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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글 맞춤법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갖가지 표기에 관한 규범을 담고

있는데, 이들 규범은 제1항의 일정한 원리를 중심으로 질서 잡힌 하

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학습자 인식 속에 한글 맞춤법은 필수적

으로 배워야 하는 문법교육 내용 중 하나로 그 위상이 어느 정도 확

립되어있지만, 이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고는, 한글 맞춤법은 하나의 체계적

인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 내용을 통해서는 학습자가 맞

춤법을 하나의 구조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맞춤법 교육의 문제가 있

다고 보았다.

이에 본고는 브루너(Bruner)가 제시한 지식의 구조 개념을 바탕으

로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

고자 하였다. 이때 맞춤법 지식의 구조는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조

화’라는 원리로 표현 가능한 맞춤법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반영하면

서도, 내용으로서의 ‘교과’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해당 교과를 통해

‘해야 할 활동 및 경험’을 포괄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또한 언중의

우리말 사용 현실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가변적인 규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을 위한 맞춤법 지식의 구조 또한 맞춤법 내적 논

리에 의해서만 구성될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 양상이 함께 고려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의 Ⅱ장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두루 고찰하여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정립하고 규정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한글 맞춤법 교육을 위한 지식 구조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본고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지식 구조를 ‘경험 구조’로 재개

념화하면서 이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습자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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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였으며, 이를 인식의 대상, 속성, 수준에 따라 다층적으로 나누

어볼 수 있다고 하였다.

Ⅲ장에서는 학습자 지식 구조를 인식 양상으로 구체화하여 유형 및

과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등학교 학습자 113명을 대

상으로 한글 맞춤법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이해 및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코딩을 실시한 결과, 인식의 대상, 속성, 수준에 따라 9개

의 상위 범주와 18개의 하위 범주를 인식 양상으로 도출할 수 있었

다. 대상에 따라서는 음운, 단어,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으로, 속

성에 따라서는 규범적 인식, 분석적 인식, 비판적 인식, 창의적 인식

으로, 수준에 따라서는 직관적 인식, 반성적 인식으로 나뉘어 9개의

상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각 인식들 간의 관계

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학습자 별로 비교한 결과 공통된 인식의 과정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 직관

적 인식에 머무는 경우, 혹은 분석적 인식으로 나아가 비판적, 창의

적, 반성적 인식의 보다 심화된 수준의 이해를 형성하는 경우의 크

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창의적, 반성적 인식은 분석

적 인식을 보인 모든 학생에게서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분석적

인식은 이들 인식이 나타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 지식 구조를 한글 맞춤법의 원

리와 통합하여 맞춤법 지식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이론

화하고자 하였다. 한글 맞춤법의 각 조항을 ‘음운에 대한 인식이 두

드러지는 조항’,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 ‘문장 및 담

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구조화하

고, 이에 따른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교수-

학습의 실제로서 조항의 유형별로 탐구 연쇄 모형의 수업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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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기존에 조항을 나열하던 방식의 한글 맞춤법 교육에서 벗어

나 교육 내용으로서의 한글 맞춤법 지식을 하나의 구조로 체계화하

는 것은 물론, 학습자 인식의 양상과 과정을 반영한 교육 내용을 제

시하여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의 보다 쉬운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

각 조항에서 두드러지는 언어 단위별로 교육 내용을 각기 다르게 구

성하여 한글 맞춤법 지식 교육과 국어 구조에 관한 지식 교육의 통

합의 가능태를 다양하게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국어교육, 문법교육, 한글 맞춤법 교육, 규범 교육, 지식 구조,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원리, 학습자 인식

학 번 : 2018-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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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의 합목적적 합의를 규범화해 놓은 것이 법이며, 언어로 기록된 법

을 개개의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김준

홍, 2016:18). 한글 맞춤법 또한 표기를 위한 공동의 합의를 규범화해놓은

것으로서, 이러한 규범을 개개의 표기에 적용하여 정확한 언어생활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맞춤법에 쓰인 언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에 모종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것

처럼, 일반 언중이 표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한글 맞춤법인 것이다.

문법이 ‘국어 자체에 내재한 원리와 규칙’이라면, 한글 맞춤법은 헷갈리

는 표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국어의 표기에 내재한 원리와 규칙’

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는 한마디로 표기의 원

리와 규칙에 대한 이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교육과정 또한 지

속적으로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글 맞춤법의

목표로 내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맞춤법 교육은 문법은 결국 암기라는 학습자의

선입견을 강화하는 주범으로 꼽힌다.1) 이는 국어학 이론상으로는 한글 맞

춤법이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큰 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학교 문법 수업

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탓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한글 맞춤법 단원을 규정의

1) 【H-Y2-28】맞춤법을 배운다는 것은 솔직히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 그러다보

니 문법은 암기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H-S2-46】맞춤법을 달달 외우게 하니까 글을 읽어도 그게 무슨 문법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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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에 따라 주요 조항을 나열하고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

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 제시 방식이 학습자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홍우(2006)은 주입식 교육의

나쁜 점은 그것이 ‘주입’에 실패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주입식 방법’으로

가르쳐진 지식은 학습자의 ‘바깥’에 머물러 있을 뿐, 학습자의 ‘안’에 들어

가지 못하여 학습자의 ‘안목’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맞

춤법 지식을 학습자에게 주입하는 일 자체를 지양할 것이 아니라, 맞춤법

지식이 학습자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입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

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본고는 한글 맞춤법 교육을 위한

지식의 구조를 밝히는 작업에 주목하였다. 브루너(Bruner)의 ‘지식의 구조’

개념은 학문적 지식의 단편성을 막고 학습자의 실생활과 충분히 가까울 수

있도록 지식을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주

세형, 2006ㄱ:131-132). 또한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것은 교과를 ‘교과답

게’, ‘교과의 성격에 충실한 형태’로 가르치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홍우, 2006:42-43). 종래 방대한 양의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친

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한글 맞춤법 교육에서 또한 ‘맞춤법을 맞

춤법답게’ 가르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한글 맞춤법의 성격과 그 지식

의 구조를 정치하게 밝히는 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맞춤법 교

육 내용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정립함과 동시에, 맞춤법 지

식의 구조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층

위의 학습자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두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한글 맞춤

법 교육을 위한 지식의 구조를 보이고, 규정의 성격에 따라 교육 내용의

실제를 세분화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

를 상정하였다.

첫째, 원리를 중심으로 한 한글 맞춤법의 체계를 밝히고, 한글 맞춤

법 교육을 위한 지식의 구조의 개념과 속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한다.

둘째,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를 맞춤법을 통해 학습자가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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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활동으로 보아, 실제 학습자가 맞춤법의 각 조항에 대해 보이는

인식의 양상을 유형화하고 인식 간 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한글 맞춤법의 체계와 학습자 인식의 유형 및 관계를 종합하여

맞춤법 교육을 위한 지식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방안

의 실제를 보인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크게 한글 맞춤법 교육에 관한 연구, 지식의 구조에 관한

연구, 그리고 학습자 지식에 주목한 문법교육에 관한 연구의 세 가지 갈래

로 나누어 앞선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좁은 의미의 맞춤법 교육

을 위한 연구이기에 국어 규범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한글 맞춤법 교육을

특정하여 논의한 연구에 보다 주목하였다. 거시적인 국어 규범 교육에 대

한 관점 등을 논한 연구는 본 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뒤

이은 절의 논의에 반영하고자 하였다.2) 그리고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론이

전개되어온 과정과 국어 교과에서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살피고,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문법교육에서 학습자의 지식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 선행 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2.1. 한글 맞춤법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한글 맞춤법이라는 하나의 규범 안에서도 각 조항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맞춤법 안에서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에 한글 맞춤법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맞춤법 교육

내용의 체계화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민현식, 2008; 구본관,

2008; 박문제, 2001; 강보선, 2013; 박종미, 2015ㄱ; 주세형·신호철, 2011; 이

2) 거시적인 국어 규범 교육에 관한 연구에는 한글 맞춤법 외에도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을 포괄한 어문 규범의 교육에 관한 연구, 바르고 정

확한 국어를 사용함을 목표로 하는 규범 교육에 관한 연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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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왕·이병운, 2010, 정희창, 2011; 최형기, 2018 등). 그 중에서도 교육 내용

을 체계화함에 있어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주목한 연구로, 구본관(2008)은

한글 맞춤법의 제1항이 중심 원리로서 지니는 의미를 개개의 한글 맞춤법

조항을 통해 이해하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박문제(2001)은 한글 맞춤

법의 각 조항을 제1항의 원리에 따라 ‘형태소가 홀로 쓰여 원형을 밝혀 적

는 경우’,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는데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형태소

와 형태소가 결합하는데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

우’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해당 연구는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조항들은 배제하고 해당하는 원리를 학습하는 것만으로 여

러 단어의 표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선별하여 교수-학습의 부

담을 줄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공통적으

로 교육 내용 선정에 있어 맞춤법의 내적 원리에만 의존하였으며, 학습자

요인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원리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박종미(2015ㄱ)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해서 각 항의 규정과 원리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어법에 맞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환경을 판단

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

식이 토대가 되어 효과적인 표기에 대한 주체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 하였다. 강보선(2013) 또한 한글 맞춤법의 속성을 먼저 소명하여 이에

맞게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은 원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맞춤법에 대

한 비판적 이해 및 수용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인식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본고의 관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현식(2008), 주세형·신호철(2011), 이승왕·이병운(2010) 등은 학교급별

로 마련되어야 할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

였는데, 민현식(2008)은 한글 맞춤법 교육이 규범 교육의 표기 규범 교육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 위상을 분명히 하여 범주 교육과의 통합적 교수

-학습을 꾀하였다. 이때 지식 관점으로 구성한 맞춤법 교육 내용은 주로

본고의 인식 대상을 기준으로 한 지식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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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세형·신호철(2011)은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위계를 판단함에 있어

학습자가 각 어문 규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를 주요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이

승왕·이병운(2010)은 초등학교 국어과 맞춤법 교육이 연구 대상이기는 하

나, 교육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중등학교급에서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할 적정성, 계열성, 계속성, 연계성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

라 맞춤법의 세부 조항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외에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를 포함한 언어 사용자의 인식 실태

를 조사한 연구(위호정, 1990; 박덕유, 2003; 하성욱, 2015; 김영선, 2019

등)는 한글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 교육 내용 선정

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들 연구는 학습자가 한

글 맞춤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수치화된 결과로만 보여주어 숫자

이면의 사고 과정이나 판단 근거 등의 질적 측면은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이주영(2017)은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특정 표기

형을 선택하게 되는가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머릿속 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나아가 한글 맞춤법의 교육 내용이 복잡다기하고 까다로운 만큼 효과적

인 교수-학습 방안을 고민한 일련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주지

연(2017)은 의사결정수업 모형을 도입하여 건설적인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문규범 수업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으며, 박종미(2016)은 알고

리즘을 통해 복잡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알고-휴리스틱

이론을 접목한 한글 맞춤법 원리 교수 방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지수

(2019)는 교수-학습 방안의 하나로서 한글 맞춤법 해설을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를 통해 동일한 한글 맞춤법 교육일지

라도 무엇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가에 따라 교육의 구체적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맞춤법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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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식의 구조에 관한 선행 연구

‘지식의 구조(structure of knowledge)’라는 말이 교육학의 용어로 널리

쓰인 것은 1960년 브루너(Bruner)의 「교육의 과정」이 출판됨으로써 비롯

하였다(이홍우, 1987:7). 이 용어 속에 담긴 아이디어는 1957년 경부터 미국

의 각 지역에서 물리학, 수학, 생물학, 화학 등의 여러 교과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즈호울 회의를 계기로 하여

발생하였다. 브루너 이외에도 슈바브(Schwab, 1964), 피닉스(Phenix, 1964),

킹과 브라우넬(King & Brownell, 1966) 등이 ‘지식의 구조’를 언급한 바

있다. 슈바브가 정의한 ‘실질적 구조’와 ‘구문적 구조’는 각기 개념과 탐구

방법에 대응되는데, 이와 같이 교과 내용을 개념과 탐구 방법으로 구분하

는 것은 ‘결과로서의 지식’과 ‘과정으로서의 지식’으로 구분하는 것과 동일

하다고 볼 수 있다(박재문, 1998:54). 피닉스 또한 지식의 구조와 유사한 의

미의 ‘대표적 아이디어’, 그리고 이를 도출하기 위한 ‘탐구방법’을 들며, 대

표적 아이디어가 보다 구체화된 형태를 취하며 위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

다(박재문, 1998:54).

그러나 이와 같이 브루너로부터 촉발된 지식의 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연구(손민호, 1995; 박선미, 1999; 김재춘·김재현, 2002; 이

정아, 2016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식의 구조가 주체의 밖에 존재하는 단

일의 실재를 가정함으로써 주체와 객체 간의 앎의 과정을 간과하며 인식

주체의 능동적인 구성 능력을 경시한다고 보았다(강현석, 2009:5). 이에 대

해 강현석(2004, 2009)는 브루너가 제시한 내러티브 사고를 중심으로 지식

의 구조가 가지는 성격은 인식 주체와 격리된 경험주의적 지식관을 전제하

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에 의해 발견되고 구성되어 새롭게 진화하는 구

인으로 보는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재반론하

였다. 본고 또한 강현석(2004, 2009)와 같이 지식의 구조를 논함에 있어 구

성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해 이해하는 관점을 취하여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

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지식의 구조와 관련해 국어 교과에서 이대규(1995)는 학문적 지

식으로부터 선정된 지식을 재구성한 것이 곧 국어과 교육의 내용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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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언어 분야는 수사학, 문학 분야는 문학 이론, 문법 분야는 언어학이

라는 학문으로부터 선택한 지식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학문적 지식은

개념, 명제, 절차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학문중심 교육과정 또는

지식 중심 교육과정으로 명명되는 4차 교육과정이 등장하였고, 민병곤

(2006:9-10)에 의하면 김대행(2002, 2005)는 국어교육의 내용 중 지식을 경

험, 수행, 태도와 구분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사실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지식의 명제적 성격이 주로 강조되고 객관주의

에 경도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지식과 언어사용

기능이 이분법적 도식으로 수렴되는 것을 지양하고자(염은열, 1999:104), 국

어교육에서의 지식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논의는 각 교과에서 전개되었다

(김정우, 1999; 민병곤, 2006; 주세형, 2006ㄱ; 염은열, 2009; 배수찬, 2010;

윤여탁 외, 2011 등). 그중에서도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 염은열

(2009)는 문학교육에서 지식을 인식론 및 경험론의 차원에서 조망함으로써

학습자가 지식을 자기화하고 전이할 수 있는 교육을 꾀하였다. 윤여탁 외

(2011) 또한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하여, 시 교육에서의 지식을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닌, 학습자의 경험 속에서 존재하고, 경험을 통해서만 고

도화, 정교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 하에 정의적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민병곤(2006)은 말하기·듣기 교육 내용을 논하면서 지식

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험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물론 교과에 따라 논의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저에는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공통적으

로 전제되어 있으며 이는 본고에서 논하는 맞춤법 교육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관점과도 다르지 않다.

2.3. 학습자 지식에 주목한 문법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문법교육에서 지식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논한 연구로는 남가영(2007ㄱ)

을 들 수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원리, 아이디어, 개념뿐

만 아니라 방법적 원리나 태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로써

문법 교과에서 지식의 구조를 체계화하는 일은 문법교육이 학습자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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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자 하는 본유적 경험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져야 함

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남가영(2007ㄴ)에서는 문법인식 경험이 본유적

경험 구조가 된다고 보아, 현상, 지식, 학습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그 성격

을 소명하였다. 지식이 다른 두 차원과 서로 구분되어있기는 하나, 궁극적

으로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은 세 차원이 총체적으로 작동하는 문법

인식 경험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두 연구는 문법교육이 제공하는 지식의

구조는 곧 학습자가 언어 현상을 발견하고 탐구함에 있어 겪게 되는 경험

이라고 보아 학습자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호정 외(2007), 남가영 외(2007)은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경험하는 통

로가 되는 문법 용어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법 교과의 지식의 구조

를 드러내고자 한 연구이다. 학습자 인식을 질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각각 ‘음운’과 ‘형태’로 분야를 세분화하여 고유한 지식의 구조를 체계화하

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 목표와 맞닿아있다. 그리고 이관희

(2015)는 학습자가 외부에서 제공되는 문법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

하는 양상을 범주와 기제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법교육의 중핵이 되는 교

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민경(2018) 또한 학습자의 탐구 활동을 통

해 언어 규범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비계로 작용하는 문

법 지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두 연구 모두 학습자가 구성하는 지식이

곧 문법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학습자의 오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안한 연구 또

한 넓게 보아 학습자 지식에 주목한 문법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로 볼 수

있다(이지선, 2006; 조진수, 2014; 최선희, 2017; 김다연, 2018 등). 개념은

문법 지식의 중핵이 되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오개념이 문법 탐구의 출

발점이 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영역별 오개념 연

구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대상이 오개념인 까닭에 학습자

가 오인한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문법 지식의 정확한 이해에만 집중하여

정확성 층위 외에 학습자가 구성하는 지식의 다양한 측면을 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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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글 맞춤법과 이를 인식하는 학습자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맞춤법 지식의 구조를 정립하고, 학습자가 맞춤법을 체계적으로 이해

하는 것은 물론, 국어 규범의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 층위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여 표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는 선행 연구에서 문법의 내적 논리에

의해 학문적으로 정의된 한글 맞춤법의 속성을 온전히 반영하면서도, 학습

자가 그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가

에 따라 달리 범주화되고 유형화될 수 있는 유동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았

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이 본고의 주요

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본고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의 두 층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

인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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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는 총칙 제1장 원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의 원리 하에 한글 맞춤법의 세부 조항이 모두

서로 연결되는 체계를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대한 지식

의 구조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맞춤법 교육에서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

는지 밝히며, 이를 학습자 인식으로 해석하여 Ⅲ장의 자료 분석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과 교사 인식 조사를 통해 기존

한글 맞춤법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는 맞춤법 교육에 대한 어떤 관점이 어떻게 반영되

어있는지 그 추이와 현황을 주요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현상

의 문제점을 읽어내기 위한 이론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실증

논문 체계 하위 연구 내용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Ⅱ. 이론적 토대

l 한글 맞춤법의 원리 및 구조에 
대한 고찰

l 한글 맞춤법 지식 구조의 개념 
정립

l 문헌 연구 고찰

l 기존 한글 맞춤법 교육의 실태 
조사

l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l 교사 인식 조사 
Ⅲ. 한글 맞춤법
에 대한 학습자 
지식 구조 분석

l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
식의 유형 분석

l 학습자 인식 간 관계 분석

l 학습자 설문 조사
l 근거이론 기반 자료 

분석

Ⅳ. 학습자 지식 
구조를 고려한 
한글 맞춤법 교
육의  설계

l 학습자 지식 구조를 고려한  
맞춤법 교육의 목표 정립

l 학습자 지식 구조를 고려한  
맞춤법 교육 내용의 체계화

l 한글 맞춤법 지식 구조에 기초
한 맞춤법 교육의 실제 제시 

l 문헌 연구 고찰
l Ⅱ장 및 Ⅲ장 연구 

내용의 종합

<표 Ⅰ-1>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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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의 일환으로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맞춤법 교수-

학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객관식 문항보다는 교사 개인의 경험

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서술형 문항을 주로 배치하여 개개인의 표본

으로부터 풍부한 응답을 얻음으로써, 제한된 표본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정립한 한글 맞춤법 지식 구조의 개념과 속성을

세부적으로 범주화하여 구체화하고자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조사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진

행했었던 예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교육과정상 여러 언어 단위의 문법개

념에 대한 지식이 학습되어있고, 학교에서 한글 맞춤법 수업을 받은 경험

이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의 문항은 교과서 한글 맞춤법 단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조항들을

선별하여, 각 조항별로 학습자가 이해한 내용, 각 조항에 근거한 표기에 관

한 학습자 자신의 태도, 각 조항의 내용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응답식

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설문의 후반부에서는 학습자 응답 결

과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한글 맞춤법 수업을 받은 경험

과 제1항과 한글 맞춤법의 그 외의 조항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있

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한글 맞춤법 전체에 대한 학습자 개인의 생각과

느낌 또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후에는 학습자 응답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문서에 입력한 뒤,

글레이저(Glaser)가 제시한 근거이론의 코딩과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토대로 하여 사회현상의 ‘과정’에 대한

탐구를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데(김인숙, 2011:355), 학습자가 맞춤법 규정을

인식하고 이해해가는 것 역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

이 필요하다고 보아 근거이론이 본고의 주요 자료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었

다. 근거이론 내에서도 핵심범주 출현 이전에 일련의 코딩 과정을 거치는

스트라우스(Strauss)와 달리, 글레이저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이론적 코드

에 근거해 범주와 속성을 연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김인숙, 2011:365).

본고는 Ⅱ장에서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분석 범주의 큰 틀을 우선 도출하

였다는 점에서 글레이저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개방코딩, 선택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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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과정에서 지속적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인식의 상위범주와 그에 속하는

하위범주를 구체화하고, 이론적 코딩 단계에서는 각 범주의 인식이 학습자

별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 인식 간 관계를 ‘학습자 인식의 과정’

이라는 이론적 코드로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를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교육 내용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각

조항의 인식에서 어떤 언어 단위가 두드러지는가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리

구성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 발견되었던 학습자 인

식의 과정을 반영하여 구성할 수 있는 맞춤법 교육의 실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내용 중 실증적 연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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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 대상 방법 분류 기호 시기

예비
조사

한글 맞춤법
에 대한 학습
자 인식 조사

서울 소재 Y 고등
학교 2학년 학습
자 54명

설문조사

H-Y1-일련
번호

2018. 12부산 소재 B 중학
교 2학년 학습자 
25명

M-B1-일련
번호

서울 소재 D 고등
학교 1학년 학습
자 25명

H-D1-일련
번호

2019. 05서울 소재 S 중학
교 3학년 학습자 
50명

M-S1-일련
번호

본 
조사

맞춤법 교육 
실태 조사

중고등학교 교사 
22명

설문조사

T-일련번호

2019. 07한글 맞춤법
에 대한 학습
자 인식 조사

서울 소재 S 고등
학교 2학년 학습
자 51명

H-S2-일련
번호

서울 소재 Y 고등
학교 1학년 학습
자 62명

H-Y2-일련
번호

<표 Ⅰ-2> 실증적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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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맞춤법 지식 구조 분석의 이론적 토대

1. 한글 맞춤법의 성격에 대한 고찰

언어 규범의 개념은 단어 차원에서의 바른 표기 문제를 지칭하는 ‘좁은

개념’과 바른 언어 사용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현식, 2003:25). 이의 연장선상에서 맞춤법 교육 또한 ‘좁은 의미의 맞춤

법 교육’과 ‘넓은 의미의 맞춤법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4대 어문 규

정 중 하나인 ‘한글 맞춤법’을 교육하는 것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강보

선, 2013:2), 본고의 연구는 좁은 의미의 맞춤법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3) 그러나 ‘한글 맞춤법’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힌다 하더

라도, 그간 한글 맞춤법의 원리의 의미를 비롯하여 각 조항의 성격 및 문

제점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맞춤법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위시한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리

에 대한 해석에 따라 뒤따르는 세부 조항에 대한 해석 또한 달라질 수 있

는 만큼,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그간의 이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자 한다. 원리에 대한 이론은 다시 한글 맞춤법의 규정들을 유형화하고 하

나의 체계로 묶기 위한 큰 틀이 된다.

1.1.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그 자체로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원리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기에(구본관, 2008:208), 기존의 한글 맞춤법

교육에서도 파급 효과가 큰 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방향이 추구되었다.

3) 본고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지칭하는 의미의 용어로 ‘한글 맞춤법’과 ‘맞춤법’을

혼용하였으며, ‘맞춤법 교육’ 또한 좁은 의미로서의 ‘한글 맞춤법 교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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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제1장 총칙의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명시적으

로 언급되어있다. 제1항에 대한 이해가 한글 맞춤법 전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온당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규정의 정신을 담고 있는 제1항에 대한 해석이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구본관, 2008:209). 이에 본고에서는 제1항을 중심으

로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기존의 국어학적 논의를 검토하여 한글 맞

춤법 교육의 기본 토대가 되는 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두

번째는 ‘소리대로’에 따른 표기와 ‘어법에 맞도록’에 따른 표기의 관계는 어

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

도 드러나듯이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소리대로’는 발음대로 표기하

는 표음주의에, ‘어법대로’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에 대응

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보편적이다(이희승·안병희, 1994; 이익

섭, 19924); 이기문, 1983; 최형용, 2008 등). 앞 절의 선행 연구 검토에서

고찰한 한글 맞춤법 교육에 관한 연구의 대다수는 이에 입각해 논의되었으

며, 현행 교과서 또한 이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리대로’를 표음주의에, ‘어법에 맞도록’을 표의주의에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본관

(2008:213)에 따르면 이상억(1983), 이기문(1983), 박창원(2007) 모두 ‘소리

대로’를 표음적 표기가 아닌 주시경의 ‘본음’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주

시경의 ‘본음 이론’을 따를 경우 ‘소리대로’ 또한 표의주의적 표기를 지향하

는 것이 되며,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표의주의만을 내세웠을 뿐 표음주의

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셈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한글 맞춤

법의 여러 조항들에서 표의주의에 따른 표기가 지배적인 현상 또한 합당하

게 설명한다.5) 이에 따라 박창원(2016)은 ‘소리대로’는 소리와 문자를 일치

4) 이익섭(1992)는 ‘소리대로’를 중의적으로 파악하여 표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

는 것 외에 역사주의 표기법 또한 선언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이익섭(1992)는 ‘소리대로’가 원칙이고 ‘어법에 맞게’가 부수적이라는 기존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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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전통적인 언어관을 반영한 것이고, ‘어법에 맞게’는 ‘어원 밝히기 여

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한글 맞춤법 교육을 논한 구본관(2008) 또한

이와 유사하게 ‘소리대로’의 경우 주시경의 ‘본음’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소

의 기본형을 분철하여 적는 것을 말하고, ‘어법에 맞도록’은 주시경의 ‘법

(法)’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음을 선택하는 원리로서의 음운론적, 형태통사

론적, 의미론적 규칙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김정남(2008)은 ‘소리대로’를 표음주의에 대응시키는 것은 한

글 맞춤법 원리에 대한 오해를 낳는다고 하여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소리’를 ‘발음’으로 보는 기존 한글 맞춤법 교육의 입장은 고

수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소리대로’ 적는 것은 발음 기호와 같이

‘[ ]’ 속에 넣어 적는 그 표기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단어)

의 소리를 왜곡되지 않게 그대로 낼 수 있도록 적는 것으로 보았다.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소리대

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에 드러나는 두 원리 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 또

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최형용(2008)은 두 원리 중 무엇을 주된 원칙

으로 보고 종된 원칙으로 보는지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고 하였다. ‘소리대로’를 표음주의에, ‘어법에 맞도록’을 표의주의에 대응시

켜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국립국어원 해설과 같이 표

음주의를 주된 원칙으로, 표의주의를 종된 원칙으로 보는 입장이 한 부류

이며, 반대로 표의주의를 주된 원칙으로, 표음주의를 종된 원칙으로 보는

입장이 다른 한 부류이다. 첫 번째 입장에 따를 경우 어미 ‘-되’가 ‘어떤 사

실을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을 뒤에 덧붙이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의미하는 것과도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두 번째 입

장에 따를 경우 ‘어법에 맞도록’이 ‘소리대로’라는 대원칙을 압도하는 실제

맞춤법 체계와 보다 잘 부합하게 되는 의의가 있다. 현재 한글 맞춤법 교

육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해설에 따라 첫 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석에 따르면 실제 표기법에서 기본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 되고 밝혀 적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리대로 적는 처리와 상치된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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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형용(2008)에 따른 분류 중 세 번째 부류는 어느 하나를 주된

것 혹은 종속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리대로’를 단

순히 ‘발음 나는 대로’의 의미로 보지 않은 연구들을 언급하면서 검토한 바

있다. ‘소리대로’라는 원리를 통해 문자와 발음을 일치시키거나 형태소의

기본형을 분철시키면서,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리를 통해 경우에 따라

원형을 밝히거나 밝혀 적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김정남(2008:33)의 표현을

빌리면 이는 곧 두 원리의 요건이 결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충

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총칙 제1항이 ‘선택’의 연결어미 ‘-거나’가 아닌

‘전제 조건’의 연걸 어미 ‘-되’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

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여러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본바, 본고에

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의 의미를 김정남(2008)에 따라 해석하여 맞춤법

교육을 논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유는 ‘소리대로’의 의미를 ‘발음’으로 해

석하는 것이 교육의 측면에서 그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초등학교급 성취기준에서는 “[2국04-02] 소리와 표

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쓴다.”고 하여 ‘발음’ 대신

에 ‘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어의 발음을 다루는 음운 변동에

서도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과 같이 ‘소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았을 때 학습자 또한 ‘소리’라는 개념을 접했

을 때 ‘발음’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소리대로’의 의미와 관

련해 주시경의 ‘본음’과 같은 학습자에게 낯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보다

는, 학습자의 직관과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기존의 교과서 기술과 같이

‘발음 나는 대로’의 의미로 제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의 두 원리가 보여주는 관계에 있어

서는 단순히 전자를 표음주의에, 후자를 표의주의에 대응시키기보다는, 김

정남(2008)과 같이 ‘소리대로’를 통해 문자와 소리를 일치시키면서, ‘어법에

맞도록’을 통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거나 밝혀 적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습자의 한글 맞춤법 전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입체

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발음 나는 대로 쓴다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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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표기는 학습자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6) 가령, ‘꽃잎’을 ‘*꼿

잎, *꽂잎, *꽂닢’ 등으로 표기한다 해도 한국어의 자동적인 음운 규칙을

아는 한국어 화자라면 ‘*꼰닙’을 읽을 때와 같은 동일한 ‘소리’를 낼 수 있

기 때문이다(김정남, 2008:26-27). 단적으로 말하면, 한 학생이 ‘굴음’ 또한

‘구름’과 같은 소리는 낼 수 있도록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한다

면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을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해석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제공해주기 어렵다. ‘소리대로’ 적는 것을 모든 표기가

우선적으로 만족하여야 하는 기본 전제로 하되, ‘어법에 맞도록’을 통해 여

러 종류의 소리대로 표기한 형태 중 특정한 어느 하나가 선택된다고 설명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답변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소리대로 적되’와 ‘어법에 맞도록’이 가장

이상적인 표기 형태를 찾아내기 위해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글 맞춤법이 총칙에서는 표음주의를 원칙으로 하

면서, 뒤따르는 조항들에서는 표의주의가 원칙이 되어 내용적으로 상호모

순이 되는 체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법에 맞

도록’이라는 원리를 통해 소리와 일치하는 여러 표기형 중 의미의 투명성

과 생산성이라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표기가 선택되는 규칙성을 보여

주어, 학습자의 머릿속에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리에 대한 인식이 체계적

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고에서 한글 맞춤법 교육을 위해

상정한 원리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7)

6) 본고에서 실제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서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된다.”는 지시에 대해서 어떤 표기가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것인지에 관해 학생들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수’라고 표

기하더라도 당연히 [국쑤]로 읽히는데 이 역시 발음 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음운을 배우는 단원에서는 ‘[ ]’ 안에 쓰이는 단일한 표기를

해당 단어의 표준 발음이라고 하지만, 표기에 있어서는 오로지 ‘[ ]’ 안의 표준 발

음을 표기한 것만을 발음 나는 대로 쓴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

할 필요가 있다.
7) 모든 조항이 이러한 원리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특히 역사

적 표기법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리만으로 설명되

기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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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김정남(2008)에서 ‘의미의 투명성(透明性)’은 ‘유연성(有緣性)’이라

는 용어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복합 단어 구성에서 어휘 형태소 부분, 즉

어근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단어나 형태소와 연관을 지녀 의미적으로 투

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8) 가령, ‘같이’의 어근 ‘같-’은 ‘같다(同)’의 어간

‘같-’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의미의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의미의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는 어근에 대하여 고영근(1995)는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품사가 명

백한 어근은 자율적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여 ‘구조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으

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미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어근의 의미가 구조적 자율성을 띨 때와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는가가 문

제가 된다고 하였는데, 파생어 ‘먹이’가 ‘먹다’의 여러 의미 가운데서 기본

적인 의미와 일치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먹다’에서 파생된 어휘로 보았다

(고영근, 1995:63).9) 즉, 어근이 특정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일치하는 경

우 의미의 투명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산성(生産性)’은 복합 단어 구성을 분석하였을 때 접사나 어미

8) ‘유연성’이 김정남(2008) 외의 여타 한글 맞춤법 연구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생

소한 용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중 ‘의

미의 투명성’이라는 용어를 택해 ‘유연성’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는 구본관(2008)에서도 ‘의미론적 투명성’으로 표현된 바 있다.
9) 이는 김계곤(1969)에서 ‘다래끼’를 동사 ‘달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 것과 같이

양자 간에 거리가 너무 멀어 의미상의 공통성이 인식되지 않는 사례와 비교해볼

수 있다(고영근, 1995:63-64).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의미의 투명성 O

생산성 O
의미의 투명성 O

생산성 X
의미의 투명성 X

생산성 O
의미의 투명성 X

생산성 X
원형을 밝혀 
끊어 적음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음

<표 Ⅱ-1> 한글 맞춤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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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문법 형태소적 성질을 띠는 부분이 단 한 단어에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어에 출현하는 것을 뜻한다.10) 파생접미사의 생산성을 측정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은 없지만, 구본관(1999)는 공시적으로 새로운 파

생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파생접미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

다. 이와 관련해 김창섭(1995)에 따르면, 공시적으로 파생어가 존재하지만

생산성이 없는 ‘-웅(지붕), -씀(말씀), -으개(우스개)’ 등을 구분할 필요성을

들며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파생

예를 셋 이상 가지는 접사라면 생산성을 인정하여 사전 표제어에서 독립적

으로 항목화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치근(1989)는 접사가

형성하는 파생어의 수와 파생 규칙의 생산성이 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였으

며, 김한샘(2013)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접사가 어기에

어휘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 중 어떤 것을 더하는가, 합성 어기의 결합이

가능한가, 접사의 결합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가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

다. 이처럼 특정 형태소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것은 광범위한 어휘 자료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까다로운 작업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맞춤법 표기에

요구되는 생산성에 대한 판단은 학습자가 자신의 어휘 사용 경험 및 언어

적 직관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 준한다. 본고의 설문조사 과정에

서 또한 맞춤법 규정에 제시된 대다수의 단어 사례에서 학습자가 생산성을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맞춤법

교육에서의 생산성 판단에는 민현식·왕문용(1994)에서 제시한 현재 어형으

로 존재하여 쓰이고 있는 분포를 대상으로 2개 이상의 어형에서 나타나 유

일 형태소가 아닌 접사라면 기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이 충

분히 소용될 수 있을 것이다.11) 요컨대 이와 같은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

의 개념은 구본관(2008)에서 제시한 원래 형태소를 밝혀 적기 위한 기준

10) 본래 ‘생산성’은 파생 접사가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정도를 일컫는 말로(구

본관 외, 2015:132), 파생어 형성의 환경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생산성’을 파생어를 형성하는 접사뿐만 아니라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 어간에 결

합하는 어미, 합성어 형성에서 접사처럼 결합하는 어근에까지 확장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11) ‘꼬락서니’의 ‘-악서니’, ‘끄나풀’의 ‘-아풀’, ‘머금다’의 ‘-음다’ 등이 생산성이 없

는 접사의 사례가 될 수 있다(민현식·왕문용, 199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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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의미론적 규칙과 형태론적 규칙에 각각 대응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의 기준과 관련해 고영근(1993:28-39)에

서는 형성소와 구성소의 개념을 제시하며 규칙적인 어근 및 접사와 불규칙

적인 어근 및 접사를 구분하였다. 다른 단어와 의미상의 공통성을 가지고

구조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어근, 즉 의미의 투명성 조건을 충족하는 어

근은 규칙적인 어근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적인 어근에 붙어 새

로운 단어를 파생하는 힘을 가진 접사는 규칙적인 접사라고 보았다. 반대

로 의미의 투명성이나 생산성의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근 및 접사는 불규칙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 형

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칙적인 어간과 어미, 불규칙적인

어간과 어미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12) 이러한 개념을 본고의 한글 맞

춤법 원리와 접목시킨다면 다음 <표 Ⅱ-2>와 같이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

다.13)14)

12) 고영근(1993:35-37)은 문장형성과 관련해 선어말어미 안에서도 ‘시, 었, 겠’과

같이 자유롭게 결합이 가능하고 분석이 쉬운 규칙적인 어미(문장형성소)와 ’는/ㄴ,

는, 느, 니‘와 같이 분포가 매우 제약되는 불규칙적인 어미(문장구성소)를 구분하였

다. 그러나 본고는 학교문법에서 ’는/ㄴ, 는‘ 등의 선어말어미가 나타나는 환경의

제약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학습자에게는 이들 또한 다른 어간 및 어미와

쉽게 결합하고 분리되는 요소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규칙적인 어미로

보았다.
13) <표 Ⅱ-2>에서는 파생어를 형성하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맞춤법 원리와

의 관계를 표현하였는데, 표기되는 단어의 환경에 따라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규칙적인 형태소끼리

의 결합인지, 불규칙적인 형태소가 개입하는 결합인지의 여부가 핵심이 된다.
14) 민현식·왕문용(1994) 또한 어근, 접사의 통합 구조를 제1유형(규칙어근+생산접

사=공시적 규칙 파생어), 제2유형(규칙어근+비생산접사=공시적 불규칙 파생어), 제

3유형(불규칙어근+생산접사=통시적 파생어), 제4유형(불규칙어근+비생산접사)의

네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이때 파생어에 한해서 제4유형에 실제로 해당하는 예

는 찾기 어렵고 있다고 해도 단일어에 소속시키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할 실

익은 없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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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수준의 학습자라면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이라는 기준을 직

접적으로 노출하기보다 직관적으로 의미 파악이 가능한 ‘규칙과 불규칙’의

기준을 통해 원형을 밝혀 적는 유형과 그렇지 않고 이어 적는 유형을 구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기준이 사실상 같은 의미이기

는 하나, 문법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계에 있는 학습자라면 어

떤 형태소가 의미의 투명성을 충족하는지, 생산성을 충족하는지 세부적으

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등장하는지 아닌지를 판

단하는 것이 보다 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이라는 기

준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초기 학습자에게 한글 맞춤법이 임의적이지

않고 일정한 원리 및 규칙에 따라 운용된다는 인상을 주는 데에는 규칙과

불규칙의 기준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한글 맞춤법의 구조

한글 맞춤법은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

장 자모,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5장 띄어쓰기, 제

6장 그 밖의 것, 그리고 문장 부호가 부록으로 덧붙여져 있다(이준석,

2000:281). 본고의 논의에는 제1장을 비롯하여 제3장, 제4장, 제6장을 포함

하며, 제2장과 제5장은 제외하고자 한다. 제2장 자모에 관한 것은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며, 제5장 띄어쓰기에 관한 것은 제3장 및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의미의 투명성 O

생산성 O
의미의 투명성 O

생산성 X
의미의 투명성 X

생산성 O
의미의 투명성 X

생산성 X
규칙어근

+ 규칙접사
규칙어근

+ 불규칙접사
불규칙어근
+ 규칙접사

불규칙어근
+ 불규칙접사

원형을 밝혀 
끊어 적는 유형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는 유형

<표 Ⅱ-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규칙/불규칙 어근 및 접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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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 규정에 적용되는 맞춤법의 원리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규정이기

때문이다(박종미, 2015ㄱ:89).

