 힘들지 몰라

도 꽤 좋은 제도이기에 앞으로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쪽지는 우선 차분히 수

업 내용을 한 번 복습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까지 바로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S4-2-12]

  하지만 탐구 질문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자료 

조사도 한 경험을 통해 우리말의 형성원리 및 문법을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간단한 자료조사를 해서 얻는 숙제가 아니라, 생각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었기에 한 학기동안의 탐구질문은 쉽게 잊혀 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S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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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중에는 수업에서 배운 문법 지식을 보충하여 조사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자

신의 생각을 적었다. 자신의 생각은 학습에 대한 메타적 성찰의 결과이다. 생각쪽지는 자신

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언어적 호기심, 민감성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무엇

보다 반성적 성찰을 통해 ‘학습에 대한 학습(learning to learn)(Collinson & Cook, 2006: 

95)을 배우게 되었다. 

  또 하나 문법 수업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때까지 일반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

데, 이번 수업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

하게 되면서 그 동안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탐구 위주

의 수업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활동에만 열심히 참여한다

면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도 있고 오래 기억에 남아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

각한다. [S1-5-12]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현상이 생긴 이유나 배경 등을 

탐구한 이후 문법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 오히려 이과에 특화된 S고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상상력이나 같은 현상을 여러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유익했다. [S6-6-12]

 문법 탐구 위주의 수업 활동은 문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탐구 질문을 

해결하면서 문법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단순 암기를 할 때보다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탐구 질문의 경우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기도 했는

데, 이를 통해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 [S2-14-12]

 문법 탐구 학습은 문법적 사고력를 통해 문법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제가 되었다. 

아래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를 통해 문법 개념을 ‘확실하게’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S1-5-12에서는 이제까지 배운 것은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며’ 시간이 걸리더

라도 탐구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사실 문법 탐구 학습의 실

천과 관련하여 ‘시간적 부담’에 대한 언급이 많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니 제한적인 것’이라

고 말하지만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참고할 때 ‘시간’은 문법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칠러(Chiller, 2016: 212)가 제안하는 복잡계의 

학습에서의 ‘느림(slow)과 빠름(fast)’의 의미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느림’과 ‘빠름’을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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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대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느림(slow)’은 ‘성찰적(reflective)’ 혹은 ‘중개된(mediated)’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또한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빠름’은 파괴적이라 논한다. 그에 의하

면 시간이 흐를수록 체계 내에 관련된 기억(memories)과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학습자들은 

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문법 탐구 공동체 내에서

도 복잡계 창발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학습자들의 문법 지식 구성의 깊이와 속도가 현저히 

빨라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기 위해 ‘느림’과 ‘반성적’ 

의미가 문법 교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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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의 구조화

 이 장에서는 Ⅱ장의 이론적 탐색과 Ⅲ장의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 경험 분석을 바탕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조화를 위한 실천적 원리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이 일어났다’는 것은 행위자의 행동과 인식을 이끄는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습은 복잡하고 역동적

인 환경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Jonassen & Land, 2000: 

186). 따라서 학습자의 문법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문법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학

습 환경을 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은 ‘개개인의 독특한 학

습 흥미와 요구를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복잡성으로 공부하고,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활동들을 제공한다(Hannafin & Land, 1997: 

158; Jonassen & Land, 2000: 18에서 재인용). 여기에서는 학습 환경 구조화의 측면으로 

실천적 원리와 전략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1.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조화의 실천적 원리

 문법 탐구 공동체(community of grammar inquiry)는 문법 현상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참

여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법적 사고와 문법적 성찰을 거듭하며 진화하는 집단적 지성으로서

의 학습자이다. 문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의 ‘문법적139) 인식’을 확장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이

다. 교육은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습관

을 길러주는 시도라는 점(Davis et al., 2000)에서 ‘문법적 인식’은 자아가 문법적으로 세상

을 바라보는 방향과 자아가 문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방향을 모두 함의한다. 그런 점에

서 전자를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라 명명하며 후자를 자아에 대한 문법적 성찰의 의미로 ‘문

법적으로 성찰하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

로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를, 집단지성으로서의 창발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

는 ‘함께 탐구(exploration)하기’의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139) ‘문법’이 일반적 지식 체계로서 수세기 동안 탐구를 통해 구축된 지식 체계를 말한다면 ‘문
법적’은 일종의 사고 양식이며 ‘배우는 일(learning)’과 관련된다(Davis et al., 200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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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본고에서 ‘해석하기’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잡성 통일체로서의 학습

자를 전제하는 것이다. 해석(interpretation)은 인식 주체가 서로 다른 경험들을 정합적

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문법으로 해석하기는 문법을 문법적으로 

다루며, 문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을 의미하는 ‘문법 탐구 경험’(남가영, 2008)과 본질

적으로 맞닿아 있다.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는 이러한 문법 탐구 경험을 전제하되 수업

에서 인식 주체로서의 학습자를 보다 전면에 내세우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법 탐구 수업에서 문법 개념은 객관적 지식으로만 존재하거나 혹은 학습자들의 주

관적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지식이 주관적 개념을 통해 해석되고 

주관적 개념을 통해 객관적 지식이 해석되는 과정이 활성화될 때 문법 탐구 공동체는 

문법 교육의 지향점을 공유하며 공진화할 수 있다. 데이비스, 수마라, 루스-케플러

(Davis et al., 2000: 314)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지식을 확립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확립된 지식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본다.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는 첫째 학습자 자신의 내재적 문법 개념을 활성화하고 재귀적으로 

정교화시키는 기회로서 의미가 있다. 문법 탐구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주어진 언어 현상을 

해석하는 가설을 자신의 언어적 경험과 맥락에 기대어 생성한다. 그 과정에서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만 존재하던 암묵적인 지식을 포착할 수 있으며 스스로 명시적인 언어로 표현함으

로써 지식 구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둘째 객관적 문법 지식이나 문법 현상에 대한 ‘왜 그

럴까’를 통해 문법의 규칙에 대한 이유를 찾는 탐구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

은 문법의 합리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복합적이며 역동적

인 언어의 본질에 다가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Lasen-Freeman, 2004).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습의 순간을 포착

하고 의미화하는 교사에게도 중요한 활동이 된다. 복잡적응계에서 교사도 매순간 자신의 존

재론적 변화를 통해 학습 환경에 적응하며 선택과 의사 결정을 내리는 행위자이자 학습자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학습자

들의 안목으로 문법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문법 

학습 현상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책임이 있다. 

 위에서 논의한 학습자의 ‘문법적 해석’과정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문법 개

념과 학습자의 구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초점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을 강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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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지만 학습자들의 주의를 유도하여 해석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다.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설적 추론 활동을 중심으로 탐구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가설적 추론 활동은 변칙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선의 가설을 생성

하는 과정이다. 이때 학습자 스스로 최선의 가설을 탐색하고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설 선택

과정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가설 선택은 학습자들이 생성해 낸 다양한 해석 결과나, 교사가 

제시하는 문법적 자원에 의해 병치되고 비교될 때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해석을 촉진할 수 있는 가설적 추론의 단서는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법적 인식

을 고려할 때 보다 행동유도성(affordance)이 큰 과제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해석 과정

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 보는 것이 아니

라 생각 이면에 존재하는 관점을 읽어내는 것이다. 

