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와 실제 연구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최 선 희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와 실제 연구

지도교수 具 本 寬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崔 洒 熙

崔洒熙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종적 연계’의 개념과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학습자의 문장

구조 지식 상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학교 종적 연계안의 실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논의는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면 마땅히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효과적인

종적 연계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관련 논의가 여전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반성적 인식에 터한다.

‘종적 연계성’ 개념은 ‘구조화’, ‘계열성’, ‘위계성’, ‘계속성’ 등 유관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의와 위치가 분명히 규정되지 못한 채 교육과정을 비롯, 여러 문서와

연구에 쓰여 왔다. 이는 그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종적 연계 논의의 발전이 어려

웠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의 두 축이

‘교과 내적 논리’와 ‘학습자’임에도 그간 문법 교육과정이 문법 지식의 학문적 논리

에만 주로 의존하여 온바, 학습자를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중심에

두지 못한 데 있다.

이는 실질적인 교육 내용 구성은 응당 학습자 앎의 파악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적

절한 방법론을 적용하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다. 이렇듯 학교급별 학습자가 대체로

내재하고 있는 지식과 그 간극의 실체에 대한 부재는 결과적으로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문법

교육 담론의 변화 속에서 지식 교육과 교육 주체인 학습자의 중요성을 주지하면,

학습자 지식의 교육적 의의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근거한 교육 내용이 선정되고 조

직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러한 관점 아래 본 연구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 교육 내

용의 양적 차이와 임의적 변화를 종적 연계의 문제적 양상으로 초점화하고, 설득력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knowledge state)’가 종적 연계의 기준

이자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로 부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때, 학습자의 지식 상태는 ‘지식 공간론(Knowledge Space Theory)’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 상태 분석법’의 지식 구조도와 면담을 통로로 표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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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학습자 지식 상태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교육의

관점에서 지식을 조망하고, ‘문법 지식’과 ‘학습자 지식’의 개념과 성격을 명료히

하였다. 이는 지식의 본질과 성격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지식을 조망하고, 궁극적으로는 문법 교육에서 학습자 지식의 위상을 규명하기 위

함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학습자 지식은 객체적인 문법 지식이 학

습자에게 내면화된 것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학습자에게 구성되어 있는 지식인

‘가르친(학습된) 지식’과 상통하는 것이다.

학습자 지식을 토대로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적 차원의 원리 상정이 요청된다. 이에 문헌 연구를 통해 ‘종적 연

계성’의 개념을 검토하여 종적 연계성은 ‘계속성’과 ‘계열성’을 중핵의 의미로 내포

함을 밝히고, 종적 연계에는 ‘내용 범위’와 ‘수준’이 한데 관여함을 규명하였다. 그

리고 계속성을 포함하는 계열성의 특성, 조직자, 범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종적

연계 원리’를 설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원리는 범교과에 적용되는 성격을 지니는바,

문법 교과 특정 원리로 ‘구조화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반복·심

화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를 규정하였다. 다만,

이 또한 문법의 전 영역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문장 구조 교육에 합당한 구체화가

요구되며, 이에 학습자 지식을 살펴 원리별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통합 연구의 순차적 통합

설계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양적 접근은 지식 상태 분석법에 근거하여 도출된

지식 구조도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개념의 관계적 연결’, ‘문장의 계층적

분석’, ‘핵심 개념 중심의 구조화’, ‘범주 기반의 개념 변별’이라는 특징적인 쟁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질적 접근은 면담을 통해 지식 구조도로 나타난 쟁점을

확인하고, 양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개념화 양상 발견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개념의

변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 결여’, ‘용어와 개념의 자의적 연결’, ‘유관 개념의 관계적

인식 부족’, ‘개념의 상위 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같이 범주화되었다.