제3장과 제4장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제3장은 단일어 내부의 소리변화에

관한 것이고, 제4장은 형태소 결합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제3장의 구개음화 규정이나 두음법칙에 대한 조항은 형태소의 결합에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므로 제4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장 간의

구분 기준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엄태수, 2001:222).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구조를 밝힘에 있어 본래 장의 구성을 엄격하게 따르기보다

는 본 장 1.1에서 논했던 한글 맞춤법의 원리 적용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각 조항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각 조항을 고찰할 때에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기제를 밝힘과 동시에, 조항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이 있

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지점까지 함께 논하고자 한다. 후자를 함께 논하

는 것은 학습자가 한글 맞춤법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의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 원형을 밝혀 끊어 적는 경우에 대한 조항

- 1유형: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르면 소리와 표기를 일치시킨 후, ‘어법에 맞도

록’이라는 원칙에 따라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의 기준을 고려하여 원형을

밝혀 끊어 적거나 밝혀 적지 않게 된다. 원형을 밝혀 끊어 적는 경우에는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은 복합 단어 구성을 분석할 때 요구되는 요건

으로,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원형을 밝혀 적게 되는 경우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는 환경에 해당한다. 구본관(2008)의 규정별 환경 분류를

참고하여 크게 체언과 조사의 결합,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 파생어를

형성하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 합성어를 형성하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의

네 부류의 환경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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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환경인 제14항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

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오게 되어 체언의 마지막 자음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서 소리가 날지라도 원형을 밝혀 끊어 적도록 규정

하고 있다(위호정, 1999:44). 제14항의 사례로 제시된 조사와 결합하는 체언

은 자립적으로 사용되는 명사로서 의미의 투명성을 찾을 수 있으며, 조사

또한 여러 체언에 결합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7항에서 어미 뒤에 결합하는 보조사 ‘-요’를 끊어 적는 것 또한 같은 이

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환경에서 제15항의 의미는 체언과 조사

를 구별하여 적도록 한 제14항과 동일하다. 이는 어간과 어미의 관계가 체

언과 조사의 관계와 같기 때문이다(이희승·안병희·한재영, 2016:77). 따라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환경 또한 어간 의미의 투명성과 어미의

조항의 적용 환경 해당되는 조항
체언 + 조사 Ÿ 제14항(‘손을’), 제17항(‘읽어요’)

Ÿ 제32항(‘엊그저께’), 제33항(‘뭣을’) (준말에 관한 조항) 

용언의 어간 + 어미

Ÿ 제15항([붙임 2], [붙임 3] 포함)(‘먹고’, ‘이것은 책이
오.’), 제16항(‘나아’, ‘개어’), 제53항(‘-(으)ㄹ거나’), 
제56항(‘가든지 오든지’)

Ÿ 제32항(‘갖고’), 제34항(‘갔다’), 제35항(‘됐다’), 제36
항(‘가져’), 제37항(‘씌다’), 제38항(‘띄어’), 제39항(‘그
렇잖은’), 제40항(‘간편케’) (준말에 관한 조항)

파생어

Ÿ 제6항(‘굳이’)
Ÿ 제19항(‘깊이’), 제20항(‘낱낱이’), 제21항(‘굵다랗다’), 

제22항(‘옮기다’), 제23항(‘오뚝이’), 제24항(‘속삭이
다’), 제25항(‘꾸준히’), 제26항(‘착하다’), 제51항(‘깨끗
이’), 제54항(‘심부름꾼’), 제55항(‘맞추다’)

합성어 Ÿ 제15항 [붙임 1]의 (1) (‘돌아가다’), 제27항(‘꽃잎’)
Ÿ 제30항(‘아랫니’) (사이시옷에 관한 조항)

<표 Ⅱ-3>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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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요건이 충족되어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16항은

모음조화의 규칙성에 따르는 소리에 의거해 어미를 ‘-아’ 또는 ‘-어’로 구

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어간과 어미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기본 취지에 있어서는 제15항과 차이가 없다.

그리고 준말에 관한 조항은 제33항과 같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환

경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환경에서 소리의 일

부분이 줄어지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해설에서는 제32

항의 준말에 대해 음절 수가 많은 ‘본말’에서 음절 수가 적은 ‘준말’이 형성

되는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한글 맞춤법에 규정된 준말은 모두 음운론적인

절차를 통해 형성된 준말로 분류할 수 있다.15) 이는 곧 준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음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해당 단어를 이루고 있는 형태소가 삭

감된 것은 아니므로, 준말의 표기 형태에 어간과 어미가 온전하게 보존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많은 언어사용자들이 표기 오류를 보이는 어간

의 ‘ㅚ’에 어미 ‘-어/었-’이 결합하여 형성된 ‘됐, 뵀’ 등의 준말 표기는 단

지 음운론적으로 줄어들었을 뿐 어간과 어미를 모두 밝혀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미를 누락하여 ‘됬, 뵜’과 같이 표기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다. 요컨대 준말의 표기 또한 줄어든 후에도 어간의 의미의 투명성과 어미

의 생산성 요건을 총족하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를 밝혀 끊어 적어야 한다

는 점에 있어서는 본말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생각하건대’가 ‘생각건대’로 줄어드는 표기를 규정한 제40항의 경

우 어간과 어미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 외에도 단어에 따라 ‘-건대, -컨대’

의 두 유형을 구분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소리대로 표기한다고 하더라

도 ‘생각하다’와 같이 어간의 말음이 ‘ㄱ’인 경우 ‘생각건대’와 ‘생각컨대’로

발음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16) 현재로서는 제40항 본문의 ‘어간

15) 이은경(2018:343)에 의하면 음소가 줄어든 말(음소적 준말)이나 음절이 줄어든

말(음절적 준말)은 음운론적인 단위의 축소를 겪은 말로, 이들 모두 준말에 포함

시킬 수 있다.
16) 민현식(2004)는 이러한 사실이 어근 말음 유형에 따라 달리 적어야 하는 기억

의 부담을 지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항에서 평음과 격음으로 모두 실현되는

유형은 평음으로 적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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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어드는 경우’와 제40항 [붙임 2]의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어드는 경우’의 차이는 ‘하’ 앞의 말이 ‘ㄱ, ㅂ, ㅅ’과 같

이 무성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이나 유성 자음으로 끝나느냐에 있다고

본다(이희승·안병희·한재영, 2016:138-139). 따라서 제40항의 준말 표기에는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의 기준 외에 단어의 음운론적 환경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류인 파생어 형성의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제19항부터 제26항

에 걸쳐 규정되어있다.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는 것(제19항), 명사

뒤에 ‘-이’가 붙는 것(제20항), 명사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가 붙는 것(제21항), 어간에 피사동접미사가 붙는 것(제22항), ‘-하다’나 ‘-

거리다’가 붙는 어근 뒤에 ‘-히’나 ‘-이’, ‘-이다’가 붙는 것(제23항, 제24항,

제25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제26항)과 같이 구체적인 환경

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모두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어근과 접사의 원형을 밝혀 끊어 적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가령, 제6항 구개음화 표기에 관한 조항과 제19항의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의 사례로 동시에 나타나는 ‘굳이’는 [구지]로 발음될 수 있으므로 소

리대로 적은 것이면서도 어근 ‘굳-’의 의미의 투명성과 파생 접미사 ‘-이’

의 생산성이 인정되어 원형을 밝혀 분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형배

(2004:123-126)는 파생 부사 관련 조항에 대해 서로 관련성이 밀접한 내용

을 각기 다른 조항으로 분리시켜 체계를 구성한 것이 규정을 이용하는 이

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한글 맞춤법 교육

에서도 조항별로 분리해 제시하기보다는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어의 표기 유형으로 묶어서 제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네 번째 부류인 합성어 형성 환경에서 원형을 밝혀 적는 조항으로는 제

15항의 [붙임 1] 중 (1)과 제27항, 그리고 사이시옷 표기를 규정한 제30항

을 꼽을 수 있다. 파생어 형성 환경과 유사하게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요소

의 의미의 투명성이 모두 인정되고, 자립형태소이지만 접미사나 접두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성이 인정되어 원형을 밝혀 끊어 적는

것이다. 다만 제30항의 사이시옷을 쓰는 합성어의 경우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원형을 밝혀 끊어 적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ㅅ’을 받침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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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데에는 역사적인 표기가 개입되기 때문에 표기 양상이 복잡하다.

역사적인 표기는 별도로 유형을 분류하여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

여 원형을 밝혀 끊어 적는 표기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

가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환경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체언, 조사, 어간, 어미, 어근,

접사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단어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뒷받침되었을 때,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 충

족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 음운론적 규칙성에 의한 경우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도 원형을 밝혀 끊어 적

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된소리 표기를 규정한 제5항의 다만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ㄱ, ㅂ’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이

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파열음 뒤의 된소리되기

는 제5항 본문의 된소리와 달리 예외 없이 항상 일어나는 현상으로 된소리

로 적지 않더라도 누구나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음운론적인 규칙성을 보이는 단일 형태소 표기의 경우에는 의미의 투명성

이나 생산성을 고려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원형을 밝혀 분철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는 경우에 대한 조항

- 2유형: 의미의 투명성을 총족하나 생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항의 적용 환경 해당되는 조항

파생어 Ÿ 제19항 [붙임] (‘귀머거리’), 제20항 [붙임] (‘끄트머
리’), 제22항 [붙임] (‘미덥다’)

<표 Ⅱ-4> 의미의 투명성을 충족하나 생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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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파생어를 형성하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는 표기가 존재한다. 이는 의미의 투명성이나 생산성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의미의 투명성은 충족하

나 생산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어 적게 되는 조항으로 제19항의 [붙임],

제20항 [붙임], 제22항 [붙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조항의 사례 중 하나인

‘귀머거리’, ‘끄트머리’, ‘미덥다’에서 어근에 해당하는 ‘귀먹-’, ‘끝-’, ‘믿-’은

다른 단어에도 등장하는 것으로서 의미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접미사로서 결합한 ‘-어리’, ‘-으머리’, ‘-업-’은 다른 파생어를 형성하는

데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 종류로서 생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

리하여 발음과 표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물론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

음으로써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르고 있다.

- 3유형: 생산성을 총족하나 의미의 투명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성을 충족하지만 의미의 투명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복합

어 형성에 참여하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게 된다. 파생어

에 해당하는 제19항 다만의 ‘노름’, 제22항 다만의 ‘부치다’, 제23항 [붙임]

의 ‘기러기’, 제25항의 [붙임]의 ‘반드시’, 그리고 합성어에 해당하는 제15항

[붙임] 중 ‘드러나다’ 등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모두 어근

에 결합한 접미사가 ‘-음’, ‘-이-’, ‘-이’로서 생산성이 높으며, ‘-나다’ 또한

여러 어근에 결합이 가능하나, 이들과 결합한 어근의 의미가 다른 단어에

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의미의 투명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도록 규정되었다.

조항의 적용 환경 해당되는 조항
파생어 Ÿ 제19항 다만 (‘노름’), 제22항 다만 (‘부치다’), 제23항 

[붙임] (‘기러기’), 제25항 [붙임] (‘반드시’)
합성어 Ÿ 제15항 [붙임 1]의 (2) (‘드러나다’)

<표 Ⅱ-5> 생산성을 충족하나 의미의 투명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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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유형: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파생어에 해당하는 제21항 다만 중 (2)에 제시된 ‘넙치, 골막하다’ 등이

나 제40항 [붙임 3]의 ‘결코, 요컨대’ 등은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는 ‘넙치,

골막하다’ 등을 본뜻과의 연관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어원이 분명하지 않

은 어휘로 설명하였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의미의 투명성과 접사의 생산성

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결코, 요컨대’ 또한 파생어 형성에

참여한 형태소가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단어는 원리에 따라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음으로써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다.

나아가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단일

형태소 내의 환경으로서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

까지 포함시킨다면, 제5항의 된소리 표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제5항 본

문의 된소리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면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리

대로 적는다는 원리에 어긋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 교체로서의

된소리되기 이외에 단일 형태소 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원형을 밝

히기보다 항상 된소리로 적는다.

조항의 적용 환경 해당되는 조항
파생어 Ÿ 제21항 다만의 (2) (‘넙치’)

Ÿ 제40항 [붙임 3] (‘결코’)
단일 형태소 내 Ÿ 제5항(‘어깨’)

<표 Ⅱ-6>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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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지만 소리를 우선하는 경우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여 원칙적으로는 원형을 밝혀 끊

어 적어야 하나, 어법을 고려한 결과가 오히려 ‘소리’를 제대로 적을 수 없

게 하는 경우라면 소리를 우선하여 ‘어법에 맞도록’은 반영하지 않게 된다.

이는 곧 ‘소리대로 적되’와 ‘어법에 맞도록’의 두 조항이 충돌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상항에서는 ‘-되’라는 연결어미의 의미에서도 드러나듯이 ‘소리’

를 먼저 적용한다는 것이다(김정남, 2008:40).

이러한 유형의 조항이 표기에 적용되는 환경을 나누어보았을 때, 제18항

은 불규칙 활용과 같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에 관한

조항으로서 특정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표기이다. 어간과 어미

의 결합은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만족하므로 원형을 밝혀 끊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활용의 과정에서 어간과 어미 중 어느 하나의 형태

가 달라지는 일부 용언의 경우 원형을 밝혀 보여 주는 표기 형태로는 실제

그 용언 활용형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가령, ‘걷다[步]’의 동사

는 활용 시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데, 이를

‘걸어’가 아닌 원형을 밝혀 ‘걷어’로 적는다면, 이는 자동적인 음운규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어긋난 표기가 된다. 따

라서 형태소의 원형이 분명하게 인식되더라도 ‘소리대로’의 원칙을 우선하

여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면 바뀐 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파생어에 해당하는 제21항 다만의 (1)에 제시된 ‘짤따랗다, 널찍하다’ 등

조항의 적용 환경 해당되는 조항
용언의 어간 + 어미 Ÿ 제18항(‘걸어[步]’)

파생어 Ÿ 제21항 다만의 (1) (‘짤따랗다’)

합성어 Ÿ 제27항 [붙임 3] (‘사랑니’), 제28항(‘마소’), 제29항
(‘사흗날’), 제31항(‘입때’)

한자어 Ÿ 제10항(‘여자’), 제11항(‘양심’), 제12항(‘낙원’)
Ÿ 제52항(‘자택(自宅) - 댁내(宅內)’)

<표 Ⅱ-7>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지만 소리를 우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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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리를 우선한 표기이다. ‘짤따랗다’와 ‘널찍하다’는 각각 ‘짧다’와 ‘넓다’

와의 의미의 투명성이 확인되고 어근에 결합한 ‘-다랗다’와 ‘-직하다’ 모두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서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다. 그러

나 실제 발음이 [짤따라타]와 [널찍하다]인데 원형을 밝혀 ‘짧다랗다’와 ‘넓

직하다’와 같이 표기할 경우 [짭따라타]와 [넙따라타]가 되어 소리와 멀어

지게 되는 것이다.

합성어가 사례로 제시된 제27항 [붙임 3]의 ‘사랑니’나 제28항의 ‘마소’

등 또한 원형을 밝혀 적는다면 ‘사랑이’, ‘말소’로 적어야할 것이나, 이와 같

이 표기할 경우 실제 발음대로 소리 나지 못하게 된다. 요컨대 파생어이든

합성어이든 그 구성요소가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

더라도 소리를 우선하여 원형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자어의 경우 한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어에

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각을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구본관 외, 2015:100). 이러한 이유로 합성어나 파

생어로 분류하지 않고 한자어를 별도의 환경으로 제시하였다. 제10항, 제11

항, 제12항은 모두 한자어의 두음법칙에 관한 조항으로, 제10항의 ‘여자(女

子)’, 제11항의 ‘양심(良心)’, 제12항의 ‘낙원(樂園)’ 등에 쓰인 한자는 각 구

성 요소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다. 즉, 각각의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면 복합어에서와 같이 의미의 투

명성과 생산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밝혀 본래

한자음을 표기하면 실제 두음법칙이 적용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한자어 표기에서도 본음대로 적기보다 두음법칙이 적용된 소

리를 우선하여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자어 표기에 관

한 또 다른 조항인 제52항은 동일한 한자가 어휘에 따라 본음과는 다른 속

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의 표기를 규정하고 있다. ‘자택(自宅)’의 ‘택’ 자가

‘본댁(本宅), 시댁(媤宅), 댁내(宅內)’와 같이 ‘댁’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강창석(2005)는 한자어의 속음은 자전에 등록되어있지 않고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연규동(2014)는 속음 규

정은 어휘마다 정해지는 예외로서 어떠한 원리 규정에 의해 표기할 수 있

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교육적 목적에 의해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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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의 최대한 많은 조항을 원리에 포섭시키고자 하는바, 한자어의 본음

과 속음 표기 역시 소리를 우선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해당 한자의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인정하더라도, 세속에 널리 사용되는 속음이 존

재한다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자의 본음을 표기하기보다는 발음을 우

선하여 속음을 표기하는 것이다. 시대마다 속음과 관련된 조항의 수효나

해당되는 용례들에 차이가 있었다고는 하나(연규동, 2014:168), 현재 맞춤법

제52항에 규정되어있는 용례들은 학습자가 별도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자신

의 평소 발음 습관을 상기하여 표기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3) 역사적 표기법에 대한 조항

한글 맞춤법은 탈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 시대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역사적 산물이다(강보선, 2013:7). 이에 따라 역사적 표기

법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익섭(1992)는 이를 ‘전통적으로 쓰여 온, 현실음

에서 멀어진 표기법’으로, 민현식(2004)는 ‘현재 쓰이는 표기법 중에서 역사

적 근거를 지닌 비표음주의적인 표기’라고 정의한 바 있다. 정희창(2011)은

본고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소리대로’를 표기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로,

‘어법에 맞도록’을 그중에서 원형을 밝힌다는 하위 조건으로 본다면, ‘역사

주의 표기법’은 이 둘에 포함되지 않는 전통적인 표기를 가리키는 용어라

고 보았다. 한글 맞춤법에 예시된 표기들 가운데 ‘역사적 표기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규범 교육의 관점에서 ‘역사적 표기법’의

실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본관(2008) 또한 한글 맞춤법 규정

의 양상을 분류하면서 역사적 표기법을 ‘기타’로 별도로 분리하여 맞춤법

교육에서의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표기법에 해당하는 조항으로는 제7항, 제8항, 제9항, 제30

항을 들 수 있다. 제7항의 ‘덧저고리’ 등은 소리대로 적는다면 ‘ㄷ’으로 적

어야 하지만 ‘ㅅ’으로 적어 오던 근대 이래의 관습 표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8항의 ‘계수’ 등의 ‘ㅖ’ 또한 역사적인 표기를 따라 실제 발음인

[ㅔ] 대신 ‘ㅖ’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제9항 중 ‘무늬, 늴리리’ 등은



- 33 -

표기와 발음이 다른 사례로서 ‘ㅣ’로 소리 나더라도 ‘ㅢ’로 적도록 하여 역

사적 표기를 따르고 있다. 제30항은 사이시옷에 관한 조항으로 제7항과 유

사하게 실제 발음 [ㄷ]을 ‘ㅅ’으로 적도록 하여 역사적 표기 습관을 수용하

였다.17) 이러한 역사적 표기법과 관련되는 예들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설명

하기 어려워 국어사 지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정희

창, 2011:112).

이상과 같이 정리한 한글 맞춤법의 구조는 다음 [그림 Ⅱ-1]과 같은 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국어학 연구를 토대로 한 한글 맞춤법의 구조는

총칙 제1항의 원리라는 큰 축으로부터 시작해, 원리가 적용된 결과로서의

각 조항 예시 단어들이 나타나는 세부 환경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가 한글 맞춤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는 표

기하고자 하는 특정 단어로부터 형태소 분석, 의미의 투명성 및 생산성 판

단, 끊어적기 또는 이어적기의 선택과 같은 순서를 거칠 수 있다. 다시 말

해 학습자가 생성하는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는 상위 원리에서 하위의

사례로 나아가는 한글 맞춤법의 내적 논리에 의한 구조와는 반대되는 방향

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구성한 한글 맞춤법의 구조

는 학습자 요인을 반영한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바탕 작

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 민현식(2004)는 제7항과 제30항에 대해 [ㄷ]음인데도 표기를 ‘ㅅ’으로 하면 국

어 자모에서 ‘ㅅ’만이 그 음가가 [ㅅ]과 [ㄷ]의 두 가지를 가지게 되어 유일한 예외

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한글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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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한글 맞춤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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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 맞춤법 지식 구조의 개념 정립

한글 맞춤법이라는 규정 자체에 내재해 있는 지식은 ‘소리대로 적되 어

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일정하게 구조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글 맞춤법 교육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 또한 맞춤법 내적 원리를 바탕으

로 조항을 일정하게 분류하여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법 교육에서 ‘한글 맞춤법’이 담고 있는 지식은 인

터넷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일회적인 맞춤법 지식에 비해 그 활용도나 유

용성 면에서 뒤처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맞춤법 교육에서도 한글

맞춤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학습자 요인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은 수십 년간 위에서

만들어져 전해져 내려온 고정 불변의 규범 지식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학습

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역동성이 잠재된 지식이기도 하

다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은 규정에

맞게 쓰거나 틀리게 쓰거나하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단순화되는 데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규정의 성격에 따라 규정을 아는 것과 표기를 하는 것

간에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앞으로 교육 내용에도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인식의 양상을 병렬적으로 나열·기술하기보다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가르쳐왔던 한글 맞춤법 내적 원리와 정합적으로 어우

러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는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글 맞춤

법 교육 내용을 한글 맞춤법의 원리 및 세부 규정에 대한 학습자 경험을

반영한 하나의 지식의 구조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글 맞

춤법에서 지식의 구조를 구인화함으로써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글 맞

춤법의 내적 원리는 앞 절에서 살펴본바, 본 절에서는 학습자 요인에 주목

하여 구인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학습자 인

식이 각 차원에서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밝힌다. 이때 유형화의 근거

는 모두 한글 맞춤법이 지니는 속성에서 비롯한다. 이는 본말전도식으로

지식의 구조 이론에 맞추어 한글 맞춤법 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 36 -

글 맞춤법 교육을 위한 맞춤법 고유의 지식의 구조를 밝히기 위함이다.

2.1. 한글 맞춤법 교육을 위한 지식 구조의 정의

구조는 서로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여러 관찰의 누적물에 어떤 질서를

주는 커다란 개념적 발명품으로서, 하나의 아이디어에 다른 아이디어를 따

르게 만드는 지식의 관련성과 그의 파생을 지식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Bruner, 1964:120). 이러한 브루너의 구조에 대한 정의에 입각한다면 ‘지식

의 구조’라는 것은 곧 학문 탐구의 결과로 나온 ‘기본 개념과 원리’, ‘핵심

적 아이디어’ 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맞춤법이라는 표기 규정 또한 제각기 달리 나타나는 단어의 표기 양

상들을 상위의 표기 원리 하에 질서 있게 조직하여 각 조항들이 서로 관련

되도록 한 하나의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홍우(2006)은 어

느 특정한 분야에 관련된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학자들은 반드시 그

현상을 보는 ‘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학문을 공부하는 사

람이라도 각 학문에 고유한 ‘현상을 보는 눈’, 즉 ‘기본적 아이디어’를 배워

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학습자가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표기 현상들

을 이해하려면 한글 맞춤법에 고유한 ‘기본적 아이디어’, 즉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가 교육 내용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서 지식의 구조가 가지는 가치와 관련해 브루너(1960:23; 박종미,

2015ㄴ에서 재인용)는 각 교과의 근본적인 것, 곧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

해는 해당 교과를 더욱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고 하였다. 한글 맞춤법이 표

음주의와 표의주의의 원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음을 고려한

다면, 원리를 한글 맞춤법의 기본적 아이디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고, 교

육에서도 원리를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세부

조항에 대한 이해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원리를 강조한 다수의 한글

맞춤법 교육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브루너는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을 함께 강조하였는데, 이는 지식의 구조에 대한 학

습이 학습자가 이전에 접한 적 없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전이되어 해결을

위한 정보로 사용됨으로써 주어진 사실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게 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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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강현석, 2011:130).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세부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은 곧 한글 맞춤법

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 학습자가 학교에서 배운 표기뿐만 아니라 언어생활

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유형의 표기를 수행하는 데 전이력이 높은 지

식으로 소용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확장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그

간 맞춤법 교육에서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

지만, 한글 맞춤법의 원리라고 하는 핵심 아이디어를 교수-학습하는 일의

필요성과 그 가치는 꾸준히 논의되어온 것이기에 한글 맞춤법 교육에 지식

의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관점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이홍우(2006)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현상을 그 분야의 학

자가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볼 것을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것

은 교육의 국면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이 관련 학문의 지식 구조와 동형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윤여탁 외, 2011:230). 문법교육에서

한글 맞춤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단원이 6차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편

성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습자가 한글 맞춤법의 조항의 표면적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한글 맞춤법의 구조 자체를

체계적으로 보이지 못한 탓일 수도 있지만, 국어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글 맞춤법의 구조만을 학습자에게 보인 데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로서의 지식의 구조가 ‘교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험’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 이홍우

(2006:50)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과는 곧 경험의 내용을 가리키

고,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동안에 교과 이외의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된다. 남가영(2007ㄱ)이 브루너가 논한 ‘지식의

구조’는 교과를 조직하고 설계하는 핵심 원리, 아이디어, 개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 아이디어, 개념을 다루는 ‘방법적 원리’나 ‘태도’

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 점은 지식의 구조를 교과와 경험으로 보는

관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법의 지식 구조는 문법 교과 자체의 핵심 원리뿐만 아

니라 학습자 언어 인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Carter(1995; 김은성, 2004에

서 재인용)는 언어 인식에 대해 ‘체계로서의 언어에 대한 구조적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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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기능적 지식을 학습자 안에서 풍

부하게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를 통해 언어 인식이라

는 개념 속에 학습자가 언어 지식에 대한 이해를 구축해가는 ‘경험’이라고

하는 지식의 구조가 가지는 핵심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언어에 관한 지식이 언어 구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일상적

인 언어 경험의 맥락에 대면하였을 때 요구되는 언어의 기능에 대한 지식

까지 포괄함을 고려한다면, 언어 인식을 통해 고양되는 앎, 즉 지식 구조의

양태는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남가영, 2006:14).18)

그렇다면 구조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식이 탐구되는 과정인 동시에

구성적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구조는 고정된 불변 체

계로서 객관적인 실재가 아니며, 주관과 객관의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적으

로 그 의미가 재구성되는 해석적 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강현석, 2009:17).

학습자가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가

에 따라 지식의 구조가 달리 범주화되고 유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

식’은 발생적으로 대상 세계에 대한 합리적인 경험 구조가 내축된 결과물

인 것이다(남가영, 2007ㄴ:505). 이는 교과는 ‘경험의 내용’으로서 ‘경험 속

에’ 들어 있다고 본 듀이(Dewey, 1963)의 관점과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문법 교과의 지식의 구조는 언어학자가 언어 현상을 다루는 데 소

용되는 중핵적인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학습자가 인식 대상이 되는 언어

현상 및 원리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인식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이

유는 언어의 고유한 특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의 구조를 ‘배워야 할 주제’라기보다는 ‘해야 할 활

18) 김광해(1997)은 국어지식 교육의 영역은 언어 및 국어 전반에 관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이론적 이해 과정을 먼저 부여하고, 그렇

게 획득한 지식을 국어 생활에 적용하고 태도를 기르는 측면까지 포괄해야 한다

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어 운용 능력 신장, 탐구 학습을 통한 사고력 신장, 국어

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통찰력 신장을 국어지식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문법 교과의 지식 구조가 다양한 양태의 학습자 인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본고의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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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서, 즉 경험 구조로 재해석해야 할 것을 주장한 남가영(2007ㄱ)은

지식의 구조를 이론적 층위의 본유적 경험 구조가 내용적·실체적으로 범주

화 가능한 활동들의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되는 중층적 체계로 보았다.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지식의 구조는 세 층위로 나누어볼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실체이며 사실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따라서 문법교육의 층위 1을 탐색하는 것은 층위 2를 탐색하는 것과

다를 수 없으며, 그간의 문법교육은 보편적·인지적인 탐구 절차로서의 층

위 3에 집중되어있었다는 점에서 문법교육에서 지식의 구조 체계화는 층위

2에 특히 주목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내용 측면에서 인식의 대상, 속상,

관점, 수준에 따라 언어를 안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안다는 것인지 탐색

하는 것이 곧 지식 구조의 체계화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고는 지식의 구조 중 층위 2에 주목하여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대상, 속성, 수준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고찰하여 지식의 구조를 체계화하고자 한다.19) 한글 맞춤법의 원리가

19) 남가영(2007ㄱ)에서 제시한 지식의 중층적 구조 중 층위 2에는 관점에 따른

범주화도 포함되어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한글 맞춤법은 어떤 단어

를 표기하는 방식에 관한 규범이라는 기본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언어 형태

층
위 
1

본유적 
경험구조

Ÿ 국어를 사고와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활동
Ÿ 국어를 사고의 대상으로 삼아 규칙·원리를 찾아가는 활동
Ÿ ‘국어 탐구’, ‘국어 인식’, ‘국어 발견’

층
위 
2

경험적 
내용의 
범주화

Ÿ 대상에 따라: 국어의 음운/형태/통사/의미 인식활동
Ÿ 속성에 따라: 규범적/분석적/비판적/창의적 국어인식활동
Ÿ 관점에 따라: 형식구조주의적/의미기능주의적 국어인식활동
Ÿ 수준에 따라: 직관적/분석적/반성적 국어인식활동

층
위 
3

경험의 
활동적 
범주화

Ÿ 관찰하기/기술하기/분석하기/설명하기
Ÿ 관찰하기/분석하기/설명하기/일반화하기/평가하기/적용하기
Ÿ 가설 설정하기/자료 수집하기/가설 검증하기/일반화하기

<표 Ⅱ-8> 문법 교과 ‘지식의 구조’의 중층성(남가영, 2007ㄱ: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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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표기 규칙의 성격에

따라 학습자가 주목하게 되는 언어의 대상이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그

층위가 다를 수 있으며,20) 인식의 속성과 관련해서도 규범적 인식이 우선

할 수 있는 반면 규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규범적 인식과 함께 양가적으

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경험에 근거한 직관적 인식만으로 표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하면 확고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심하게 숙고

하는 반성적 인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이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총칙 제1항의

표음주의 및 표의주의, 그리고 역사적 표기법을 포함하는 상위의 한글 맞

춤법의 원리가 맞춤법 지식의 구조에서 핵심 아이디어에 대응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아이디어가 학습자 인식의 국면에서는 인식의 대상,

속성, 수준에 따라 저마다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 이는 지식의 구조가 고

정불변의 체계라기보다는 핵심 아이디어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를 언어 화자가 선택하는 의미 자원으로 바라보는 의미기능주의적 관점을 맞춤법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장면에 따라

학습자가 표기 형태를 달리 선택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는 창의적 속성의 맞춤법

인식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루고자 한다.
20) 본고에서는 인식의 대상을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대신에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설정하였다. ‘의미’ 단위에 따른 ‘의미 교육’은 ‘의미’가 어휘 의미, 문장 의

미, 담화 의미로 나뉘어 각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민

현식,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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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상에 따른 맞춤법 인식

민현식(2003)은 4대 어문 규범을 단어 표기를 위한 표기4법으로 칭하여

한글 맞춤법을 단어 규범 중 단어의 형식(표기)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한글 맞춤법의 각 규정에 제시된 표기의 예는 모두 단어 수준의 언어 단위

에 해당하며, 다수의 맞춤법 교육 연구에서도 교육의 실제를 보이기 위한

사례로서 단어의 형성, 용언의 활용 관련 교수-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구본관, 2008; 박종미, 2015ㄱ; 조진수·소지영, 2016 등). ‘단

어’는 한글 맞춤법의 성격에 비추어보았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인식 대상

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음성과 문자를 조화시키기 위한 표기법으로서 총

칙 제1항에서 표기의 원리로 ‘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바, 표기를

함에 있어 음운에 대한 인식이 수반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표기에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

에 표기한 형태가 실제 발음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언제나 우선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글 맞춤법은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가 많고, 특

히 음운 변동에 의해 발음이 달라질 때 그것이 표기에 반영되는지의 여부

를 교과서에서 함께 언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최형기, 2018:1193).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지식의 구조에서 ‘음운’은 ‘단어’와 함께 인식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의 원리

인식의 대상에 
따른 지식

인식의 속성에 
따른 지식

인식의 수준에 
따른 지식

Ÿ 음운 인식
Ÿ 단어 인식
Ÿ 문장 인식
Ÿ 담화 인식

Ÿ 규범적 인식
Ÿ 분석적 인식
Ÿ 비판적 인식
Ÿ 창의적 인식

Ÿ 직관적 인식
Ÿ 반성적 인식

[그림 Ⅱ-2]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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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핵을 차지한다.

한편 민현식(2003)은 언어 규범이 단어 차원에만 갇혀 있는 것을 문제점

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단어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문장에 대한 규범의 부재

로 인해 규범적 측면에서의 문장 능력 및 담화 능력이 다루어지지 않는 부

분을 문제 삼았는데, 규범이 새롭게 제정되지 않는 한 그 대책은 한글 맞

춤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규범 교육에서 함께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한

글 맞춤법이 단어 표기를 위한 규범일지라도 그 속에서 문장 및 담화 수준

의 규범성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

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한글 맞춤법의 제6장 그 밖의 것에서는 예

시로 단어뿐만 아니라 해당 단어의 쓰임새를 보여주는 문장 및 담화 상황

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즉, 어떤 단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에

는 소리나 형태소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해당 단어가 사용되는 문장 내

지 담화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

문에 한글 맞춤법 교육에서 문장 및 담화 차원으로의 확장적 규범 인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맞춤법 교육에서 학습자가 주목하는 대상이 기존의 단어에서

확장될 경우,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언어 단위 범주에 따른 기초 개념

을 이해하는 교육을 범주 교육이라 했을 때(민현식, 2008:28-29), 범주 교

육과 규범 교육의 긴밀한 연계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문 규범은 문

법 체계에 대한 지식과 별개로 존재하는 규정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응축된

총화라는 점(남가영, 2014:38)에서 어문규범 교육과 국어 구조에 대한 지식

의 연계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되었으나, 주로 음운과 단어에 대한 문

법 지식과의 연계에 한정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권경일, 2014; 조창규,

2015 등). 이는 관련 어문 규범과의 관계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만 연계를 추구한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실

제 언어생활에서 학습자가 담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글 맞춤

법을 비롯한 국어 규범 지식은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나뉘어 활용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작용한다(양세희, 2017:84). 어문 규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언어사용능력 향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습자가

개별 규정들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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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위해 교육의 대상을 음운,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 담화 층위까지 포

괄할 필요가 있다.

2.2. 속성에 따른 맞춤법 인식

튜더(Tudor)는 언어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관점 하에 언어의 속성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언어학적 체계로서의 언어’, ‘기능적 관점에 의한

언어’, ‘자기표현으로서의 언어’, ‘문화와 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가 그에 해

당한다(Tudor, 2001:49-75). 이때 문법은 언어학적 체계로서의 언어라는 속

성을 대표하는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이에서 나아가 김은성(2006)은 국어의 다면적 속성을 나누어 국어인식활

동을 속성별로 범주화하였다. ‘규범체로서의 국어’를 대상으로 보이는 인식

을 ‘규범적 국어인식 태도’, ‘체계로서의 국어’를 대상으로 보이는 인식을

‘분석적 국어인식 태도’, ‘이데올로기로서의 국어’를 대상으로 보이는 인식

을 ‘비판적 국어인식 태도’, ‘창의적 산물이자 과정으로서의 국어’를 대상으

로 보이는 인식을 ‘창의적 국어인식 태도’로 구분하였다. 이는 국어의 다양

한 부면을 초점화하여 대상화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인식의 성격을 분명하게 구분해준다고 할 수 있다(김은성, 2006:131-132).