 퍼스는(Pierce)는 추론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기호 현상에 대한 해석이라 말한다. 가설적 

추론에서 문법 현상은 하나의 기호가 될 수 있다. 해석은 하나의 표현을 번역하는 하나의 

기호 또는 표현, 표현의 연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의 이해

를 고조할 수 있다(Eco, 1984: 91). 그런 점에서 문법 탐구 학습에서의 해석활동은 기호 자

체에 관심을 가지는 표면적 접근이 아니라 기호화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심층적 

접근을 전제로 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를 활동의 의미, 활동의 지향, 활동의 방안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문법 현상에 대한 표면적 접근

⇒

문법 현상에 대한 심층적 접근

•문법 현상 자체에 대한 관심(기호에 

관)

•문법 현상이나 자료 하나하나에 대한 

분절적 초점

•문법 탐구와 자신의 상황을 관련 짓

지 않음

•문법 현상이 의미하는 바에 관심(기호

화된 것은 무엇일까)

•문법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

•문법 현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

하며 문법 탐구를 자신의 실제로 만들

어 나감

표�Ⅳ-1� 문법�현상에�대한�심층적�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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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복잡적응계는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학습자들로 구성된 체계이며, 집단화

(aggregation)를 통해 상위의 집단 학습자를 형성하며 학습하는 체계이다. 또한 탐구는 

필연적으로 공동체 내에서의 실천을 수반한다. 탐구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대화를 통한 논의의 흐름에 따라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가 수행되는 공동체이다.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자들은 ‘문법 탐구 학습’이라는 공동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소

통하며 참여하며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때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은 

문법으로 해석하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해석적 상호작용이어야 한다. 즉 단순한 물리

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학습자들 간의 해석적 관점과 사고, 아이디어 등이 중심이 된 

상호작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법 현상을 바라보는 학습자의 해석들이 생성될 수 있다. 

공통된 해석의 경우 내적 잉여성을 높여 공동체의 동질감을 확인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다양한 해석들의 경우 이것은 체계의 내적 다양성을 높

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학습자들이 생성한 다양한 표상들이 병치될 경우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을 유발할 수 있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Davis et al.,  2000: 

321). 이와 관련하여 리프맨(Lipmann, 2003: 235)은 혼자서 추론하는 것은 이미 알고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활동의 의미 활동의 지향 활동의 방안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해

석하는 활동

•학습자의 문법 개념과 객

관적 문법 지식의 구조적 

접속

•학습자 내재적 문법 개념

의 정교화 방안

•‘왜 그럴까’ 문법 현상의 

이유를 탐색하며 언어의 본

질에 다가가는 과정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한 

문법 현상에 대한 심층적 

접근

⇧ ⇧ ⇧

학습자・교사

표�Ⅳ-2� 문법적으로�해석하기



- 243 -

있는 것에서 연역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새롭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추론할 때는 자신이 모르는 전제를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넘어설 수 있는 

앎이 구성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통성과 다양성을 발견하고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사고방식의 다양성을 인지하는 상위인지의 

활성화이다(Olson & Torrance, 1996: 782).

 그러므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에서 해석적 상호작용은 공통성을 인식하고 다양

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며 이는 문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상위인지적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해석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해석 이면에 놓인 문법적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사고방식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체계 내에서의 창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방식들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이해’를 통해 수렴되어야 한다. 이때 수렴의 의미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니다. 퍼스(Pierce)는 공유된 이해를 공통의 해석체라 부르며, 이때 행위자들의 커뮤니

케이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특정한 연결이 창조되는데, 이것은 무엇이 일

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상호적 이해와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호적 이해라 논한

다(Liszka, 1996: 191). 이를 통해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공유된 이해가 만들어

진다. 즉 합의를 위해 최적의 의견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관점들을 수용하고 

통합하면서 문법 탐구 학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공통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Ⅳ-1� 해석적�상호작용하기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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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또한 창발적인 가능성에 주목할 책임이 있다. 교사는 제시된 해석 가능성들을 

선택하고 이러한 해석 가능성들을 지향하는 집단적 의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Davis et al., 2000: 327).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자들의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는 참여와 대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대화는 탐구공동체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간주된다. 대화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

으며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함께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함

의한다. 이를 통해 확실성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되

는 가능성에 대해 경청을 할 수 있다. 대화는 논쟁이나 합의가 아니며 새로운 합의를 생성

할 수 있는 새로운 맥락(context)을 창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Innes & Booher, 2010;119).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논쟁이나 합의가 아닌 관계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맥락을 생성하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논의를 새롭

게 바라보고 잠재적 전략을 발견할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건강한 회의주의, 문

법 탐구 학습에 대한 모종의 열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를 활동의 의미, 활동의 지향, 활동의 방안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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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법적으로 성찰하기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문법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

는 안목을 제공한다. 문법적으로 성찰하기는 이러한 안목을 지닌 언어적 주체이자 학습 주

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성찰이며 합일이다. 

 마뚜라나와 바렐라(Maturana & Varela, 1984: 262-264)는 정신과 의식은 사회적․언어적 

접속의 그물 안에서 ‘언어 안에 존재’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논한다. 의식은 개인의 머

릿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접속의 영역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

의 논의에 따르면 언어적 주체도 ‘언어 안에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속을 통해 끊임

없이 세계를 산출하고 그 안에서 변화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 학습자

들은 문법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해 문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뿐만 아니라 자

신의 존재가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문법 탐구 공동체라는 특정 

맥락을 통해 ‘나’를 문법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성찰하기는 내러티브적 

앎을 통해 부분적 지식과 경험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며 자아 안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며, 학

습 주체로서 문법 탐구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학습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첫째 문법적으로 성찰하기를 통해 문법 탐구 학습과 자신의 언어적 실제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수업과 일상, 개인과 집단과 같은 이분법을 통해 언어적 단절을 만들어낸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활동의 의미 활동의 지향 활동의 방안

•체계 내의 다양성과 잉여

성 확보

•문법적 사고에 대한 상위

인지적 과정

•공유된 이해(우리의 것) 

형성하기

•상향식 창발

•참여와 대화를 통한 새로

운 맥락 형성

•자유로운 분위기 형성

⇧ ⇧ ⇧

학습자・교사

표�Ⅳ-3� 해석적�상호작용에�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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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학습자는 언어적 주체로서 수업에서도 존재하고 일상에서도 존재하며, 개인으로

도 존재하며 동시에 집단으로도 존재하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이 분절을 극복하

고 언어적 실제로서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적 실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을 인식하고 언어적 주체로 행동하는 과정을 보다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둘째 문법적으로 성찰하기는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서 의미가 있다.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를 반문하며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성찰하기를 통해 문법 탐

구의 호기심이 일상 언어생활로 흘러나가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마주치는 호기심들이 다시 

문법 탐구 공동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서와 밀라(Prosser & 

Millar, 1989, Olson & Torrance, 1996: 767에서 재인용)는 학습과제는 과제 그 자체를 초

월하여 학습자의 세계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로서 학습자에게 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문법 탐구 학습은 단순히 학습 활동이나 과제가 아니라 학습

자들의 ‘문법적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법적으로 성찰하기는 학습 주체가 자신의 인식의 틀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며 

이것이 문법 탐구 공동체의 진화 방향과 함께 갈 때 공진화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촉진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성찰하기

활동의 의미 활동의 지향 활동의 방안

•언어적 주체와 학습 주체

의 합일

•문법 탐구 공동체와 학습

자의 공진화

•‘언어적 실제’로서의 학습

자 상정

•언어적 주체로서의 정체

성 형성

•문법 학습의 주체로서의 

정체성 형성

•문법 학습이 학습자의 세

계 속으로 편입되도록

•문법적 일상으로서의 문

법 탐구 활동

⇧ ⇧ ⇧

학습자・교사

표�Ⅳ-4� 문법적으로�성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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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함께 탐구(exploration)하기

 문법 탐구 공동체는 수업이라는 특정한 시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체계이다.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improvisation) 이를 통해 새로움이 창발될 수 있

다.140) 이러한 수업의 즉흥성을 받아들이는 것, 우연적인 요소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마음가짐이다. 