양쪽의 접근 결과인 지식 구조도의 쟁점과 개념화 양상을 종합하여 문장 구조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한 결과, ‘(1) 구조화의 원리’, ‘(2) 초점화의 원리’, ‘(3) 상

호성의 원리’, ‘(4) 반복·심화의 원리’, ‘(5) 계층성의 원리’, ‘(6) 일관성의 원리’, ‘(7)

실제성의 원리’, ‘(8) 탐구 과정의 원리’로 정리되었다. 이때, ‘계층성의 원리’는 종적

연계 일반 원리로는 학습자 양상의 설명이 어려워 문장 구조 교육 특정의 원리로

새롭게 상정한 것이다. 이들 원리는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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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고 조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두루 작용하는 성격의 것이며, 원리 간 상호

작용 구도를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 차원에서 체계화하여 보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교육 내용화의 층위를 ‘교육 내용 선정’과 ‘교육 내용

조직’으로 이분화하고, 각 층위에 중점적으로 관여하는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기반으로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안을 설계하였다. 그리하여

학습자 중심의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를 위해서는 ‘문장 구조 교육의 구조화를

위한 교육 내용’, ‘문장 구조의 계층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 ‘개념의 초점화를 위한

교육 내용’, ‘연결소를 부각한 상호 관련적 교육 내용’, ‘개념의 반복적·단계적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고, 이러한 교육 내용이 성취 기준, 내용

요소, 학습 활동, 기술 방식 차원에서 조직되고 상세화되는 과정을 보였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한 종적 연계안은 국어 교육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정련되었다.

문법 교육의 출발점은 학습자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실체화하는 본 연구는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를 위해 ‘학습자’를 핵심 기준으로 내세워야 하는 교육적

의의를 조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천적 수행을 보이고자 학습자 지식 상태를 분석

하여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하고, 종적 연계안의 실제를 논하

였다는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향후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학습자를 위한 설득력 있는 교육 내용이

구성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국어 교육, 문법 교육, 학습자, 문장 구조 교육, 종적 연계성, 종적 연계

원리, 종적 연계안, 지식 공간론, 지식 상태 분석, 지식 구조도

학 번: 2016-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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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습자는 학교급이 전환됨에 따라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게 되나 교육은

연속성을 지향해야 함이 마땅하다. 학령기 이전을 시작으로 초·중·고 교육 및 평생

교육이 강조되는(구본관, 2018: 11) 현실에서 학습은 단 한 차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Gagné, 1973).

무엇보다 교육 내용의 긴밀한 연계는 학습자의 능력 발달을 견인할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해진다(최선희, 2019ㄱ: 108). 이에 연

계성은 그 필요성을 근간으로 지금껏 교육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을 도입한 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의 틀을

일원화하고, 교육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초·중·고 학습 요소를 명시한 변화

역시 교육의 횡적, 종적 연계를 추동하기 위한 노력과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학교급 간 종적 연계 문제는 거대 담론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여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일례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방향 및 개정

내용에 관한 문서에서 이전 교육과정이 교육 내용의 연계를 드러내지 못했다는(온

정덕, 2015：5) 한계를 제기한 점도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나 해결책으로 제시된

학교급별 학습 요소가 종적 연계를 담보하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또, 교육과정이 추상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화로의 논리를 제공하더라도 세

부적인 면면을 알기 어려운 탓에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이 일정하고 구체적인

준거 없이 연구자의 연구 결과나 교사들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지적 역시

지속되어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수·학습의 어려움과

직결되므로 해결을 요구한다.

기존의 교육 내용이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다른 학년(군)으로 이동된 경우에도 사실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교사 인터뷰, 최선희, 2019ㄷ).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중학교 문법 수업을 더 어려워

하는 것 같아요.[㉱-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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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는 근원적으로 ‘연계성’이라는 개념의 속성이 다기함에도 개념적 구

인에 대한 검토가 배제된 채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등 관련 용어가 넘나들며

통용되어 온 것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범박하게 연계성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계속적인 연결’이라는 뜻으로, 교육적 국면에서는 여러 측면 간의 횡적, 종적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박경화·강현석, 2013: 496). 즉, ‘교육 내용’에 입각하여 보면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기 위한 횡적, 종적 차원을 아우르는 것이며, 본 연구는 후

자인 학교급 간 종적 연계에 주목한다.