또한 문법이 단순히 언어학적 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데

올로기를 읽어낼 수도 있고, 언어 사용자에 따라 일종의 자기표현으로서

언어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튜더와 차이를 보인

다. 일반적으로 국어의 어떤 속성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학습자가 보이게

되는 인식의 속성도 달라진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

나는 학습자 인식의 속성이 국어의 속성을 재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습자 인식이 국어의 속성을 정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窓)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의 어떤 분야이든 그 지식의 구조를

밝힘에 있어 속성 별로 학습자의 인식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고찰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김은성(2006)의 범주에 의하면 한글 맞춤법은 ‘규범체로서의 국어’를 대

표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형식적으로 한글 맞춤법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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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제O조 O항’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여타 법 규범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맞춤법은 표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

는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규범성’을 가지며(강보선, 2013:6), 이때 문법교육

에서 일컫는 ‘규범성’ 또한 주로 언어 정책 차원에서의 ‘규범 문법’에 유래

한다(주세형, 2006ㄴ:400). 학교는 물론 학교 밖의 사회에서도 한글 맞춤법

의 준수 여부가 개인의 국어 능력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잣대로 작용하고,

누구라도 공적인 문서에서 맞춤법을 지켜야 할 의무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

한글 맞춤법의 규범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

글 맞춤법의 규범적인 성격에 주목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학습

자의 규범적 인식은 가장 두드러지는 속성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규범적

인식은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부려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규범 교육의 목표(임지룡 외, 2014:227)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국어 문법을 국어 자체에 내재한 원리와 규칙이라고 정의하였을 때 ‘체

계로서의 국어’에 주목하는 것은 곧 그 원리와 규칙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초점화하는 것이다. 남가영(2008)은 이를 언어를 자율적 구조체로 바라보아

언어 주체, 사용 맥락 등 언어 활동에 개입하는 요인들을 논외로 하고 언

어 내적인 질서와 관계를 우선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내적 구조를 살피는 방식은 결합(syntagmatic) 관계와 계열(paradigmatic)

관계의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남가영, 2008:66). 이는 소쉬르(de

Saussure, 1916; 윤평현, 2017에서 재인용)가 언어적 형식을 가진 구성요소

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언어의 체계를 분석한 원리로서, 결합 관계는 선적

연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이고, 계열 관계는 구성 요소

사이의 어떤 공통성에 의하여 맺어진 관계로 서로 대치될 수 있는 요소들

의 집합으로 나타난다. 김은성(2006)은 결합 관계와 계열 관계에 대한 분석

적 인식이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언어 단위별로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는데, 단어 차원에서는 단어의 형성 원리와 품사 분류가 그 사례로 제

시되어있다. 어떤 단어가 어떤 형태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있는지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 주지하다시피 동일한 파생어라 할지라도 생산성이 있는 형태소가 결

합하여 생성된 것인지, 생산성이 없는 형태소의 결합에 의한 것인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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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형을 밝혀 적음의 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다. 또한 표기하고자 하

는 단어가 어떤 유형의 단어와 같은 부류에 속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은

효율적인 표기를 가능케 한다. 전술한 바에 의하면 체언+조사의 표기 환경

은 원형을 밝혀 끊어 적는 경우에만 나타났는데, 어떤 단어와 단어의 결합

이 각각 체언과 조사라는 품사 부류에 해당함을 판단한다면 원형을 밝혀

끊어 적는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의 표기 방식이 단어의 결합 방식에 따라 일정하게 범주화되는

규칙성을 발견한다면, 제1항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시적인 기제 및 한글 맞

춤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언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언어가 힘과 이데올로기의 반영체이자

실현체라는 속성을 토대로 하는데, 사회적 장면에서 행해지는 언어적 실천

의 형식과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경험에서 비롯된다(김은성,

2013:146-149). 그러나 한글 맞춤법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규

정으로 인식되어, 규정 자체가 하나의 언어적 실천으로 구체화되는 사회적

장면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막고자 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처방하는 것으로서 명령적인 성격

을 띠어(주세형, 2006ㄴ:401), 힘이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맞춤법 규정을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모든 규정은 일방적으로 주어

지는 암기의 대상이 되어 버리며, 현실 언어와 규범 간의 모순, 사전과의

괴리 등의 문제는 개선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된다(강보선, 2013:20). 김

은성(2013)은 국어교육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렌즈에 비유하여 가깝

게는 ‘정확한’ 언어를, 조금 멀게는 ‘적절한’ 언어를 정교하게 다루어 왔으

나, 더 멀리서 또 다른 차원을 조망하는 ‘타당한’ 언어에 대한 시각은 충분

히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한글 맞춤법이 원리를 바탕으로 구

성된 체계라 할지라도, 원리가 모든 항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며 여러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어 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을 단순히 정확하고 적절한

표기를 위한 규범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장면에서 사용

되는 언어와 비교하였을 때 맞춤법에 따른 표기가 ‘타당한’ 표기가 되는지

판단함으로써 규범에 언중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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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표준어 목록이나 수정되는 한글 맞춤법 해설은

규범이 결코 완전한 결과태가 아니라 언중의 실제 사용에 의거해 지속적으

로 수정되는 가능태임을 보여준다(제민경, 2018:474).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규정의 모순을 찾아내는 것으

로부터 경우에 따라 그 대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창의적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창의적 인식’을 국어를 창의적인 산물이자 과정으로서 보고 국어에

대해 창의적으로 주목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남가

영, 2006:20), 이때 ‘창의적’이라는 것은 ‘새롭고도 적절한 것을 생성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Lubart, 1994; 이경화, 2003에서 재인용). 특정 아이디어

나 산출물이 사회문화 속에서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화, 2003:185). 그렇다면 규범에 대한 창의적 인식은 규범을 고정된 규

범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표기의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규

범의 원리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적절성’을 고

려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강보선(2013)에서 맞춤법 교육에서의 ‘비판’은

‘건설적 비판’으로 수렴되어야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맥락과 그 의미를 공

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언어 사용자는 정확한 표기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상황에 따라 특정한 의사소통적 목적

을 위해 규범에 맞지 않는 표기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적절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규범을 거스른

것으로서 창의적 인식의 한 양상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맞춤법은 단순히 규범체로만 규정지을 수 없으며 실제 언어생활에

서 활용되는 자원이기도 한바, 어떤 부분을 세부적으로 초점화하여 인식하

는가에 따라 분석적 인식은 물론 비판적, 창의적 성격의 인식까지 복합적

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학습자에게 맞춤법 규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대

안을 모색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맞춤법

또한 언어의 한 양상으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면과 창의

적인 면을 일부러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김은성, 2006:136). 학습자가

보이는 여러 속성의 인식을 포착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이 갖는 다면적 속

성을 반영함으로써 맞춤법을 맞춤법답게 다룰 수 있는 지식의 구조를 입체

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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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준에 따른 맞춤법 인식

한글 맞춤법 조항은 모두 6장 57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항에 따라

붙임과 다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조항들로 구성

되어 있다(박문제, 2001:182).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항들 중에서도 어떤 조

항이 제한된 수업 시간에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불

가피하다.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의 구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그 수준에 따라 달리 살피는 것은 이에 기인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교육의 위계화는 총체적 위계화와 국부적

위계화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제1-57항 각 규정의 난이도를 판정하여 쉬

운 규정부터 어려운 규정의 순서로 배치하는 것은 총체적 위계화의 한 방

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규정 안에서도 학습자에게 보다 친숙한

고유어+고유어 합성어를 한자어로 된 합성어보다 먼저 가르치는 것은 국

부적 위계화에 해당된다(민현식, 2008:53). 즉, 맞춤법 규정의 난이도는 맞

춤법 교육의 위계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난이도

판단의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양할 수 있으나, 학습자가 해당 규정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수준의 인식을 동원하는가의 경향성을 살

펴보는 것은 그 난이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민현식

(2008)에서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난이도에 따라 배치하여 ‘필수 이론 설명

이 필요한 규정’과 ‘이론 설명 없이도 시각적 인지로 자연스레 터득할 수

있는 규정’으로 분류한 것은, 직접 학습자를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는 아니

나 학습자 입장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인식의 수

준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어진 이론 설명’을 바탕

으로 규정을 이해하거나 ‘시각적 인지로 자연스레 터득’하여 규정을 이해하

는 주체는 결국 모두 학습자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민현식(2008)에서 규정의 난이도에 따라 분류한 두 가지 유형

을 참고하여 학습자 인식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틀 또한 두 가지로 범주

화 가능하다. 듀이는 ‘자유롭게 우리의 머릿속을 흐르는 아이디어의 노정’

으로서의 ‘사고(thought)’의 유형을 ‘경험에 의한 사고(empirical thinking)’

와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로 구분한 바 있다(Dew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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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82-183; 최현주·이병승, 2013에서 재인용). 경험에 의한 사고는 일련

의 특별한 경험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사고의 습관으로, 과거 경험의 획

일성에 근거하여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사고통제의 방법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최현주·이병승, 2013:194). 논리학에서는 귀납적 이론의 출발점인 어떤

사실의 관찰이나 실험 전에 그 사실을 막연히 보는 것을 ‘직관’으로 정의하

는데(조규태, 1973:2), 경험에 근거하여 어떤 사실을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사고 과정은 곧 막연히 보는 ‘직관’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언어적 직관은 연

구마다 “intuitive idea”, “intuitive notion”, “intuitive understanding” 등 융

통성 있게 언급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어떤 언어적 표현이 문법적이냐 아

니냐 혹은 어떤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여 표현이 이룩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언어적 직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조규태, 1973:3). 인간의

마음 속에 언어적 직관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학습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 경험의 양과 질에 따라 저마다 다른 언어적 직관이 형성

된다. 이러한 언어적 경험과 직관의 관계에 의해 본고는 듀이의 ’경험에 의

한 사고‘가 직관적 수준의 인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성적 사고는 경험에 의한 사고와 달리 임의적이고 모호한 아이디어를

일관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만드는 앎의 작업으로서, 단순한 경험에 의한

사고와 달리 분리된 사실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최

현주·이병승, 2013:195). 듀이는 반성적 사고의 단계를 ‘문제 발견’, ‘관찰과

조사’, ‘가설 형성’, ‘논증 또는 검증’, ‘일반화’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탐구 학습의 근간이 되었다. 듀이

의 탐구는 ‘어떤 신념 혹은 어떤 지식 형태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근거

에 비추어 적극적이며 끈기 있고 세심하게 고찰하는 것, 또는 이 신념 혹

은 지식 형태가 지향하는 여러 결론에 대해 고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광해, 1997:112).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본고는 직관적 인식과 대

별될 수 있는 수준의 인식으로서 반성적 인식을 상정하였다. 듀이가 정의

한 다섯 단계의 인식의 주기는 개인의 지적 능력과 태도, 그리고 문제 상

황의 복잡성에 따라 요구되는 각 단계의 실행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최현주·이병승, 2013:197). 즉, 학습자가 한글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구

성하는 과정에서 듀이가 정의한 인식 주기의 모든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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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하더라도, 단순한 감각적 자극이나 습관에 좌우되지 않고 학습자 스

스로 확고한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구체화된 사실로써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 대해 반성적 인식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반성적 사고의 본질에

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적 수준의 인식

은 직관적 인식과 분명히 구분될 수 있고, 또 구분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

이다. 어떤 조항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여러 사례로부터 근거를

수집하여 토대가 되는 이론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고, 이러한 현

상이 하나의 경향성으로 나타난다면, 해당 조항이 모국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요소를 담고 있음을 함의한다고 간

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직관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요소’가 무엇인

지 밝히는 것은 한글 맞춤법 조항의 성격을 정치하게 규명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항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지식 구조 구축의 중핵이

된다. 요컨대 한글 맞춤법의 각 규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수준에 따라

직관적 인식과 반성적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민현식(2008)에서

보인 맞춤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를 위한 조항 범주화 시도의 실증적 토대

를 마련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 한글 맞춤법 교육에 대한 반성적 검토

본 절에서는 기존의 맞춤법 교육을 반성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교육의 미비함으로 인해 논

의가 특히 더 요구되는 지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검토는 교육과정 및 교과

서, 그리고 교수-학습 층위를 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교수-학습 층위는

제한적이나마 교사 인식 조사를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교육과정 및 교과서 층위의 검토

교육과정에서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교육은 6차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에(강보선, 2013:3), 본고에서는 6차 교육과정부터



- 50 -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육 내용을 검토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및 고등학교 ‘국어’, ‘문법’ 과목의 내용 체

계 모두에서 ‘맞춤법’은 ‘국어 사용의 실제’의 하위 항목으로 독립적으로 명

시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과정에서는 ‘맞춤법’의 원리나 규정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 대신에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인식하며 표준 발음을 익

히는 과정에서 올바른 철자를 함께 학습하도록 하거나 일상생활의 오용 사

례를 통해 정확한 표기를 포함한 올바른 어법을 귀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

였음을 성취 기준 세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문법’의 성취 기준에서 맞춤법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음소주의 및 형태주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글 맞춤법 내에서도 원리 이해에 방점이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맞춤법이 ‘실제’로 분류된 만큼 맞춤법 지식이 국

어 생활로 이어지는 것을 중요시하였는데, 이때 언어 사용의 정확성 측면

만이 부각되었다.

학년 과목 · 
영역 성취 기준

중학교 국어·언어

[1-언-(2)] 글에서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경우를 찾아 보
고, 음운 변동의 주요 규칙을 안다.
[2-언-(1)] 어법에 어긋나는 말을 들어보고, 언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안다.
[3-언-(7)]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
는 태도를 가진다.

고등
학교 문법·언어 ③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국어 

생활을 한다.
<표 Ⅱ-9> 6차 교육과정 중 맞춤법 관련 성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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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 내용 체계에서는 6차 교육과정과 달리 ‘규범

과 적용’이 별도의 범주로 설정된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성취 기준

에서도 규범과 관련된 내용이 확대되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국

어’ 과목의 성취 기준에서도 맞춤법이 명시되었다. 중학교에서는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찾아서 고치도록 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경험’이 된다고 하여 맞춤법 사용의 측면에서 정확성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년 과목 · 
영역 성취 기준

중학교 국어·
국어 지식

[9-국-(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기본] 맞춤법에 맞게 한 편의 글을 쓴다.
 [심화] 다른 사람의 글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  
        르게 고친다.
[9-국-(7)] 맞춤법에 맞게 글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  
        다.
 [기본]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을 써서 부끄러웠던 경험을     
         말한다.
 [심화]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고등
학교

국어 생활·
국어 

생활의 
실천

□1  국어 규범 지식
① 국어 규범의 기능을 이해한다.
② 국어의 중요 규범을 익힌다.

□2  국어 규범의 사용
① 국어 이해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
천한다.
② 국어 표현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
천한다.

고등
학교

문법·
국어 

가꾸기
③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이
를 지킨다.

<표 Ⅱ-10> 7차 교육과정 중 맞춤법 관련 성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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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은 고등학교 ‘문법’ 과목에서의 맞춤법 성취 기준에서도 드

러난다. 세부 내용에서는 “학습자들이 규범에서 벗어난 것을 즐겨 쓰는 경

향을 보이고 있어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기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6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맞춤법 준수

능력을 함께 강조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국어 생활’ 과목의 국어 규범

지식 관련 성취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에서는 맞춤법에 대한 엄격한 태도

와 다소 상반되는 태도를 보인다. “특정의 표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의

도적으로 규범에서 일탈된 표현 생산하기” 등을 학습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하여, 맞춤법이 아닌 규범에 대해서는 일탈된 표현 또한 교육적 가

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상반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 내용 체계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내

용 체계에서 독립된 범주로 설정되었던 ‘규범’이 ‘지식’ 범주 내로 축소, 흡

수되었으며, 고등학교 ‘문법’ 과목 내용 체계에서도 규범 교육 자체의 위상

은 현저히 낮아졌다. 7차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이었던 ‘생활 국어’가

폐지되어 그 내용이 ‘문법’ 과목에 대거 편입되게 됨에 따라 어문 규범 교

육의 비중이 문법 교과서에서 한 단원 이상 할애하기는 어려운 정도가 된

것이다(주세형·신호철, 2011:90-91).

규범 관련 내용의 축소 경향에 따라 맞춤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취

기준 또한 고등학교 ‘문법’ 과목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의 원

리를 이해하고 오용 사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맞춤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규범적 속성과 그러한 규범

적 속성에서 벗어나려는 창조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여, 맞

학년 과목 · 
영역 성취 기준

고등
학교

문법·
국어와 삶

② 올바른 단어 사용
◯가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표 Ⅱ-11> 2007 개정 교육과정 중 맞춤법 관련 성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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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법에 어긋나는 표기는 시정해야하는 것으로만 바라본 이전 교육과정의

기술 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기부터 ‘어문 규범’ 관련 성취기준이 공통 교육과정

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며 국어 규범 교육은

점차 문법교육 안에서 체계적으로 자리 잡는 양상을 보였다(남가영,

2014:10). 다만, 한글 맞춤법 교육이 공통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짐에 따라

선택 과목에서만 맞춤법을 가르치도록 했던 2007 개정 교육과정과는 반대

로 선택 과목인 ‘독서와 문법’에서는 별도의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과목에서는 ‘어문 규범의

원리와 내용’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고등학교 ‘국어 Ⅰ’에서는 한글

맞춤법으로 범위를 좁혀 맞춤법의 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양상을 취하

고 있다. 그 세부 내용에서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문

자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중시하고, 맞춤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따져보도록 하여 정확성 측면만을 재차 강조하였다.

다만, ‘국어 Ⅰ’의 성취 기준 세부 내용에서 원리에 대한 이해에 있어 음

소문자이면서도 모아쓰는 한글의 특성과 연관 지어 이해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원리가 맞춤법 이해

를 위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위만을 기술한 것과는 달리, 원

리 이해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함께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교

학년 과목 · 
영역 성취 기준

중학교 국어·지식 (3) 어문 규범의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고등
학교

국어 Ⅰ·
올바른 
국어 

사용의 
생활화

(1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표 Ⅱ-12> 2009 개정 교육과정(2011년 고시) 중 맞춤법 관련 성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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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과목에서는 북한의 맞춤법과 비교하는 교육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였

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 과목의 내용 체계에서 ‘국어 규범’이 지식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되었던 것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규

범’이 7차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독립적인 핵심 개념으로 설정되어 그 위상

이 보다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본격적으로 단어의

표기와 관련해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명시적인 내용 요소로 다루

게 된다. 이때 고등학교 1학년 성취 기준에서는 원리 이해와 함께 실생활

에 적용하는 능력을 중요시하여, 실제 언어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을 선택

적으로 다루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제1항 전체를 꿰뚫는 원리를 알 수 있

게 하는 조항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이전 교육과정에

서는 한글 맞춤법의 교육 내용을 ‘원리와 규정’이라고 포괄적으로 서술했었

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한글 맞춤법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규범에 맞는 정확한 표기’에 대한 강조의 정도

는 약화된 측면이 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언어와 매체’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규범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적절성, 창의성까지 고려될 수 있음을

학년 과목 · 
영역 성취 기준

고등
학교 
1학년

국어·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10국04-0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
다.

고등
학교

언어와 
매체·

국어의 
탐구와 
활용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
다.

<표 Ⅱ-13>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맞춤법 관련 성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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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였다. 이때의 ‘규범’이 맞춤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맞춤법에 있어

서도 언어 사용 장면에 따라 사용의 적절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

는 교육 내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따라 한글 맞춤법 단원은 2015 개정 교과서 중 고등

학교 ‘국어’ 과목에 편성되어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국어’에서의 한글 맞춤

법 단원은 ‘언어와 매체’의 성취기준에서 규범을 정확성뿐만 아니라 적절

성, 창의성의 측면에서 다루어보도록 한 것과 달리, 정확성만을 담보한 규

범 교육에 집중되어있다. 즉, 한글 맞춤법이라는 ‘규범’은 ‘정확한 언어생활

을 하다’, ‘바른 언어생활’ 등의 각 교과서 대단원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정

확한 단어 표기를 위해 언제나 준수해야 할 규칙’으로 제시되어있다. 금성

출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11종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한글 맞춤법

학습을 위한 활동이 주어진 잘못된 표기를 고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사실

은 이를 뒷받침한다. 한글 맞춤법 단원에서만큼은 교육과정기 이전부터 강

조되었던 “규범문법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명령의 문법”이라는 관점(남

가영, 2014:18)이 60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로부터 제정되어 표준화된 한글 맞춤법이 언중에게 가지는 구속력이

나 정확한 언어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라는 사실을 부정

할 수는 없으나, 표기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각 상황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적절성, 창의성의 층위에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법은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으로서의 문장 문법의

성격뿐만 아니라 언어생활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발화, 맥락을 모두 고려

해야 하는 담화 문법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관규,

2017:7). 표기를 관할하는 문법 또한 이러한 사실의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교과서의 맞춤법 학습 활동은 메신저 등의 매체 상에서의 의사

소통 상황을 상정하여 잘못된 우리말 표기를 바로잡도록 하여 학습자 스스

로 맞춤법 준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제시되어있다. 그러

나 메신저 등에서 쓰이는 많은 잘못된 표기들 중에서도 사용자의 맞춤법

지식 부족으로 틀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맞춤법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표현의 의도에 의한 잘못된 표기도 존재한다. 혹은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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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이 다수 사용자의 표기 습관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 다수 사용자의 표기 습관과 어긋나는 규범이 있다면 이는 수정하여 보

다 합리적인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말 발전에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맞춤법을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학습자가 맞춤법 규정을 수

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표기 상황에 따라 규정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규범 전반에 대한 지식을 합리적

인 방향으로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그림 Ⅱ-3>의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심화 학

습으로 노래 가사에 빈번하게 쓰이는 2인칭 대명사 ‘니’를 예시로 들어 ‘네’

가 올바른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니’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언어 현실에 대한 판단을 학습자에게 맡기고 있다. ‘맞춤법에 맞는 정확한

언어생활’만을 강조하는 여타 교과서와 달리, ‘관용’에 따라 맞춤법의 규정

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다루어 대중의 실제 언어 표기와 언어 규범 간

의 쌍방향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글 맞춤법의 학습목표와 관련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를 공통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교

[그림 Ⅱ-3] 2015 개정 교과서 중 한글 맞춤법 관련 학습 활동

(류수열 외,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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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습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도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원리를 출발점으

로 삼음으로써 표기에서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두 표기 방법을 구분

하도록 하는 지점에서 표기 방법을 결정하는 의미의 투명성이나 생산성의

기준을 학습 활동에서 다루는지 여부에서 교과서별로 차이가 났으며, 이에

따라 교과서 내 맞춤법 탐구 학습의 깊이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본고

의 Ⅱ장에서 다루었던 ‘의미의 투명성’ 및 ‘생산성’의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

용하지는 않더라도 두 가지 기준의 내용을 모두 다룬 교과서는 12종 중 2

종뿐이었다. ‘들어가다’와 ‘드러나다’의 차이 등을 통해 의미의 투명성에 대

해서만 설명한 교과서는 5종이었으며, 두 기준 중 어느 것도 다루지 않은

교과서 역시 5종이었다. 두 기준을 전혀 다루지 않은 교과서의 경우, 학습

자가 직관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통해 어법에 맞도록 적어

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정확한 표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

치는 요인인 언제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하는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제1항에 뒤따르는 주요 조항에 대한 탐구 학습이 한

글 맞춤법의 원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 [그림 Ⅱ-4]와 [그림 Ⅱ-5]는 각기 다른 교과서의 한글 맞춤법 단

원 학습활동으로, 전자는 본문에서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룬 반면, 후자는 두 기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한다. 이에 따라 두 교과서는 제시된 단어를 제1항의 원리에 따라 ‘소리대

로 적은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을 분류하도록 하는 동일한 유형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을 통해 달성하게 되는 학습

자의 이해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Ⅱ-4]에서는 학습자가 해당

활동에 앞서 접미사의 생산성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하고 단

어에 직접 적용해보도록 하여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리가 파생어 표기에

관한 조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기준

도 주어지지 않은 [그림 Ⅱ-5] 활동에서의 결과물은 일정한 기준에 의한

판단이 아닌 단순히 단어의 외적 형태에 의존하거나 직관에 따른 것일 가

능성이 높다. 요컨대 모든 교과서가 표면적으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학습활동 구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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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내용 요소를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처럼 단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매개로 두 내용 요소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어 맞춤법이

라는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림 Ⅱ-4] 2015 개정 교과서 중 한글 맞춤법 관련 학습 활동

(이성영 외, 2018: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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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단원 편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교과서에서 음운 변동과 한

글 맞춤법이 동일한 대단원에 속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음주의가

한글 맞춤법 표기의 기본 원리인 만큼, 음운 변동에 대한 학습을 통해 바

로 다음 소단원에 나오는 한글 맞춤법의 ‘소리대로 적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학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서는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묶어 음운에 대한 지

식과 맞춤법 지식을 연계하고자 하였다.21)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에 대

한 내용을 하나의 본문으로 기술하여, 제5항의 음운론적 규칙성에 의한 된

소리 표기에 대한 설명이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이 별도의 소단원으로

구성된 다른 교과서에 비해 명확하게 기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학습 활동에서는 음운 변동에 관한 활동과 한글 맞춤법에 대한 활동

이 철저히 분리되어 두 영역의 지식이 결합되지 못하고 병렬적으로 나열된

양상을 보였다. 예컨대 다음 [그림 Ⅱ-6]과 같이 음운 변동에 대해 묻는 학

습 활동이 있다면, 각각의 음운 변동을 설명하면서 왜 원형을 밝혀 표기하

21) ‘고등학교 국어’ 총 12종 교과서 중 음운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묶어 함께 제시한 구성은 지학사, 교학사 2종의 교과서에서 확

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10종의 교과서에서는 한글 맞춤법이 별도의 소단원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Ⅱ-5] 2015 개정 교과서 중 한글 맞춤법 관련 학습 활동

(김동환 외, 201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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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의 원리를 적용하여 함께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음

운 변동의 사례로 제시된 단어 모두 표기의 근거를 한글 맞춤법에서 찾을

수 있는 유형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운 변동과의 연계 외에도 [그림 Ⅱ-7]의 천재교육(이) ‘고등학

교 국어’의 사례와 같이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처음 설명하는 과정에서 형

태소의 개념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단어 단위에 대한 지식을 맞춤법에 대한

지식과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맞춤법이 적용되

는 대상을 단어 차원과 문장 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림 Ⅱ-6] 2015 개정 교과서 중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단원의 

학습 활동(이삼형 외, 201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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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어 구조에 대한 지식과의 연계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전반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은 아니었으나, 학습자가 한글 맞춤법을 인식할

때 그 인식의 대상은 조항에 따라 음운, 단어, 문장으로 달라질 수 있음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연계의 필요성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면, 현재의 음운 단위에 한정된 통합적 단원 편성을 넘어서 맞춤법 단원

내 교육내용 구성에서도 학습자의 규정 이해에 비계가 될 수 있는 국어 구

조에 대한 지식을 선별하여 맞춤법과 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2015 개정 교과서 내 한글 맞춤법 단원은 한글 맞춤법의 구조를

따라 원리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제1항의 원리를 이해하

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음운, 단어, 문장과 관련한 개념이 함께 설명되

어있으며, 규정의 실생활에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제1항으로 설명될 수 있

는 규정 및 실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표기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제1항 이

외의 세부 규정들로서 제시되어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따라서는 학습 내용

의 유용성에 치우쳐 표기 결과물로서의 단어 사례들만을 제시하고 각 사례

에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표기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 규정

이 제시된 방식이 원리 중심의 한글 맞춤법의 체계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

[그림 Ⅱ-7] 2015 개정 교과서 중 한글 맞춤법 단원 본문
(이성영 외, 2018: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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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기도 하였다. 또한 표기의 정확성만이 강조되었는데, 맞춤법 규정

또한 불완전한 것으로서 언어 현실의 관습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한

다면 교과서에서 학습자에게도 규정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2. 교수-학습 층위의 검토

교수-학습 층위의 검토를 통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맞춤법 교육

방향 및 교육 내용이 어떠한 수업 및 학습 장면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현실태를 가늠하여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중고등

학교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은

모두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국어 교사이며, 최소 6개월부터 최

대 9년까지의 교사 경력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되었다. 설문 내용은 크게 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한글 맞춤법 교육의 경험’, ‘한글 맞

춤법 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 ‘한글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 ‘현행 교과서

내 한글 맞춤법 교육에 대한 인식’, ‘한글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및 난점’,

‘한글 맞춤법 교육의 이상적 상’에 대해 물었으며, 이 중 인식을 묻는 문항

은 5점 리커트 척도나 서술형 응답 방식의 형태를 취하였다.

1) 한글 맞춤법 교육의 경험
질문

❍ 수업 시간에 한글 맞춤법을 가르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응답 인원 비율

가르쳐 본 적이 있다. 18 81.9%

가르쳐 본 적이 없다. 3 13.6%

기타 1 4.5%

합계 22 100%

<표 Ⅱ-14> 한글 맞춤법 수업 경험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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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한글 맞춤법을 가르쳐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구체

적인 수업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T-3】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각각의 세부 원리를 형태론적 개념들과

연결하여 가르쳤습니다.

【T-15】한글 맞춤법 원리 주요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 연결하기

【T-18】한글 맞춤법의 원칙을 설명한 후 소그룹 협동학습으로 활동을

진행함. 인터넷 기사와 웹툰, 노래 가사 등 일상 생활에서 발견 가능한 한글

맞춤법 오류를 찾아 정정하고 정정 근거를 조항과 연결 지어 발표하도록 수

업함.

【T-16】수업을 맡은 학년군의 교과서상 내용에 한글 맞춤법 내용이 직

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로 수업을 하지는 않았음. 진도상

여유가 있을 때, ‘우리말 겨루기’ 등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필요한 내

용을 보충 설명해주는 식으로 진행한 적이 있음. 또는 학생들이 자주 혼동하

는 한글 맞춤법 내용들로 문제를 만들어 퀴즈 형식으로 수업한 적 있음.

수업 방식은 【T-3】, 【T-15】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글 맞춤법의 원

리를 중심으로 세부 조항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것으로, 2015 개정 교과

서에서 살펴본 한글 맞춤법 단원의 본문 구성 방식을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의식 수업과 탐구 학습을 병행하는 때에도 잘못

된 표기를 주위 언어 사용 예시들에서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거나 예시를

들어 조항을 설명하도록 하는 등 교과서에 구현된 학습 활동과 유사한 탐

구 학습이 두드러진다. 특히 실제 수업에서는 표기 사례를 중시하는 경향

을 보이며, 【T-16】과 같이 학습 내용 확인을 위한 도구로 각 사례에 대

해 묻는 퀴즈를 주요하게 활용하였다.

한편, ‘가르쳐 본 적이 없다’ 또는 ‘기타’로 답한 경우는 모두 교육과정상

수업을 맡은 학년에서 한글 맞춤법이 아직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

으며, 한글 맞춤법을 의도적으로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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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맞춤법은 실제 언어생활과 가장 근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

서 교사 또한 능동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업에 동원하여 학습 동기를 유

발하면서, 교과서에 별도의 단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시

간을 내어 맞춤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교수-학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 하에 교수-학습의 방법 층위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맞춤법 교수-학습이 ‘방법’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맞춤법 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민은 상대

적으로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학습자

의 흥미 제고를 위한 방법 고안에 몰두하는 경우 방법에 맞게 내용이 파편

적으로 취사선택되는 주객전도의 양상을 띨 수 있다.

2) 한글 맞춤법 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
질문

❍ 한글 맞춤법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 아래 사항 간의 우선순위를 매겨 주십

시오.

응답

항목    

인원 비율

1 2 3 4 5 1 2 3 4 5

한글 맞춤법에 규정된 원리와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3 4 7 6 2

13.

6%

18.

2%

31.

8%

27.

3%

9.1

%

맞춤법을 국어 구조(음운, 단

어, 문장)에 대한 지식과 연계

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

7 5 4 2 4
31.

8%

22.

7%

18.

2%

9.1

%

18.

2%

글을 쓸 때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쓰

는 것

4 6 6 5 1
18.

2%

27.

3%

27.

3%

22.

7%

4.5

%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표기 상

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

5 6 2 6 3
22.

7%

27.

3%

9.1

%

27.

3%

13.

6%

기타 3 1 0 0 18
13.

9%

4.5

%
0% 0%

81.

8%

<표 Ⅱ-15> 한글 맞춤법 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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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한글 맞춤법 교육에 관한 연구

에서 논의되고 교육과정에 기술된 여러 유형의 목표에 대해 교사가 생각하

는 중요도에 따라 1번부터 5번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그 인식을 조

사하였다.22) ‘기타’ 항목에 5번 이외의 순위를 매긴 응답은 주어진 선택지

외에 교사 자신이 생각하는 맞춤법 교육의 목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23)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한글 맞춤법의 교육 목표는 ‘맞춤법을 국어 구

조에 대한 지식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T-4】중학교는 문법과 관련해 1-3학년에 걸쳐서 넓게 퍼져 제시되어

있고, 3학년이 되어서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법 요소를 배

우고 있는데 전 학년에서 배운 내용(품사, 문장성분 등)을 까먹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앞의 내용을 복습하는 데 수업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맞춤법

교육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국어 지식을

총 동원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전에 배운

내용을 다시 떠올리면서 맞춤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구성 방

안이 있으면 좋겠다.

【T-13】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맞춤법 단원 전에 음운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음운 ~ 통사 중요 개념을 훑고 맞춤법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기본

개념을 알고 배우니 이해도가 높았음. 맞춤법 전에 형태 부분에서 접미사가

뭔지, 형식 형태소가 뭔지, 언제 쓰이는지 등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정리를 단

원 들어가기 전에 넣어주면 애들이 수월해할 것 같음.

22) 문항의 취지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해서 1부터 5까지 순차적으로 순위를 매긴

응답이 전체 응답 중 약 73%를 차지하였지만, 그 외의 응답자들은 동등하게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순위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23) 문항에 주어진 네 가지 목표 외에 응답자가 별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

가 없는 경우 5번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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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지식과 국어 구조에 대한 지식의 연계 교육에 대한 요구는

【T-4】, 【T-13】과 같이 실제 수업 운용 경험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한

글 맞춤법이 사실상 음운, 단어, 문장, 담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규정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들 지식과의 연계가 실질적인 효과로 드러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2015 개정 교과서에서 맞춤법

단원이 음운 단원과 하나의 대단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점차 반영되고 있다.

2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목표는 ‘글을 쓸 때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하

지 않고 정확하게 쓰는 것’과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표기 상황에 따라 유

연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두 목표는 모두 맞춤법에 대한 선언적 지식보다

는 실제 표기를 수행하는 절차적 지식과 관련된 것이라는 공통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한글 맞춤법에 규정된 원리와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목표가 이들 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3, 4순위로 많이 꼽힌

결과와 비교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이 ‘표기’를 위해 존재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규범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으로 맞춤법 교육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

라, 학습자의 표기 생활에 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을 시사해준다.

【T-21】맞춤법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 실제 언어생활과 연관

될 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창조적인 언어 사용이 되려면, 기본적

인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왜 그렇게 적기로 약속했는지

에 대한 지식과 원리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어

사용자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확성, 규범성을 강조하면 문법은 실제

언어생활과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는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지 않을

까 생각한다.

【T-13】이론상으로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

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수능에 순수 맞춤법 지식 ‘활용 능

력’이 단독으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활용 능력’이 맞춤법과 좀 동떨어진 느

낌이다. 다른 문법 현상 ‘이해'에 오히려 맞춤법이 도움이 되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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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T-21】에서는 ‘단어 표기의 정확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행 맞

춤법 교육에서도 ‘창조적인 국어 사용’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

한 목소리가 드러난다. 그리고【T-13】을 통해 수능을 고려하였을 때 정

확성 이외의 범주에서 맞춤법 지식을 확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맞춤법 지식의 유연한

활용’이 2순위로 많이 꼽힌 동시에 4순위로도 많이 꼽힌 결과에 대한 이유

일 수 있다. 맞춤법 교육에서의 ‘정확한 표기’와 ‘유연한 표기’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동등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지만, 현행 교육이 전자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3) 한글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한글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고 한 하나의 응답

을 제외하고는 응답자의 95.5%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그 이유에 대한 기술 내용은 ‘문법 지식 학습의 측면’과 ‘의사소통 측

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자는 수업 시간에 학습자가 배우게 되는 여

러 음운, 단어, 문장, 국어사에 대한 지식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

는지 알 수 있는 통로가 맞춤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주로 학생들

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생활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요

질문

❍ 맞춤법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인원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0 0%

보통이다. 1 4.5%

대체로 필요하다. 11 50%

매우 필요하다. 10 45.5%

합계 22 100%

<표 Ⅱ-16> 한글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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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맞춤법 준수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섣불리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한글 맞춤법 교육의 어려움을 논한 사례는 있어도

무용함을 주장한 교사는 없었다는 사실은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에 대한

이론적 층위의 논의가 교사에 의해 교실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 현행 교과서 내 한글 맞춤법 교육에 대한 인식

현행 교과서와 같이 원리를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 조항을 통해 한글 맞

춤법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59.1%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으나, 필수는 아니라고 보는 인식 또한 4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T-3】조항을 학습하는 것이 오히려 맞춤법이 고정된 진리가 아니며

언어 공동체의 언어습관, 문법적 원리 등을 토대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T-11】한글 맞춤법 조항이 맞춤법의 원리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10】조항을 하나하나 익히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

질문

❍ 현행 교과서와 같이 한글 맞춤법 조항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교육이 앞으로

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인원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 9.1%

보통이다. 7 31.8%

대체로 필요하다. 9 40.9%

매우 필요하다. 4 18.2%

합계 22 100%

<표 Ⅱ-17> 현행 교과서 내 한글 맞춤법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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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문학, 비문학 등을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

을 것 같다.