 탐구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탐험하는 일이다. 만약 모든 경로를 예상하고 있다면 목적

지를 찾아가는 것은 쉽겠지만 참신함과 새로움이 없다. 또한 다른 길로 들어섰을 때 마주칠 

수 있는 우연적인 요소들도 배제된다. 그러나 탐구가 반드시 낯선 장소와 낯선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익숙한 것 중에서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거나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하는 것 등은 탐구의 좋은 방법이 된다.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 학습은 함께 탐구하기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정해진 규칙이나 답

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개방적 자세로 문법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때 나의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언어, 특정 사회의 언어, 특정 시대의 언어에 대해 탐

색하는 일은 훌륭한 탐구가 될 수 있다. 

 함께 탐구하기는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요소를 수용하며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다. 학습자들은 집단적 창발의 순간을 주의 깊게 포착할 수 있으며, 작은 단서 하나

에도 의미를 두어 나비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미리 예측하거나 단정 짓지 않고 활동에 참

여하며 다양한 지형도를 스스로 탐색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사 또한 수업에 대한 철저

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경로대로만 학생들을 이끌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히려 자신이 설계한 수업의 구조 속에 충분한 개방성을 두어 즉흥적인 요소들을 유

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교사가 준

비한 문법 탐구의 세계에 관여하며, 교사는 학습자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문법 탐구의 지형

을 다시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다.

 복잡적응계에서 수업은 즉흥적인 재즈 연주에 비유될 수 있다. 재즈 연주자는 단지 무작

위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재즈의 기본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자신의 소리를 들으

며 음악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 따라서 연주자들은 연주 내내 인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진

행하며 이러한 자발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즉흥 연주가 창조될 수 있다(최순옥, 2011: 258). 

140) ‘즉흥적으로 하기(improvisation)’는 복잡적응계에서 ‘놀라움(surprises)’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즉흥적으로 하기’는 다른 행위자에게 ‘놀라움’을 창조하는 기
제가 된다(MaDaniel, 20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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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즉흥성은 행위자들 간의 연결과 관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므로 전체 체계의 책무

성을 필요로 한다(MaDaniel, 2007: 33). 또한 행위자들로 하여금 현재 무엇이 일어나고 있

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수업 또한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에 즉흥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의견에 

경청하고 거기서 놀라움을 발견하는 동시에 이에 즉흥적으로 대처하며 함께 새로움의 가능

성을 확장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2.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조화의 실천적 전략

 복잡적응계에서 행위자는 행위의 주체인 동시에 다른 행위자에게는 적응하는 환경으로 존

재한다.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 행위자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조건화가 된다. 또한 행위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수업 구조의 

설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문법 탐구 활동 자체가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한 조건들

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

습 환경 구조화의 실천적 전략으로 행위자의 역량 강화, 수업 구조 설계의 측면, 문법 탐구 

활동 설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함께 탐구하기

활동의 의미 활동의 지향 활동의 방안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

는 과정

•즉흥성, 우연성의 수용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

•새로운 시선으로 탐색

•즉흥을 통한 ‘놀라움’생성

하기

•즉흥을 통한 ‘놀라움’ 수

용하기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지형도를 탐색하기

•타인의 관점에 대한 경청

•지금-여기에 대한 관심과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지 성찰하기

⇧ ⇧ ⇧

학습자・교사

표�Ⅳ-5� 함께�탐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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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위자(agent)의 역량 및 자율성 강화

 2.1.1. 학습자의 문법적 안목 형성하기

 모든 복잡적응계는 매우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행위자들로 이루어진다(Holland, 

1995: 26). 수업에 참여하는 개별 학습자는 복잡적응계의 활동적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중요

하다. 복잡적응계의 집단적 창발도 개인 행위자들의 국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행위자들은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능력을 가지며 자율적이어야 하며 체계의 행동이 ‘자

기 준거적(self-referring)’이어야 한다. 이것은 체계 행동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

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212). 그러므로 문법 교실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는 개인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각각의 문법적 안목과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의도에 의해 움직이는 체계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목표와 의도는 행위자

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발현된다(Jonssen & Land, 2000: 190-191). 따라서 

학습 환경 조성을 통해 학습자의 문법 탐구 학습의 의도성을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도

성은 사전 교육을 통해서도 생성가능한데 가령 S고에서 문법 탐구 학습 초기에 ‘문법은 왜 

배우는가’와 같은 공유된 의도성을 제안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유된 의도성은 학

습자들로 하여금 환경 속에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동기화할 수 있다.141) 의도

성은 거시적 맥락뿐만 아니라 특정 문법 주제나 단위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생성이 가능하다. 

분석 활동이나 생성 활동의 의도, 문장 성분 학습과 형태소 학습의 의도 등을 교사가 피드

백을 통해 학습자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도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맥락을 중

심으로 특정한 의도를 고려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142) 교사는 초보자들이 탐지하지 못

하는 문법 탐구 학습의 행동유도성을 탐지하는 ‘진보된 탐지자’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행동

유도성을 환경 속에 구현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문법 탐구 학습

의 의도성을 안내하고 촉진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학습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법 탐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집

141) 깁슨(Gibson, 1986; Jonassen & Land, 2000: 211에서 재인용)은 의도성을 목표로 채색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 표현했다. 상황을 둘러싼 조건들은 일련의 목표 채택에 따라 
확대되어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 

142) 가령 학습자들은 ‘우리말 산책’을 읽으며 맞춤법 오류를 줄이겠다는 의도성을 가질 수도 있
고, 혹은 필자의 문법적 사고방식에 참여하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문법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
겠다는 의도성을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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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경계와 행위의 규칙에 대해 학습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꼬리표 

달기(tagging)’을 통해 가능하다. 꼬리표는 집합체에 협동성과 선택성을 부여하며 계층적 조

직화를 뒤에서 조절하는 메커니즘이다. 꼬리표에 의한 상호작용은 구성요소들이 계속 변해도 

지속되는 메타 행위자 조직의 창발을 이끈다(윤영수・채승병, 2005: 168). 문법 수업에서 학

습자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문법 수업의 성격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어떠한 구조와 활동

을 통해서 이러한 수업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학습자가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

록 꼬리표 달기를 할 수 있다. 수업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이것을 학습자들과 함께 공유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법 탐구 학습은 일회적 학습 활동이 아니라 전체 수업을 아우르는 지향점

이자 수업의 특성으로 존재해야 한다. 꼬리표 달기(tagging)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문

법 탐구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문법 탐

구 수업의 구조와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설계되어,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학습을 예

측하고 이를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 과정에서는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문법적으로 성찰

하기’, ‘함께 탐구(exploration)하기’ 등의 실천적 원리들을 세부적 수행 규칙들로 인식할 수 

있게 꼬리표 달기를 할 수 있다. 