요컨대, 문법 교육의 장에서 종적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교육 내용 위

계에 관한 여러 연구들(민현식, 2002; 주세형, 2006; 주세형·신호철, 2011; 이관희,

2008, 2017)에서 찾아볼 수 있다.2) 그러나 연구마다 초점을 둔 준거와 방법론이

상이하며, 여전히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는 점에서

연계의 기준과 원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촉발한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Posner & Strike(1976)가 계열성은 교육 내용의 논

리적 구조와 학습자의 심리적 차원3) 중 어느 것을 주된 원리로 보는가에 따라 방

향성을 달리한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 기실 그간 교육 내용은 협

소하게는 학습 과제의 논리적 계열부터 거시적으로는 학적 논리에 따라 선정되고

1)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의 연계안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 민현식(2002)에서는 문법 지식의 위계화 방향을, 주세형(2006)은 종적 구조 체계화의 방안을,

주세형·신호철(2011)에서는 어문 규범 교육의 위계성을, 이관희(2008)에서는 품사 교육의 위

계화 방안을, 이관희(2017)에서는 속담 교육의 학교급별 위계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각

연구들은 선언적 차원에서 구체적 차원까지의 넓은 스펙트럼 내에 위치해 있지만 문법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데 ‘학습자’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관점을 같이한다.

3) 심리적 차원은 Wilson(1985)에서 제기한 학습자의 ‘심리적 계열(psychological sequence)’과

일맥의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Wilson(1985)은 계열을 학습 과제에 내재한 ‘논리적 계열

(logical sequence)’, 교사의 교수 순서인 ‘교수 계열(instructional sequence)’, 학습자의 ‘심리적 계열

(psychological sequence)’, 학습자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험적인 계열(empirical sequence)’로

분류한 바 있다.

4)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과 관련하여 ‘과제 및 교과의 논리’와 ‘학습자의

심리’의 문제는 검토되어 왔으나(Tyler, 1949; Hirst, 1967; 김재춘, 1998; 이용숙 외, 1995; 박

철홍�윤영순, 2004), 대체로 선언적인 차원에서 논리적 조직과 심리적 조직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는 데 머물러(김재춘, 2005ㄴ: 2) 구체적인 논의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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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최선희, 2019ㄷ: 65). 이는 문법 교육과정이 문법 지식의

학문적 논리에만 주로 의존하였다는 것(남가영, 2012: 30),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지식을 선정하기만 하면 성취 기준 기술이 완료된다고 생각해 온 것(주세형, 2011:

135)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 조직의 두 축이 ‘교과 내적 논리’와 ‘학습자’(Dewey, 1929,

1938, 엄태동 역, 2001; 김재춘, 2005ㄴ; 최영수·강현석, 2008; 류미향·임부연, 2010)

일 때,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 내용 구성이 교과 내적 논리에 따른 그것과는 다르

다는 연구 결과들(김영신·정완호, 1994; 정진우·박진홍, 1997; Siedal & McKeen,

1974)은 교육이 학습자를 배제한 채 논의될 수 없음을 방증한다.

이를 보여 주듯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학습자 지식 구성이나 오개념, 개념화 과정

등의 연구들(조진수, 2014; 이관희, 2015; 최선희, 2017ㄱ; 김다연, 2018; 오현아 외,

2018; 이경화, 2018)에서도 학습자를 교육의 주축으로 상정하여 학습자가 얻게 될

지식과 능력을 교육의 본질이자 교육적 경험5)의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연구’가 학습이 학습자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의 연구를 지향해야

함을 고려할 때(Pring, 2000, 곽덕주 외 역, 2015: 52), 교육적 경험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문법

교육 역시 그러해야 한다. 이는 Dewey(1952)의 ‘교과의 진보적 조직’과도 맥을 같

이하는데,6)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는 학습자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학습자를 고려하여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다(김재춘, 2005ㄴ: 11).

이렇듯 학습자를 교육 내용 구성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학문 중심 배열을

따랐던 그간의 사태를 개선하여 ‘학습자의 교과’(Dewey, 1952)를 실현하는 일임에

다름없다.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 교육 내용을 종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별 학습자 사이에 연결이 단절되거나 비어 있는 공간을 찾아 적절히 메워 주는

5) 교육적 경험은 Oakeshott(1933)와 Dewey(1925, 이돈희 역, 1992)로 대별된다. 이 둘은 ‘경험’이

곧 ‘실재’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나, 경험의 ‘구체적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요컨대,

문법 교육에서는 주로 오우크쇼트의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김광해(1992, 1997), 남가영(2008)

이래로 문법 탐구가 주요한 교육적 경험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최근 조진수(2018ㄱ)

에서는 문법 문식 경험을 상정하여 구체화한 바 있다.