【T-3】과 【T-11】은 모두 ‘대체로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이며,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포함한 표기 규범으로서의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서는 학습자에게 조항을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T-1

0】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조항의 교수-학습 과정상

생길 수 있는 흥미 저하라는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항 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한 타 답변에서도 드러났던 문제의식으로,

현재 교과서 맞춤법 단원에 발췌된 일부 조항이 지식의 측면에서는 필수적

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내용이 실제 단어 표기

대한 학습자의 관심이나 표기 생활과의 연관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함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교육 내용을 설계함에 있어 여러 조항으로

구성된 한글 맞춤법의 내적 체계를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한글

맞춤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인식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와 직

접적으로 연관되고 학습 동기를 제고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5) 한글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및 난점

현장의 교사가 느끼는 한글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및 난점은 학습자의

학습 양상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한 결과가 축적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문제점은 기존의 맞춤

법 교육 연구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 연구가 교육과정 및 교

과서로 온전히 구현되지 못한 부분을, 난점은 교사가 교육을 실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T-11】몰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맞춤법 지식도 불필요하게 많이 가

르친다. 시험을 위해서는 결국 암기 위주의 수업이 되고, 예외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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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9】교과서 내용이 기본적인 총론 이해에 그치면서 활동은 그 이상

을 바란다. 총론 이해가 물론 중요하나 좀 더 실제적이고 많은 오류를 겪는

부분을 가르쳤으면 한다. 맞춤법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있고 어렵다.

【T-14】맞춤법에 대한 설명이 음운, 품사, 문장성분 등의 문법 지식과

연계돼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 구성 등이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글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및 학교 현장에서 겪는 난점을 자유롭게 기

술하도록 한 결과, 문제점과 난점이 모두 맞춤법 교육 내용 측면에 집중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내용 중에서도 교과서가 다루는 분량과

관련하여 【T-11】과 같이 실제 생활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예외가 많

은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대한 분량의 교육 내용은 방법

에 있어 암기식 교수-학습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T-19】, 【T-14】의 기술을 통해 현행 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 총론의

원리 이해를 지향하고 있으나, 원리에 대한 학습 내용이 여러 문법 지식을

아우르는 실제 복잡다기한 표기 규정에 대한 학습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원리의 이해 및 적용에 요구되는 국어

구조에 대한 지식이 맞춤법 단원 내에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1번으로 다루었던 ‘한글 맞춤법 교육의 경험’ 문항에서 교사의 노

력이 맞춤법 교육의 방법 층위에만 집중되어있었던 것은 위와 같이 제기된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 층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교사 개인이 모색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에 대한 이론적 층위의 연구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이 교육현장 내 교수-학습의 변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

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함일 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법 교육

내용에 대한 이론이 학습자의 실제 표기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한다는 난

점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은 기존의 학문적 논의가 학습자가 맞춤법의 원리

를 실제 표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인식 양상 및 맞춤법



- 71 -

수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학습자가 맞춤법의 각 조항을 어떤 인식 과정을 통

해 그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면, 많은 조항 중

에서도 명시적인 교수-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보다

합리적으로 변별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설

명 및 국어 구조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글 맞춤법 교육이 내용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분량이나 구성 방

법에 대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법 교육 내용의 설계에 있어 학

습자라는 요인을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

6) 한글 맞춤법 교육의 이상적 상

흔히 ‘이상과 현실’을 병치하여 함께 논하듯, 현직 교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맞춤법 교육의 이상적 상은 교사가 느꼈던 맞춤법 교육 내용상의

현실적 문제점 및 난점에 기반을 두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된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T-1】교과서에서는 조항과 관련된 사례를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

들이 ‘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럴까? 왜 이런 예외가 있을까?’ 등의 질문을 던

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T-22】학교 문법 수업 과정에서 관련된 맞춤법 조항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러한 맞춤법 조항이 설정된 배경, 원리, 바른 표현 등을 폭넓게 탐구한다

면, 문법 수업의 깊이가 더해짐과 함께 한글 맞춤법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

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T-4】한글 맞춤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몇 부분으로 조항을 나누어

학생 중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 교과서에서도 음운, 단어 단원에

한글 맞춤법과 직결되는 부분은 교과서 날개 부분에 조항을 함께 제시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T-20】이전부터 맞춤법 교육은 ‘맞춤법을 올바르게 쓰는 것’에만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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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었다. 한글 맞춤법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맞춤법 규정에 대

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한글을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맞춤법에 대한 필요성과

흥미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한글 맞춤법 단원의 교육 내용 및 교과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한글 맞춤법 교육의 이상적 상 역시 구체적인 교육 내용 구성 측

면을 중심으로 【T-1】,【T-22】와 같이 한글 맞춤법에 나열된 각 조항의

사례 및 예외 학습에 그치기보다는 규정의 이유가 되는 원리에 대한 탐구

가 이루어지는 교육이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T-4】

와 같이 각각의 언어 단위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을

함께 다룸으로써 여러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구체적으

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T-20】은 앞서 한글 맞춤법 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확성 차원에서 유연한 언어

생활의 차원까지 다루는 것으로 맞춤법 교육에 대한 관점을 확장할 필요성

을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자면,

교사 스스로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다양한 교수방법을 시도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

지만, 맞춤법 교육의 한계 또한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한계는 맞춤법 교

육이 학습자와 연계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T-1】,【T-22】을 통해 드

러나듯 맞춤법 교육 내용이 원리를 중심으로 짜인 맞춤법의 실제와도 온전

히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그간의 교육과정

에서 명시적으로 추구해왔던 맞춤법 교육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원리 중

심의 맞춤법이 학습자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그 전달 방법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들

은 학습자의 언어 인식 및 언어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맞춤법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요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맞춤법

지식의 구조는 위와 같은 인식 조사에서 드러난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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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지식 구조 분석을 통한

한글 맞춤법 교육의 의의

4.1. 원리 중심의 한글 맞춤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

문법이 일반적으로 언어에 내재한 ‘원리’와 ‘규칙’으로 정의되는 것과 같

이 한글 맞춤법 또한 우리말의 표기에 관한 ‘원리’와 ‘규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원리’는 ‘규칙’에 비해 느슨한 것으로

서, 여러 가지 규칙들의 다발로 설명되는데 여러 규칙들을 제어하는 상위

의 이치로 바라볼 수 있다(구본관·신명선, 2011:267). 학습자가 한글 맞춤법

을 단순히 수많은 규칙들이 모인 집합으로 단순 치환하여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들 규칙이 운용되는 상위의 원리가 맞춤법 이해의

바탕에 놓여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서 원리의 중요성은 앞선 교과서 검토에서도 여실히 드러

났다. 모든 교과서의 한글 맞춤법 단원은 원리를 담고 있는 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됨으로써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있었다. 그 결과 본고의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학습자가 제1

항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양상을 보였다.

【H-Y2-36】‘하늘’이나 ‘나라’ 같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있지

만 소리대로만 쓸 때 말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며 ‘좋고’처럼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이 있다.

【H-Y2-37】한글 맞춤법의 대상은 표준어이고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모두 적용한다. 예를 들어 ‘구름’ 같은 경우는 표음주의에 근거한 표기이고,

‘얼음’ 같은 경우는 표의주의에 근거한 표기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의 큰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이 세부 조항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표기 형태를 결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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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H-Y2-24】제1항에 대해서는 알지만 헷갈리는 맞춤법에 어떤 어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H-Y2-20】어떤 게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또 어떤 게 소리 나는 것과

다르게 적는 것인지 제1항만으로는 알 수 없다.

【H-Y2-22】제1항은 너무 범위가 커서 알고 싶은 맞춤법을 아는 목적

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제1항을 생각하기보다는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와 같

은 인터넷을 이용한다.

【H-Y2-38】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 답변을 한 학생들이 이미 지난 학기에 고등학교 한글 맞춤법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곧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제

1항을 중심으로 한 한글 맞춤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학습자에게는 그 교육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

다. 본고에서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한글 맞춤법의 지식의 구조의 밑바탕

에 한글 맞춤법의 원리가 자리하도록 하면서도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

의 유형과 양상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 연유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본고의 설문조사에서 학습자는 맞춤법의 어떤 조항을 이해함에 있어 제

1항의 학습 내용을 상기하여 원리를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조항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음운이나 단어에 먼저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경

향이 두드러졌다. 그렇다면 한글 맞춤법 교육에서는 이러한 학습자의 일차

적인 주목이 어떤 소리가 표기 형태와 일치하는지, 혹은 단어의 구성 요소

가 생산성과 의미의 투명성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분석적 인식으로 이

어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근거로 최종적인 표

기 형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이 학습자

의 일반적인 인식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원리에 대한 이해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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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구성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학습자가 한글 맞춤법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규칙의 체계임을 체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교수

-학습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2. 국어 구조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

일반적으로 음운, 형태소, 단어, 구와 절, 문장, 담화를 포괄하는 국어의

구조에 대한 지식은 자기와 주변 언어 현상의 분석 도구가 되며, 특히 국

어 규범을 체득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 된다(민현식, 2008:34-35).

개인이 보이는 문법적 오류 또한 국어의 구조를 이루는 각 단위별로 나누

어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문학 영역이나 기능 영역에서 다루기 어렵고

문법 영역의 국어지식의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김광해, 1997:82-83). 또한 현행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 또한 일

반적으로 국어 구조 단위별로 단원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방향

을 취하고 있는 만큼 각 구조에 수반되는 용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문

법교육 내용의 중핵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한글 맞춤법의 규정은 국어 구조 전반의 표기를 아우르고

있어, 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규정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촉

진될 수 있다. Apel(2011)에 따르면 영어의 철자법 지식(orthographic

knowledge) 또한 그간의 연구를 종합한다면 심리적 형태소 표상(mental

graphemic representations)과 철자 패턴(orthographic pattern)을 그 구성

요소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는 영어의 철자법 지식 또한 기본적으로 ‘형태

소’라는 언어의 구조를 이루는 주요 단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으며, 곧

형태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 표상을 형성하는 것이 철자법 이해

를 위한 필요조건이 됨을 보여준다. 또한 반대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

는 학습자가 여러 학년을 거치며 학습해온 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종합

적으로 재점검하면서 이러한 이해가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되는 양상을 직

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구조 지식과 규범 지식

은 통합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민현식, 2008:49), 앞선 교과서 검토에서

도 음운 교육 내용과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이 하나의 단원으로 통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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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 지식과 규범 지식의 통합을 지향하는 흐름에 따라, 본고에서는 구

조 지식과 규범 지식 통합의 방향을 음운뿐만 아니라 단어, 문장 및 담화

층위 각각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는 각 조항마다 달리

요구되는 언어 단위별 지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맞춤법 규범을 하

나의 체계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언어의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를 아

우르는 국어 구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3.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표기 능력의 신장

본 Ⅱ장 3.1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그간의 한글 맞춤법

교육의 목표는 주로 ‘올바른 단어의 사용’,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즉

국어 사용의 ‘정확성’ 층위에서 기술되었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체계적 이

해가 국어의 정확한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매체를 비

롯한 공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맞춤법을 준수하지 않은 표기가 빈번하게 목

격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규범 교육에서 ‘정확성’이 강조되는 것은 필연

적이다. 본고에서 원리 중심의 체계적인 한글 맞춤법을 지향하고, 학습자가

언어 단위별로 규정을 세밀하게 인식할 것을 추구하는 것 또한 모두 궁극

적으로는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길러내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그러나 국어 능력이라는 개념이 그동안 정확한 국어 사용, 적절한 국어

사용, 타당한 국어 사용, 창의적 국어 사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사

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언어에 대한 관점 또한 정확성, 적절성, 타당

성으로 나눌 수 있다(신명선, 2011:86).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을 비롯한 규

범 교육에서도 관점을 달리하여 정확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층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규범이라는 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언어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안된 것이고, 규범이 언어 현실과

의 모순으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관규(2012:144-145)는 사람들이 일정한 한글 표기를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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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것을 규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사용의 보편성 원리’라고 하여,

이를 음소주의나 형태주의와 구분되는 또 다른 한글 맞춤법을 설명하는 원

리로 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모든 상황에서 규범을 준

수하여 오류 없이 표기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정확성’에 대한 인식을 바

탕으로 소통 상황에 따라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적절성’을 갖춘 표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도모해야 한다.

나아가 문법교육이 추구하는 또 다른 목표로서의 ‘창의성’은 교육과정에

서는 주로 예술언어 사용과 관련되어있지만, 예술언어뿐만 아니라 통신 언

어에서 규범에 어긋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창의적 언어 사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구본관, 2010:193-194).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학습자

가 맞춤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는지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도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주목하여, 언어 사용의 ‘적설성’, ‘창의성’ 국면 또한 맞춤법

규정별 교육 내용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확성에만 방점이 놓인

기존의 맞춤법 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표기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

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도 창의적인 표기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습자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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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지식 구조 분석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1. 자료 수집 방법

(1) 연구 대상

본고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지식의 구조가 학습자의 인식으로 표상

되는 경험 구조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고등학교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하였다.24)

예비조사에서 중학교 학습자와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중학교 학습자의 경우 교육과정상 맞춤법

을 설명하는 데 요구되는 언어 단위별 문법개념에 대한 학습이 아직 온전

히 이루어지지 않아 맞춤법 규정의 내용을 글로써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이에 본조사에서는 연구 대상을 고등학교 학습자로 한정하였으며,

24) 본 장에서는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을 학습자의 경험, 즉 학습자의 인식으로

구체화하여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장을 ‘학습자 인식 분석’이 아닌 ‘학습자 지식 구조 분석’으로 명명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한글 맞춤법은 문법교과 안에서도 지식으로

서의 성격이 특히 강해, 학습자가 이에 대해 보이는 인식 또한 궁극적으로는 한글

맞춤법 ‘지식’에 대한 이해를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하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가 보이는 인식을 맞춤법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

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시 ‘지식’의 형태로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연구의 목표가 단순히 학습자가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인식의 다양한 양

태를 나열해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인식 간에 나타나는 관계적 양상

을 밝힘으로써 하나의 구조로 통합해 보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분석을 통

해 도출된 다양한 결과들이 기존의 한글 맞춤법 이론과 결합해 한 단계 더 추상

화된 구조로 표현되도록 함으로써 한글 맞춤법 교육의 ‘이론’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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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표집에 따라 교과서를 통한 한글 맞춤법 학습 경험이 있는 고등학

교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법에 대한 다양한 국면의 인식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인식 조사를 위해 선정된 고등학교 학습자는 Y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62명, S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51명이다.26)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였을 때 Y 고등학교가 S 고등학교에 비해 보통학력 이상의 학습

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상위권 학교와 중상위권 학교 학습자의 맞춤법

인식 양상을 고루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글 맞춤법 인식에 있어 학년

별로 차이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자 두 학교에서 서로 다른 학년의 학습

자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자료의 지속적 비교 과정에서 두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고는 연구 대상자의 학년

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를 분석하여 각 유형별 범주를 도출하였음을 밝힌

다.

25) 예비조사를 실시했던 Y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교이나 각 연구 대상은 서로 다

른 학년의 학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학교에서 조사를 실시한 사실에

기인하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 간의 영향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6) Y 고등학교는 일반 사립고등학교, S 고등학교는 국립고등학교이다. 올해 2019

학년도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아직 공시되지 않아,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학년도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공시 자료를 참고하여 각 학교의

학습자 수준을 가늠하였다(<표 Ⅲ-2> 참조).

구분 조사 기간 연구 대상

예비조사

2018. 12. Y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54명
2018. 12. B 중학교 2학년 학습자 25명
2019. 05. D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25명
2019. 05. S 중학교 3학년 학습자 50명 

본조사 2019. 07. S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51명
2019. 07. Y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62명25)

계 267명
<표 Ⅲ-1> 연구 대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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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고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인식 양상을 질적·귀납적으로 조사하기 위

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주요하게 활용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실시한 예비

조사 또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두 조사의 설문지 모두 자기보고 설

문지로 인쇄된 설문지에 응답자 스스로 답변을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

하였다. 2018년 12월에 실시한 예비조사의 설문지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맞춤법의 오용 사례를 제시한 뒤 맞는 표기를

고른 후 그에 대한 이유를 자유응답식으로 서술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

었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맞춤법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인식을

보이기보다 표기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는 정확성 층위에만 한정되는 경향

을 보였다. 이에 2019년 5월에 실시한 예비조사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조항

을 일부 발췌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뒤 각 조항에 대한 이해를 묻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달리 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19년 5월에 실시한 예비조사 설문지를 토대로 하되, 띄어쓰

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 조항의 본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규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

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우선, 하나의 설문지에서 한글 맞춤법의 모든

조항을 다룰 수는 없기에 불가피하게 일부 조항을 발췌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 조항을 선정하기 위해 한글 맞춤법 단원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출판사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한글 맞춤법 조항을 모두 수집

하였다. 그 중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 조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한글 맞

춤법의 각 장 중 총칙을 비롯하여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그 밖

의 것에 속하는 조항이 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제1

학교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응시인원
(응시율)

Y 고등학교 93.0% 5.2% 1.8% 459(99.6%)
S 고등학교 78.5% 16.3% 5.2% 288(98.3%)

<표 Ⅲ-2> 조사 대상 학교의 국가학업성취도 국어 과목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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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5항, 제18항, 제19항, 제30항, 제35항, 제36항, 제40항, 제56항이 설문

지에 포함되었다.27)28)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있는데,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질

문은 전반부에 해당한다. 각 조항별로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고

27) 각 조항에 규정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 조항 규정 내용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의 원리(표음주의, 표의주의)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항 된소리의 표기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8항 용언의 규칙 및 불규칙 활용형의 표기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의 표기

제30항 사이시옷 받침의 표기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
았/-었’이 어울려 ‘ㅘ/ㅝ,  /  ’으로 줄 적
의 표기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의 표
기

제40항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어서 거센
소리로 될 적의 표기

제6장 그 밖의 것 제56항 1. ‘-더라, -던’과 ‘-든지’의 표기
<표 Ⅲ-3> 설문 대상 조항의 세부 내용

28) Ⅱ장에서 논한 한글 맞춤법의 구조에서는 원리에 의해 설명되는 조항 외에도

‘역사적 표기법에 따른 조항’의 부류가 존재함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제1

항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수의 조항과 달리 별도의 교수-학습을

통한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학습자 스스로 정확한 이해를 형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1항의 경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가 이에 대

한 학습 경험이 있었지만, 역사적 표기법에 따른 조항의 학습 경험에는 교사, 교과

서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학생 개개인별로 면밀

히 밝히지 않는 한 학습자의 지식 구조를 타당하게 살펴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Ⅲ장의 설문조사 및 이에 따른 Ⅳ장의 교수-학습에서 역

사적 표기법에 따른 조항은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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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포함한 5-6개의 세부 문항이 제시되어있다. 평정척도형 문항으로 ‘조항

에 대한 학습 여부’, ‘조항에 제시된 표기 규칙의 준수 정도’를 조사하고,

개방형 질문으로써 ‘응답자 자신이 규정을 읽고 이해한 내용’, ‘자신이 조항

에 제시된 규칙의 표기를 준수하는 정도 및 상황에 대한 설명’, ‘조항에 대

한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다만, 모든 조항이 동일한 형

식으로 반복 구성될 경우, 응답자가 설문 응답 과정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

끼고 기계적으로 동일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최대한

배제하고자 일부 조항의 경우 문장 사례를 제시하여 선택형으로 올바른 표

기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문항을 일부 추가하는 등의 방식

으로 문항 구성에 변이를 주었다.

후반부는 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응답자 개인의 포

괄적인 인식, 느낌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글 맞춤법 수업 내용에

대한 생각’, ‘한글 맞춤법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한글 맞춤법 조항 중 유

용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헷갈리는 표기’, ‘꼭 지켜야 하

는 표기’를 자유응답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한글 맞춤법 제

1항의 원리가 세부 조항과 연관되어있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개인의 생각

을 리커트 5점 척도 문항으로 확인하였다.

1.2. 자료 분석의 기준 및 방법

(1) 자료 분석 기준

본고는 문법 교과의 지식의 구조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기존의 논의에

의 ‘이론적 기여(theoretical contribution)’를 목표로, 한글 맞춤법으로 범위

를 한정하여 기존의 지식의 구조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적 개념들이 잘 포

착하지 못하였던 현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권향

원, 2016:192). 이를 위해 자료에 대한 귀납적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Ⅱ장

에서 논한 바와 같이 지식의 구조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지식의 구조를 경

험의 구조로 환원하여 유형화한 범주를 큰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각

조항 별 학습자 응답 자료를 인식의 대상, 인식의 속성, 인식의 수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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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29)

제5항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석의 예시로 들면, 근거이론에 따른 코딩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큰 틀을 먼저 설정한

뒤, 개방코딩 단계에서 추출한 코드들을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각 틀에 배

치하였다.

이때 “【H-Y2-4】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에서 일어나므로 그 경우에

는 예사소리로 적는다.”와 같은 제5항에 대한 응답에서 인식의 대상은 된

소리이면서, 인식의 속성에 있어서는 종성을 분석하여 뚜렷한 이유가 있는

음운변동을 읽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응답에서 대상

과 속성 측면에 대한 인식을 모두 읽어낼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29) 근거이론은 ‘현실에 기반한 자료(data)에 근거(grounded)’하여 ‘귀납적 발견의

맥락’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것으로(권향원, 2016:184), 근본적으로 질적-귀납적 연

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조진수(2018)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근거이론의

범주의 생성과 속성이 철저히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질적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문헌 연구를 통해서도 거시적 개념틀이 구성될 수 있다. 또

한 최근 근거이론을 적용한 많은 연구에서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0)의 패러다임 모형이 쓰이고 있는데(조진수, 2018:21), 이때의 패러다임 모형

또한 중심 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속성,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

략, 결과를 질적 자료의 분석에 앞서 선제적인 해석적 틀로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철저히 귀납적으로 인식 유형을 도출하기보다는,

문헌 연구를 통해 해석의 틀을 우선 마련한 후 질적-귀납적 자료 분석을 통해 각

틀에 따른 결과를 구체화하여 이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식의 대상 된소리의 인식, ‘깍두기, 어깨, 오빠, 국수’의 익숙한 표
기에 대한 인식…

인식의 속성
소리와 어법의 차이, 종성별 표기 차이, 뚜렷한 이유가 
있는 음운변동, 된소리를 잘못 쓰면 문장이 어색하게 느
껴짐, ‘뚜렷한 까닭이 없이’ 기준의 모호성… 

인식의 수준 경험에 의한 자연스러운 표기, 단순 발음에 의한 판단, 
‘ㄱ, ㅂ’ 받침 뒤 예외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

<표 Ⅲ-4> 자료 분석 기준에 따른 분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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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읽어낸 결과물을 각 틀에 동시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작업만

으로는 대상과 속성과 관련한 인식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잘 드러

나지 않기에, 코딩 이후 범주 간 연결 짓는 과정에서 두 인식 간의 관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장 3절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이러

한 분석의 기준과 방식을 각 조항별 응답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본고는 한글 맞춤법의 이해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에서 인식의 대상, 인

식의 속성, 인식의 수준에 따른 여러 인식 유형이 존재함을 도출하는 것뿐

만 아니라, 이들 유형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지에 관한 관계적 속성을 함께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자가 언어를 인식하는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식의 유형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정의된 바가 있었으나(남가영, 2007ㄱ; 남가영,

2007ㄴ 등), 이들의 관계적 속성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본고는 기존의 이론적 전통의 기반을 필요로 하는 ‘가설-연

역적 접근’보다는 연구문제와 대응되는 개념을 발견의 맥락에서 귀납적으

로 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질적-귀납적 접근’을 취하고자 하였다(권향원,

2016:197).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발견(discovery)의 맥락

에서 도출된 이론(Glaser & Strauss, 1967:1)”인 근거이론의 질적코딩을 주

요한 자료 분석 방법의 토대로 삼았다. 근거이론에 따른 질적연구방법론은

연구의 산출물로서 ‘이론(theory)’을 목적으로 삼는데, 이론은 구체적인 현

상을 관념적인 ‘개념(concept)’을 통해 추상화하여 포착하고, 이들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성(relationship)을 진술(statement)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

을 모두 포괄한다(Turner, 1986; Weick, 1995; 1999; 권향원, 2016:192에서

재인용). 본고에서 한글 맞춤법의 각 조항에 대한 학습자의 기술에 나타나

는 구체적인 현상을 추상화된 인식의 한 유형으로 포착하고, 이들 인식 간

의 관계성을 진술하고자 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로 표상되는

하나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딩의 구체적인 과정은 ‘개방코딩→선택코딩→이론적 코딩’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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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레이저(Glaser)의 코딩 방법을 따랐다. 글레이저의 코딩은 먼저 범주

와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그 핵심범주와 범주들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

치다가 이들을 통합하면서 개념적 가설을 생성하게 된다. 이와 달리 스트

라우스(Strauss)의 코딩은 범주들을 발견한 뒤 범주들 간의 관계를 연관

짓다가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다른 범주들과 통합한다는 차이가 있다

(Glaser, 1992; 김인숙·장혜경 역, 2014:38). 본고의 경우 기존 이론에 의해

분석의 틀이 되는 인식의 대상, 속성, 수준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범주와

핵심범주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선행 연구에서 다루

어진 바 없는 각 인식들 간의 관계를 밝혀 통합하는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주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는

글레이저가 제시한 근거이론 분석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기로 작성된 학습자 응답 자

료에서 설문조사와 전혀 관계없는 응답을 제외한 뒤 각 조항 별로 응답을

수집·분류하여 총 1324개의 응답을 추출하였다.30) 최초 분석단계인 개방코

딩은 자료를 쪼개고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서, 지속적 비교방

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적용함으로써 진행된다. 지속적 비교

방법은 자료와 자료를 비교하고, 자료와 개념들을 비교함으로써 범주와 속

성을 개발하고, 포화시키고, 통합시키는 과정을 이르는 것으로, 글레이저

이론 생성의 핵심 전략에 해당한다(Glaser, 1992; 김인숙·장혜경 역,

2014:51-53). 이에 따라 각 학습자의 응답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공통

된 패턴을 찾아내어 이를 개념화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개념들을 다

시 서로 비교하여 인식의 대상, 속성, 수준에 따른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구체적인 개방코딩 과정의 일부를 제18항을 통해

보이면 다음 <표 Ⅲ-5>와 같다.

30) 응답을 세는 단위는 응답의 길이와 무관하게 한 문장이든 여러 문장이든 의미

상 단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의 집합이라면 1개의 응답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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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응답 자료 개방코딩
개념어 추출 하위 범주 설정

Ÿ [H-Y2-19]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혹
은 모음과 울림소리 사이에서 ㅎ 탈락 음운 탈락

음운 변화에 대한 
인식Ÿ [H-Y2-46] ‘하야니’는 ‘ㅎ’이 줄어들

고, ‘나는’은 ‘ㄹ’이 줄어들었다. 
Ÿ [H-Y2-34] 어간의 끝 ‘ㅎ’, ‘ㄹ’, ‘ㅜ’

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음운 축약

Ÿ [H-Y2-9] 어간이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푸다’처럼 원칙에 벗어나
면 벗어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어간의 변화

용언 변화에 대한 
인식

Ÿ [H-Y2-16] 어간은 그대로 두고 어미
를 바꾸어 가며 사용한다.

Ÿ [H-Y2-26] 특수어휘라서 어미가 바뀐
다.

어미의 변화

Ÿ [H-Y2-18] 용언이 활용될 때에 ‘ㄹ, 
ㅎ, ㅜ, ㅡ’ 등이 줄어든다. 용언의 활용

Ÿ [H-Y2-28] 용언의 불규칙 활용 같지
만 이해가 잘 안 간다.

Ÿ [H-Y2-37] ‘이끌다, 둥글다’와 같은 
단어는 활용할 때 ‘ㄹ’이 탈락하는 용
언인데 불규칙적으로 ‘ㄹ’이 탈락하는 
단어도 있다.

용언의 불규칙 
활용

Ÿ [H-S2-31]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하야니’로 바뀌니까 
‘하얀’으로 바뀔 것이다. ‘둥글다’는 
‘둥근’으로, ‘날다’는 ‘나는’으로 바뀐
다.

용언을 변형하여 
수식언으로 바꿈

Ÿ [H-Y2-2]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생각
한 것들을 쓴 것이고 자세한 규칙은 
모른다.

문맥상 
자연스러운 것을 

표기
문장의 문맥에 

대한 인식

<표 Ⅲ-5> 제18항 개방코딩 분석 과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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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Ⅲ-5>와 같이 응답 자료로부터 개념어를 추출하고 공통된 개념

어들을 서로 비교하여 하위 범주를 설정하는 과정을 제18항에 대한 학습자

의 모든 응답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표 Ⅲ-6>과 같은 제18

항에 대한 개방코딩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개념어 하위 범주 분석 기준
음운 탈락, 음운 축약 음운 변화에 대한 인식

인식의 대상
어간의 변화, 어미의 변화, 용언
의 활용, 용언의 불규칙 활용, 용
언을 변형하여 수식언으로 바꿈

용언 변화에 대한 인식

문맥상 자연스러운 것을 표기 문장의 문맥에 대한 인식

말할 때나 글 쓸 때 항상 준수, 
아는 것만 지킬 수 있음, 틀린 표
현을 쓰지 않기 위해 다른 표현을 
씀

자신이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에 대한 규범적 인식

인식의 속성

기본적인 맞춤법, 틀리면 온전히 
뜻을 전달하기 어려움

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
한 규범적 인식

어간이 줄어지고 어미가 바뀜, 어
간의 끝이 줄어듦

용언의 활용 과정에 대한 
분석적 인식

‘줄어질 적’ 의미의 불분명함, ‘원
칙에 벗어나면’ 의미의 모호성

규정의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규정의 내용이 많고 복잡함, ‘줄
어질 적, 바뀔 적’이라는 표현의 
생소함

규정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

시적 표현에서 지키지 않음 (‘날
으는’), 색채 표현 사용에 유용
(‘푸르다, 하야니’)

규정의 활용 방안에 대한 
창의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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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개방코딩에서 각 조항별로 설정한 하위 범주

에 한정하여 선택적으로 코딩하되, 모든 조항에 대한 응답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개방코딩 단계의 하위 범주를 한 단계 더 개념화하여 기술하였

다. 그리고 이들 하위 범주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범주를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 Ⅲ-6>에서 제시한 제18항 개방코딩 결과를 바탕으

로 선택코딩까지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구와의 문자, 대화, SNS할 때 
지키지 않음, 글을 쓸 때, 편지 
쓸 때 지킴

규정 적용의 상황에 대한 
창의적 인식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것, 소리 나
는 대로 적는 것 발음에 대한 직관적 인식

인식의 수준

조항을 몰라도 예시의 단어를 모
두 쓸 줄 앎, 예시를 이해했지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움

예시 단어에 대한 직관적 
인식

조항을 인식하는 것이 혼란을 줌, 
암기의 어려움

분석적 인식의 회피에 따
른 직관적 인식

불규칙 활용 유형 간 구분 기준에 
대한 성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
건에 대한 반성적 인식

다른 단어 활용에의 적용, 일상의 
잘못된 활용형 표기에 대한 상기, 
어법에 맞도록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성찰

규정 외의 단어 표기에 대
한 반성적 인식

<표 Ⅲ-6> 제18항 개방코딩 분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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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코딩 단계

→

→

→

선택코딩 단계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음운 변화에 대한 인식 규정이 적용되는 음운에 대
한 인식

음운에 대한 
인식

용언 변화에 대한 인식 규정 관련 단어 단위 문법
개념에 대한 인식

단어에 대한 
인식

문장의 문맥에 대한 인식 규정이 적용되는 문장의 문
맥에 대한 인식

문장 및 담
화에 대한 
인식

자신이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
에 대한 규범적 인식

자신의 표기 생활에 대한 
규범적 인식 규범적 인식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
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

용언의 활용 과정에 대한 분
석적 인식

규정의 적용 과정에 대한 
분석적 인식 분석적 인식

규정의 언어 표현에 대한 비
판적 인식

규정 조항의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인식 비판적 인식규정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

식
규정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규정의 활용 방안에 대한 창
의적 인식

규정의 활용 방안에 대한 
창의적 인식 창의적 인식규정 적용의 상황에 대한 창

의적 인식
규정 적용의 상황에 대한 
창의적 인식

발음에 대한 직관적 인식 올바른 표기 형태에 대한 
직관적 인식

직관적 인식
예시 단어에 대한 직관적 인
식
분석적 인식의 회피에 따른 
직관적 인식

규정의 적용 과정에 대한 
직관적 인식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에 
대한 반성적 인식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에 대한 반성적 인식 반성적 인식규정 외의 단어 표기에 대한 

반성적 인식
규정 외 표기에 대한 반성
적 인식

<표 Ⅲ-7> 제18항 선택코딩 분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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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이론적 코딩에서는 개방코딩과 선택코딩에서 생성된 실체적 코

드들이 어떻게 서로 이론적으로 통합되는지를 이론적 코드로써 보여주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개방코딩과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각 조항별로 학습

자 자료를 분류하여 검토했었다면, 이론적 코딩에서는 학습자 개인별로 응

답 자료를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위와 같이 앞선 코딩의 과정에서 도출한 각 인식의 실체적 코드들이 한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을 학습자 별로 지속적으로 상호 비교한 결과,

‘학습자 인식의 과정’으로 정의되는 이론적 코드로 통합될 수 있음을 발견

하였다.31) 발견된 인식의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3절에서 상술한다.

31) 글레이저는 1978년 『이론적 민감성』에서 경험적 패턴을 이론적으로 만드는

학습자 [H-Y2-37] 
응답 자료 인식 양상 학습자 [H-Y2-11] 

응답 자료 인식 양상

 ‘이끌다, 둥글다’와 같은 
단어는 활용할 때 ‘ㄹ’이 
탈락하는 용언인데 불규
칙적으로 ‘ㄹ’이 탈락하
는 단어도 있다.
 ‘머무르다’에서 ‘어’가 
붙을 때 ‘르’의 ‘ㅡ’가 탈
락하여 ‘머물다’가 된다.

규정의 적
용 과정에 
대한 분석
적 인식

 어떤 조항을 사용
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말해서 적었다.

규정의 적용 
과정에 대한 
직관적 인식

 ‘ㄹ’이 줄어질 적, ‘ㅎ’이 
줄어질 적이 아니라 ‘ㄹ’
이 탈락할 때, ‘ㅎ’이 탈
락할 때와 같이 쓰면 이
해하기 쉬울 것 같다.

규정의 언
어 표현에 
대한 비판
적 인식

 2번에서도 썼지만 
‘하얘’처럼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서 지키
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자신의 표기 
생활에 대한 
규범적 인식 ‘잠궈’와 같이 일상생활

에서 잘못된 표현이 너무 
많이 쓰여 맞는 표기가 
오히려 틀려 보인다.

규정 외 표
기에 대한 
반성적 인
식

<표 Ⅲ-8> 제18항 이론적 코딩 비교 과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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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의 유형

한글 맞춤법의 각 조항에 대한 학습자 인식은 앞의 1절에서 제시한 근

거이론에 터한 분석 결과에 따라 유형화하여, 이를 분석의 선행 기준이 되

었던 ‘인식의 대상, 속성, 수준’의 틀을 중심으로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순

으로 제시하였다. 상위범주로 확인된 ‘음운에 대한 인식, 단어에 대한 인식,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 ‘규범적 인식, 분석적 인식, 비판적 인식, 창의

적 인식’, ‘직관적 인식, 반성적 인식’에서 보다 구체화된 하위 범주를 통해

각 인식의 세부적 양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조항의 성격별로 인식의 출

현 여부 및 정도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조항별 특성 또한 본

절의 각 인식에 대한 세부 설명에서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2.1. 인식의 대상에 따른 유형

2.1.1. 음운에 대한 인식

(1) 규정이 적용되는 음운에 대한 인식

한글 맞춤법 중 ‘소리에 관한 장’에 해당하는 조항에서 규정이 적용되는

핵심 음운은 학습자에게 가장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글을 읽을 때 글의 제재를 한 단어로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동일한 이

치로, 규정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규정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음운을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모든 학습자가 공통적으

로 보인 인식 양상에 해당하였다. 본고의 설문조사에서는 제5항 된소리 표

데 활용할 수 있는 18가지의 이론적 코드를 제안하였는데(원인, 맥락, 부수사건,

결과, 공변이, 조건, 과정, 정도, 차원, 유형, 전략, 상호작용, 정체성-자아, 구분점,

수단-목적, 문화, 합의, 주류, 이론, 배열 또는 정교화, 단위, 읽기, 모델), ‘과정

(process)’ 또한 18가지의 이론적 코드 중 하나에 해당한다(Glaser, 1992; 김인숙·

장혜경 역, 2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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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관한 조항을 다루었는데, 이에 대해 모든 학습자들이 조항에 반복적

으로 등장하는 ‘된소리’를 중심으로 자신이 이해한 바를 기술하였다. 다음

【H-Y2-51】, 【H-S2-51】의 학습자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 된소리를 쓰

거나 쓰지 않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지 못하였더라도, 된소리를 중

심으로 표기에 차이가 존재하는 조항임을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H-Y2-51】된소리와 아닌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H-S2-51】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해서 된소리로 쓰지 않는다.

제30항 사이시옷에 관한 조항에서도 ‘사이시옷’, ‘합성어의 뒷말에서 나

는 된소리’, ‘합성어의 앞말과 뒷말에서 덧나는 소리인 ㄴ’을 우선적으로 인

식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사이시옷의 경우, 조항에서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학습자 또한 사이

시옷 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주요 목적임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이를 핵심 음운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항의 세

부 조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합성어

뒷말에서 나는 된소리나, 앞말 또는 뒷말에서 덧나는 ㄴ을 인식하였다.