 문법적 안목은 문법 현상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보는 눈’을 기르는 일이다. 이홍우(1996)

는 교육은 학습자의 안목을 바꾸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안목

에서 출발하여 ‘가치있는 안목’을 탐구를 통해 자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한다. 이러한 

안목의 형성은 문법교육에서 논의되어 온 ‘국어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목’을 재차 거론하는 것은 그것이 학습자의 행동유도성(affordance)’와 유효성(eff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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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동유도성은 환경적 속성으로 정보의 장에 의해 구체화되며 행

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유효성은 인간이 행위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법 

탐구 학습이 환경적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문법 탐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안목’이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의 의미와 미묘한 차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다.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대상이 잘 보이지 않거나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문법 

탐구의 능력과 안목이 있는 사람에게만 수업에서의 문법 인식과 문법 탐구 과정이 쉽게 포

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법 탐구 학습의 기획은 탐구 과제의 설계뿐만 아니라 학습자들 

자체를 문법적 안목을 지닌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2.1.2. 교사의 실천력과 반성적 성찰 강화

 복잡적응계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리더의 지휘와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창발은 리더가 불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는 

사회적 패턴과 체계 수준의 질서를 만들어 내는 강력한(potent) 역할을 하며 이는 리더십은 

행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의 창발된 성격이라 할 수 있다(Yexdani et al., 2015: 

309). 이런 점에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탐구 

과정(exploratory process)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자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탐구자

(inquirer)가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교육을 선택하고 설계해야 한다(Dalke et al., 2007: 

112).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복잡적응계의 동역학 이해와 질서를 보는 안목을 형성할 필요가 있

다.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현상 속에서 규칙이나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복잡성 사고의 

핵심이다.143) 교사는 교실의 집단성을 창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환경이나 조건 등이 

문법 탐구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Davis & Simmt, 2003: 164). 수

업에서 교사는 복잡한 현상 속에서 학습의 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 또한 복잡적

응계로서의 수업의 동역학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며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찾는 안목을 

143) 복잡적응계를 축구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축구는 질서와 카오스가 서로 맞물리면서 일어나
는 게임이다. 축구 경기를 잘 하는 축구팀은 일정한 경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질서
라 할 수 있다. 축구 경기에서 승패는 얼마나 복잡한 현상을 잘 읽고 이를 활용하는가이다.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감독과 선수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감독과 선수가 
모두 복잡적응계의 동역학을 이해하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보는 안목을 키울 때 가능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199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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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업의 준비는 가르칠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시키는 통제나 탈중심화된 통제 

등의 전략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는 사고의 단계들을 그려보는 것이다(Dalke et 

al., 2007: 112) 다시 말해 수업 준비는 모종의 사고실험이라 할 수 있다 특정 맥락에서 특

정 학생들과 특정 활동을 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다(Davis et al., 2000).

 교사는 교수 설계자이면서 동시에 문법 교육의 경험에 적응하는 학습자로서 존재하다. 수

업의 내용을 선택하고 심화하면서 교사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특히 

수업이라는 즉흥적이고 역동적인 맥락 속에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수없이 

반복하며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이다. 

 또한 교사는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 경험의 메타적 인식이자 해설자로서 학습을 읽

어내고 적절한 피드백을 연결하며 수업의 흐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교사는 교실 수업

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가시적으로 만들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리더이자 합성자(synthesizer)이자 반성가(reflector)이다. 교

사는 학습자들이 발생시키는 통찰의 다양함을 요약하고 추출해야 한다(Dalke et al,. 2007: 

114). 수업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법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잠재

태나 가능성의 목록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꾸준히 넓혀 가야 한다. 교사는 끊임없

는 탐구 정신과 반성적 실천을 통해 수업에 대한 실천적 안목을 키워나가는 존재여야 한다.

 

2.2. 수업 구조 설계의 측면

 2.2.1. 수업 구조로서의 문법 탐구 학습

 가설적 추론 활동은 단지 문법 탐구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문법 수업 자체가 

개념 및 지식 구성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문법 수업의 구조는 교사의 설명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특정 문법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 활동을 통해 이를 ‘탐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념 이해→탐구 활동’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때의 문법 탐구는 전제된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단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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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고의 문법 수업은 문법 탐구 활동뿐만 아니라 수업 자체가 특징적으로 탐구 학습 활동에

서 시작하여 개념 이해로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였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문법 탐구 활동에

서 시작하여 점차 개념 이해로 나아가는 방향을 취하며 이때 교과서에 제시된 특정한 문법 

개념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문법적 개념도 중요하게 다룬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개념 이

해와 지식 구성의 과정이 수업 전체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구조는 각각의 문법 탐구 활동과 그것이 포함된 수업이라는 상위 구조 사이의 자기유

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프랙털 구조라 볼 수 있다. 수업 자체가 문법 탐구 학습의 구

조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수업에서 교사들은 문법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중요하게 여긴다. 연구자의 경우도 마찬가

그림�Ⅳ-2� 기존�문법�수업의�구조

그림�Ⅳ-3� 문법�탐구�수업의�구조



- 254 -

지였다. 수업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학습자들이 주도가 되어 수업을 했다고 여겼던 많은 지

점에서 실은 교사의 설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느꼈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혹시 교

사 주도의 수업이 아니었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교사의 설명 비중이 적지 않은 가

운데 학습자들은 어떻게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결론적으로 문법 탐구 수업은 교사 주도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때 교사가 주도하는 것

은 개념의 이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일이다. 또한 교사의 설명이 학습자의 지식 구성과 배치

되는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교사의 설명 자체가 학습자의 지식 구성에 유익하다 무

익하다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에서 실현되느냐가 중요하다. 앞서 논의를 통해 복잡적응계에서

의 지식은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관계의 형성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설명도 관계 형성을 통해 실현될 때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위의 두 구조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학습에서는 관계 형성 이전에 교

사의 설명이 수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학습자의 지식 구성으로 이어지기가 힘들다. 반면에 S

고의 문법 탐구 수업의 구조에서는 문법 탐구 활동을 통해 이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이 학습자들의 탐구 과정 속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었고 하나의 해석적 

체계로 제시될 수 있었다. 수업은 다양한 학습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징검다리 삼아 지속적

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교사의 설명도 학습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소통되고 새로운 가

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생명력이 있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에서 함께 이해

해야 할 지식’이 있는 것이다. 교사의 수업 설계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학습자 또한 교사

가 준비한 수업 활동과 과제들을 자신의 지식 구성의 마중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실 수업을 문법 탐구 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은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을 문법 지식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모어 화자로서 충분한 문

법적 능력을 지닌 자율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2.2. 문법 탐구 학습의 적합도 지형 탐색 및 설계

 교사는 교실의 집단성을 창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환경이나 조건 등이 문법 탐구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Davis & Simmt, 164). 교사는 복잡적응계 

창발을 위한 적합도 지형을 탐색하고 다양한 지형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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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형으로 존재한다. 문법 탐구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구조를 설계하

고 이것이 학습자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세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연구자의 문법 수업에서 분반 학습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만이 문법 탐구 

학습 경험을 촉진하는 적합도 지형은 아니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수업 활동 이후 과제를 

통해 학습 과정을 내면화하며 탐구 질문 작성을 통해 스스로 문법 탐구를 진행하는 생각쪽

지 또한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위한 중요한 지형이었다. 분반 토의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환경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지만 수업에 참여함으로

써 다른 학습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교화한 결과가 생각쪽지를 통해

서도 소통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과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습자들 스스로 학습의 의

도성을 생성하고 문법적 일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적합도 지형의 봉우리가 한 개면 모든 행위자들이 그 봉우리에 올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

으므로 협력이나 경쟁이 불가피하며, 그 지형에 적응하지 못하는 행위자들은 도태된다. 반면 

다양한 봉우리들이 존재하는 적합도 지형에서는 다양한 개체들이 공존할 수 있다. 그런 점

에서 문법 탐구 수업은 다양한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적합도 지형을 통해 문법 탐구 경

험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합도 지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업을 통해서는 조별 활동, 분반 활동, 탐구 과제(개인 과제) 등의 구조를 개발하고 학습

자 모니터링을 통해 적합도를 세세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활용(exploitation)이나 탐구

(exploration)를 통해 적합도 지형 자체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학습자는 이상적이거나 획

일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자체가 자신의 역사를 기반으로 실존하는 주체이다. 그런 점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구조를 바탕으로 보다 적합한 지형을 탐색하여 적응하고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공진화의 과정을 걸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나 과제들이 안정된 구조로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에서의 행위자들의 제어규칙이나 제도가 존재할 때 체

계의 불확정성이 줄어들고 이는 복잡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제어규칙은 행위자 개개

인 상호작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된다(윤영수・채승병, 2005: 189). 일정한 형식의 수업이

나 과제를 구조화하는 것은 프랙털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문법 학습자들이 문법 탐구 

학습의 예측력을 높이며, 동시에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주

제를 통해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새롭고 참신한 확장을 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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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

 2.3.1. 초점 사건의 설계

 문법 탐구 공동체에서의 초점 사건(focal events)은 학습자의 주의를 이끌어 문법 현상을 

새롭게 보는 안목을 길러주기 위한 인위적 구조 혹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초점은 존

재하는 복잡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 속에 숨어 있는 핵심 항목들에 학습자의 관심을 이끌

어 탐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Davis et al., 2000).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에서 초점 사

건 즉 탐구 과제를 설계하는 일은 학습자들을 학습에 참여하는 의도성을 생성시킨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학습자들을 환경에 대한 ‘탐지자’로 보는 관점에서는 문법 탐구 과제는 오랜 

시간의 의도적 주목과 고찰을 통해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견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초점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그 아래에 복잡성 맥락이 존재하게 설계해야 한다. 홀

랜드(Holland, 1996)에서는 내부 모형을 스키마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예측을 위

해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세부를 제거하고 선택된 패턴을 강조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내부 모형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부분을 부분들

로 분해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그런데 이 구조는 페쇄적인 것이 아

니라 개방적이라 학습자들의 맥락을 포함하여 유동적인 특질을 지녀야 한다. 미리 정해진 

경로만을 따르고 정해진 답만을 제시할 때 이것은 유의미한 학습을 일으키지 못한다. 예상 

경로를 설계하되 학습자를 따라 언제든지 그 경로를 수정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교사 자체도 유연해질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초점 사건은 학습하고자 하는 복잡성의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다. 주어지는 문

법 현상 자체가 하나의 기호로 간주된다면, 초점 사건을 통한 학습은 기호의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찾고 해석하며 다양한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초점 

사건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주목을 이끌 수 있도록 학습자의 문법적 인식에 비추어 새롭고 

참신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로 구성하되 충분한 구조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점 사건 자체가 따라야 할 제약이 너무 많거나 세분화되어 있으면 

정해진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경로가 예측되어 우연적인 학습이 발생하기 어렵다. 반

면에 너무 열려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할 수 없으며 학습자들은 흥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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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사건을 선택하고 설계하기 위해 학습의 지향점과 학습에 관여하는 여러 구조들과의 

정합성, 관계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학습의 지향성은 수업이나 탐구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

를 생각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습이 도달해야 할 객관적 지점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

게 학습할 것인가’를 고려하였다면,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을 위해서는 공동의 지향점을 

전제하고 모든 활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공동의 학습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학습은 학습에 관여하는 여러 구조들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학습자

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문법적 인식으로부터 초점 사건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문법 개념과 객관적 문법 지식의 정합성을 이끌어 내는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 활동을 위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문법 현상을 선택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관계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관계성은 학습자 해석의 다양한 접

속을 고려하는 의미인 동시에, 연속된 아이디어를 찾아 탐구의 풍부한 맥락을 구축하는 작

초점 사건의 설계

지향성 정합성 관계성

문법 수업, 문법 탐구 활동

의 목적은 무엇인가?

학습자/교사와의 정합성

학습 주제와의 정합성: 다

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인가?

초점 사건은 학습자 해석과 

객관적 문법 지식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가?

연속되는 아이디어는 무엇

인가?

표�Ⅳ-6� 초점�사건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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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

 우선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초점 사건

의 기획이 단원에서 혹은 수업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가령 형태소 분석 활동의 경우 형태소 분석 활동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

다. 단순히 나눠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앎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합성을 고려하기 위해 학습자의 문법적 인식을 읽어내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의 참신성’은 학습자의 문법 학습 경험과 배경지식, 문법적 직관 등을 바탕으로 인지되는 것

이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놀라운 단서’란 ‘새로 알게 된 것’, ‘예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 ‘예상치 못한 연결을 통해 새롭게 바라본 것’, ‘이전에 알고 있던 바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등을 의미하였다. 

평소에 전혀 생각

해 보지 못했던 것

•언어가 기호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주변에 많은 것들이 기호이다.

•동일한 형태라도 다른 형태소가 될 수 있다. 

•어순이 다양하다는 것과 다양한 언어 유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한자어를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같은 파생어라도 맞춤법 표기 원칙이 달라질 수 있다. 

새로 배우게 된 것

•‘ㄴ’도 형태소가 될 수 있다.

•문장의 주어가 2개라니 충격적이다.

•언어의 추상성, 분절성은 참신했다.

•파생접사를 생산성의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

•문법도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우리가 사용

하는 말 속에 숨은 

원리를 찾을 수 있

었던 것

•파생접사의 생산성과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단어 생성의 원리를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암묵지를 

깨닫게 된 것

•단어를 만들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 형태소를 분석하고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형태소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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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학습자들의 문법적 직관이나 일상적 사고는 오개념으로 폄하될 수 있지만 문법 탐

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조진수, 2014: 296). 문법 탐구 학습에서 

현재 학습자가 지닌 인식적 경험을 딛고 창발이 일어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새로 알게 

된 것’의 의미를 지니는 초점 사건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내용을 정교화하여 제

시할 수도 있고, 관심을 확장하여 기호학이나 언어 심리학, 언어 사회학과 같은 영역을 개척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익숙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은 새로운 연결을 통해 초점

화할 수 있다. 언어의 프랙털 구조를 활용하여 척도를 조정하여 여러 층위에서 유사한 활동

을 접목시키거나 연속적인 아이디어를 찾아(Davis & Sumara, 2006: 104) 새롭게 연결하며 

이를 통해 학습의 가능성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래 예시는 파생어와 연속되는 개념

들을 노드로 연결하여 확장한 것이다. 어떤 이웃하는 개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접사의 

생산성이 맞춤법의 원칙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혹은 우리말의 교착어적 특질 나아가 언어 

유형론적인 고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문법 체계의 논리적 연결보다 

실제 수업에서 만나는 하나의 현상이나 원리에서 다른 개념들을 연결하는 해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해 반성할 수 있

게 된 것

•일상적인 문장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문장의 수정은 끝이 없다.

확장과 정교화

기호학, 심리학, 언어의 기원, 문화, 사고, 언어 습득 등 인간과 

언어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기존의 교육내용에서 추가하거나 정교화할 것은 없는지 고려

척도의 조정

언어의 프랙털 구조를 활용하여 동일한 구조들을 여러 층위에

서 고려하여 연결

예) 유의어(단어)-유의 형태소(비슷한 뜻을 지니는 파생 접사)

연결망을 통한 

관계 생성

이웃하는 개념들 탐색

개념과 연속된 개념들에서 뻗어나가는 연결

새로운 확장을 시도

표�Ⅳ-7� 초점�사건의�선택과�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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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제약 조건의 활성화

 초점 사건 설계에서 ‘제약 조건의 활성화(enabling constraints)’는 가능성을 제한하며 선택

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법 현상의 특정한 국면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허용된 선택 내에서 다양한 결과를 비교하며 문법적 관점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역

할을 한다. 