【H-S2-35】사이시옷이 쓰인다는 규정이다.

【H-Y2-28】된소리가 나는 것이나 ㄴㄴ 소리가 나는 것은 ‘ㅅ’ 받침을

표기한다.

또한 소리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항이 음운을 중심으로 기

술되어있을 경우, 음운에 가장 먼저 주목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고의 설문

조사에서 다루었던 준말에 관한 제35항과 제36항의 경우 이를 어간과 어미

의 개념에 준하여 이해하기보다 조항에 명시된 모음에 한정하여 준말이 형

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H-Y2-55】와 같은 학습자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제40항에서 또한 【H-Y2-6】와 같이 축약의 과정에서 줄어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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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기술된 음운 ‘ㅎ’에 특히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H-Y2-55】모음 뒤에 모음이 붙어 줄여 쓰는 것

【H-Y2-6】대부분 ‘ㅎ’과 관련되어 있다.

(2) 규정과 관련된 음운현상에 대한 인식

한글 맞춤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음운을 인식하는 것이 일차적인 인식이라면, 해당 음운과 관련된 것으로

연상되는 음운현상을 바탕으로 조항을 파악하는 경우는 일차적 인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인식으로 볼 수 있다. Ⅱ장 3절의 교과서 검토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 학습이 음운에 관한 단원과 연계되어 교수·학

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학습자 모두

많은 조항에서 자신이 배웠던 음운현상과 관련지어 조항의 내용을 기술한

사례가 많았다.32)

32) 한글 맞춤법에서 배운 내용 중 기억에 남는 것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문

항에 대해, 본고에서 2018년 12월에 실시한 예비조사에서는 79명 중 64명의 학생

이, 2019년 7월에 실시한 본조사에서는 113명 중 20명의 학생이 한글 맞춤법과 무

관한 음운 단위의 문법개념만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한글 맞춤법을 소리와 어

제5항
【H-Y2-4】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에서 일어나므로 
그 경우에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H-Y2-31】된소리되기가 쓰였다.

제18항 【H-Y2-18】ㄹ탈락, ㅎ탈락, 모음 탈락

제35항 및 제36항
【H-Y2-27】모음축약
【H-Y2-57】음성모음(ㅓ, ㅜ)은 음성모음끼리, 양성모
음(ㅏ, ㅗ)은 양성모음끼리 결합해 이중모음을 형성한다.

제40항 【H-Y2-4】거센소리되기
<표 Ⅲ-9> 규정과 관련된 음운현상에 대한 인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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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표 Ⅲ-9>에서 제35항과 제36항을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으

로만 이해한 학습자의 경우 ‘되’와 ‘돼’의 올바른 표기를 구분하는 문항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준말이 형성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임을 인식해야만 ‘되’는 어간이며, ‘돼’는 어간과 어미가

함께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여 각 표기의 쓰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 관한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조항에서 두드러지는 음운에만 주목하여 소리에 관한 현상으로만 파악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경계해야할 필요가 있다.

2.1.2. 단어에 대한 인식

(1)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에 대한 인식

한글 맞춤법은 단어 표기 규범으로서, 대부분의 조항에서 학습자는 규정

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단어를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된다. 이는 특히 형태

에 관한 조항들에서 두드러지는데, 조항에 명시된 단어 사례들에 대한 인

식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찾아내거나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

들을 상기하면서, 무엇에 관한 규정인지 추론해내는 양상을 보였다.

【H-Y2-53】‘둥글다’와 비슷한 단어에는 ‘모질다, 모지니, 모진’이 있고,

‘담그다’와 같은 단어에는 ‘잠그다, 잠가, 잠갔다’가 있다. ‘푸르다’는 ‘이르다,

이르러, 이르렀다’, ‘가르다’는 ‘자르다, 잘라, 잘랐다’, ‘흐르다, 흘러, 흘렀다’

와 동일하다. 어미와 접사의 활용에 해당한다.

【H-Y2-32】‘걸+음→걸음’, ‘높+이→높이’와 ‘묻+엄→무덤’의 차이로 이

해할 수 있다.

법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보다 단순히 소리, 표준발음에 대한 규정으로 혼동하고

있는 학습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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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H-Y2-53】는 용언의 활용에 관한 조항인 제18항에 제시된

단어 예시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또 다른 형용사 및 동

사를 먼저 상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H-Y2-32】또한 접미사를 통해 부사

와 명사를 형성하는 제19항에 대해 접미사의 생산성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

는 단어 사례를 들어 조항을 설명하였다. ‘무덤’의 경우 제19항의 조항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에서 상기한 다른 예시에 해당

한다. 다만, 단어 사례에만 주목하는 경우 이에 뒤따르는 문법개념에 대한

인식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 위의 【H-Y2-53】의 답변과 같이 용언의 활

용에 ‘접사’라는 개념을 잘못 개입시킨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리에 관한 조항인 제5항에서 위의 표 중 【H-S2-25】와 같

이 학습자 자신에게 익숙한 단어를 바탕으로 발음과 표기의 차이를 설명하

기도 하였으며, 음운현상으로 인식하여 설명한 사례가 많았던 제35항과 제

36항에서도 동일하게 익숙한 단어를 들어 음운현상의 적용과정을 직접적으

로 보였다. 그리고 많은 학습자들이 설명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제

30항과 제40항에서 규정이 적용되는 과정을 분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

우에는 【H-Y2-26】, 【H-S2-41】과 같이 학습자 자신이 그 원리를 모른

다 하더라도 표기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단어를 제시하며 단편적으로 규정

을 이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5항 【H-S2-25】책상은 발음할 때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된
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제30항 【H-Y2-26】아랫니, 잇몸처럼 쓴다.
제35항 【H-Y2-37】꼬아→꽈, 보아→봐로 써야 한다.
제36항 【H-S2-50】박혀=박히어
제40항 【H-S2-41】간편하게→간편케

<표 Ⅲ-10>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에 대한 인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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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 관련 단어 단위 문법개념에 대한 인식33)

국어 구조에 관한 여러 문법개념 중 규정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단어 단

위에 대한 문법개념을 동원하여 조항을 이해하는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은 각 조항이 적용되는 단어 사례에 대한 인식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단어 사례를 먼저 인식하기보다 조항의 설명에 사용된

단어 단위의 문법개념을 통해 단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상기하기도 하

였다.

【H-S2-47】과 【H-Y2-28】은 제18항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학습자

의 응답들에서도 ‘어간’, ‘어미’, ‘용언의 불규칙 활용’, ‘동사’, ‘명사’, ‘형용

사’, ‘접사’가 제18항을 설명하기 위한 문법개념 지식으로 사용되었다.34) 관

33) 앞서 2.1.1의 음운에 대한 인식 중 (2)의 음운현상 역시 규정과 관련된 음운

단위 문법개념에 대한 인식에 해당하지만 범주의 명명을 달리하였다. 학습자가 인

식한 음운과 관련된 문법개념의 경우 음운현상에 한정되었지만 단어와 관련된 문

법개념은 하나로 특정할 수 없이 다양하게 나타났기에, 범주의 명칭을 달리하여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제18항
【H-S2-47】어미가 바뀔 경우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을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H-Y2-28】용언의 불규칙 활용 같지만 이해가 안 간
다.

제19항
【H-Y2-19】어간에 접사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가 될 
때, 명사는 ‘-음/-이’, 부사는 ‘-이/-히’가 붙으면 어간을 
그대로 적고 다른 접사가 붙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다.

제30항 【H-Y2-61】순우리말과 한자어, 그리고 합성어 여부를 
판단하기 복잡하게 느껴진다.

제56항 【H-Y2-61】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 → -더라, -던 / 
물건, 일을 가리키는(관련된) 조사, 어미 → 든지

<표 Ⅲ-11> 규정 관련 단어 단위 문법개념에 대한 인식의 예시



- 97 -

련 개념을 곧바로 인식하는 것은 규정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만, 【H-Y2-28】과 같이 올바른 개념을 상

기하더라도 그 의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그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

게 된다.

제19항에 대한 설명에서도 ‘접사’, ‘어근’, ‘부사’, ‘명사’, ‘품사 변화’, ‘어

간’, ‘어미’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H-Y2-19】와 같이 조항의 내용을 정확

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근’과 ‘어간’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거

나,35) ‘접사’를 써야 할 자리에 ‘어미’로 잘못 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러한 개념의 혼동이 제19항에서 원형을 밝혀 끊어 적거나 밝히지 않고 이

어 적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조항과 통합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혼란을 줄 수 있다.

제30항에서는 조항의 설명에 사용된 단어 단위 문법개념을 우선적으로

인식한 경우로, 사이시옷의 음운을 주요하게 인식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로

조항에 적힌 ‘순우리말’, ‘한자어’, ‘합성어’의 개념을 토대로 인식하였다. 이

때 순우리말, 한자어, 합성어가 무엇인지,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해서는 이전

의 단어 단원 학습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H-Y2-6

1】과 같이 사이시옷이 적용되는 실제 단어에 이들 개념을 적용하는 데 어

려움을 겪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6항은 후술할 바와 같이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

항이지만, 조항에 기술된 단어 단위 문법개념인 ‘조사’와 ‘어미’를 함께 인

식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각 형태소가 단어로서 어떤 특성을 가

34) ‘어미’와 ‘접사’를 대등한 성격의 것으로 파악하여, ‘어미’를 사용해야 하는 용

언의 활용 관련 조항에서나 ‘접사’를 사용해야 하는 파생어 형성 관련 조항에서 두

개념을 함께 들어 이해하는 학습자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표기와 관련해 학습

자의 ‘어미에 관한 인식이 미비함’은 이주영(2017:69-70)에서 형태·통사적 지식의

결여와 오류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35) 제19항에서 ‘어근’이 아닌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이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적힌 그대로 ‘어간’에 ‘접사’가 결합하는 것

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학교문법에 따르면 ‘어근’과 ‘어간’의 쓰임을

구분하여 단어의 형성에서 ‘접사’가 결합하는 것은 ‘어근’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조항을 직접 활용하는 맞춤법 교수-학습에서는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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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지 인식하여, 어떤 형태소 뒤에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지와 같은 문장

에서의 쓰임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2.1.3.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

(1) 규정이 적용되는 문장의 문맥에 대한 인식

올바른 단어의 표기를 결정할 때 문장의 문맥을 우선적인 준거로 삼는

인식 유형으로, 한글 맞춤법 제6장 그 밖의 것에 속한 조항에 대한 인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제6장 중 특히 제55항과 제56항은 맞춤법 규정집에서

도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사례로 제시하여 그 의미 차이를 표기 결정의 기

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장의 문맥을 먼저 파악하

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H-Y2-23】말 그대로 물건을 가리킬 때에는 ‘든지’를 쓴다. 나머지 인

용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하더라’로 외우면 된다.

【H-Y2-12】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나 ‘-던’으로 나타내며,

물건이나 내용을 가리지 않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는 제56항 중에서도 자주 틀리는 표기로 꼽히는 형태소 ‘-

던’과 ‘-든’을 구분하는 조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많은 응답자들

이 【H-Y2-23】과 같이 문법개념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문장의 문맥 의

미를 인식하여 쉽게 구분하였다. 그렇지만 단순한 문장 의미 파악에서 나

아가 【H-Y2-12】와 같이 각각의 형태소가 어미와 조사라는 성질의 차이

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더라’ 등에서 시간 표현으로 학습한 과거

시제선어말어미인 ‘-더-’를 상기하고, 각 표기가 쓰일 수 있는 위치의 차이

를 보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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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2-2】문맥상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것들을 쓴 것이고 자세한 규칙

은 모른다.

【H-S2-5】나는 동물을 (기르어 / 길러) 보지 못했다.

제56항을 제외하고 형태에 관한 제18항에서도 문장의 문맥을 인식하는

유형이 일부 나타났다. 제18항은 용언의 활용에 대한 과정이 유형별로 자

세하게 규정되어있어 관련 문법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해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는데, 【H-Y2-2】와 같이 분석적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문장의 문맥에 기대어 올바른 단어 표기를 판단하기도 하였다.

【H-S2-5】 또한 자신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적절한 용언의 활용형을 대

입함으로써 규정에 명시된 불규칙 활용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문장

의 문맥을 활용하는 것이 조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규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문맥에만 한정적으로 의존하지 않

고 정확한 문법개념을 바탕으로 한 이해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2.2. 인식의 속성에 따른 유형

2.2.1. 규범적 인식

(1) 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

규범적 인식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는 인식을 기본 전제로

하지만, 이를 하위 범주로 구체화하면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필요성

에 근거한 규범적 인식을 보이는 유형을 하나로 상정할 수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 ‘정확한 의미의 전달’, ‘편리한 글 읽기 수행’, ‘어색한 문장의 배

제’, ‘자신(표기 주체)에 대한 좋은 인상’이 필요성의 근거로 언급되었다. 본

고의 설문조사에서 제30항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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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규범적 인식은 빠짐없이 나타났다.

제30항에서만 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학습자들이 사이시옷을 지켜야 할 필요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이시옷에 관한 규정 자체가

복잡하여 학습자의 이해가 미비한 탓도 있지만, 사이시옷이 원래 쓰여야

하는 단어들의 앞말 받침에 표기되어있지 않더라도 형태에 큰 변화가 없고

학습자들이 이를 표준발음으로 쉽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36)

36) 제30항에 대해 “【H-Y2-2】발음은 알지만 정확한 표기를 모르겠다.”,

“【H-Y2-】어떨 때 사이시옷을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지키지 못하거나 틀릴

제5항
【H-S2-25】된소리 표기법을 따르지 않은 문장이 어색
하게 느껴져서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표기를 사용한다.

제18항
【H-Y2-23】항상 지켜서 쓰려고 한다. 그래야 상대방에
게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길
다’를 ‘긴, 기니, 기므로’ 등으로 쓰지 않고 ‘길, 길니, 길
므로’라고 쓰면 이해하기 힘들다.

제19항
【H-Y2-25】이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특히 ‘-이’와 ‘-히’를 헷갈
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조항을 통해 올바르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제35항 【H-Y2-33】사람들이 ‘됬’이라고 쓸 때마다 보기 불편
한데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제36항 【H-Y2-36】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줄여 쓰는데 규
정을 지켜 (준말도) 하나로 통일되게 써야 한다.

제40항 【H-Y2-41】지켜야 읽을 때 편하고 보기에도 자연스럽
다.

제56항 【H-Y2-37】각각의 뜻이 다르고 잘못 쓰면 문장이 어
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쓴다. 

<표 Ⅲ-12> 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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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표기 생활에 대한 규범적 인식

‘규정 준수의 필요성을 근거로 한 규범적 인식’은 표기 주체와 독립적으

로 규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표기 주체인 학습자 자신

의 표기 생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각 조항을 규범적으로 인식하는 유

형은 이와 다른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다.

【H-S2-29】몰라서 틀린 경우는 있지만 아는 단어들은 항상 지켜 쓴다.

【H-Y2-24】기본적인 맞춤법이라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항상 써왔기

때문에 항상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H-Y2-7】일상 생활에서 거의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쓴다.

주로 자신이 조항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해온 빈도에 근거해 자신이

맞춤법을 준수하는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거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

위로 규범적 인식을 표현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H-S2-29】

와 같이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만은 지켜 쓴다는 답변은 모든 조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위의 응답 사례는 각기 다른 조항인 제5항, 제18항,

제19항에 대한 응답임을 고려한다면, 규범적 인식이 나타나는 양상이 조항

의 성격에 유의미하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2. 분석적 인식

(1) 규정의 조건에 대한 분석적 인식

언어를 한 단위로부터 더 작은 단위를 분석해 낼 때에는 계열 관계와

결합 관계의 두 가지 차원의 관계가 이용되는데, 이때 계열 관계는 동일한

것 같아 그저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있다.”와 유사한 내용의 응답이 많았다는 점

은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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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단위들 간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이찬영,

2018:30). 규정을 표기에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적용되는 환

경에 대한 조건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러한 조건을 이루는

구성요소들 간의 공통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H-Y2-4】‘귀+밥’은 순우리말이 들어간 합성어이니까 사이시옷을 쓸

수 있다.

【H-Y2-19】순우리말과 한자어를 구별하는 게 어렵고 순우리말과 한자

어의 합성어를 구별해내는 건 더 어렵다.

위는 제30항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응답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을 이루는 ‘순우리말’, ‘한자어’를 분석적으로 인식한 예로 들 수 있다.

【H-Y2-4】는 ‘귓밥’을 표기하는 데 있어 ‘귀’와 ‘밥’이 각각 순우리말이라

는 조건의 공통성에 의해 조항의 사례로 제시된 ‘나뭇잎’ 부류의 단어를 이

루는 구성성분과 대치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Y2-19】역시 규정의 조건을 분석적으로 인식하여 합성어에서 사이시

옷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순우리말’ 또는 ‘한자어’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바

탕으로 대치될 수 있는 구성요소가 필요함을 파악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구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을 토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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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조건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는 양상을 규정한 조항에서는 위의

표와 같은 분석적 인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준말에 관한 조항인

제35항과 제36항에서는 조건을 분석적으로 인식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이들 조항이 준말로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조항으로, 어떤 조건에 놓이느냐에 따라 단어의 표기가 달라지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규정의 적용 과정에 대한 분석적 인식

언어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또 다른 차원의 관계는 결합 관계로, 선조

적으로 연달아 나타나는 단위들 간의 관계를 칭한다(이찬영, 2018:30). 일부

맞춤법 규정의 적용 과정은 ‘A라는 음운(단어)과 B라는 음운(단어)이 만나

제1항
【H-Y2-57】‘하늘, 머리’ 등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고, ‘읽
다, 읽고’와 같은 것은 어법에 맞도록 형태소의 원형을 밝
혀 적은 것이다.

제5항
【H-Y2-59】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ㄱ, ㅂ’ 뒤에
서 나는 된소리,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는 된소리로 적는다. ‘ㄱ, ㅂ’ 받침 뒤에서 나지만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게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제18항 【H-S2-25】(예시 단어에 대해) 각각 어간의 끝 ‘ㄹ’, 
‘ㅎ’, ‘ㅜ/ㅡ’가 줄어든 경우에 해당한다.

제19항
【H-Y2-52】‘-이, -히’, ‘-음/-ㅁ’이 붙어 명사(부사)가 된 
것은 명사화 접미사로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 뜻과(의미와) 
멀어지면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제40항
【H-Y2-37】받침이 ‘ㄱ, ㄷ, ㅂ’으로 소리 날 경우 ‘하’가 
탈락하고, 받침이 울림소리인 경우 ‘ㅏ’가 탈락한 뒤 ㅎ축
약이 일어난다.

제56항 【H-Y2-30】과거는 ‘던’을 쓰고 선택은 ‘든’을 쓴다.
<표 Ⅲ-13> 규정의 조건에 대한 분석적 인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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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C의 형태로 표기한다’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원형을 어떻게 밝혀 적을 것인지, 체언과 조사가 결

합하는 경우 원형을 어떻게 밝혀 적을 것인지 등에 관한 조항을 이에 대한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규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

어를 이루는 구성요소의 선적 연쇄에 해당한다.

제18항의 사례는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과 어미의 결합 관계에, 제35항

및 제36항의 사례는 준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음운과 음운 간의 결합

관계에 주목하여 분석적으로 인식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다만,

【H-Y2-54】는 줄어드는 과정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해하고 있으나, 이

를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귀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적용하여

‘사겨라’라는 잘못된 표기를 도출하였다. 이는 규정 내에서 정확히 이해하

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단어 표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항이 적용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조항이 적용되는 조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

야 함을 보여준다. 즉, 전술한 (1)의 규정 조건에 대한 분석적 인식이 바탕

이 되고, 규정의 적용 과정에 대한 분석적 인식이 실제 단어 표기를 수행

제18항 【H-Y2-32】머물+어→머물러, 날+으는→나는, 푸어→퍼

제35항
【H-Y2-9】‘꼬아’는 ‘ㅗ’로 끝난 어간에 ‘-아’가 어울려
서 ‘꽈’가 되고 이를 준 대로 적는다.
【H-S2-25】‘ㅘ’ 뒤에 ‘-어’가 어울려 줄어든다. (뵈어
→봬)

제36항
【H-Y2-6】‘ㅣ’ 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에 준말
로 적는다.
【H-Y2-54】‘사귀어라’에서 ‘구’의 ‘ㅜ’가 탈락하고 
‘ㅣ’+‘ㅓ’= ‘겨’가 되어 ‘사겨라’로 줄어든다.

제40항 【H-Y2-23】‘흔치’는 ‘흔하지’에서 ‘하’의 ‘ㅏ’를 줄이고 
거센소리를 만들어 ‘흔치’라고 쓴다.

<표 Ⅲ-14> 규정의 적용 과정에 대한 분석적 인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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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도록 두 유형의 분석적 인식을 고루 거치는 것이 이

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40항의 【H-Y2-23】 또한 ‘흔하지’라는 단어 내에서 음

운과 음운의 결합 관계에 주목하여 그러한 결합에 따라 어떻게 축약이 일

어나는지 분석적으로 인식하였지만, 이러한 축약이 일어날 수 있는 규정의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조항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친 경우로, 규정의 조건과 적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모

두 필요함을 시사한다.

2.2.3. 비판적 인식

(1) 규정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

현행 맞춤법은 여러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비판의 목

소리도 연구자들을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강보선, 2013:19), 학

습자 또한 맞춤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규정 내용 중 불완전한 부분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때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한 근거

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근

거에 대한 서술 없이 단순히 조항이 어렵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

답한 것은 비판적 인식에서 제외하고, 분석적 인식을 바탕으로 조항의 내

용을 이해한 뒤 규정의 내용 자체에 대해 학습자가 느낀 문제점들을 제기

한 경우 ‘규정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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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조항마다 구체적인 비판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데, 비판

의 근거는 ‘기준이 모호함’,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함’, ‘규정이 불필요함’,

‘규정의 설명이 불충분함’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제30항 사이시옷 규정

에 관해 학계에서도 규정이 적용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움을 지적하

는 논의가 있는 만큼,37)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비판적 인식은 문제

37) 민현식(2004:144)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사이시옷의 발음 환경이면 복합

명사의 내부에서 앞 형태소가 모음인 경우는 번거롭고 잉여적인 경우가 있더라도

ㅅ을 항상 쓰는 반면, 한자어 형태소끼리 된 것은 사이시옷 환경에서도 ㅅ을 모두

제5항
【H-Y2-28】‘ㄱ, ㅂ’ 받침 뒤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음절만 
된소리를 표기하는 기준이 애매한 것 같다. 통일했으면 좋
겠다.

제18항
【H-Y2-24】원래 모르는 어법은 아니었지만 자꾸 복잡하
게 음운이 탈락되고 어간이 같아도 탈락되는 음운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 혼란스럽다.

제19항
【H-Y2-60】본래 어간의 뜻과 멀어지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데 어간의 뜻이 멀어진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예외사항들이 많아 조항을 알아도 안 것 같지가 않
다.

제30항 【H-Y2-52】순우리말과 한자어를 구분하여 사이시옷을 달
리 표기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제35항 【H-Y2-25】굳이 준말로 적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꽜
다’의 경우에는 오히려 발음하기 힘들지 않은가...?

제36항 【H-Y2-59】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ㅟ’ 뒤에 ‘-어’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제40항
【H-Y2-23】40항과 40항 붙임2의 차이점이 왜 있는지 모
르겠다. ‘익숙하지 않다’는 흔히 ‘익숙치 않다’라고들 발음
하는데 왜 ‘하’만 빼서 ‘익숙지 않다’라고 쓰는지 모르겠다. 
구분이 어렵다.

<표 Ⅲ-15> 규정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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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탐구 학습의 유의미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

판적 인식을 내면화한 학습자가 성인이 되어 우리 사회에 규범에 대한 건

설적인 비판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이는 국어 규범이 역으로 언중의 실제

언어 사용을 발판으로 수정되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규정 조항의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이는 규정 내용 자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보다, 한글 맞춤법에 표면적

으로 기술된 조항의 언어 표현에 주목하여 비판적인 태도로 문제점을 발견

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은 제19항을 제외한 본 연구의 설문조

사에서 다룬 모든 조항에 대한 응답에서 다음 <표 Ⅲ-16>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38)

한글 맞춤법이 제정된 지 오래 되어 오늘날의 언어 사용자에게는 익숙

하지 않은 구절로 쓰인 문장이 많고, 각 조항의 사례로 제시된 단어들 중

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도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어 표현이 맞춤법 규정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한글 맞춤법 규정의

기술을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교수자 개인의 차원에서도 교

재를 기술하거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학습자에게 보다 친숙한 표현

으로 바꾸어 조항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표

Ⅲ-16>에 제시된 것처럼 각 조항별로 학습자가 보이는 조항의 언어 표현

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주목하여 어떤 언어 표현이 학습자의 맞춤법 학습

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쓰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38) 제19항에서 언어 표현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나타나지 않은 까닭은 다른

조항과 비교했을 때 제19항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규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있었다는 점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명사나

부사가 되는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에 익숙하며, 제1항의 원리를 강조하는

기존의 맞춤법 교수-학습의 영향으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표현 또한 전혀

낯설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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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창의적 인식

(1) 규정의 활용 방안에 대한 창의적 인식

앞서 Ⅱ장의 2.2에서 창의적 인식과 관련해 ‘새롭고도 적절한 것을 생성

해낼 수 있음’(Lubart, 1994)이라는 정의에 주목하여, 맞춤법 안에서도 학습

자가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하였

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의 학습자는 규정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새롭게 창

의적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글 맞춤법 자체는 그 밖의

것에 속한 조항들을 제외하고는 개별 단어의 정확한 표기 형태를 규정할

제5항
【H-Y2-57】‘다만’ 부분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이 겹쳐 나는 경우’라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좀 
더 쉽게 쓰거나, 예시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제18항
【H-S2-1】‘줄어질 적’, ‘바뀔 적’이라는 용어가 좀 어색하
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ㄹ 적’이라는 표현보다 ‘-ㄹ 때’라
는 표현이 익숙하다.

제30항
【H-Y2-38】‘소리가 덧난다’는 뜻이 불분명하다.
【H-Y2-48】‘뒷말의 첫소리’라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
는다.

제35항 【H-S2-10】‘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이 말이 무슨 뜻
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제36항 【H-Y2-31】‘줄 적에는 준다.’라는 표현을 잘 모르겠어서 
문장 자체가 뭘 말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제40항 【H-Y2-31】[붙임1]에서 ‘굳어졌다’라는 것의 의미를 모
르겠다.

제56항 【H-Y2-25】’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이라는 게 무슨 소리
인지 모르겠다.

<표 Ⅲ-16> 규정 조항의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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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각 조항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맥락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

습자는 특정 규정이 어떤 표기를 수행하는 데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지 대한 인식을 보였다.

【H-S2-2】‘하늘이 푸르러졌다.’와 같이 색채 표현을 할 때 유용한 것

같다.

【H-Y2-25】‘알다’의 명사형을 몰라도 조항에 따라 ‘-ㅁ’을 붙여 쉽게

명사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H-S2-2】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 표기를 포함한 제18항에 대한 응답

으로, ‘러’ 불규칙이 ‘푸르러’와 같이 색채 형용사의 활용에 주로 적용된다

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조항이 색을 서술하는 데 주요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주로 용언이 활용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집중한

대다수의 학습자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창의적인

인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H-Y2-25】는 어근에 결합한 접미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지 여부를 규

정한 제19항에 대한 응답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학습자는 형

성된 파생어가 원형의 의미와 멀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

향을 보인 반면, 위의 학습자는 해당 조항이 일상의 다른 표기를 수행하는

데 어떤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 새롭게 인식하였다. 생산성과 의미의 투

명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접미사 ‘-ㅁ’이 결합한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일상에서 빈번하게 틀리는 표기 중

하나인 ‘앎’과 같은 단어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본 것이다. 이 역시 조항이 규정된 것 외에 어떻게 확장되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의적 인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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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 적용의 상황에 대한 창의적 인식

강보선(2013:7-8)은 맞춤법의 교육 내용에 ‘표현 도구’로서의 맞춤법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맞춤법이 의사소통의 ‘목적’이 아닌 ‘도구’임을 고

려한다면 의사소통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맞춤법을 지키

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특수한 목적이 개입

된 의사소통 상황 등을 ‘규정 적용의 상황’으로 포괄하여, 학습자가 능동적

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법을 의도적으로 지키거나 지키지 않기

도 하는 것을 창의적 인식으로 범주화하였다. ‘창의성’에는 ‘새로움’ 외에도

‘적절성’ 또한 중요하게 요구되는데, 이러한 인식은 특히 ‘적절성’ 측면에

방점을 둔 창의적 인식에 해당한다.

앞서 Ⅱ장 3.2에서 교과서를 검토하면서, 한글 맞춤법 단원이 정확한 표

기를 수행하는 데에 지나치게 경도되어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라고 해서, 이에 대해 학습자가 정확한 맞춤법에 대한 지식

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체

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맞춤법 오류의 상당수는 학습자 스스로 맞춤법

에 어긋나는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사용되는 것들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

한 사실이 여러 학습자의 응답을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학습자가 규정에 어긋난 표기를 했을 때 이것이 규정을 모르는 데

기인한 것인지 혹은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의도한 것인지 구분하여 적

절한 교수-학습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H-Y2-25】평소에는 거의 지켜서 쓰지만 넷상에서는 안 지킬 때가 종

종 있다. 예) 오늘은 기분이 좋아! → 오늘은 기부니가 조아! 와 같이 쓰면

기분이 좋은 느낌을 더 살릴 수 있다.

【H-S2-9】친구와 대화할 때 된소리의 경우 표현이 재밌어져서 맞지

않더라도 자주 쓴다.

【H-Y2-25】는 제1항에 대한 응답으로, 친구와 감정적인 교류를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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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본래 어법에 맞게 원형

을 밝혀 적어야 하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대로 적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와 유사한 응답은 모든 조항에서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의사소통 상황의 공식성(공적 상황인지, 사적 상황인지), 소통의 상대방(선

생님인지, 친구인지), 소통의 목적(평가를 받기 위한 것인지, 감정을 전달하

기 위한 것인지), 소통의 매체(지면인지, 모바일인지)가 맞춤법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H-S2-9】 또한 된소리 표기에 관한 제5항에 대해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표현보다는 재밌는 표현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해 된소

리 표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 예비조사에

서는 모든 상황에서 맞춤법을 고수하는 것이 “선비 같은 느낌을 준다”거나

“아싸(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칭하는 신조어)로 보이게

한다”고 한 학습자도 있었다. 즉, 일부 학습자는 표기 상황의 적절성을 고

려하지 않은 정확한 표기는 오히려 표기 주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낳

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문법에

서도 정확한 표기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맞춤법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반감을 키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 적용의 상황에 대한

창의적 인식 또한 맞춤법 수업에서 심화 활동의 한 형태로라도 함께 다루

어질 필요가 있다.

제18항 【H-Y2-1】시적 표현으로 ‘날으는’ 등을 쓰기도 한다.

제30항
【H-Y2-15】말할 때는 다 지키지만, 문자나 SNS 등 글
로 쓸 때는 부자연스럽고 어색해 보이는 단어는 그냥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제35항
【H-Y2-32】친구들에게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데 비
즈니스적인 사이에서는 헷갈리면 줄임말을 쓰지 않고 풀
어서 쓴다.

제36항 【H-Y2-15】‘사겨(사귀어)’라는 준말이 있는 게 평소에 
발음할 때 더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다.

<표 Ⅲ-17> 규정 적용의 상황에 대한 창의적 인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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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식의 수준에 따른 유형

2.3.1. 직관적 인식

(1) 올바른 표기 형태에 대한 직관적 인식

민현식(2008)은 맞춤법 규정의 난이도에 따라 일부 규정은 이론 설명 없

이도 시각적 인지로 자연스레 터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규정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직관적 인식을 보이는 학습

자가 많았다. 듀이(Dewey)가 정의한 ‘경험에 의한 사고’는 의식적인 노력

보다는 일련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습관적인 것인데, 학습자는 올바른

표기 형태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습관적 인식에 의존해 직

관적으로 표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H-Y2-15】더 자연스러운 외양의 단어를 골랐습니다.

【H-Y2-35】머리로는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겠다. 그냥 저렇게 쓰지 않

으면 이상한 것 같다.

【H-Y2-15】는 된소리 표기에 관한 제5항에 대한 응답으로, 시각적으

로 더 익숙한 형태를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올바른 형태를 판단하는 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용언의 활용을 규정한 제18항에 대한 【H-Y2-35】의 응

답 또한 결과적으로 올바른 표기를 선택하기는 했으나, 용언의 활용 과정

을 분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각적으로 익숙한 형태를 선택한 직관적

인식의 결과물이었다.

다음 <표 Ⅲ-18>을 통해 모든 조항에서 이와 같이 표기의 형태를 직관

적으로 인식하는 유형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양상은 제5항

의 된소리되기나 제18항 용언의 활용을 포함해 제19항의 명사나 부사와 같

이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관한 조항에서 특히 두드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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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단어 표기를 경험해온 기간에 비해 그 이면의

표기 원리를 의식적으로 인식해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 의식적인

규정 학습의 효과가 표기 형태를 빠르게 결정하는 무의식에 밀리게 된 탓

으로 볼 수 있다. 제36항에 대한 【H-Y2-29】는 시각적으로 익숙한 형태

에 의존한 표기가 표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을 직

접적으로 보여 준다. 반면 제40항에 대한 【H-Y2-15】는 조항을 의식적으

로 해석하였지만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낸 경우에 표기 형태에 대한 직관적

인식이 이를 교정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였을 때 직관적 인식을 교수-학습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학습자에게 시각적으로는 익숙하지만 그 이면의 표기 원리를 교수-학습하

는 상황에서 단어의 올바른 형태에 대한 학습자의 언어적 직관에서 시작해

탐구 학습을 이어나감으로써 직관적 인식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

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19항
【H-S2-46】조항을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라 한국어로 된 책이나 글들을 자주 읽으니 익숙한 단어
로 자연스레 지키게 되는 것 같다.

제30항 【H-S2-47】단어를 이미 외운 것들은 쉽지만 못 외우
거나 헷갈리는 것들은 틀리기 쉬운 것 같다.

제35항 【H-Y2-15】‘꼬아-꽈’ 이런 식의 줄임말 비슷한 단어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항까지 적용한 적은 없다.

제36항 【H-Y2-29】‘사겨라, 바꼈다’ 이런 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제40항 【H-Y2-15】조항에 있는 대로라면 ‘흔지’이지만 단어는 
‘흔치’로 봤어서 (‘흔치’가 맞다고 보았다).

제56항 【H-Y2-54】일상생활에서는 조항을 생각하지 않고 보
던 대로 쓴다.

<표 Ⅲ-18> 올바른 표기 형태에 대한 직관적 인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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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의 적용 과정에 대한 직관적 인식

규정의 적용 과정을 분석적으로 인식한 유형과 반대로, 규정이 적용되는

과정을 학습자 자신의 직관에 따라 해석하여 그 내용을 인식하는 유형도

나타났다. 이는 규정과 무관하게 표기 형태를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1)의

올바른 표기 형태에 대한 직관적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1)의

직관적 인식은 과정 없이 결과에 대한 판단만이 이루어지는 반면, 본 인식

에는 일정한 표기 형태를 결과로 도출하게 된 자신만의 사고 과정이 존재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그 과정이 규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직관

적 인식의 한 유형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위의 <표 Ⅲ-19>에서 드러나듯 ‘소리대로’의 원리에 충실하여 발음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관적으로 표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표기와 소리는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인식

은 아니지만, 규정 내용에 따라 특정 단어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하는 발음

이 저마다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사이시옷이 발음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39) 규정을 단순히 발음에 의거해 적

39) 본 연구에서 제30항 사이시옷의 조건을 분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학습자는

제5항 【H-Y2-35】된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메구어야’가 맞
다.

제18항 【H-Y2-1】사람들이 발성기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음
하는 것을 그냥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제30항 【H-Y2-24】사이시옷을 안 넣고 평소에 말하는 대로 
발음해보면서 추가한다.

제36항 【H-Y2-29】‘사귀어’보다 ‘사겨’가 더 발음하기 편해 이
렇게 적는 것 같다.

제40항 【H-Y2-56】소리 나는 대로 써서 ‘생각치’가 맞다.
<표 Ⅲ-19> 규정의 적용 과정에 대한 직관적 인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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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되면 규정의 존재 의미가 무색해지고 잘못된 표기가 섞이게 될 위

험이 있다. 제36항에 대한 【H-Y2-29】나 제40항에 대한 【H-Y2-56】

또한 ‘소리대로’만을 고려한 표기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

적으로 보여준다. 학습자가 규정을 분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

각적으로 익숙한 형태의 단어에 대한 규정 또한 아닌 경우에 특히 발음에

의존하여 표기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맞춤법 교육 내용 중 학습자가 직

관적으로 파악하는 유형의 규정 안에서도 시각에 의존하는 것인지, 발음에

의존하는 것인지 그 유형의 구분을 달리하여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교수

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2.3.2. 반성적 인식

(1) 규정의 예외에 대한 반성적 인식

반성적 인식은 단순한 경험에 의한 사고와 달리 분리된 사실들을 ‘분석’

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최현주·이병승, 2013:195)에 입각

해, 본고에서는 규정을 분석적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을 통해

알아낸 사실들을 종합하여 자신이 발견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학습자 스스로

도출하고자 하는 인식을 반성적 인식으로 분류하였다. 한글 맞춤법의 많은

규정은 본문과 예외로 구성되어있는데, 예외는 규정의 핵심 설명에 포섭되

지 않는 부분으로 맞춤법 학습에 있어 특히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늘리

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는 이러한 예외를

발판으로 삼아 반성적 인식을 통해 규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뒤풀이’와 ‘뒷풀이’ 중 올바른 표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에 집중하여 잘못된 표기인 ‘뒷풀이’를 고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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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2-51】 ‘코끼리’는 위 조항이 적용된 줄 몰랐는데, 조항을 보니

‘코길+이’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H-Y2-23】‘다만’ 부분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뭔지는 안 나

와있는데, ‘짭잘한’이라고 쓰지 않고 ‘짭짤한’이라고 쓰는 것을 보니 이런 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인 것 같다.

【H-Y2-51】은 제19항에서 보통의 단어와 달리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이어 적는 예외에 비추어 인식한 결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코끼리’라는 단

어의 형성 방법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H-Y2-23】은 제5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다만’ 부분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관련해 평소 사용하는 단어에서 그 해답을 찾

았다. 맞춤법 수업에서도 조항의 원문대로 본문과 예외를 한꺼번에 제시하

기보다는, 이와 같은 학습자 인식 사례를 참조하여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일상의 사례를 학습자가 먼저 떠올려보도록 탐구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반성적 인식

주지하듯이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도 설명이 불충분하여 읽는 사람이 온

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

는 데 요구되는 지식이지만 조항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

지 않아 별도로 보충되거나 독자 스스로 추론해내야 하는 지식이 있다. 이

러한 부분에서 학습자가 문제점을 발견해 지적하는 경우 앞선 2.2.3의 비판

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한편, 학습자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

으로 생긴 빈틈을 스스로 추론해서 채우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

석과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반성적 인식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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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2-62】평소 쓰는 걸 생각하면 ‘생각지, 흔치, 달성케’인데, ‘ㄴ, ㄹ,

ㅁ, ㅇ’ 뒤에 오는 것은 거센소리로 바뀌는 것 같다.

【H-S2-29】조항에서는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쓴다고만 하고, ‘뒷머리’와 ‘뒤머리’ 같이 ‘ㄴ’ 소리가 덧나는지 헷갈릴

때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알 수 없다. ‘잇몸’ 같은 자주 쓰는 단어는 입에

익어서 알지만, ‘깻잎’, ‘툇마루’ 이런 건 진짜 모르겠다.

제40항은 ‘간편하다’가 ‘간편케’로, ‘넉넉하지 않다’가 ‘넉넉지’로 줄어드는

현상의 표기에 관한 조항으로, 조항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예사소리로 쓸지,

거센소리 쓸지 결정하는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항

에서는 어떻게 줄어들어 거센소리가 되는지의 표면적인 과정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을 뿐, 단어별로 줄어드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가장 저조한 응답률을 보인 문항도 제40항이었다. 그렇지만

【H-Y2-62】는 이러한 공백을 발견하고, 조항에 적힌 예시와 자신이 생각

하는 올바른 형태의 단어로부터 그 이유를 역추론한 사레에 해당한다. 그

결과 ‘하’ 앞의 받침의 종류에 따라 거센소리로 되거나 되지 않음을 발견하

였다.

그리고 【H-S2-29】는 사이시옷에 관한 제30항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의 의문을 기술하였는데, 제30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의문을 포함하고 있다. 제30항에서는 합성어 안에서 특정한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써야하는지의 조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

한 소리가 덧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의문에

서 위 사례의 학습자는 스스로 답을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이 역시 사이시

옷 표기와 관련해 학습자의 반성적 인식을 촉진하기 위한 유의미한 출발점

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본 유형으로 함께 분류하였다.

이처럼 규정 이해에 필수적이지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반성

적 인식을 통한 탐구 학습을 촉진시키는 데 유의미하게 활용 가능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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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학습자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한

추론 과정을 거치면서 그간 학습한 국어 구조 전반에 대한 지식을 총체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규정 외 표기 사례에 대한 반성적 인식

(1)의 반성적 인식이 규정의 예외 및 그 사례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이

는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이지만 조항에서는 표기 사례로 명시

되어있지 않은 그 외의 단어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다. 이는 규정을 학습한

후 학습자 스스로 더 많은 단어에 해당 규정을 확장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규정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해나가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H-S2-31】‘안방’ 같은 경우에는 ㄴ 뒤에 오는데도 ‘안빵’으로 쓰지 않

고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적힌 단어들이랑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H-S2-29】‘잠궈’라고 주위에서 많이 쓰는데, 조항의 ‘담가’와 같이 ‘잠

가’라고 쓰는 게 맞다는 걸 깨달았다.

제5항 된소리 표기 규정의 우선적인 전제 조건은 ‘한 단어 안’에서만 적

용된다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 ‘한 단어 안’이라는 조건을 분명하게 인식한

학습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지만 【H-S2-31】은 조항에는 없지만 제

5항이 적용될 법한 단어 사례를 상기하는 과정에서 합성어인 ‘안방’에는 제

5항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단어

안’이라는 결론까지 명시적으로 내린 것은 아닐지라도 ‘안방’이 제5항의 단

어들과는 다른 부류에 해당함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이는 규정

외의 표기 사례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통해 초기의 분석적 인식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조건을 부분적으로나마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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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H-S2-29】 또한 제18항의 어간의 ‘ㅡ’가 줄어드는 불규칙 활

용의 ‘담그다’에서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또 다른 표기 사례인 ‘잠그다’를

상기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잠궈’라는 말이 잘못

된 표현임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잘못된 표기를 즉각적으

로 수정해주기보다, 이와 같이 또 다른 유사한 형태의 단어 사례를 떠올려

보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반성적 인식을 통해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깨닫

고 능동적으로 수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습자 인식의 유형 간 관계

3.1.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의 과정

근거이론의 목적인 이론 생성은 범주와 그 속성 등 개념적 코드들 사이

의 가설적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에서(Glaser, 1992; 김인

숙·장혜경 역, 2014:48),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해 발견한

상위 범주 및 하위 범주의 인식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별로 응답 자료에 나타난 인식을 지속적으로 비

교하였을 때, 조항이 어떤 대상에 관한 것인지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표기

를 직관적으로 인식한 경우 비판적, 창의적, 반성적 인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분석적 인식이 부정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조항의 대

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적 인식을 보인 학습자의 경우, 조항의 문제점에 대

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거나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스스로 고

민해보는 반성적 인식까지 보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이를 연역적으로 재확인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인식의 과정으로 나타났다.40)

40) 관계성의 정립 과정은 사실상 귀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연역

적으로 그 관계들이 자료와 구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조영달,

2005:29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별 응답 자료에서 귀납적으로 인식의

과정을 도출하되, 도출한 과정을 다시 다른 학습자의 응답과 비교하며 연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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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서 핵심 대상이 되는 음운, 단어,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우

선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분석적 인식이 비판적·창의적·반성적 인식으로 나

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적

인식을 보이지 않은 학습자는 규정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식한 반면, 정

확한 분석적 인식을 보인 학습자는 직관적 인식을 보이지 않고 일부는 규

정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적·창의적·반성적 인식을

보일 수 있었다. 한편, 규범적 인식은 기본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려는 태도

와 관련된 속성의 인식으로서, 조항을 직관적으로 바라보는지, 분석적으로

바라보는지와 무관하게 나타났다. 설령 학습자가 조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

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은 이와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기 행위 시 나타나는 인지적 과정과 관련해 친숙한 단어(familiar

word)의 경우 구술된 단어의 음성학적 분석을 통해 ‘음운론적 입력→의미

체계→철자 표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Zesiger & de Partz, 1997:42; 이주

영, 2017:37에서 재인용). 본고의 학습자 자료로부터 도출한 인식의 과정에

서도 규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친숙한 대상’), 대상에 대한 인

식(‘입력’)을 바탕으로 분석의 과정(‘체계’)을 거쳐 보다 심화된 인식을 형성

(‘표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표기 이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인식의 과정에 따른 인식의 유형을

인식의 심화 정도에 따라 ‘규정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 그친 경우’, ‘규정에

대한 분석적 인식으로 나아간 경우’, ‘규정에 대한 비판적·창의적·반성적 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항이 적용 및 관계되는 대상에 대한 인식
ê ê

직관적 인식 분석적 인식

규범적 인식ê

비판적·창의적·반성적 
인식

[그림 Ⅲ-1]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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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나아간 경우’의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3.2. 규정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 그친 경우

개정된 교육목표분류학에서 앤더슨(Anderson 외, 2001; 강현석 외 역,

2005:76-78)은 인지과정의 첫 단계는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

다. 이는 곧 어떤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관련된 지식을 장기기억으로부터

끄집어 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학습자 인식의 과정에서 학습

자가 각 조항과 관련된 지식을 떠올려 음운, 단어, 문장 및 담화 층위의 어

떤 특정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었던 것에 대응될 수 있다.

그리고 개정된 교육목표분류학에서 ‘기억’ 이후의 단계는 ‘이해’로 이어

지는 것으로 상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 인식의 단계에서 인출해낸

지식이 ‘이해’로 이어지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직관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H-Y2-11】학습자 예시는 제18항에 대한 학습자의 전체 응답을

수합하여 인식의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 규정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 그

치는 경우의 전형을 반영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학습자는 조항의 ‘하얗다’의 활용 예시를 보고 자신이 만든 문장에 쓰인 활

용형인 ‘하얘’라는 단어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문장의 종결형에서 ‘하얘’로

활용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그치고, 그 이상의 분

석적 인식은 보이지 못하였다. 그 결과 다른 단어의 활용형에 대해서도 올

대상에 대한 인식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에서 
‘그 애는 참 하얘’라고 쓰는 게 맞
는지 모르겠다. 

규범적 인식

‘하얘’처럼 헷갈리
는 것들이 있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ê

직관적 인식
어떤 조항을 사용한지는 모르겠지
만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말해서 적
었다. 

[그림 Ⅲ-2]  규정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 그친 경우의 예시 (【H-Y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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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표기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이렇게 말해서 적었다’고 하

여 발음에 근거한 ‘규정의 적용 과정에 대한 직관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표기 생활을 바탕으로 한 규범적 인식’을 동시에 보이면

서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서 잘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부정 표현

으로 서술하여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요컨대 학습자 인식의 과정

이 직관적 인식에 그치는 경우, 규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규정을 학

습하기 이전의 상태에 정체하게 되거나, 평소에 잘 사용하던 표기에 대해

서도 오히려 자신감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규정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을

인식하였다가 분석을 포기하고 직관적인 인식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교

수-학습 상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학습자가 대상을 인식하고 분석을 포

기하게 되는 그 지점,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비계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3.3. 규정에 대한 분석적 인식으로 나아간 경우

학습자가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대상과 관련된

적절한 문법개념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 언어적 직관에 의존하

지 않고 조항에 대한 분석적 인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정의 조

건에 대한 분석적 인식을 계열 관계에, 규정이 적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

적 인식을 결합 관계에 비추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앤더슨의 개정된 교육

목표분류학과 최은정·조용기(2015)를 참고하여 이주영(2017:40)은 표기형

선택에 따르는 인지적 과정에서 ‘분석하다’라는 인지 과정 하에 ‘대치하다’

와 ‘결합하다’를 상정하였다. 이때 계열 관계는 ‘대치하다’에, 결합 관계는

‘결합하다’에 대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적 인식이

선행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규정 이해의 핵심적 인식 과정 중 하나

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분석적 인식은 본 연구에서 심화된 수준의 인식인 비판적·창의적·

반성적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에 대한 인식 이후 분석적 인식을 보이지 못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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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모르겠다’는 응답으로 일관하거나 ‘평소 자주 보던 형태’, ‘발음과 일

치하는 형태’라는 근거를 들어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그 이상의 비판적·창

의적 인식이나 반성적 인식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분석적 인식을 보인 모든 학생이 심화된 수준의 인식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조항의 조건과 적용 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주어진 단어의

표기에 적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이다.

위 【H-Y2-37】학습자 사례는 제40항에서 거센소리되기라는 음운현상

을 인식한 후, 거센소리 표기 여부가 달라지는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적으

로 인식하였다. 다만 그 외에 조항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스스로 다

른 단어의 표기에 확장적으로 적용해보는 등의 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에 대한 분석적 인식으로 나아간 경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제40항과 같이 학습자가 이전에 학습한 경

험은 있지만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 표기에 대한 규정에서 다수 나

타났다. 익숙하지 않은 규정일수록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 예시를

떠올리는 것이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해 별도의 비계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일반적인 분석적 인식에 머물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분석적

인식은 비판적·창의적·반성적 인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능

하지만,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대상에 대한 인식 ‘하’가 아닌 ‘ㅏ’가 탈락하면 거센
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규범적 인식
지켜서 쓰지만, 
발음하기에 거센
소리가 편해서 
‘하’가 탈락한 경
우에도 가끔 거센
소리로 쓰는 경우
가 있다.

ê

분석적 인식
‘생각지’는 ‘ㄱ’이 받침이므로 ‘하’
가 탈락한다. ‘흔치’는 ‘ㄴ’이 울림
소리이므로 ‘ㅏ’가 탈락하고 거센
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그림 Ⅲ-3] 규정에 대한 분석적 인식으로 나아간 경우의 예시 (【H-Y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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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규정에 대한 비판·창의·반성적 인식으로 나아간 경우

본 연구에서 확인한 비판적, 창의적, 반성적 인식은 개정된 교육목표분

류학의 인지 과정에서 각각 ‘평가’, ‘적용 및 창안’, ‘창안’에 대응될 수 있

다. ‘비판’이 ‘평가’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되어있기도 하고 ‘준거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정의에 비추어보았을 때(Anderson 외, 2001; 강현석 외

역, 2005:76-77), 학습자가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규정의 문제점을 판단한

다는 점에서 비판적 인식은 ‘평가’에 대응될 수 있다.

그리고 ‘적용’은 ‘특정한 상황에 어떤 절차들을 사용하거나 시행’하는 것

이라는 점에서(Anderson 외, 2001; 강현석 외 역, 2005:76-77), 규정을 주어

진 범위 외의 상황에 확장적으로 적용하는 본고의 창의적 인식과 일맥상통

한다. 또한 본고의 창의적 인식은 적용의 과정에서 새로움을 산출해낸다는

점에서 ‘산출하기’를 포함하는 ‘창안’의 성격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다.

반성적 인식은 규정에서 학습자가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으로서, ‘창안’에서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

설을 설정하는 ‘생성하기’와 그러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절차를 고안하는

‘계획하기’를 포괄하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Anderson 외, 2001; 강현석 외

역, 2005:76-77).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들 ‘평가, 적용, 창안’은 모두 ‘이해’

나 ‘분석’에 뒤따르는 인지 과정으로 상정되어있다. 이는 본고에서 도출한

학습자 인식의 과정에서 비판적 인식, 창의적 인식, 반성적 인식이 분석적

인식 단계 이후에 심화된 인식으로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세 유형의 인식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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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H-Y2-23】의 응답은 제5항에서 발견한 규정 예외의 기준이 모호

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규정의 예외에 대한 반성

적 인식으로까지 나아간 유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비판적 인식과 반성

적 인식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비판적 인식이 반성적 인식으

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역할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상에 대한 인식 된소리 차이 규범적 인식
ê

항상 지켜서 쓰려
고 노력하지만, 
모르는 단어나 헷
갈리는 단어를 보
면 정확한 맞춤법
을 찾기 어렵다.

분석적 인식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 나오
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기에 ‘핼
숙’이 아니라 ‘핼쑥’이다.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메구어야’가 아닌 ‘메꾸어야’이다.

ê

비판적 인식
비슷한 음절이나 같은 음절의 범
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하지 않
다. 

ê

반성적 인식

‘다만’ 부분에 ‘같은 음절이나 비
슷한 음절’이 뭔지는 안 나와있는
데, ‘짭잘한’이라고 쓰지 않고 ‘짭
짤한’이라고 쓰는 것을 보니 이런 
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인 
것 같다.

[그림 Ⅲ-4] 규정에 대한 비판적·반성적 인식으로 나아간 경우의 예시 
(【H-Y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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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H-Y2-51】의 응답 사례는 분석적 인식에서 비판적 인식을

거치지 않고 반성적 인식으로 나아간 유형에 해당한다. 처음에 인식했던

규정의 예외 사례인 ‘코끼리’라는 단어에서 분석적 인식을 거친 후 예외 사

례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통해 그 구성 요소에 대한 심화된 이해로 나아간

것이다. 창의적 인식 또한 이와 유사하게 비판적 인식이나 반성적 인식과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인식 과정의 심화 단계로서의 비판적, 창의적, 반성적 인

식은 분석적 인식을 거친 후에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어떤 하

나의 인식이 확장되어 또 다른 인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독립적으

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떤 수준의 인

식을 통한 지식 형성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탐구 학습의 순서는 달리 설

계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인식 단어 ‘코끼리’ 규범적 인식
ê

단어들은 매우 많
기 때문에 일상에
서 쓰다 보면 헷
갈릴 때가 있지
만, 조항을 정확
히 알면 지켜 쓸 
수 있을 것 같다. 

분석적 인식
뒤에 ‘-음/-이’가 붙으면 본래 형
태가 발음 나는 대로 바뀌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ê

반성적 인식
‘코끼리’는 위 조항이 적용된 줄 
몰랐는데, 조항을 보니 ‘코길+이’
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림 Ⅲ-5] 규정에 대한 반성적 인식으로 나아간 경우의 예시 (【H-Y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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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지식 구조 분석의 시사점

4.1. 맞춤법 원리와 학습자 지식 구조 연계의 필요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각 조항에 대한 학습자 인식뿐만 아니

라 제1항의 원리가 다른 조항과 연관되어있는 정도에 대한 인식 또한 리커

트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41)

그 결과, 원리와 세부 조항이 관련되어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점과 5

점을 부여한 학습자 비율을 합한 82%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수의 학습자가 제1항의 원리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고, 다

른 조항과 연결되어있음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1항을 제외한 각 세부 조항을 이해하는 과

정에서 제1항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학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물론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것이 편리하다거나 합리적이라는 응답은 많았지

41) ‘서로 무관해보인다.’를 1점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를 5점으로 부

여하여 문항을 구성하되, 다른 응답을 할 여지를 열어두고자 1-5번을 제외한 6번

은 ‘기타’로 설정하였다.
42) 기타를 선택한 2명의 학습자는 자신의 응답에 대해 각각 ‘너무 추상적이다.’,

‘잘 모르겠다.’라고 기술하였다.

문항 내용
한글 맞춤법 제1항이 맞춤법 내 다른 조항들과 

얼마나 관련되어있다고 생각하나요?
서로 

무관해
보인다.

별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보통이다.

일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타

5(4.7%) 3(2.8%) 9(8.5%) 44(41.5%) 43(40.5%) 2(2%)42)
합계 106 (미응답 7명 제외)

<표 Ⅲ-20> 제1항과 다른 조항의 연관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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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직접적으로 제1항의 ‘소리대로’의 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은 것은 아니

었다. 또한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판단하여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리

가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적용되는 조항인 제19항 파생명사와 파생부사의

표기에서도 많은 학습자가 조항의 의미는 분석적으로 이해하여 ‘-이, -(으)

ㅁ’이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쓴다는 표면적인 사실 자체는 파

악하였지만, 왜 그러한지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소수였다. 또한 어근 의미

의 투명성이나 접사의 생산성으로 설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제1

항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답변은 찾아볼 수 없었

다.

그리고 올바른 표기 형태에 대한 직관적 인식 유형 또한 각 조항에 한

글 맞춤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기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유형은 주로 학습자 자신에게 익숙한 단어 혹

은 배운 단어가 아니라면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가 일정한 원리 및 규칙에 의거해 표기를 하는 것

이 아니라 표기의 결과물만을 파편적으로 암기하여 표기를 수행하는 것임

을 의미한다. 직관적 인식만으로 맞춤법을 이해하는 학습자를 위한 교수-

학습에서는 제1항의 필요성이나 추상적인 의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각

규정에서 제1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보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에서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

생활에서 쓸 때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내용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

습자가 총 39명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즉, 제1항을

한글 맞춤법 단원 본문의 맨 앞에 배치하여 강조해온 교과서 등의 영향으

로 많은 학습자가 ‘한글 맞춤법은 제1항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있다.’

라는 명제 자체에 대한 지식은 갖추고 있으나, 맞춤법의 세부 규정을 이해

하고 실제로 표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활용

하지 못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학습자 응답 분석 과정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수행 간의 괴리

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문법교육에서의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할 과업 중 하나는 문법 지식이 국어 사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언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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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떻게 전이되는지에 관한 것이기에(양세희, 2017:75), 원리 중심의 교육

을 추구하는 맞춤법 교육에서는 제1항에 대한 지식이 다양한 층위의 인식

에서 비롯되는 표기 활동에 전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

로 요구된다.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 또한 제1항의 원리에 대한 학습자

이해가 추상적인 수준에 그쳐 고립된 지식으로 남지 않도록, 원리에 대한

지식과 다른 확장적인 인식 양상으로 나타나는 학습자 지식 구조가 긴밀하

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4.2. 언어 단위별 맞춤법 교육 내용의 세분화 필요43)

본고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이 특정 언어 단위로 표상되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 그 대상은 조항의 성격에 따

라 음운, 단어, 문장 및 담화 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43) 언어 단위별 맞춤법 교육 내용의 세분화는 4.1에서 논한 원리와의 연계를 전

제로 한다. 즉, 음운, 단어, 문장 및 담화 단위 별로 맞춤법 교육 내용을 나눈다하

더라도 각각의 내용은 모두 제1항의 원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각 언어 단위 별 내용에 제1항이 적용된다는 사실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적

용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언어 단위 별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4.1

의 연계와 4.2의 세분화라는 키워드가 일견 모순되지만, 4.1의 원리와의 연계는

4.2의 세분화를 논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조항 조항 유형 인식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
제5항 소리에 관한 것 음운
제18항

형태에 관한 것

음운, 단어
제19항 단어
제30항 음운, 단어
제35항 음운
제36항 음운
제40항 음운

그 밖의 것제56항 문장 및 담화
<표 Ⅲ-21> 학습자 설문조사 대상 조항과 그 인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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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에서 드러나듯 소리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 조항에서는 음운

에 주목하고, 형태에 관한 것에 속하는 조항에서는 단어에 주목하기도 하

였으나, 조항의 유형과 그 인식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한 두드러졌다. 형태에 관한 것에 속하는 조항일지라도 제40항과

같이 발음이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조항인지 등에 따라 음운만을 인식

하기도 하고, 준말에 관한 조항인 제35항과 제36항에서는 단어 단위에서

용언의 개념을 상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음 축약과 같은 음운현상만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즉, 학습자가 판단하기에 소리에 관한 조항인지, 형태

에 관한 조항인지, 문장에서 단어의 쓰임새를 파악해야 하는 조항인지에

따라 학습자가 조항에 대해 느끼는 난이도도 달라지고 지식을 구성해가는

구체적인 과정도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정한 지식은 이후의 지식과 연결되어 차후에 학습하게 될 지식의 배

경지식이 되어야 하며 이들은 통합되어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서 저장된

다(양세희, 2017:75). 이때 지식 간 속성에 있어 이질성이 커지면 여러 종류

의 지식이 통합되지 못하고 단순 나열의 형태로 저장되어 지식의 부담 가

중을 불러올 수 있다. 앤더슨의 개정된 교육목표분류학에서 지식 차원과

인지과정 차원을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치에 의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지식이 뒤섞이지

않고 마치 분류표와 같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꾀한 셈이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맞춤법 단원이 한글 맞춤법 규정집 순서대로

조항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시 방식에 있어서는 예시 단어에 규정 내용 설명이 뒤따르는 귀납적 방

식이거나 규정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단어 표기 사례들을 확

인하는 연역적 방식으로 차이가 있지만, 한 교과서 본문 안에서는 이들 중

하나를 택하여 통일된 구성 방식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조항의 성격

을 미시적으로 고려하여 설명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한글 맞춤법이라는

큰 집합의 성격만을 거시적으로 고찰하여 단일한 설명 방식을 채택하는 쪽

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규정에 따라 학습자 인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맞춤법 교육에서도 서로 다른 성격의 조항을 언

어 단위별로 분류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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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언어 단위 별로 구분되는 학습자의 인식 과정이

정답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도 그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35

항과 제36항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났듯 오히려 그러한 학습자의 인식이 항

상 올바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맞춤법 교육

을 위해서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에도 언어 단위 별로 세분화하여 학습자

인식을 적극 반영하면서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지식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경험을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지식의 구조로써

온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44)

4.3. 학습자 인식의 과정을 반영한 탐구 학습의 필요

문법교육의 장은 인식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해석적 관점을 취하여 지속

적으로 생성한 논리가 학적 정합성에 기초한 전문가의 논리와 교차하는 생

동적인 공간이어야 한다(이관희, 2015:163). 교수-학습의 과정은 학적 논리

체계를 고려하되 그러한 논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인

식 과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권경일

(2013:161-162)은 검정 체제 출범 이후 교과서에서 ‘탐구 활동’이 두드러지

지만, 학교 문법 내용 기술에 있어 학습자 이해의 용이성을 먼저 고려하여

탐구 형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탐구 과제로 제시될 경우 도리어 배우는 내용에 대해 어렵고 까다

롭다는 부정적인 인식만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글 맞춤법은

나이를 불문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문법의 대명사로 꼽힌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학습자 이해의 용이성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자 인식 유형을 면밀하게 고찰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글

맞춤법 규정의 어떤 부분이 학습자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형성해나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지, 또 심화된 수준의 인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는 어떤 지식이 비계로 요구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의 걸림돌

44) 원래 지식, 교과는 인간의 합리적인 경험 양식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산물로

서, 교과로서의 의의를 얻으려면 그 합리적인 경험 양식이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김호정 외, 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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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가 규정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 그치게 만들기도 했지만 분석적

인식에서 더 나아간 비판적 인식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으며, 후자와 같

이 규정과 연계되는 국어 구조에 대한 지식이나 규정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지 않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 동원하여 반성적 인식

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의 조항에 대한 지식을 형성해가는 과

정에서 학습자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인식뿐만 아니라 직접적

으로 드러나지 않은 규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Ⅱ장 3.1에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교과서 내 맞춤법

단원은 맞춤법 원리와 기본 내용의 이해를 위한 탐구 활동은 귀납적 형태

이든 연역적 형태이든 각 조항이 뜻하는 바와 정확한 표기 형태에 대한 일

차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규범이라는 성격이 부

각되어 맞춤법 단원의 목표가 정확한 표기를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켜나가기보다는 주어진 교육

내용을 잘 소화하기 위한 학습활동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탐구 학습의 핵심은 지식 그 자체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는 데 있음을 고려한다면(김광해,

1997:110), 맞춤법 교수-학습에서도 생소한 조항에 대한 일차적 이해를 형

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장 합리적인 이해에 도달해가는 과정에서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논의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러한 핵심에 더욱 부합하는 탐구 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고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던 것과 같이 조항에 따라 학습자가 언어 단위를

분석적으로 인식한 뒤 비판적, 창의적, 반성적 인식을 보이는 과정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맞춤법 교수-학습을 설계한다면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식의 공백을 스스로 채울 수 있게 됨으로써 학습의 주체로

전면에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학습자

가 수행 오류를 보이거나 탐구를 중단하게 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

어, 학습자 이해의 용이성은 자연히 제고될 수 있다.

브루너는 각 교과의 교육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그 교과를 연구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학습자가 거칠 수 있게끔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교과의 지식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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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성될 수 있는 해석적 체계이기도 하다. 지식의 구조는 위로부터 내려

오는 학문적 체계를 반영하면서도, 아래로부터 학습자의 인식의 영향을 지

속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구축되어가는 것이다. 이에 맞춤법 교육에서 또한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맞춤법 교육의 목표를 고려하여 원리를 적

극적으로 연계·통합하면서도 학습자 인식을 반영하여 지식의 구조를 세분

화하고,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역시 학습자가 겪게 되는 경험을 탐구 학습

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

리에 따라 본고의 Ⅳ장에서는 탐구 학습을 통해 맞춤법 교육의 실제를 보

이는 과정에서 학습자 인식의 과정을 근거로 삼은 지식의 구조를 주요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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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습자 지식 구조를 고려한

한글 맞춤법 교육의 설계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정립한 한글 맞춤법의 구조와 Ⅲ장에서 고찰한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 유형과 과정을 종합하여 한글 맞춤법 교

육을 위한 지식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렇게 정립한 지식의 구조를 토

대로 한글 맞춤법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내용

구성의 실제를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학습자 지식 구조를 고려한 한글 맞춤법 교육의 목표

한글 맞춤법 교육이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등장한 이래, ‘한글 맞춤법

의 원리와 규정에 대한 이해’는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교육의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10국-04-0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는 성취기준으로 반영되어있다. 본

고 또한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글 맞춤법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상정함에는 차이가 없다. 주세형(2011:279)에서 ‘국어 규범 능력’을

‘국어학적 지식을 논거로 활용하여 새로운 규범 현상을 이해할 줄 아는 능

력’으로 정의한 것과 같이, 한글 맞춤법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교과서

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표기 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

에서는 학습자가 개개의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더

라도, 각각의 이해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글

맞춤법은 분명 서로 긴밀하게 얽힌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학습

자에게는 지식의 ‘구조’로 보이지 않고 지식의 ‘집합’으로밖에 느껴지지 않

는 것이다. 본고의 설문조사에서 제1항의 원리는 정확히 설명하지만, 그 이

후의 조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한 학습자들이 적지 않

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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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교

육의 목표로 한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 양상을 기존의 교육

내용에 통합하여 이를 하나의 구조로 보이고자 하는 것 또한 학습자의 체

계적 이해를 꾀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꾀하는 과정에서 ‘국

어 구조에 관한 문법 지식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

다. 한글 맞춤법 내용에 대한 이해는 각 조항에 등장하는 국어 구조 관련

문법 지식에 대한 분석적 인식을 비롯한 여러 측면의 의식적인 노력을 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민경(2018)에서 학습자가 언어 규범을 학습하

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지식이 서로 다른 지식을 연계하는 중핵

적 역할을 하게 되는지 밝히고자 한 것 또한 서로 긴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맞춤법 지식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언매02-11]에서 ‘국

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하도록 설

정한 방향에 따라 맞춤법 교육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맞

춤법에 어긋난 표기라 하더라도 정확한 맞춤법 지식이 부족해서 틀린 것과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틀린 표기를 하는 것은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며, 규범 교육에서도 이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루

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에서 규범적 인

식뿐만 아니라 반성적, 창의적 인식까지 분석한 것 역시 이에 대한 문제의

식에 기인한 것이다. 맞춤법 교육 내용이 학습자가 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건설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경험까지 해볼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 층위에서까지 맞춤법을 확

장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내면화될 수 있다. 김은성(2008)은 문법교육의

목표와 관련해, 언어 구조체로서의 국어에 대한 정확하고 논리적인 앎을

지향하는 층위 1, 국어 표현과 이해의 국면에서 국어에 대한 기능적인 앎

을 지향하는 층위 2, 국어로 표상되는 세계에 대한 비판적 앎을 지향하는

층위 3이 총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한글 맞춤법 교육은 규범

이라는 특성 상 층위 1의 목표에만 한정되었는데, 맞춤법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층위 2와 층위 3의 목표를 모색하여 이에 대한 총체적 앎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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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조진수·소지영(2016:196)에서는 어문 규범 교육이 지식을

이해하는 것 자체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생애교육 관점에서 학습자가

성인이 된 이후 자기 주도적으로 어문 규범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고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글

맞춤법을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 층위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

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국어교육 분야를 국어 알

기와 국어 사용하기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이관규, 2009:261), 문법교육,

그리고 그 안의 맞춤법 교육 또한 맞춤법을 아는 것과 사용하는 것으로 나

눌 수 있다. 맞춤법에 대한 입체적인 ‘앎’은 궁극적으로 언어생활에서 적절

한 맞춤법의 ‘사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 제시하는 한글 맞춤

법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한글 맞춤법이 일정한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임을 인식하

여 주요 조항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한글 맞춤법이 음운, 단어, 문장 단위의 표기를 아우를 수 있는 규

범임을 인식하여 각 단위별 국어 구조에 관한 문법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

해한다.

셋째, 한글 맞춤법이 실제 언어 사용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

는 규정임을 인식하여 정확성뿐만 아니라 적절성, 창의성 층위에서 입체적

으로 이해한다.

넷째, 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표기와 그렇지 않은 표기에 대한 분

명한 판단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주체적인 표기 생활을 영위한다.

2. 학습자 지식 구조를 고려한

한글 맞춤법 교육의 내용 구성

문법 교과의 ‘지식의 구조’는 실재로서 존재하는 문법적 경험이 구조적

으로 담긴 산물임과 동시에, 문법 교실에서 학습 및 활동의 형태로 되살아

난다(남가영, 2007ㄱ:369).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문법

적 경험이 구조적으로 포함되기 위한 전제로서 한글 맞춤법의 구조를 Ⅲ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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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한 학습자 인식 유형에 따라 지식의 구조를 새롭게 체계화해보고

자 한다. 가네와 브릭스(Gagn’e & Briggs, 1974; 이대규, 1995에서 재인용)

에 따르면 ‘지식의 체계’라 함은 서로 포함되고 포함되는 관계를 가지는 관

념들의 집합으로서, 일반 진술 하나와 이 진술에 포함되는 특수 진술의 집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새로 학습하는 관념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의

집합에 결합시키는 과정이 곧 학습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학

습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새로 배우는 내용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일반화

된 층위의 기존 관념의 집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맞춤법 교육의 실제를 보이기에 앞서 도식을 통

해 맞춤법 지식 체계를 일반화하여 보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맞춤법 교육

에서 학습자가 원리 기반의 큰 집합을 보지 못하고 세부적인 맞춤법 규정

을 파편적으로 학습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을 고려한

다면, 맞춤법의 여러 조항을 기계적으로 일반화하게 된다는 한계를 내포할

수 있을지라도 학습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단계 일반화된 내용

을 보여주는 것 또한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도식화된 교육 내용이 천편일률적인 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

성을 보완하고자 본고에서는 맞춤법 안에서도 학습자 인식을 통해 드러났

던 조항의 성질 차를 고려하여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하였다. 규정의

유형별로 한글 맞춤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일반화된 지식 및 내용 요소

와 그에 따르는 기능을 밝힘으로써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꾀하였다. 또 다

른 한편으로는 교육 내용이 일반적일수록 그것이 교실 내 수업으로 구현되

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에 따라 변주되고 특수화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법 교육 양상의 다양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45)

45) 본고 2.1의 도식은 맞춤법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

라, 맞춤법 교육 내용의 뼈대로서 제시된 것이다. 맞춤법 내 복잡한 규정의 집합

자체는 이론화 과정 단계 이전의 ‘현상’이라면 맞춤법 교육을 위한 이론을 위해서

는 기호적 과정을 거쳐 추상적 표현으로 의미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주세형,

2014:673-674), 본고의 도식은 그러한 의미화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고에서 도식을 마련한 것은 수업 시간에 이러한 도식이 학습자에게 그대로 노

출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이러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은 본장 3절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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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글 맞춤법 지식 구조의 체계화

2.1.1. 음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지식 구조

본고에서는 된소리 표기를 규정한 제5항이 음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

지는 조항의 대표 사례로 다루어졌다. Ⅰ장의 1.2에서 논한 한글 맞춤법의

구조 상 제5항은 원형을 밝혀 끊어 적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되, 의미의 투

명성과 생산성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음운론적 규칙성이라는 기

준에 따르는 예외적인 조항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한글 맞춤

법 자체의 논리에 의하면 소리대로 적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음운론적 규칙

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형을 밝혀 끊어 적는지, 혹은 이어 적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표기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제5항에 대한 학습자 인식에서는 제1항에 대한 의식 없이, 곧바

로 음운의 소리를 인식하여 직관적으로 표기형을 결정한 후 그 이유를 받

침의 차이에서 분석적으로 인식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는 받침

의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 또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다는 원리에 따르는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된소리를 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학습자가 비판적 인식의 일환으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

는 경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입각해 재

진술하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인지의 여부’가 어

법에 맞도록 표기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미 음운론적 규칙성이 분철과 연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어있는데, 이 외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이라는 추가적인 기준이 부가되는 것이 한글 맞춤법의 원리상 꼭 필요한가

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46)

46) 민현식(2004:119-120)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와 관련

해 ‘싹둑’과 ‘똑딱’을 비교하며, 같은 의성어 부사인데도 유사성 여부에 따라 표기

를 구별 짓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싹둑’을 제5항이 적용되는 환경인

단일어가 아닌 ‘싹’과 ‘뚝’의 복합어로 보면 ‘싹뚝’으로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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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학습자는 언제 된소리를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표현을 재밌게 만드는 등의 목적에 의해 된소리를 규정된 범위 이

상으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창의적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은

한글 맞춤법 규정 자체에만 집중한 교수-학습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부분

으로, 학습자 인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별도로 교육 내용에 추가되어

야 할 부분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 원리에 입각해

제5항이 보여주는 학습자 지식 구조는 다음의 [그림 Ⅳ-1]과 같이 도식화

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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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음운을 먼저 인식하여,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단어의 발음을 토

대로 ‘소리대로’의 원리에 따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지 판단을 내린다.

예시인 ‘어깨’와 ‘낙지’의 경우 표기를 발음에 일치시키면 ‘어깨’와 ‘낙찌’로

써야 하나, ‘낙찌’는 ‘낙지’로 표기하므로 원형을 별도로 밝혀 적은 경우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적

직관적 
인식

제5항 된소리되기
예) 어깨, 낙지 

‘소리대로’: 소리와 일치하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ê                                  ê

분석적 
인식

된소리로 표기
예) 어깨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음
예) 낙지

ê                                  ê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 적었는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 원형을 밝혀 적음

ê                                  ê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음운론적 규칙성이 없음 음운론적 규칙성이 있음

두 모음 사이, 
‘ㄴ, ㄹ, ㅁ, ㅇ’ 받침 뒤,

‘ㄱ, ㅂ’ 받침 뒤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

‘ㄱ, ㅂ’ 받침 뒤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지 않는 경우)

ê

비판적 
인식

Ÿ 음운론적 규칙성은 원형을 밝혀 적기 위한 기준으로 합당한
가?