 학습자들에게 초점 사건으로 주어지는 단서는 반구조화된 문제로 학습자가 의도된 언어 

현상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탐구 활동을 단계화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고 질문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실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하는 조건이나 활성화하는 질문으로 피드백 되어야 한

다. 사고 질문을 고려하여 ‘문장의 구조와 성분에 대한 이해’를 학습하는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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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엇’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가? (학습 대상에 대한 인식)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 선택한 초점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을 학습하는 이유나 관점은 무엇인가?(학습에 대한 목적)

그것은 어떤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학습 대상에 대한 관점)

무엇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은 무엇인가?(학습 대상과 다른 대상과의 연결)

[문장의 구조와 성분에 대한 이해]

‣초점 사건: 언어 유형론(어순, 문법적 관계 실현에 따른 유형)

‣‘어순’을 학습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① 어순이 문법적 구조임을 인식하기

 ② 어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 인식

 ③ 한국어의 문장 구조 이해

‣‘어순’을 어떤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  

  문법적 관계, 공통된 문장 성분에 대한 인식, 기본 어순

‣‘어순’과 관련지을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은 무엇인가?

 보편적 법칙(예: 주어가 목적어에 선행하는 이유?) 

 어순의 분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순의 분포는 언어의 우열과 관련되는가?

 기본 어순, 문장 내 어순의 자유도(우리말 도치를 통한 여러 의미)

 6개의 어순은 모두 존재하는가?

 S, O, V를 만족시키지 않는 언어도 있는가?

탐구문제 1: 언어의 어순

언어의 기본적인 성분은 S(주어), V(서술어), O(목적어)이다. 

• S, V, O를 배열하여 가능한 어순을 만들어 보자. 

• 그 중 세계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어순은 어느 것일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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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가설적 추론을 통한 해석 활동의 설계

 기존의 교실에서 문법 탐구 활동은 교과서에 제시된 혹은 교사가 제시한 탐구 문제를 개

인적으로 풀거나 조별 활동을 통해 푼 다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개인적 활동

의 경우 자신이 생성한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사의 설명이다. 교사는 주로 

학교 문법에 터해서 가설 생성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 원리와 규칙을 설명한다. 이렇게 기존

의 문법 탐구 활동은 ‘학생 활동→교사의 학교문법 지식 체계 설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문

법적 사고를 활성화하며 지식 구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설 생성과 검증의 과정이 정오적 

판단과 주어진 체계를 이해해야 하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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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생성과 검증 과정은 나의 가설 지식과 교사가 설명하는 학교문법 지식 체계를 비교

하여 그 정오를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 과정이 활발한 지식 구성의 장이 되려면 개인 

활동이건 조별 활동이건 생성된 다양한 가설 지식들을 공유하고 선택과 검증의 과정에서 다

양한 논의들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교사는 이 활동의 통제자,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사

회자, 참여자, 전문가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고 읽어주며, 또한 교과

서의 학교 문법뿐만 아니라 학문 문법에서의 여러 문법 해석 체계를 관련하여 소개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설 생성의 역동적인 과정을 함께 만들어냄으로써 학습자들은 언어 현상

과 관련된 다양한 문법적 관점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언어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잠정적인 학습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만

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법교육이라는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잠정

적 개념의 좌표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문법 지식은 학자들의 문법 탐구를 통해 잠정적 

지식 구성의 단계를 넘어 공준된 지식으로 받아들여진다. 학습자들이 가설 생성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와 다양한 관점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해석 체계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학교 문법과, 그와 다른 관점을 지니는 학문 문법 

지식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수용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이 이미 제시하고 논의한 문법적 

관점과 유사한 학문 문법의 해석을 연결시킬 때 학습자 스스로 유의미한 탐구 경험을 했음

에 성취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지식 구성 과정을 통해 학문적 지식 체계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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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는 특정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통해 문법 탐구 수업의 실천 가능성과 문법

교육적 함의를 고찰한 연구이다. 문법 학습 현상을 실제적으로 다루는 기초 연구라는 점에

서 현장 중심, 학습자 학습 중심의 실천적 연구를 이론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법다운 문법 수업’ 실천이 가능한 특별한 맥락, 문법 수업 자체의 적합성, 연

구자와 참여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교사로 수업에 참여한 S고등학교의 문법 수업

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고는 학습 경험의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수업 비평을 연구방법론을 선택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기술, 분석, 해석, 평가하며 비판적이

고 창조적인 글쓰기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였다. 

 학습 경험을 다루기 위해서는 학습이란 무엇인가, 앎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 탐색을 

전제해야 한다. 본고는 복잡한 수업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 복잡적응계의 렌즈를 차용하였다. 

복잡성 사고란 분석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근대적 인식론의 한계를 딛고 간객관과 통합을 지

향하며 복잡한 현상 속에서 숨은 질서를 파악하고자 하는 인식론이다. 복잡성 사고는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주관적 이해 즉 학습은 객

관적 지식 안에 중층적으로 내포된 것으로 이 두 수준은 ‘내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항상적으

로 적응하는 관계이다. 주관적 이해는 객관적 지식을 지향하되 토론되고 비교되고 수정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으로 존재한다.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는 역동적이고 적응력 있는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

에 의해 창발되는 체계이다. ‘복잡성’과 ‘적응’의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은 비선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질서와 무질서의 균형과 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을 결정

하는 주체는 바로 적응적 학습자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문법 탐구 공동체가 복잡적응계로 존재하였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복잡적응계의 특질

을 이해하고 이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복잡적응계의 특질은 ‘행위

자, 비선형적 상호작용, 자기조직화, 창발, 공진화,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자기조직화와 창발, 공진화는 복잡적응계 내에서 새로운 질서가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다. 구성 요소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의 자기조직화가 

일어나며 이때 개별 구성 요소들이 갖지 못했던 특성이나 자질들이 발현된다. 이 중 예기치 

않은 참신하고 놀라운 자기조직화를 창발이라 부르기도 한다. 창발의 핵심은 참신함과 놀라

움이라 할 수 있다. 공진화는 체계 내의 구성 요소들이 다른 구성 요소들과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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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며 순차적인 피드백을 통해 서로 적응하며 진화하는 과정이다. 복잡적응계는 다

양한 능력과 형태를 지닌 활동적인 행위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상호작용을 거쳐 더 높은 

수준의 행위자인 ‘메타행위자(meta-agent)’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에서는 개인 학습자와 메

타학습자를 모두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들은 중층적으로 포개져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한다. 

즉 학습에서 개인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집단적 학습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집

단적 학습자의 창발은 개인 학습자의 가능성을 넓히는 공진화의 관계에 있다. 비선형적 상

호작용은 복잡적응계의 본질적 핵심으로 네트워크상의 자원의 흐름이나 피드백을 통해 이루

어질 수 있다. 흐름은 시간에 따른 적응의 변화와 경험의 축적을 반영하는 패턴으로 승수 

효과와 재순환 효과를 통해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만들어 낸다. 피드백은 복잡적응계를 유지

하고 진화시키기 위한 기제로 부정적 피드백과 긍정적 피드백으로 나뉠 수 있다. 부정적 피

드백이 체계 내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다면 긍정적 피드백은 복잡도를 높여 학습 체계를 혼

돈의 가장자리로 이끌어 가는 기능을 한다. 학습에서 비선형적 상호작용은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생각들이 서로 병치되고 충돌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적응계는 기본

적으로 재귀적 정교화, 척도독립성, 자기유사성, 중첩내포성의 특질을 지니는 프랙털 구조를 

띤다. 프랙털 구조를 통해 새롭게 더해지는 반복 속에서 재귀적 정교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자기유사성을 통해 개인은 전체의 질서가 투영된 또 다른 전체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복잡성 사고에서 학습은 아직 생각되지 않은 것을 창발하기 위한 ‘가능성의 영역을 넓히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들을 집단적 학습자로 만들어 창발 현상이 

일어나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잡적응계의 일반적인 동역학의 관점과 교육을 전제로 

한 복잡적응계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여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성과 잉여성, 개