Ÿ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추가적인 기
준으로 제시된 것은 합당한가? 

창의적 
인식 Ÿ 의도적으로 된소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쓰는 상황이 있는가? 

[그림 Ⅳ-1] 제5항의 지식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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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된소리되기라는 필연적인 음운현상이 작용함을 알

게 되고, 추가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기준으로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심화된 수준의 비판적, 창의적, 반성적

인식은 이전의 단계들을 거치며 도출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나

타날 수 있는 것이며, 위 <표 Ⅳ-1>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인식의 한 사

례를 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설문조사에서 다루었던 제5항을 예시로 들었지만 맞춤법 규

정에서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중 역사적 표기법에 대한 조항(제7항, 제8항,

제9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47)

단지 제5항에서는 ‘어법에 맞도록’을 판단하는 기준이 음운론적 규칙성이었

다면, 그 이외의 조항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에 의해 분철

과 연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컨대 음운

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은 다른 단위에 대한 조항과 비교하였을

때 ‘음운’이 주요 인식이 된다는 사실로 인해 ‘소리대로’에 대한 판단이 빠

르게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교수-학습에서는 학습자가 발음에 의존해 표기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음운에 관한 조항의 지식 구조는 다음 [그림 Ⅳ-2]

와 같이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7)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에 속하는 제30항, 제40항에 대해서도 본 연구의 많은

학습자들이 음운을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사이시옷 표기에 관

한 제30항은 제1항의 원리에 포섭되기보다는 역사적 표기에 가까운 것으로서, 발

음을 판단한 후 원형을 밝혀 적는지의 여부보다는 사이시옷을 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이시옷을 표기하게 되는 단어

의 구체적인 환경에 대한 분석적 인식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용언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거센소리가 되는 것에 관한 제40항은 발음이

우선적 인식의 대상이 되지만, 발음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만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우 사람마다 발음 습관이 달라 정확한 표기형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그리하여

제40항에서는 원형을 밝혀 적는지의 여부보다 줄어들면서 거센소리가 되거나 되

지 않는 음운론적 환경에 대한 세밀한 분석적 인식을 요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리에 관한 조항의 지식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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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지식 구조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은 한글 맞춤법의 중핵을 이루는

부분으로, 그 유형도 조항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본고의 설문조사에서 다루었던 제19항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인식 음운에 대한 인식

ê

직관적 인식 발음과 표기의 일치 여부 인식

규범적 인식

ê

분석적 인식

원형을 밝혀 적는지의 여부 인식
ê

원형을 밝혀 적는 기준 인식
- 음운론적 규칙성

- 생산성과 의미의 투명성의 충족 여부
ê

비판적·창의적·
반성적 인식

분석에 기초한 
비판적·창의적·반성적 인식

[그림 Ⅳ-2] 음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지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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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기술된 ‘어간’, ‘명사’, ‘부사’ 등의 단어 단위의 문법개념 등을 통

해 학습자는 단어를 먼저 인식하게 된다. ‘걸음’과 ‘거름’과 같은 단어에서

형태에 차이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파악한 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

으로서 제1항의 원리를 상기하고 적용하게 된다. 형태에 먼저 주목하였기

때문에 ‘소리대로’보다 ‘어법에 맞도록’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데, 제19항에서는 접사의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이 ‘어법에 맞도록’에 따

른 표기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걸음’의 ‘-음’은 여러 어근에

직관적 
인식

제19항 파생명사와 파생부사
예) 걸음, 거름 

표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ê                                  ê

분석적 
인식

원형을 밝혀 적음
예) 걸음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
예) 거름

ê                                  ê

표기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가?
어근과 접미사가 생산성과 
의미의 투명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함
어근이 의미의 투명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ê                                  ê

발음과 표기는 일치하는가?
일치함 일치함

ê

비판적 
인식

Ÿ 어근의 뜻과 멀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Ÿ 잘 쓰이지 않는 접사가 결합하여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파생

어인지, 단일어인지 구분이 어려운 단어가 있다.

반성적 
인식

Ÿ 단일어처럼 보이지만 제19항에 의한 파생어에 해당하는 단어
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그림 Ⅳ-3] 제19항의 지식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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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할 수 있어 생산성을 충족하면서, 어근 ‘걸-’은 의미적으로 투명하여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에 의미의 투명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반면 ‘거름’은 동일하게 ‘-음’이 결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걸-’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멀어져 의미의 투명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여 ‘걸음’과 ‘거름’의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

하게 되고, ‘소리대로’의 원리에 따라 발음과 그 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

재확인함으로써 제1항 원리에 입각한 분석적 인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

후 뒤따르는 비판적 인식에서 많은 학습자는 잘 모르는 단어의 경우 어근

의 의미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의미의

투명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단어는 단일어와 구분이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단어들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그 차이를

탐색하는 방식의 반성적 인식을 보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제19항과 같은 유형의 지식 구조를 보이는 조항은 음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과 반대로 ‘어법’과 관련한 분석적 인식이 ‘소리’와

관련한 분석적 인식에 앞서는 양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도식화될 수 있다.48)

48)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조항은 제3장 형태에 관한 것 중 제14항, 제15항, 제16

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51항, 제53

항, 제54항으로, [붙임] 등을 제외한 이들 조항의 본문은 1.2에서 생산성과 의미의

투명성을 충족하여 원형을 밝혀 끊어 적는 경우에 대한 조항으로 다룬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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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두 번째 유형은 1.2에서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지만 소리를 우선하여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는 조항으로 다룬 것들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18항

을 대표적인 예시로 다루었는데, 앞선 유형과 동일하게 단어에 먼저 주목

하되, ‘어법’에 주목하기보다는 ‘소리’ 측면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즉, 제18항은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주요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불규칙

활용의 표기형이 평소에 자주 발음하는 용언의 활용형과 일치하는지에 대

한 인식이 우선한다. 즉, 불규칙 활용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표기한다는 것을 인식한 후 비로소 어간과 어미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은 이유를 고찰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생산성과 의미의 투명성을 충족함에도 불구하

고 소리를 우선하여 이어 적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면서도 본 절의 2.1.1에서 다룬 조

항과 유사하게 소리를 우선하게 되는 조항에는 제21항의 다만 (1), 제27항

[붙임 3], 제31항, 제52항이 해당될 수 있다. 이들 조항의 교수-학습에서도

‘소리’에 대한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단순히 발음에

의존하여 직관적으로 표기를 인식하는 데 그치는 상황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상에 대한 
인식 단어에 대한 인식

ê

직관적 인식 단어 표기 형태의 차이 인식

규범적 인식

ê

분석적 인식

원형을 밝혀 적는 기준 인식
- 생산성과 의미의 투명성의 동시 충족 

여부
ê

발음과 표기의 일치 여부 인식
ê

비판적·창의적·
반성적 인식

분석에 기초한 
비판적·창의적·반성적 인식

[그림 Ⅳ-4]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지식 구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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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조항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조화 가능하다.

세 번째 유형은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제36항, 제37항, 제38항,

제39항을 포함한 준말에 관한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

문조사를 통해 준말에 관한 조항의 예시인 제35항과 제36항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본고의 Ⅱ장 2.1.1의 음운에 대한 인식에서 다수 학

습자가 제35항과 제36항을 모음 축약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 서술하였었다. 이들 조항에서 어간과 어미 등의 개념을 통해 단어에 관

한 조항임을 인식하면서도, 줄어드는 과정은 음운 층위에서 일어난다는 점

에서 역시 ‘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발음과 준말의

표기형이 일치하는지 판단한 후에는 줄어들기 이전 형태인 본말을 복구한

다. 본말과 준말의 두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줄어든 형태가 올바른 표기형

인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는 단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음과 표기형이 일치하는지 판단한

다는 점에서는 두 번째 유형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 이후 두 번째 유형에

서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이유를 모색하였지만, 본 유형에서는 모음 축

약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어간과 어미의 원형이 유지되어있는지에 주목하

대상에 대한 
인식 단어에 대한 인식

ê

직관적 인식 발음과 표기의 일치 여부 인식

규범적 인식

ê

분석적 인식
원형을 밝혀 적는지의 여부 인식

ê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이유 인식
- 소리를 우선시하는 조항

ê

비판적·창의적·
반성적 인식

분석에 기초한 
비판적·창의적·반성적 인식

[그림 Ⅳ-5]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지식 구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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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습자가 자주 틀리는 ‘되’와 ‘돼’의 구분

에서도 준말인 ‘돼’와 관련해 본말의 어간과 어미인 ‘되어’가 모두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분석적 인식이 두드러졌다는 점은 이러한 차이를

뒷받침해준다.

단어 단위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세 번째 유형 조항의 지식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3.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지식 구조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은 소수이지만, 한글 맞춤

법 규정의 기술 자체가 단어 단위가 아닌 문장 단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항 유형에서 이러한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 조항의 경우 유

사하거나 동일한 발음으로 소리 나지만 표기가 다른 두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두 단어를 한 쌍으로 묶어 나열한 제56항을

비롯하여 문장을 통해 종결어미 ‘-오’와 보조사 ‘-요’, 연결 보조사 ‘-이요’

를 구분한 제15항 [붙임 2]와 [붙임 3], 조사 ‘-요’에 관한 제17항, ‘맞추다’

대상에 대한 
인식 단어에 대한 인식

ê

직관적 인식 발음과 표기의 일치 여부 인식

규범적 인식

ê

분석적 인식

줄어들기 이전의 원형 인식
ê

준말과 본말의 비교
- 두 형태 모두에서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가?
ê

비판적·창의적·
반성적 인식

분석에 기초한 
비판적·창의적·반성적 인식

[그림 Ⅳ-6]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지식 구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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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뻗치다’의 표기를 규정한 제55항이 본 유형으로 묶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56항 중 1번 규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통해 그 양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던’과 ‘-든’은 발음이 유사하여 매체 상에서도 오용

사례를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학습자는 이들 단어가 쓰인 각 문장의 맥락

을 우선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장에 쓰인 ‘-던’과 ‘-든’의 의

미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거친 학습자는

각 단어가 체언 뒤에 쓰였는지 혹은 어간 뒤에 쓰였는지의 문법적 환경을

인식하고, ‘조사’나 ‘어미’라는 식으로 형태소의 성격을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제55항에 규정된 ‘맞추다’의 경우 ‘맞히다’와 혼동하여 잘못 표

기하는 학습자가 더러 있는데, ‘맞추다’와의 의미 차이를 ‘맞히다’의 ‘-히-’

는 피·사동표현을 만드는 접미사 중 하나라는 점과 연관 지어 이해하면 그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사례의 표기는 관련

규정이 문장 및 담화를 바탕으로 서술되어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문장 및

담화 단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시간표현, 피·사동표현에 관한 지식

또한 표기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또한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

지는 조항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 유형에서는 ‘소리’가 유효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

고, 원형을 밝혀 적되 어떤 원형으로 구분해서 써야하는지에 방점이 놓인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어법에 맞도록’의 원리에 대한 인식은 초

반에 이루어지는 반면, ‘소리대로’의 원리에 대한 인식은 어법에 맞는 형태

를 결정한 후 확인 작업으로서 후반부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단어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조항은 언어생활에서 헷갈리는 표기를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고 응답

한 학습자가 특히 많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맞춤법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

지 못한다’는 학습자의 막연한 인식에 전환을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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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글 맞춤법 지식 구조에 따른 교육 내용의 체계화

문법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문법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본관

(2010:191-192)은 문법 능력을 언어 단위별로 음운 능력, 단어 능력, 문장

능력, 담화 능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어문 규범 능력이

추가될 수 있는데, 어문 규범 또한 음운, 단어, 문장의 언어 단위별로 세분

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문법교육 목표로서의 문법 능력을 세분화할수

록 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준거는 구체화되어, 교육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

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한글 맞춤법 교육의 목표를 맞춤법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맞춤법 능력을 언어 단위별로 세분화하는 관점을

취하여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글 맞춤법은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의

하위에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워

야 할 내용 요소로 배치되어있다.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으로 “발음·표기,

어휘, 문장·담화 등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 능력을 기르고 바

대상에 대한 
인식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

ê

직관적 인식 두 단어의 형태 차이 인식

규범적 인식

ê

분석적 인식

두 단어의 의미 차이 인식
ê

두 단어가 나타나는 
문법적 환경 차이 인식

ê

두 단어의 문법적 성격 차이 인식
ê

비판적·창의적·
반성적 인식

분석에 기초한 
비판적·창의적·반성적 인식

[그림 Ⅳ-7]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지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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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언어 단위별 규범에 대한 이해를 표방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상으로는 이러한 일반화된 지식이 ‘한글 맞춤

법’ 내용 요소에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

는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본고는 “[10국04-0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는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언어 단위별로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체계를 제시하였다. 형식은 2015 개정 교육과

정 내용 체계를 따라 ‘한글 맞춤법과 국어생활’이라는 공통 핵심 개념 하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을 배열하였다.

[한글 맞춤법의 음운 관련 조항]

한글 맞춤법 조항 중 음운 관련 조항에서는 단어뿐만 아니라 규정과 밀

접하게 관련된 음운을 이해하는 것이 주요한 교육 내용 요소가 될 수 있

다. 해당 음운이 자모음 체계에서 어떤 범주에 속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규정이 어떤 음운현상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학습자가 단어를 음운 단위로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규정

과 관련된 음운의 체계와 특성’, ‘규정과 관련된 음운현상’이 내용 요소로,

‘단어를 음운 단위로 분석하기’가 기능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단어의 표준 발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규정과 관련된 핵심 음
운의 체계와 특성 및 
음운현상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단어의 표
준 발음을 알고, 한글 
맞춤법 원리에 비추어 
단어의 정확한 표기형
을 파악하여 상황에 따
라 적절한 표기를 수행
할 수 있다.

Ÿ 규정과 관련된  
음운의 체계와 
특성

Ÿ 규정과 관련된  
음운현상

Ÿ 단어의 발음과 
표기

Ÿ 단어를 음운 단위로 분석하기
Ÿ 발음과 표기를 비교하기
Ÿ 원리와 표기를 종합·설명하기
Ÿ 규정에서 문제 발견하기
Ÿ 단어에 규정을 적용·검증하기
Ÿ 언어생활 성찰하기

<표 Ⅳ-1> 한글 맞춤법 중 음운 관련 조항의 내용 체계



- 151 -

되면 발음과 표기를 일치시키되, 제1항의 원리에 비추어 음운론적 환경 등

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거나 밝혀 적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내용 요소 중

‘단어의 발음과 표기’와 관련해, ‘원리와 표기를 종합·설명하기’의 기능을 수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요소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심화 학습의 일환으

로 ‘규정에서 문제 발견하기’, ‘단어에 규정을 적용·검증하기’, ‘언어생활 성

찰하기’를 수행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Ⅲ장의

학습자 인식에서 확인하였던 ‘비판적 인식’, ‘창의적 인식’, ‘반성적 인식’에

대응될 수 있는 기능에 해당한다.

[한글 맞춤법의 단어 관련 조항]

한글 맞춤법 조항 중 단어 관련 조항에서는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의 특

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어의 특성은 구체적으로는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해당 단어의 품사와 그 특성이 무엇이며, 해당 단어가 어

떤 구성성분에 의해 형성된 단어인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규정과 관련된 품사의 개념과 특성’, ‘단어 형성과 관련된 개념과 특

성’이 내용 요소에 포함되었고, 이들 내용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기능으로

서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기’가 상정되었다.

특정 단어에 대한 분석 완료 후에는 해당 단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

소의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
의 품사 및 형성 방법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한글 맞춤법 원리에 
비추어 단어의 정확한 
표기를 알고 상황에 따
라 적절한 표기를 수행
할 수 있다.

Ÿ 규정과 관련된  
품사의 개념과 
특성

Ÿ 단어 형성과 
관련된 개념과 
특성

Ÿ 단어의 발음과 
표기

Ÿ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
기

Ÿ 발음과 표기를 비교하기
Ÿ 원리와 표기를 종합·설명하기
Ÿ 규정에서 문제 발견하기
Ÿ 단어에 규정을 적용·검증하기
Ÿ 언어생활 성찰하기

<표 Ⅳ-2> 한글 맞춤법 중 단어 관련 조항의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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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원형을 밝혀 끊어 적을 것인지, 반대로 이어 적을 것인지에

따라 정확한 표기형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리대로’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표기형이 실제 발음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

인 또한 요구되기에 ‘단어의 발음과 표기’가 함께 내용 요소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는 ‘발음과 표기를 비교하기’ 형태의 기능으로 활용된다.

그 외의 ‘규정에서 문제 발견하기’, ‘단어에 규정을 적용·검증하기’, ‘언어

생활 성찰하기’는 다른 언어 단위에 관한 조항과 동일하게, 학습자가 조항

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고, 정확성뿐만 아니라 적절성, 창의성 층위

에서 한글 맞춤법을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가 기능으로 상정되었다.

[한글 맞춤법의 문장 및 담화 관련 조항]

문장 및 담화 관련 조항에서는 서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두 단어의

표기를 다루기 때문에 각 단어가 쓰인 문장 및 담화의 문맥을 고려하여 의

미에 따라 표기형을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단순히 의미 차이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환경에 쓰이는 형태

소인지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이후에도 문장에 따라 그 의미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위치에 해당 단어를 표기할 수 있다. ‘문맥에 따른 단어의

의미’와 ‘문장 내 단어 단어의 특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내용 요소로 설정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문장 및 담화에 쓰인 
단어의 의미를 문맥에 
따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단어의 문법적 특
성을 분석하여, 맞춤법
의 원리에 따른 정확한 
표기를 알고 문장 내 
쓰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Ÿ 문맥에 따른 
단어의 의미

Ÿ 문장 내 단어
의 특성

Ÿ 단어의 발음과 
표기

Ÿ 단어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의 
의미 비교하기

Ÿ 문장 내 단어 분석하기
Ÿ 원리와 표기를 종합·설명하기
Ÿ 규정에서 문제 발견하기
Ÿ 단어에 규정을 적용·검증하기
Ÿ 언어생활 성찰하기

<표 Ⅳ-3> 한글 맞춤법 중 문장 및 담화 관련 조항의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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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단어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의 의미 비교하기’, ‘문장 내 단어 분석

하기’는 이들 내용 요소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요인에 해당한다.

문장 내 단어에 대한 분석이 토대가 되면 역시 한글 맞춤법의 ‘소리대

로’와 ‘어법에 맞도록’ 두 원리 모두에 부합하는 표기형을 결정할 수 있으

며, ‘-던’이나 ‘-든’과 같은 발음에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단어도 정확하게

구분하여 발음할 수 있다. ‘단어의 발음과 표기’ 내용 요소와 ‘원리와 표기

를 종합·설명하기’ 기능은 이러한 과정을 관할한다.

문장 및 담화 관련 조항에서도 ‘규정에서 문제 발견하기’, ‘단어에 규정

을 적용·검증하기’, ‘언어생활 성찰하기’가 수행될 수 있다. 특히 단어에 규

정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단어가 쓰인 문장에의 적용 및 검증으로의

확장적 수행이 가능하다. 이로써 단어 자체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물

론, 해당 단어를 문장 내 쓰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49)

음운, 단어, 문장 및 담화의 언어 단위별로 세분화된 내용 체계는 국어

구조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민현식

(2008:49)은 맞춤법 교육의 나선형 상향식 교육과정으로서 구조 지식과 규

범 지식을 통합,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①음운과 발음 규범, ②어휘

와 표기 규범, ③문장과 문장 규범, ④담화와 담화 규범의 구성을 제안하였

다. 본고에서 한글 맞춤법에 초점을 맞추어 미시적으로 ①음운과 한글 맞

춤법, ②단어와 한글 맞춤법, ③문장 및 담화와 한글 맞춤법으로 내용 체계

를 구성한 것은, 민현식(2008)이 주장한 거시적인 국어 구조에 대한 교육과

규범 교육의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하나의 과정에 해당한다.

49) 다른 조항과 달리 문장 및 담화와 관련된 조항에서의 ‘적절성’은 언어 사용자

의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맞춤법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까지 포괄하기보다는,

좁은 의미에서 단어 자체는 정확하게 표기하되 문장 및 담화의 맥락에 어긋나지

않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적절성’을 의미한다. 맞춤법을 지키지 않

은 형태로 써도 의미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다른 조항과 달리, 본 유형에 속하

는 조항들은 맞춤법에 맞게 쓰지 않을 경우 문장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

릴 수 있는 단어의 쌍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가령, 제56항에서는 ‘그러므로’와 ‘그

럼으로’의 표기 차이가 규정되어있는데, 학습자가 ‘그러므로’를 써야 할 자리에 ‘그

럼으로’를 잘못 쓴 것은 의사소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 표기에 대

한 지식이 미비한 점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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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 맞춤법 지식 구조에 기초한

한글 맞춤법 교육의 실제

문법 교실에서의 활동은 지식의 구조를 참조하여 그것이 담고 있는 문

법적 경험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남가영, 2007

ㄱ:369). 본고는 Ⅱ장과 Ⅲ장의 분석을 거쳐 Ⅳ장 2.1에서 확립한 한글 맞

춤법에 대한 학습자 지식 구조를 문법 교실에서 온전히 되살리는 것을 가

장 큰 목표로 맞춤법 교육의 실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중요시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학습자

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문법적인 인식을 보이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아, 학습자가 인식 주체로서 수업의 전면에 내세워질 수 있는 탐구 수업

으로써(남지애, 2018:240) 맞춤법 교육의 가능태를 보이고자 한다.

3.1. 학습자 지식 구조에 기초한 탐구 수업의 전제

문법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지에 관한 문

제는 대체로 교과서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의해 이

미 정해진 과정을 따라 학습하는 것이 문법에 대한 구조를 가장 잘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Thornbury, 1999; 이관규 외

역, 2004:25-26). 그러나 이것이 학습자들이 그러한 구조와 순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손버리(Thornbury)에 의하면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복잡성, 학습 가능성,

교수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어떤 문법 항목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있는가를 의미하는 복잡성 측면을 고려한 맞춤법

교수 내용의 선정은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바 여러 차례 다루어진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 가능성은 교사의 입장에서 특정 문법 항목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에 관한 요인으로 교사 개개인의 맞춤법 수업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추가적으로 요한다. 본고의 Ⅲ장에서는 각

조항에 대해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어떤 이해를 형성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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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기에, 교수-학습 내용의 구성에 있어 학습 가

능성의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교육의 국면에서 학습자를 중심에 두는 일은 학습자의 참여와 상호작용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 자체가 학습자로부터 시발되어 이끌

어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데(Puchta & Schratz, 1993:3; 이관희, 2015:164

에서 재인용), 학습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고려하여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

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글 맞춤법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일에서뿐만 아니

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인 층위의 교실 내 수업에서 각 조항을 어

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지 설계하는 작업에서도 학습자가 맞춤법을 인식하

면서 보였던 사고 과정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습자는 주어진 자료에서 귀납적으로 원리를

도출해내기도 하고, 귀납적으로 도출해낸 원리에서 다시 연역적으로 새로

운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문법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귀납

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의 학습 방법을, 맞춤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학

습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학습

자 지식 구조를 반영한 맞춤법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어떤 형태의 탐구

수업이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여 학습 가능성을 증진시

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

양한 층위의 인식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탐구 수행을 보였다는 점에 착안

해, 귀납적인 탐구와 연역적인 탐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조항

에 대한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두 탐구 방식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해 최선희(2016:441-442)에서는 교수·학습 모

형이 단일 교수·학습 모형과 교수·학습 모형의 연쇄와 통합의 두 가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최영환, 2008:424)에 착안하여, 귀납적인 탐구와 연역

적인 탐구를 통합한 ‘문법 탐구 연쇄 모형’을 새롭게 제안한 바 있다. 해당

모형은 다음 [그림 Ⅳ-8]과 같이 언어에 내재된 규칙을 발견하는 귀납적인

탐구 과정으로부터 특정 언어 현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탐구하는 연역적인

과정으로 이어지는 총 7단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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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일정한 단계를 따르

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을 논하였었는데,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분석

적 인식에 이르는 과정은 위 문법 탐구 연쇄 모형의 귀납적 성격을 띠는

첫 번째 단계에 상응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

으로 음운, 단어, 문장 및 담화 등 개별적인 언어 대상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한글 맞춤법 원리에 부합하는 일정한 표기 원칙을 도출해내어 단어 표기에

활용하는 ‘규칙·원리 발견 중심’의 과정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적 인식에서 더 심화된 단계인 비판적, 창의적, 반성적 인식

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연역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두 번째 단계에 대응될

수 있다. 이전 단계의 귀납적 분석을 거치며 학습자가 맞춤법 규정에서 발

견한 문제를 시발점으로 하여, 다시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적용하는 과정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첫 번

째 단계에서 발견한 규칙·원리를 ‘적용 및 활용’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

이다.

이러한 대응 관계에 따라 본고에서는 귀납적 접근 방식과 연역적 접근

방식이 연쇄적으로 통합된 문법 탐구 연쇄 모형을 큰 틀로 하여 맞춤법 교

육의 실제를 구안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최선희(2016:443)은 각 모형의 마

지막 단계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 중 ‘언어생활 성찰하기’ 기능

1
규칙·
원리 
발견  
중심

단계

2
적용·
활용 
중심

단계
문제 확인하기 문제 확인하기

ê ê

자료 탐색하기 분석하기
ê ê

규칙·원리 발견하기 판단하기
ê ê

적용·활용하기 적용하기
[그림 Ⅳ-8] 문법 탐구 연쇄 모형의 예시(최선희, 201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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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본고에서 다루었던 맞춤법

규정에 대한 규범적 인식을 탐구의 마지막 단계에 함께 다룸으로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음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교육

본고 Ⅳ장 2.1.1에서는 음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유형에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 <표 Ⅳ-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5항, 제6항, 제10항, 제11항, 제

12항, 제30항, 제40항은 모두 음운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규정이

다. 현행 모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한글 맞춤법 소단원과 음운 단

위를 배우는 소단원이 하나의 대단원으로 편성되어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조항은 학습자가 각 음운현상을 배우는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함께 배

울 수 있도록 통합하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제13항은 된소리

관련어와 두음법칙 관련어들 중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예들인데 특히 된소리 관련어들은 제5항과 관련지어 설명함이 더 효과적이

다(민현식, 2004:126). 그리고 한자어의 두음법칙 관련어들은 두음법칙을 다

루는 조항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지만 이들 예에는 일관성 측면에 문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민현식, 2004:126), 이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

조항 유형 해당하는 조항

음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

제5항 된소리되기
제6항 구개음화
제10항

두음법칙제11항
제12항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
제30항 사잇소리 현상
제40항 거센소리되기

<표 Ⅳ-4> 음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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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학습자의 비판적 인식을 촉진하기 위한 제재로도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조항 중 제5항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직접적으로 조사

하였던 만큼, 음운현상 중 된소리되기와 제5항 및 제13항을 연계한 탐구

수업의 실제를 문법 탐구 연쇄 모형의 단계별로 보이고자 한다.

[문제 확인하기]

‘문제 확인하기’의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익숙한 된소리 발음을 가진

단어를 제시함으로써 탐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학습자는 (1)

을 통해 ‘음운’ 단위에 자연스럽게 주목함으로써 두 단어 모두 된소리 발음

이 나는 음운이 있다는 공통점을 포착하고, 이로부터 된소리되기의 음운현

상을 상기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단어는 학습자가 표기로부터 직관적으로

표준 발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 맞춤법의 ‘소리대로’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함께 다룰 수도 있다. 그리고 (2)를 통해 된소리로 소리

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단어에 따라 된소리를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단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 다음 물음에 답하며 생각해봅시다.

(1) 괄호 안에 다음 단어의 표준 발음을 적어봅시다.
 나: 드디어 국수[      ] 맛집에 오게 되다니!
 친구: 정말 기쁘다[      ] 기뻐!

(2) 위 대화에 쓰인 단어의 표준 발음과 표기는 어떻게 다르고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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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탐색하기]

2.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l 된소리되기 

 
l 한글 맞춤법 관련 조항

 (1) 위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른다면, 1번의 ‘국수’와 ‘기쁘다’의 된소리는 각
각 어떤 경우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2)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말은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 끊어 
적거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습니다. ‘국수’와 ‘기쁘다’는 원형을 밝혀 적
은 것인가요?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
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
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등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
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이 
현상은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박사[박싸]’, ‘꽃다발[꼳따발]’, ‘옆집[엽
찝]’처럼 받침 ‘ㄱ(ㄲ, ㅋ, ㄱㅅ, ㄹㄱ),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ㄹㅂ, ㄹ
ㅍ, ㅂㅅ)’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현상은 예외 없이 항상 일어
난다는 점에서 다른 환경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보다 강력한 세력을 가지
고 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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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탐색하기’ 단계에서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ㄱ, ㄷ,

ㅂ’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음운현상에 대한 설명과 한글 맞춤법 제5

항을 제공하였다. 이외에 별도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도 한글 맞춤법 조

항 하에 여러 단어 사례가 명시되어있어 사례를 통한 탐구가 충분히 가능

하다. 사례 탐구를 통해 규정의 조건에 대한 분석적 인식에 이를 수 있도

록 (1)에서 된소리를 표기하는 음운론적 환경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2)는 학습자가 개별 조항을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비추어 통

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제시되었다.

[규칙·원리 발견하기]

본 문항은 원형을 밝혀 적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음운론적 규칙성

이 그 기준이 된다는 원리를 궁극적으로 도출하도록 하기 위해 제시되었

다. 앞서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각 단어의 음운론적 환경에

대한 분석적 인식을 거쳤기 때문에 두 단어 사이에 필수적 음운현상으로서

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지에 그 차이의 원인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된소리

를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예: ‘기쁘다’를 ‘기브다’로 표기하였을 때)

와 된소리로 표기한 본래 경우를 비교하여 발음해보도록 함으로써, 한 단

어 안에서 나는 평파열음 뒤의 된소리 외의 된소리는 된소리로 표기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학습자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

다.

50) 신사고 고등학교 ‘국어’(민현식 외, 2018:164-165) 교과서 중 ‘4단원 (1)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 수록된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되, 마지막 문장을 추가

기술하여 필수적 된소리되기로서의 성격을 부각하였다.

3. ‘기쁘다’와 ‘국수’의 표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운현상을 바탕
으로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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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활용하기 → 문제 발견하기]

문법 탐구 연쇄 모형에서 첫 번째 규칙·원리 발견 중심의 귀납적 탐구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적용·활용하기’는 다시 적용·활용 과정 중심의 연

역적 탐구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제5항의 규칙을 분석적으로 이해한 다음

학습자가 이를 다른 단어의 표기에 스스로 적용해보게 하여 창의적 인식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단어를 맞닥뜨리

고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본 연구의 앞선 학

습자 인식 사례에서 보았듯 (1)과 같은 적용과 활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안

방’과 같은 단어에는 제5항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 발견을 통해 제5항의 조건이 ‘한 단어 안’으로

한정되어있음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2)는 규정에 대한 학습자의 비판적 인식을 끌어내기 위한 문항

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학습자 응답에서 볼 수 있었듯이 스스로 생각

하는 문제점이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데, 학습자가 문제점 하나를 명시

적으로 짚어내는 것에 막연함을 느낀다면 교사가 예상되는 학습자의 어려

움을 토대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제5항에서는 예외로 제

시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의 모호함에 대한 질문

을 제기할 수 있다.

4. 다음 물음에 답하며 생각해봅시다.
(1)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 중 제5항의 규칙이 적용되는 사례를 더 찾아봅시
다. 

(2) 사례를 찾으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혹은 제5항을 학습하면서 규칙에 
대해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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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 [판단하기] → [적용하기]

‘분석하기’ 단계부터 ‘판단하기’를 거쳐 ‘적용하기’까지 이어지는 연역적

탐구 과정은 앞선 단계에서 학습자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느냐에 따라 다양

한 자료 및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는 본고에서 다루었던 학습

자의 반성적 인식이 전개되는 과정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예시

로 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의 모호함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자의 반성적 인식은

위와 같은 제13항의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제13항의 사

례를 통해 문제로 설정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된소리되기의 표기에 있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는 된소리로 표기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일러준다면 학습자는 규정은 무조건 준수해야 한

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학습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

단을 내릴 경우, ‘적용하기’ 단계에서 규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학습자가 필수적으로 조항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거

나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교사는

두 번째 단계의 연역적 탐구 과정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본고에서 도출

l 한글 맞춤법 관련 조항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딱딱           딱닥         똑딱똑딱      똑닥똑닥  
      쌕쌕           쌕색         쓱싹쓱싹      쓱삭쓱삭
      씩씩           씩식         꼿꼿하다      꼿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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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창의적 인식 및 규범적 인식 유형에 따라 학습자가 된소리 표기 규

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를 문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맞춤법이 ‘표현 도구’로 기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한 성찰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3.3.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교육

본고 Ⅳ장 2.1.2에서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이 인식이

전개되는 세부 과정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각 유형에 다음과 같

은 조항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글 맞춤법 중 대다수의 조항이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

으로서, 음운에 관한 조항과 마찬가지로 조항에서 단어 단위에 관한 문법

개념이 다수 등장한다는 점에서 단어 단원과의 연계 교육을 꾀할 수 있다.

특히 맞춤법에서는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각 형태소가 어떤 문법

요소인지, 어떤 품사인지 판단하는 것과, 어근과 접사를 구분하여 합성어인

지 파생어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주요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품사

단원이나 단어 형성 방법을 배우는 단원과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조항 유형 해당하는 조항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

생산성과 의미의 
투명성을 

고려하는 유형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51항, 제53항, 제54항

소리를 
우선시하는 유형

제18항, 제21항 다만 (1), 
제27항 [붙임 3], 제31항, 

제52항 
준말과 본말을 
비교하는 유형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제36항, 제37항, 

제38항, 제39항
<표 Ⅳ-5>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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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에서 전개될 수 있는 학습자 인식에 따른 지식 구조는 Ⅳ장의

2.1.1에서 다룬바, 본 절에서는 한 유형을 선택하여 가능한 탐구 학습의 실

제를 보이고자 하였다. 생산성과 의미의 투명성을 고려하는 유형은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본고의 설문조사에서 다룬 제19항

은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조항이지만, 이는 현행

교과서에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준말과 본말을 비교하는 유형’ 중에서 표기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교과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35항을 사례로 탐구 학습

의 가능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 확인하기]

학습자 동기 유발을 위한 첫 단계로서, 한글 맞춤법 제35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학습자가 평소에 자주 헷갈려 하는 표기의 단어를 사례로 제시하였

다. 본고의 설문조사에서 제35항에 대한 응답으로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

고 굳이 왜 표기를 다르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주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의

문점을 질문 (1)과 (2)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습자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발음하는 것과 표기가 일치함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

고, 교사는 이들 준말의 표기가 한글 맞춤법의 ‘소리대로’ 원리에 부합하는

것임을 우선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다.

1. 다음 물음에 답하며 생각해봅시다.

(1) 위의 각 문장에서 밑줄 친 두 단어는 서로 같은 단어인가요? 다른 단어인가
요?

(2) 밑줄 친 두 단어의 발음은 서로 같은가요? 같다면 왜 다르게 표기할까요?

Ÿ 이것도 안 되면 저걸로 하면 안 돼?
Ÿ 선생님, 오랜만에 뵈러 왔는데 앞으로 자주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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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탐색하기]

자료 탐색 단계에서 학습자는 본격적으로 한글 맞춤법 제35항을 자료로

접하게 된다. (1)에서 ‘돼’와 ‘봬’가 어떻게 줄어든 말인지 조항을 통해 사례

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본말이 준말로 줄어드는 음운 축약의 과정을 분석적

2.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l 한글 맞춤법 조항

l 용언의 활용

(1) 위 조항에 따른다면, 1번 문장에 쓰인 ‘돼’와 ‘봬’는 어떤 단어가 줄어든 말인
가요?

(2) 본말이 줄어든 후에도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가 유지
되고 있나요?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ㅘ/ㅝ,    
      /‘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꼬아   꼬았다   보아   보았다   쏘아   쏘았다   두어   두었다  
  준말:   꽈     꽜다     봐     봤다     쏴     쐈다     둬     뒀다   
 
  [붙임 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ㅚ’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ㅙ, ’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괴어   괴었다   되어   되었다   뵈어   뵈었다   쇠어   쇠었다  
  준말:    괘     괬다     돼     됐다     봬     뵀다     쇄     쇘다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
서 형태가 변하기도 하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 용언은 항상 어간과 어
미로 구성되어있는데, 주로 어미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용언의 활용이 일어난
다. 예를 들면 동사 ‘먹다’의 어간이 ‘먹-’이라면 어미가 ‘먹고, 먹지, 먹으니, 
먹자’와 같이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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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되’와 ‘뵈’는 어간과 어미가 줄어

든 말이 아님을 함께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어서 (2)를 통

해 한글 맞춤법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리에 따라 본말이 줄어든 후

의 표기 형태에서도 어간과 어미가 모두 유지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규칙·원리 발견하기]

제35항에서는 준말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과정의 규칙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되’와 ‘돼’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확히 표기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언의 활용 개념과 관련해 파악한다면, ‘돼’는 어간인 ‘되

-’와 어미 ‘-어’ 결합한 형태로서 문장 내에서 어간과 어미가 모두 쓰여야

할 자리에 표기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되-’는 어간만 단독으로

표기한 형태로서 이미 뒤에 어미가 결합해 있어 ‘-어’를 쓰지 않아도 될 자

리에 표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 용

언의 활용에서 쉬운 사례를 들어 어간만 표기하는 것이 어색한 문장을 산

출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저걸로 하면 안

되?’라고 쓰는 것은 어미 없이 어간만으로 불완전하게 문장을 종결한 경우

로, 동사 ‘먹다’가 쓰인 ‘이거 먹?’과 같은 불완전한 문장과 다름없음을 보

일 수 있다.