방성과 구조성, 창의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복잡성을 창발하는 기제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복잡성 사고의 관점을 전제로 문법 탐구 공동체 학습의 개념화를 시도하

였다. 우선 문법교육 연구와 문법 수업 실천의 정합성을 탐색하여 ‘학습자 중심’의 의미와 

‘지식 구성’의 구체적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문법교육 연구가 이상적 학습자를 상정하여 

‘교육적 유용성’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문법 수업 실천의 국면은 이를 지향하되 구체적인 학

습자를 상정하여 실제적인 ‘학습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문법 탐구 활동은 학습자의 실제 학습을 중심으로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 이해를 접속시키는 

인터페이스로 존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수업 현상으로서의 문법 탐구 활동이 학습자

의 일부가 되어 문법 현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의 지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를 위해 연구자는 내러티브적 사고에 주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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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법 지식 자체가 내러티브적 산물이며 이는 학습자의 주관적 개념을 활성화시키며 언

어적 주체와 인식적 주체의 합일을 통해 능동적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구체적인 문법 탐구 활동 설계를 위해 그간의 문법 탐구 활동 과정에 대한 연구를 검토

해 본 결과 가설 생성이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귀납 추론 중심, 가설 연역법 

중심의 문법 탐구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가설 생성

과 선택 과정을 통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가추법의 단계가 문법 탐구 활

동에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가추법은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이나 맥락을 고려

하여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자기 준거적이고 정합적인 지식 구성 활동을 촉진하는 

기제가 된다. 특히 언어 현상에 대한 ‘왜’를 통해 문법 규칙의 이유를 이해하며 세계를 바라

보는 학습자들의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습자들의 가설 지식은 본질적으로 과정적

이며 잠정적인 것으로,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선의 가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복잡적응계 창발을 유도할 수 있다. 놀라운 언어 현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법 탐구 활동

에 참여하게 하는 행동유도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가설 생성을 위한 의문은 문법 탐

구 경험을 촉진하고 지속시키는 유효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적 추론 활동 중심

의 문법 탐구 활동 설계를 통해 학습자가 바로 언어적 실제성 그 자체이며, 이를 통해 학습

자의 언어적 실제를 수업 현상에 통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문법 탐구 활동에서 언어적 

주체는 언어 현상에 대한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으며, 자신을 언어적 주체로 인식하는 학습자들은 또한 언어 현상에 대한 활발

한 해석적 활동에 참여하며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 

 복잡적응계는 프래그머티즘 철학을 전제로 탐구 공동체와 맞닿을 수 있다. 본고가 지향하

는 문법 탐구 학습은 교실에서의 집단성 창발을 통한 지식 구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복잡

적응계’이며, 문법 탐구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를 전제한다.  

탐구 공동체와 복잡적응계의 특질을 통해 ‘문법 탐구 공동체’는 문법의 본질과 문법 학습의 

본질에 다가가는 공동체로서, 문법 현상에 대한 대화로서의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언

어적 주체와 인식적 주체의 합일을 통해 문법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공동체로 개념화하였다. 

 Ⅲ장에서는 S고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우선 복잡계 창발 

사후의 변화적 실체를 파악하는 은유적 관점을 분석 방법으로 제시하고 S고의 복잡적응계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S고의 문법 탐구 공동체는 문법 수업을 전체 복잡적응계로 하며 그 하

위에 분반별 메타행위자, 행위자의 계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체계로 볼 수 있다. 해당 문

법 탐구 공동체가 복잡적응계의 특질을 지니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Ⅱ장에서 탐색한 복잡

적응계의 특질을 중심으로 문법 탐구 학습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행위자 측면에서는 복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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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계의 지향점 공유와 행위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비선형적 상호작용으로는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형성, 학습자 생성 자원의 활발한 순환,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분석

하였다. 다음으로 중층적으로 내포된 프랙털 구조로는 문법 탐구 활동의 중층적 재귀화 구

조와 문법 탐구 활동과 문법적 성찰의 두 축이 반복적으로 확장되는 프랙털 구조를 고찰하

였다. 복잡적응계의 특질은 동시에 복잡적응계 창발을 가능하게 하는 거시적 학습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수업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수준에서 집단적 창발을 고찰하기 위해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집단적 지성이 창발되었던 기호 분류 활동, 형태소 분석 활동, 단어 만들기 활

동을 대상으로 삼았다. 기호 분류 활동은 ‘언어는 자의적 기호’라는 앎에 도달하기 위해 차

원 확장과 연결을 통해 선택한 초점 사건이었다. 전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기호에 대한 주

목, 기호 분류 기준의 생성과 삼분(三分)이라는 조건은 활동의 복잡도를 증가시키며 혼돈의 

가장자리로 학습자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조별 활동과 분반 활동의 이중적인 구조로 이

루어진 기호 분류 활동은 연구자가 기호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에서 객관적인 지식 즉 기호

학적 지식으로 나아가는 구조적 접속을 유도한 것이었다. 특히 조별로 이루어진 분류 기준 

생성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메타학습자로 거듭난 경우도 있었고 경직되거나 무질서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때 특징적으로 관찰된 것은 기준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해석이 생산

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해 조원들과 상호작용할 때 학습자들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준과 

속성들을 발견하며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별 활동 이후에 이루어진 

분반 활동은 조별 메타학습자의 논의를 정교화하는 한편 다른 메타학습자들의 해석을 접하

면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기호의 복합성에 대한 인

식을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으며 기호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었다.  

 형태소 분석 활동은 4문항으로 이루어진 형태소 분석하기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공동 참

여를 유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유된 이해를 통해 분석의 다양한 관점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한자어 형태소의 분석이나 ‘사이시옷은 형태소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끊임

없이 제기되면서 지식은 학습자들의 인지 속에 혹은 과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제에 대

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창발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단어 만들기 활동은 초점 사건 자체가 분석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단어 형성법 교육

에 대한 의문에서 창발된 것이다. 생성적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언어적 

맥락들이 활동을 통해 공유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분석적 관점에서 다룰 수 없었던 단

어 형성의 심리적 맥락, 언어 외적 맥락 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생성적 관점과 분석적 관점의 순환적 이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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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은 한 학기 동안의 문법 탐구 수업을 통해 문법에 대한 인식 변화, 문법 학습에 

대한 인식 변화, 문법 학습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겪었다. 다수의 학습자가 문법에 대한 

확장된 사고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문법 학습을 통해 탐구 능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문장 

쓰기와 같은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언어적 주체이자 문법 학습

의 주체로서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는 성찰적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문법 탐구 학습에 대

한 인식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학습의 경험보다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문법 수업에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들이 공동의 논의를 통해 상호작

용하면서 학습자 지식과 문법적 지식의 조우를 경험한 학습자도 있었다. 문법 탐구 학습에 

대한 인식으로는 크게 문법의 본질에 충실한 문법 수업, 수업에 참여할수록 많이 알아가는 

학습 환경, 배운 것이 곧 익힌 것과 관련되는 경험을 고찰할 수 있었다. 문법 탐구 학습은 

문법이라는 가변적 진리를 전제로 문법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습에 적합한 방법이며, 수업을 

통해 문법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공진화하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었다. 학습자들은 스스로 

참여하고 생각함으로써 ‘배운 것이 곧 익힌 것’이 되는 학습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

었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고찰을 바탕으로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

조화의 실천적 원리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실천적 원리로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해석

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문법적으로 성찰하기’, ‘함께 탐구(exploration)하기’를 제안하였다. 

문법 탐구 학습은 문법적으로 사고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문법 개념과 객관적 

문법 개념이 구조적으로 접속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활동은 학습자의 내재적 

문법 능력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문법의 이유를 탐구하며 언어의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이다. 