[적용·활용하기 → 문제 발견하기]

3. 1번 문장에서 ‘되’와 ‘돼’를, ‘뵈’와 ‘봬’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요? 용언의 활용과 관련지어 생각해봅시다.

4. 다음 물음에 답하며 생각해봅시다.
(1)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 중 제35항의 규칙이 적용되는 사례를 더 찾아봅
시다. 

(2) 사례를 찾으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혹은 제35항을 비롯한 준말과 관련
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었나요?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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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적 탐구의 마지막 단계인 ‘적용·활용하기’에서는 앞서 음운 관련 조

항의 탐구와 동일하게 학습자의 창의적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 제35항이 적

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 사례들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적용·활용을 통

해 헷갈리던 두 표기를 구분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보다 공고히 할 수도

있다. 각종 문법 참고서에서는 ‘되’와 ‘돼’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해 각각에

‘하’와 ‘해’를 대입해서 문장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이 공식처

럼 제시되기도 하는데,51)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 기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

하고 공식만을 암기하고 있는 학생은 ‘되다’가 아닌 다른 ‘쐬다, 쇠다’ 등의

단어로 대체되면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

다. ‘하여’의 준말인 ‘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34항을 참고해 적용·활용

단계에서 이러한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 발견하기와 관련해서 ‘헷갈린다’는 응답 외에 제35항의 규

정 자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학생이 많지는 않았는데, 비판 지점을 찾

기가 어렵다면 제35항을 넘어서 또 다른 용언의 준말 사례를 찾아볼 수 있

도록 지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석하기] → [판단하기] → [적용하기]

학습자가 앞선 탐구의 적용·활용 과정에서 제35항 외의 또 다른 용언의

준말 사례를 탐구하며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본고의 설문조사에

51) 실제로 제35항의 이해에 대한 학습자 응답에서 본조사는 물론 예비조사에서도

‘되’에 ‘하’를 넣어보고, ‘돼’에 ‘해’를 넣어서 말이 되면 맞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고 한 사례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

는 공식이라 할 수 있다.

l 한글 맞춤법 관련 조항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가지어   가지었다   견디어   견디었다   다니어   다니었다   
  준말:   가져     가졌다     견뎌     견뎠다     다녀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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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했던 또 다른 준말에 관한 조항인 제36항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제36항에 따라 ‘사귀어라’를 ‘사겨라’로 줄여 쓸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태상 제36항과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인 ‘ㅣ’와 ‘-어’의 결합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일 수 없

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직관과 실제 표기에 차이가 있는 준말의 문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줌으로써, 학습자가 또 다른 조항인 제36항을 자료로

판단과 적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반성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연역적 탐구를 거치는 동시에,

매체 상에서는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사겨라’, ‘바꼈다’와 같이 쓸 수도 있

지 않은가를 화두로 창의적 인식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가능하다.

3.3.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교육

본고 Ⅳ장 2.1.2에서는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유형에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은 단어 자체보다도 단어

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관건이 되지만, 문장 및 담화 단원 내 여

타 내용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중등학교 이후 교육과정에서 문장

및 담화 단위와 관련된 내용 요소로 ‘문장의 짜임’, ‘담화의 개념과 특성’,

‘문법 요소의 특성과 사용’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 문장의 의미에 맞

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층위의 교육 내용이기 때문이다.

조항 유형 해당하는 조항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

제15항 [붙임 
2], [붙임 3] 종결형 ‘-오’와 연결형 ‘-이요’

제17항 보조사 ‘-요’
제55항 ‘맞추다’와 ‘뻗치다’
제56항 발음이 유사/동일하지만 

표기가 다른 두 단어
<표 Ⅳ-6>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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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조항을 문장이나 담화

단원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제56항의

‘-던’과 ‘-든’에서 ‘-더-’는 회상의 과거시제선어말어미로 문법 요소 중 시

간 표현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고, ‘부딪치다’와 ‘부딪히다’의 차이는 능

동과 피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 문법 요소 중 피동 표현에서 함께 언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혹은 담화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을 사

용하기 위한 어휘 교육의 일환으로 다룸으로써 통합 교육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문장 및 담화의 범위가 음운이나 단어에 비해 비교적 넓은 만

큼, 본 유형의 맞춤법 조항에 있어서도 맞춤법 단원에 수록하지 않더라도

그 외에 문장이나 담화 교육과 함께 다룰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제 확인하기]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이전의 음운, 단어 관련 조항과 동일하게 단

어가 활용된 문장을 제시하였지만, 본 유형에서는 문장에 쓰인 단어의 형

태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에서 학

습자는 발음은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른 두 단어 중 하나를 고르는 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문장을 읽게 되고 그 의미에 따라 쓰임에 차이가 있다는 인

식을 가질 수 있다. (2)는 학습자가 직관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두 단

어의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포함되었다.

1. 다음 물음에 답하며 생각해봅시다.

(1) 다음 문장의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골라봅시다. 
 내가 이전에 여기 온 적이 ( 있던가 / 있든가 )?
 네가 거기에 ( 가던 말던 / 가든 말든 ) 상관하지 않겠다.

(2) 위의 각 문장에 쓰인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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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탐색하기] → [규칙·원리 발견하기]

‘자료 탐색하기’ 단계에서 제시된 한글 맞춤법 제56항은 ‘-던’과 ‘-든’

의 의미 차이를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미 차이를 묻는

문항을 생략하고 바로 각 단어의 문법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도록 문항을

(1)번과 (2)번으로 구성하였다. (1)번에서는 두 단어가 나타나는 문법적 환

l 한글 맞춤법 관련 조항

l 과거 시제

 (1) ‘-던’과 ‘-든’은 어떤 단어 뒤에 결합하여 나타나나요?

 (2) ‘-던’과 ‘-든’의 차이를 단어 단원에서 배운 문법개념을 들어 설명해봅시다.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그렇게 좋던가?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든데?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로, 선어말 어미 ‘-았-/-었-’과 
‘-더-’,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는 ‘-던’을 통해 실현된다. 선어말 어미 ‘-더’는 과거 어느 때의 일
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 쓰인다(이관규 외, 20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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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차이, 즉 어간 뒤인지 체언 뒤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2)번에서 이러

한 차이를 통해 각 단어가 어미, 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분석적 인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시제’ 시간 표현과 관련

된 추가 자료는 ‘-던’의 ‘-더-’가 회상에 쓰이는 선어말어미임을 상기시켜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더-’가 결합한 부류의

어미는 모두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에 쓰인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및 담화가 주요 인식 대상이 되는 조항에서는 맞춤법의 원리에 따

라 의미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원형을 밝혀 적거나 밝혀 적지 않

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각 단어의 의미와 쓰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

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두 단어의 의미

차이는 물론 각각이 어떤 형태소이고, 어떤 문법적 요소 뒤에 결합할 수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된 상태가 곧 ‘규칙·원리 발견하기’에서 이르고자

하는 앎의 상태에 다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적용·활용하기 → 문제 발견하기]

‘적용·활용하기’ 단계에서는 제56항 중 1번 조항에 대해 수행했던 분석

적 인식의 과정을 제56항에 제시된 1번을 제외한 여러 조항에 자유롭게 적

용해보도록 할 수 있다. 이들 조항 역시 두 단어의 형태 차이를 인식하고,

의미 차이를 인식하고, 문법적 환경 및 속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정확

히 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의 예들이기 때문이다.

4. 다음 물음에 답하며 생각해봅시다.
(1) 한글 맞춤법 제56항에 실린 또 다른 예시들 중 평소에 헷갈리던 것을 골라 
의미와 문법적 속성의 측면에서 분석해봅시다. 

(2) (1)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혹은 제56항에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나요?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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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 조항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보일 여지도 없지 않지만 실제

학습자 인식 조사에서는 조항 내용 자체나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은 잘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제 발견하기’를 수행하

기 위해 가능한 질문으로 (2)와 같이 제56항이 언중의 실제 언어 사용에서

더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탐색해볼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로 창의

적 인식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분석하기] → [판단하기] → [적용하기]

전술하였듯 한글 맞춤법 제56항으로부터 ‘규정이 일상의 더 많은 오용례

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문장 및 담화와 관련된 조

항의 탐구에서는 위와 같은 ‘-데’와 ‘-대’를 구분하는 사례를 추가적으로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 실제로

제기된 질문을 학습자에게 주고 그 답변을 서술해보도록 하는 방식은 이미

교과서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태의 학습활동인데, 온라인 가나다

에는 특히 문장을 사례로 들어 헷갈리는 두 표기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질

문하는 유형이 많아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의 탐구

학습에 자료의 원천으로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이는 특정 조항에

대한 분석적 인식을 거친 후 규정 외 표기 사례에 적용해보는 반성적 인식

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꼭 위와 같이 ‘-데’와 ‘-대’의 특정 사례를 제시해주지 않더라도, 규정이

일상의 언어생활을 더 풍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학습자 스

스로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 올라온 질문의 내용을 검색하도록 지도

<국립국어원 질문 사례>
질문자: “이렇게 해야 한데. / 이렇게 해야 한대.” 중 어느 것이 맞나요? 
참고로 상황은 ‘이렇게 하라’는 내용을 제가 누군가에게 직접 들은 것이고 그 내
용을 남에게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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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분석’, ‘판단’, ‘적용’의 과정을 거쳐 초기에 설정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도출함으로써 학습자는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맞춤법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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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일반 언중의 인식에서 ‘문법을 잘하는 사람’은 ‘맞춤법을 잘 아는 사람’

과 동치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본고의 학습자 인식에서도 ‘나는 맞춤법을

잘 모르고 맞춤법이 어렵다.’는 곧 ‘나는 문법을 잘 모르고 문법이 어렵다.’

로 직결되었다. 한글 맞춤법 교육이 지식을 주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을지

언정 문법교육의 중핵을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습자 인식을

다양하게 분석하면서 문법의 타 영역은 차치하더라도 맞춤법만큼은 정확히

잘 지켜서 ‘문법을 잘 알고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말 표기의 난해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맞춤법을

어떤 식으로든 잘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학습자 스스로 갈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맞춤법을 잘 배울 수 있게 하려면, 어렵고 복잡

한 한글 맞춤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브루너(Bruner)가 정의한 지식

의 구조 개념을 통해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를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지

식의 구조는 우선적으로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를 담지하고서 해당 교과를

교과답게 배울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법

지식은 단순히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학습자가 국어에 대해 알아 가는 과

정 속에서 체계화하는 것이기에(김은성, 2005:329), 지식의 구조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사이에서 학습자도 변화하지만 지식의 구조 또한 학습자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터하여 Ⅱ장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핵심 아이디어’를 찾

고자 맞춤법 원리에 대한 기존의 논쟁을 고찰하여 맞춤법을 구조화하기 위

한 원리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규정에 적용되는 기제에 따

라 한글 맞춤법의 각 조항을 분류하여 우선 내적 논리에 의거해 구조화하

였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학습자의

경험 구조로 해석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험 구조의 체계를 인식의 대

상, 속성, 수준으로 나누어 가능한 인식의 유형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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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과 현행 교과서의 한글 맞춤법 단원

을 검토하였고, 맞춤법 교수-학습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함으로써 맞춤법 교육의 현실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상 원리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 교육을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교과서와 교수-학습 측면에서 드러나는 교육의 실제에는 여

전히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주요 조항을 발췌하여 구성한 질문지를 활용

해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하였다. Ⅱ장에서 확립한 인식의 대

상, 속성, 수준의 큰 틀을 기준으로 글레이저(Glaser)의 근거이론에 따른

질적코딩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의 결과 상위 범주 및

하위 범주로 범주화한 학습자 인식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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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인식의 대상

음운에 대한 인식 규정이 적용되는 음운에 대한 인식
규정과 관련된 음운현상에 대한 인식

단어에 대한 인식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에 대한 인식

규정과 관련된 단어 단위 문법개념에 
대한 인식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 규정이 적용되는 문장의 문맥에 대한 
인식

인식의 속성

규범적 인식
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
자신의 표기 생활에 대한 

규범적 인식

분석적 인식
규정의 조건에 대한 분석적 인식

규정의 적용 과정에 대한 
분석적 인식

비판적 인식
규정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규정 조항의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인식

창의적 인식
규정의 활용 방안에 대한 

창의적 인식
규정 적용의 상황에 대한 

창의적 인식

인식의 수준

직관적 인식
올바른 표기 형태에 대한 

직관적 인식
규정의 적용 과정에 대한 

직관적 인식

반성적 인식

규정의 예외에 대한 반성적 인식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반성적 인식
규정 외 표기 사례에 대한 

반성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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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앞의 표와 같이 범주화한 인식 간의 관계적 양상을 파악하

고자 학습자 개인별로 나타난 인식 양상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이론적 코딩

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학습자 인식의 과정’으로 그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언어 단위별 대상에 대한 인식을 기점으로 ‘규정에 대한 직

관적 인식에 그친 경우’, ‘규정에 대한 분석적 인식으로 나아간 경우’, ‘규정

에 대한 비판·창의·분석적 인식으로 나아간 경우’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양상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학습자 인식 양상과 관계에 대한 분석 과정

을 통해 ‘맞춤법 원리와 학습자 지식 구조 연계의 필요’, ‘언어 단위별 맞춤

법 교육 내용의 세분화 필요’, ‘학습자 인식의 과정을 반영한 탐구 학습의

필요’라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정립한 한글 맞춤법의 이론과 Ⅲ장에서 구체화한

학습자 인식을 종합하여 한글 맞춤법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자 지

식 구조에 기초하여 한글 맞춤법 지식 구조를 궁극적으로 체계화하였다.

맞춤법 규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크게 음운에 대한 인식, 단어에 대한

인식,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으로 나뉘었던 것을 기초로 하여 한글 맞

춤법 지식의 구조 또한 ‘음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 ‘단어에 대

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항’,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조

항’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특히 ‘단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

지는 조항’은 한글 맞춤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복합적으로 구성된

만큼, 학습자 인식 양상의 차이에 따라 ‘생산성과 의미의 투명성을 고려하

는 조항’, ‘소리를 우선시하는 조항’, ‘준말과 본말을 비교하는 조항’의 세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에 맞추어 내용 체계 또한 언어 단위별

로 유형하여 기술하였다. 이때 내용 체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규범 관

련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교육 내용이 한글 맞춤법에 초점화되도록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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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규정과 관련된 핵심 음운
의 체계와 특성 및 음운현
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단어의 표준 발음을 알
고, 한글 맞춤법 원리에 
비추어 단어의 정확한 표
기형을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기를 수행
할 수 있다.

Ÿ 규정과 관련된  음운의 
체계와 특성

Ÿ 규정과 관련된  음운현
상

Ÿ 단어의 발음과 표기

Ÿ 단어를 음운 단위로 분
석하기

Ÿ 발음과 표기를 비교하
기

Ÿ 원리와 표기를 종합·설
명하기

Ÿ 규정에서 문제 발견하
기

Ÿ 단어에 규정을 적용·검
증하기

Ÿ 언어생활 성찰하기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의 
품사 및 형성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글 맞
춤법 원리에 비추어 단어
의 정확한 표기를 알고 상
황에 따라 적절한 표기를 
수행할 수 있다.

Ÿ 규정과 관련된  품사의 
개념과 특성

Ÿ 단어 형성과 관련된 개
념과 특성

Ÿ 단어의 발음과 표기

Ÿ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기

Ÿ 발음과 표기를 비교하
기

Ÿ 원리와 표기를 종합·설
명하기

Ÿ 규정에서 문제 발견하
기

Ÿ 단어에 규정을 적용·검
증하기

Ÿ 언어생활 성찰하기

문장 및 담화에 쓰인 단어
의 의미를 문맥에 따라 정
확히 이해하고, 해당 단어
의 문법적 특성을 분석하
여,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정확한 표기를 알고 문장 
내 쓰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Ÿ 문맥에 따른 단어의 의
미

Ÿ 문장 내 단어의 특성
Ÿ 단어의 발음과 표기

Ÿ 단어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의 의미 비교하기

Ÿ 문장 내 단어 분석하기
Ÿ 원리와 표기를 종합·설

명하기
Ÿ 규정에서 문제 발견하

기
Ÿ 단어에 규정을 적용·검

증하기
Ÿ 언어생활 성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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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한 맞춤법 교수-학습의 실제는 본고에서

조사한 학습자 인식의 과정과 부합하는 문법 탐구 연쇄 모형을 토대로 7단

계로 구성된 탐구 학습의 과정으로 보였다. 이 역시 ‘음운 단위, 단어 단위,

문장 및 담화’ 단위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조항을 사례로 한글

맞춤법 원리와 학습자 인식의 과정을 통합한 수업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는 교수-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학습지 형태로 그 실제를 제시하

였지만, 이러한 교수-학습의 흐름을 학습지가 아닌 교과서 본문의 기술에

반영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학습자 인식 조사를 통해 구축한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자

지식의 구조 및 한글 맞춤법 지식의 구조는 맞춤법 교육 내용을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국어 구

조 전반에 대한 지식 또한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표

기와 그렇지 않은 표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기 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학습자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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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교사 설문지>

[기본 정보]

Ÿ 재직 학교급: 중학교 (          )    고등학교 (           )

Ÿ 총 교직 경력: 중학교 (      )년      고등학교 (      )년

1. 수업 시간에 한글 맞춤법을 가르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가르쳐 본 적이 있다.                  ② 가르쳐 본 적이 없다.

1-1. (①을 선택한 경우에만)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셨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
오.

1-2. (②를 선택한 경우에만) 한글 맞춤법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
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다음 설문은‘한글 맞춤법 교육’과 관련된 개인 연구를 위한 것으로, 

설문 결과는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하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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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 맞춤법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 아래 사항 간의 우선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① 한글 맞춤법에 규정된 원리와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② 맞춤법을 국어 구조(음운, 단어, 문장)에 대한 지식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이해
하는 것 
③ 글을 쓸 때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쓰는 것
④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표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 
⑤ 기타 (                             )

2-1. 2번과 같이 답한 이유와 함께,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3. 맞춤법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 3번과 같이 답한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4. 현행 교과서와 같이 한글 맞춤법 조항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번 - 2순위 (        )번 - 3순위 (      )번 – 
4순위 (      )번 – 5순위 (      )번 

① ② ③ ④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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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번과 같이 답한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5.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글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난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해 주십시오.

6.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한글 맞춤법 교육의 상, 수업 방식, 교과서 구
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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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설문지>

(            ) 학교    (     ) 학년 (     ) 반   (     ) 번

                               연락처: (                          )

[1~12] 1번부터 12번까지의 각 질문을 잘 읽고 답해 주세요.  

다음 설문은‘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개인 연구를 위한 것으로, 설문 결과는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정답을 맞추는 것은 연구와 무관하니 부담 없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성실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술형 설문조사이기에 성실히 응답해준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락처는 학년, 반, 번호 아래에 적고 싶은 분만 적어 주세요. 

연락처를 적으신 분에게는 간단한 추가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면담에 응해주시면 역

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해드리며, 필요에 따라 학업 관련 상담도 가능하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하다현

1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위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배워서 알고 있다.                   ② 배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③ 배우진 않았지만 본 적 있다. 
 ④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는 조항이다.    ⑤ 그 외:                     

2. 위 조항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이해한 대로 자신이 평소에 쓰는 예시와  
   함께 자유롭게 써주세요. 조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이해가 안 되는지 자세히 써주세요.



- 195 -

3. 헷갈리는 맞춤법을 판단할 때 위 조항을 아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① 자주 도움이 된다.      ② 가끔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위 3번과 같이 답한 이유를 써주세요.

5. 자신은 평소에 글을 쓸 때 위 조항의 내용을 지켜서 쓰나요?
 ① 항상 지켜서 쓴다.     ② 때때로 지켜서 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지키지 않는다.   ⑤ 지키지 않는다.

6. 5번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지 
  자유롭게 써주세요.  

   

2  

 다음 보기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1) 청소 당번 인원을 더 ( 메꾸어야 / 메구어야 )한다.  
 (2) 앉은 자리에서 밥 세 공기는 ( 뚝닥 / 뚝딱 )이다.
 (3) 연예인 P씨는 장시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더니 얼굴이 ( 핼쑥 / 핼숙 )해졌다. 
 (4) 부산에 가면 ( 낙지 / 낙찌 )를 꼭 먹어보렴.  

 2-1. 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괄호 안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규칙이나 내용을 써주세요. 정확한 명칭이나 답을 쓰지  
      않아도 좋으니 잘 모르는 경우라도 아는 범위 안에서 쓰시면 됩니다.  
   ① 잘 알고 있다. (                                    ) 
   ②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거의 모르는 편이다. (                              )
   ⑤ 전혀 모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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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예시와 같이 주어진 단어만 활용하여 빈칸을 채워 주세요.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1) 내 곁에만 (               ) 줘.  (머물다)  
 (2) 얼굴이 (             ) 두부 같다.  (하얗다)
 (3) 하늘을 (              ) 아이언맨은 정말 멋있다. 
     (날다 –‘아이언맨’을 꾸며주는 형태로 써주세요) 
 (4) 아이스크림은 푹푹 (           ) 먹는 게 제맛이다. (푸다)  

 네가 있는 그 곳에서 혹시 내가 헤맨다면 내 이름을 (    불러    )  줘.  
(부르다)

 3-1. 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괄호 안에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규칙이나 내용을 써주세요. 정답이 아니어도 되니 
      잘 모르는 경우라도 아는 선에서 쓰시면 됩니다.  
   ① 잘 알고 있다. (                                  )
   ②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거의 모르는 편이다. (                            )
   ⑤ 전혀 모른다. (                                  )

4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등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1. 위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배워서 알고 있다.                   ② 배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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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배우진 않았지만 본 적 있다. 
 ④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는 조항이다.    ⑤ 그 외:                     

 2. 위 조항의 규칙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이해한 대로 자유롭게 써주세요
(문법 용어 사용 가능). 만약 조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이해
가 안 되는지 써주세요.    

 3. 위 조항을 읽고 다시 2쪽 2번 문제 답을 골라봅시다. 
    (앞서 푼 문제의 답은 고치지 말기!) 
 (1) 청소 당번 인원을 더 ( 메꾸어야 / 메구어야 )한다.  
 (2) 앉은 자리에서 밥 세 공기는 ( 뚝닥 / 뚝딱 )이다.
 (3) 연예인 P씨는 장시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더니 얼굴이 ( 핼쑥 / 핼숙 )해졌다. 
 (4) 부산에 가면 ( 낙지 / 낙찌 )를 꼭 먹어보렴.

 4. 위 3번과 같이 답을 한 이유에 대해 조항을 활용하여 설명해주세요.

 (1)                                                                  

 (2)                                                                  

 (3)                                                                  

 (4)                                                                  

 5. 위 조항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6. 자신은 평소에 글을 쓸 때 위 조항의 규칙을 지켜서 쓰나요?
   ① 항상 지켜서 쓴다.     ② 때때로 지켜서 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지키지 않는다.   ⑤ 지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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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번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지   
    예시와 함께 자유롭게 써주세요.  

   

5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둥글다  둥그니  둥근  둥급니다  둥그시다  둥그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하얗다   하야니   하얄   하야면   하야오 
 4. 어간의 끝 ‘ㅜ, ㅡ’가 줄어질 적: 푸다   퍼   펐다  /  담그다   담가   담갔다
 8. 어간의 끝 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 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가르다  갈라  갈랐다 / 지르다  질러  질렀다 / 벼르다  별러  별렀다

 1. 위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배워서 알고 있다.                   ② 배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③ 배우진 않았지만 본 적 있다. 
 ④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는 조항이다.    ⑤ 그 외:                     

 2. 위 조항의 규칙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이해한 대로 자유롭게 써주세요  
    (문법 용어 사용 가능). 만약 조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이해가 안 되는지 써주세요.

 3. 위 조항을 읽고 다시 2쪽 3번 문제 답을 써봅시다. 
    (앞서 푼 문제의 답은 고치지 말기!) 
  (1) 내 곁에만 (               ) 줘.  (머물다)  
  (2) 얼굴이 (             ) 두부 같다.  (하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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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늘을 (              ) 아이언맨은 정말 멋있다. 
     (날다 –‘아이언맨’을 꾸며주는 형태) 
  (4) 아이스크림은 푹푹 (           ) 먹는 게 제맛이다. (푸다)

 4. 위 3번과 같이 답을 한 이유에 대해 조항을 활용하여 설명해주세요.
 (1)                                                                  

 (2)                                                                  

 (3)                                                                  

 (4)                                                                  

 5. 위 조항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6. 자신은 평소에 글을 쓸 때 위 조항의 규칙을 지켜서 쓰나요?
   ① 항상 지켜서 쓴다.     ② 때때로 지켜서 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지키지 않는다.   ⑤ 지키지 않는다.

 7. 6번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지 
예시와 함께 자유롭게 써주세요.  

   

6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앎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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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   노름(도박)

 1. 위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배워서 알고 있다.                   ② 배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③ 배우진 않았지만 본 적 있다. 
 ④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는 조항이다.    ⑤ 그 외:                     

 2. 위 조항의 규칙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이해한 대로 자유롭게 써주세요  
    (문법 용어 사용 가능). 만약 조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이해가 안 되는지 써주세요.

 3. 위 조항을 아는지 모르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은 위 조항에 적힌 예시 
    단어들을 평소에 얼마나 정확하게 쓰고 있나요?
  ① 정확하게 쓴다.       ② 대체로 정확하게 쓴다.      ③ 보통이다. 
  ④ 때때로 틀리게 쓴다.                 ⑤ 자주 틀리게 쓴다.   

 4. 3번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지   
    예시와 함께 자유롭게 써주세요.  

 5. 위 조항을 아는 것이 조항에 적힌 예시 단어들을 정확하게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함께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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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보기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1) 오늘 ( 뒷풀이 / 뒤풀이 )는 ( 고깃집 / 고기집 )에서 한다!  
 (2) 한번만 더 그러면 그 날은 네 ( 제삿날 / 제사날 )일 줄 알아.
 (3) 시험기간에 페북만 했더니 비로소 ( 훗일 / 후일 )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뒤에 일어날 일’ 뜻함)

 7-1. 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괄호 안에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규칙이나 내용을 써주세요. 정확한 명칭이나 답을 쓰지  
      않아도 좋으니 잘 모르는 경우라도 아는 범위 안에서 쓰세요.
   ① 잘 알고 있다. (                                            )
   ②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거의 모르는 편이다. (                                      )
   ⑤ 전혀 모른다. (                                             )

8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바닷가, 뱃길,  
     잇자국, 찻집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아랫니, 텃마당,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윷, 뒷일, 뒷  
     입맛, 베갯잇, 깻잎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병, 머릿방, 뱃병,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탯줄, 텃세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곗날, 훗날, 툇마루,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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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배워서 알고 있다.                   ② 배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③ 배우진 않았지만 본 적 있다. 
 ④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는 조항이다.    ⑤ 그 외:                     

2. 위 조항의 규칙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이해한 대로 자유롭게 써주세요  
   (문법 용어 사용 가능). 만약 조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이해가 안 되는지 써주세요.

 3. 위 조항을 읽고 다시 6쪽 7번 문제 답을 골라봅시다. 
   (앞서 푼 문제의 답은 고치지 말기!)  
 (1) 오늘 ( 뒷풀이 / 뒤풀이 )는 ( 고깃집 / 고기집 )에서 한다!  
 (2) 한번만 더 그러면 그 날은 네 ( 제삿날 / 제사날 )일 줄 알아.
 (3) 시험기간에 페북만 했더니 비로소 ( 훗일 / 후일 )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뒤에 일어날 일’ 뜻함)

 4. 위 3번과 같이 답을 한 이유에 대해 조항을 활용하여 설명해주세요.
 (1)                                                               

 (2)                                                               

 (3)                                                               

 5. 자신은 평소에 글을 쓸 때 위 조항의 규칙을 지켜서 쓰나요?
   ① 항상 지켜서 쓴다.     ② 때때로 지켜서 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지키지 않는다.   ⑤ 지키지 않는다.

 6. 5번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지 
자유롭게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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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위 조항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9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ㅘ/ㅝ, /‘
        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꼬아  꼬았다  보아  보았다  쏘아  쏘았다  두어  두었다  쑤어  쑤었다
  준말: 꽈    꽜다    봐    봤다     쏴   쐈다    둬    뒀다    쒀    쒔다  

  [붙임 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ㅚ’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ㅙ, ’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괴어  괴었다  되어  되었다  뵈어  뵈었다  쇠어  쇠었다  쐬어  쐬었다
  준말: 괘    괬다    돼    됐다    봬    뵀다    쇄    쇘다    쐐    쐤다

1. 위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배워서 알고 있다.                   ② 배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③ 배우진 않았지만 본 적 있다. 
 ④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는 조항이다.    ⑤ 그 외:                     

2. 위 조항의 규칙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이해한 대로 자유롭게 써주세요  
   (문법 용어 사용 가능). 만약 조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이해가 안 되는지 써주세요.

 3. 위 조항을 읽고 다음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봅시다.  
 (1) 선생님, 내일 ( 뵈요 / 봬요 ).  
 (2) 이게 왜 안 ( 될까 / 됄까 )?
 (3) 햇빛을 너무 많이 ( 쬐도 / 쫴도 )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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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 3번과 같이 답을 한 이유에 대해 조항을 활용하여 설명해주세요.
 (1)                                                                  

 (2)                                                                  

 (3)                                                                  

 5. 자신은 평소에 글을 쓸 때 위 조항의 규칙을 지켜서 쓰나요?
   ① 항상 지켜서 쓴다.     ② 때때로 지켜서 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지키지 않는다.   ⑤ 지키지 않는다.

 6. 5번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지  
    예시와 함께 자유롭게 써주세요.  

   

10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가지어  가지었다  견디어  견디었다  다니어  다니었다  막히어  막히었다
  준말: 가져    가졌다    견뎌    견뎠다    다녀    다녔다    막혀    막혔다

 1. 위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배워서 알고 있다.                   ② 배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③ 배우진 않았지만 본 적 있다. 
 ④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는 조항이다.    ⑤ 그 외:                     

 2. 위 조항의 규칙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이해한 대로 자유롭게 써주세요  
    (문법 용어 사용 가능). 만약 조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이해가 안 되는지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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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 조항을 읽고 다음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봅시다.  
 (1) 너 언제 남자친구가 ( 바뀌었니 / 바꼈니 ) ?  
 (2) 너네 그냥 ( 사귀어라 / 사겨라 ).

 4. 위 3번과 같이 답을 한 이유에 대해 조항을 활용하여 설명해주세요.
 (1)                                                                  

 (2)                                                                  

 5. 위 조항의 규칙이 왜 맞춤법에 규정되어있다고 생각하나요? 

11  

 제40항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간편하게   다정하다   연구하도록   정결하다   가하다   흔하다
  준말:   간편케     다정타     연구토록     정결타     가타     흔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그렇다  그렇지  어떻다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저렇다  저렇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거북하지  넉넉하지 않다  생각하건대  못하지 않다  생각하다 못해  
 준말: 거북지    넉넉지 않다    생각건대    못지 않다   생각다 못해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1. 위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배워서 알고 있다.                   ② 배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③ 배우진 않았지만 본 적 있다. 
 ④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는 조항이다.    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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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조항의 규칙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이해한 대로 자유롭게 써주세요  
    (문법 용어 사용 가능). 만약 조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이해가 안 되는지 써주세요.

 3. 위 조항을 읽고 다음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봅시다.  
 (1) 그건 미처 ( 생각지 / 생각치 ) 못했던 부분이다.   
 (2) 길에서 정국이를 본 건 정말 ( 흔지 / 흔치 ) 않은 경험이다.
 (3) 선생님은 내가 1등급을 ( 달성게 / 달성케 ) 해주셨다.  

 4. 위 3번과 같이 답을 한 이유에 대해 조항을 활용하여 설명해주세요.
 (1)                                                                  

 (2)                                                                  

 (3)                                                                  

 5. 자신은 평소에 글을 쓸 때 위 조항의 규칙을 지켜서 쓰나요?
   ① 항상 지켜서 쓴다.     ② 때때로 지켜서 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지키지 않는다.   ⑤ 지키지 않는다.

 6. 5번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지   
    예시와 함께 자유롭게 써주세요.  

   

12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그렇게 좋던가?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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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1. 위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배워서 알고 있다.                   ② 배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③ 배우진 않았지만 본 적 있다. 
 ④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는 조항이다.    ⑤ 그 외:                     

 2. 위 조항의 규칙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이해한 대로 자유롭게 써주세요  
    (문법 용어 사용 가능). 만약 조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이해가 안 되는지 써주세요.

 3. 위 조항을 아는지 모르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은 위 조항에 적힌 예시 단어들
을 평소에 얼마나 정확하게 쓰고 있나요?
  ① 정확하게 쓴다.       ② 대체로 정확하게 쓴다.      ③ 보통이다. 
  ④ 때때로 틀리게 쓴다.               ⑤ 자주 틀리게 쓴다.   

 4. 위 조항을 아는 것이 조항에 적힌 예시 단어들을 정확하게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도움이 된다고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답한 이유를 함께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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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각 질문을 읽고 13번부터 19번까지의 문항에 답해 주세요.

13. 학교에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받았나요? (2번 이상 받았다면 다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1  있다 ( 초 / 중 / 고       학년      학기)            ◯2  없다

14. 자신이 받은 한글 맞춤법 수업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  

   요. 기억나는 것이 없다면 맞춤법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15. 한글 맞춤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16. 한글 맞춤법 제1항(“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맞춤법 내 다른 조항들과 얼마나 관련되어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서로 무관해 보인다.    ② 별로 관련되어있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일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⑤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⑥ 그 외:           

17. 한글 맞춤법 규칙 중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이 있나요?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항의 숫자나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도 되고, 본 설문지 조항 중에서 골라 

답하여도 좋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규칙의 내용을 간단히 써도 좋습니다.

l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규칙과 이유

l 불필요하다/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규칙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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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말 표기 중 가장 헷갈리는 표기 베스트 3을 꼽아주세요.

1)

2)

3)

19. 우리말 표기 중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어렵고 긴 설문조사에 답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응답해준 여러분은 모두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소중한 연구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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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Orthography Education

Based on Analysis of

Learner’s Knowledge Structure

Ha, Dahyeon

Korean orthography contains the norms for various writings

used in everyday life. And these norms form an orderly

"structure" around a certain principle of clause 1. The

orthography of Korean in the learner's awareness is one of the

essential grammar teaching contents to be learned and its status

is established, but there are still some difficulties in how to learn

it. In this regard, this study assumes that Korean orthography

has a systematic structure, but the problem of orthography

education is that the learner does not recognize the orthography

as a structure under the current educational content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cope with this problem by

constructing a knowledge structure for Korean orthography based

on the concept of knowledge structure presented by Bruner. In

this case, the knowledge structure of the orthography reflects the

core idea of orthography, which can be expressed on the principle

of 'harmonization of phoneticism and ideographicism', while it

may include not only ‘the subject’ as a contents, but als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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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and experiences’ that the learner must do through the

subject. If Korean orthography is thought to be a variable norm

that can be modified according to the reality of people using

Korean, it is needed not only for the knowledge structure of

orthography for education to be composed by the internal logic of

spelling system, but also for the aspect of learner's experience to

be considered together.

Accordingly, chapter II of this paper examines the academic

debates on Korean orthography, establishes the principles of

Korean orthography, organizes its rules, and establishes the

concept of knowledge structure for Korean orthography education.

This paper re-conceptualizes the learner's knowledge structure of

Korean orthography as an 'experience structure', selects learner's

awareness as a means of observing it directly, and divides it into

multiple layers according to the object, attribute, and level of

awareness.

In chapter III, the learner's knowledge structure was embodied

as an awareness aspect, and its type and process were analyzed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A total of 113 high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in a way that allowed them to freely

describe their understandings and opinions on the major clauses

of Korean orthography. As a result of the coding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9 upper categories and 18 lower categories could

be derived as awareness patterns according to the object,

attribute, and level of awareness. According to the object, it was

divided into phonology, word, sentence, and discourse awareness,

and according to its attributes, it was divided into no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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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analytical awareness, critical awareness, and creative

awareness. Like this, a total of nine upper categories were

constituted. Based on these, the relationships among those

awareness were compared for each learner, and through this, a

common process of awareness could be found. This showed two

major aspects. One aspect started with the awareness of the

object and remained intuitive awareness, and the other aspect

developed into analytical awareness, forming a deeper level of

understanding of critical, creative and reflective awareness.

Critical, creative and reflective awareness did not appear in all

students who showed analytical awareness but analytic awareness

was a prerequisite for this awareness.

In chapter IV, this study tried to theorize the contents of

education by integrating the learner's knowledge structure

analyzed in chapter III with the principle of Korean orthography

and establishing the knowledge structure of the orthography. Each

clause of Korean orthography is structured into three types, such

as ‘a clause that shows noticeable awareness for sounds’, ‘a

clause that shows noticeable awareness for words’, and ‘a clause

that shows noticeable awareness for sentences and discourses’.

According to this, the contents of education were organized. And

this is reflected again, and then the serial model of grammar

inquiry learning for the clauses was presented as a form of class.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e following points. The Korean

orthography knowledge as an educational content was organized

into a structure, unlike the existing Korean orthography education

method which just lists the existing clauses. Education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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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ng the aspect and process of learner's awareness were

presented. A learner's easier understanding of orthography was

sought. In addition, the contents of each language unit, which are

noticeable in each clause, were composed differently, and various

ways of integrating Korean orthography knowledge education and

knowledge education on Korean language structure were shown.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Education,

Korean Orthography Education, Norm Education, Knowledge

Structure, Korean Orthography, Principles of Korean Orthography,

Learner’s Awareness

Student Number : 2018-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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