교실에서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설적 추론 활동을 통해 문법 현상의 

의미를 읽어내는 심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석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는 체계 내의 잉여

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참여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사고 방식을 탐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유된 이해 즉 ‘우리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지식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참여와 대화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맥락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

법적으로 성찰하기’는 언어적 주체와 인식의 주체의 합일을 통한 문법 탐구 공동체와 학습

자의 공진화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법 탐구 활동이 

학습자의 ‘문법적 일상’이 되도록 지속적인 참여과제를 제시하거나 호기심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함께 탐구하기’는 탐구의 즉흥성과 우연성을 수용하고 새로움을 확

장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문법 탐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조화의 실천적 전략으로 행위자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실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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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의도성을 생성하고 ‘꼬리표 달기(tagging)’을 통해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규칙을 인

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복잡적응계에서 교사는 체계의 질서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는 복잡적응계의 동역학을 이해하고 질서를 보는 안목을 키워 교실의 집단성을 

창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사는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 경험의 메타적 인식

이자 해설자이며 리더이자 합성자이며, 반성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수업 구조 설계의 측면에서는 문법 탐구가 비단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자체

가 문법 탐구와 일치하도록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들이 다양한 적합

도 지형 내에서 문법 탐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나 지속적인 

수업의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문법 탐구 활동의 설계로는 초점 사건과 제약 

조건의 활성화, 가설적 추론을 통한 해석 활동의 설계를 제안하였다. 초점 사건은 학습자들

의 주의를 이끌어 탐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제로 이때 학습자의 문법적 인식

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약 조건의 활성화는 제한된 가능성 내에서 선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도한 문법 규칙이나 현상을 초점화하되 학습자의 다양한 선택을 통해 관점을 확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설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해석 활동을 통해 학습자

들이 문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생성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합성 있는 지식 구성을 이

루어낼 있도록 해야 함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문법 탐구 수업의 실천 가능성 탐색이라는 날실로서의 문제 인식과 학습자의 

문법 학습 과정에 대한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씨실로서의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문법 

학습 현상의 구체적 과정과 의미를 실질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문

법 탐구 학습의 실천에서 학습자의 가설 생성과 선택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 중심’과 

‘지식 구성’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제안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문법 학

습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적응계의 인식론을 도입하여 문법 수업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

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실천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수주에 걸친 수업 기간과 복잡적응계의 규모상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자기

조직화와 창발, 특질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모든 수업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앞으로 복잡적응계의 렌즈를 통해 문법 수업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보다 정교화되고, 

문법 학습의 본질적 측면과 맞물려 다양한 지점들을 발견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

한 학습자의 가설적 추론 활동의 다양한 수준과 측면을 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들이 이

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교실에서의 문법 탐구 학습이 활성화되어 문법 학습자와 문법 교사의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 확장되고 축적될 때 보다 건강한 문법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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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arning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Nam, Jiae

This study started from the problematic point of discrepancy between the development 

of grammar education research and the practice of grammar instruction. The learning 

experience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in S high school was examined 

qualitatively through the lens of a complex adaptive system based on this disagreement. 

Through this study, I try to establish a cyclical conne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by identifying new possibilities of practical research centering on learners' processes for 

learning grammar.

In order to understand the dynamic and complex aspects of learning phenomena, we 

first examined the epistemological premise of learning in terms of complexity. Through 

this, we newly understood the coherence between subjective knowing and objective 

knowledge in classroom instruction. Next, we tried to make a framework to understand 

the grammatical learning phenomenon in terms of ‘self-organization’, ‘emergence’, 

‘co-evolution’, ‘agent’, ‘nonlinear interaction’, and ‘fractal structures embedded in a 

complex adaptive system’. More specifically, we understood that the conditioning of 

learning and the emergence of complex adaptive systems is a balance between inner 

diversity and inner redundancy, openness and structurality, and creativity and stability.

Inquiry learning inevitably presupposes a community of inquiry; thus, grammar inquiry 

learning i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In order to 

conceptualize the learning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we first examined the 

meaning of the “learner centered” classroom and the concrete meaning of “knowledge 

construction” by exploring the coherence of grammar education research and the 

practice of grammar instruction.

In class, grammar inquiry activities should be part of the learners’ ”perception” and 

interface, in which the learner looks at the world using a grammatical perspec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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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ame time, reflects upon themselves. In this respect, it is suggested that grammar 

inquiry activities should be designed to be activities that can induce the emergence of 

complex adaptive systems through interpretive interactions based on abduction, 

presupposing grammar as narrative knowledge. Through the design of these grammar 

inquiry activities, the linguistic subject and the subject of learning should meet and 

actively aim to construct meaning.

The complex adaptive system and the community of inquiry can be integrated in terms 

of complexity thinking based on pragmatism. By combining the inquiry process of the 

inquiry community with the dynamics of the complex adaptive system, a grammar 

inquiry community as a complex adaptive system can be formed. In this paper,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approaches the essence of grammar and grammatical 

learning. It is a community seeking to be regenerated as a grammatical person in which 

the linguistic subject and the cognitive subject are united through interpretive interaction 

as the dialogue about the grammatical phenomenon.

In Section III, we qualitatively examine the learning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in S high school as a complex adaptive community in terms of 

metaphoric analysis. For the analysis, we created the grammar lesson of S high school, 

including six classes as meta-agents in the whole complex adaptive system. Using the 

teacher, these six grammar classes could generate a flow of grammar learning resource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as active agents, nonlinear 

interactions, and fractal structures embedded in the middle layer, and these features 

show the aspects of the macroscopic learning structure that form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In addition, the emergence of collective learners and self-organization 

were examined in the micro dimension of class. The selected lessons covered semiotic 

classification activity, morphological analysis activity, and a word-making activity, which 

all occurred through complex interactions among learners. The target class was analyzed 

through focus event selection and planning and the enabling of constraints that led to 

learners’ grammar inquiry activities; the emergence and self-organizing patterns in the 

class were then examined.

The semiotic classification activity occurred in a class that examined various processes 

of forming meta-learners and the meaning of bottom-up emergence. Morphological 

analysis activities were able to stimulate a shared understanding of morpheme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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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rs' participation, and new understanding could be formed as the initial raised 

conditions were spread to other classes. The word-making activity was developed for 

teaching word formation in terms of analysis only. This activity was able to integrate 

the learners’ psychological contexts, social contexts, and linguistic authenticity into 

classroom learning. In addition, I was able to examine the improvisation of language 

play, the consideration of the participants, and the dispersion of power.

Next, we examined the change in the learning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This was analyzed by changes in the grammar class, and changes of 

perception about contents and methods of grammar learning. This result shows the 

meaning and possibility of learner-centered grammar inquiry learning.

In Section IV, we discuss the design of a grammar learning environment that promotes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based on the discussion in the 

previous chapter. In order to form a grammar inquiry community, the following 

principles of teaching and learning are suggested: grammatical interpretation, 

participation in interpretive interaction, grammatical reflection, and mutual exploration. 

These should be reinforced by the practical principles of both learners and teachers, 

who are agents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Finally, we propose a teaching/learning strategy to form a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in terms of agents and design of the grammar learning environment, along with 

a grammar inquiry activity.

This paper has significance as a practical study in that it discusses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and its meaning is centered on actual 

grammar-learning phenomena.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reciprocal 

connection betwee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y of grammar education.

Keywords: Learning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of Grammar Inquiry, Grammar 

Inquiry Learning, Complex Adaptive System, Abduction, Self-organization, 

Emergence of knowledge, Grammatical iInterpretation, Grammatical 

Reflection, Participation in Interpretive Interactions, Exploring Together, 

Learning as Expanding the Space of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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