6) ‘교과의 진보적 조직’이란 학습자에게 부단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경험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학습자의 경험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김재춘, 2005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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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필요하다. 이에 필히 ‘지식을 직접 대면하는 문법 학습자’(이관희, 2015: 4)의

‘지식 상태(knowledge state)’와 ‘지식 구조(knowledge structure)’에 대한 탐색이

요청되는 바이다.

문제는 지금껏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론을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7) 이는 학교급별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지식과 그 간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학

교급에 따라 교육 내용을 종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을

함의한다.

그러나 특정 지식은 또 다른 지식과 연계되고 위계적으로 조직됨으로써 그 지평을

확장해 나간다(최선희�구본관, 2019ㄴ: 24). 언어적인 정보, 관념 간의 상관성이나

결합을 통해 유의미한 학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Ausubel, 1963). 다시 말해, 새로운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지식 구조에 포섭될 수 있는 관련성이 있으면, 학습은 촉진

되고 기존의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포섭하여 그 폭을 넓혀 가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기초하여 종적으로 연계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학습자가 직면한 학습 과제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기능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고 습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최선희, 2019ㄷ: 66). 이에 본 연구는 학

습자의 지식 상태를 가시화할 수 있는 ‘지식 공간론(Knowledge Space Theory)’

(Doignon & Falmagne, 1998; Albert & Lukas, 1999; Falmagne et al., 2013)에 따른

‘지식 구조도’(Albert et al., 1995)에 주목,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8)

한편,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문장의 구조’는 학습자의 원활한 언어생활과

문법 능력 증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에 교육과정의 개정과 관계없이 핵심적인

교육 내용으로 제공되어 왔다. 그럼에도 각 학교급에서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어

떠한 내용 요소를 얼마만큼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엄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

하였으며(최선희, 2019ㄷ: 68), 이러한 실태는 현재의 교육이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하기 위한 모습인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9)

7) 학교급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학습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들에서는 대부분 Piaget(1972)의

인지 발달 이론을 그 근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이론은 나이 범주에 따른 학습자의 일반

적인 사고 수준을 추상적으로 설명해 줄 뿐 학습자의 현재 수준에 대한 가시적인 데이터베이

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모어 화자의 구체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8) 본 연구에서의 ‘지식 상태(knowledge state)’와 ‘지식 구조(knowledge structure)’는 ‘지식 공

간론(Knowledge Space Theory)’에서 규정한 개념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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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그간 문장의 구조는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중학교를 종착점으로

모든 학습 요소가 교육되어 왔으나 관련 근거는 알 수 없다. 특히,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격차와 단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서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다는 점,

역사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나중에 생겨 난 중학교 체제가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더 근접하게 정착되었다는 점(Tyack & Cuban, 1995) 등을 고려하면,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연계는 마땅히 논구될 필요가 있다.10)

무엇보다 최근 논의된 ‘장르 문법 교육’(제민경, 2015)과 ‘문법 문식성 관점의 문장

구조 교육’(조진수, 2018ㄱ)은 일정 수준의 문법 지식을 갖춘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 연계의 필요성은 더해진다.

상술한 연구들의 교육적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지하면, 이에 대한 효과는 학습자의

기초적 문법 능력이 전제될 때 더욱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능력 발달을 교육의 계획과 실천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관희, 2009: 207) 아래 그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종적 연계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한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습자의 문장 구조 제반 지식 상태’를 종적 연계 원리의 구체화 및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로 부각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상정한다.

첫째,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의 연계를 위해 종적 연계성의 개념과 원리를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학습자 지식 상태 분석의 필요성을 명료화한다.

둘째, 학교급별 학습자의 문장 구조 지식 상태를 분석하여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한다.

셋째,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안을 설계한다.

9) 이와 관련하여 최선희(2019ㄴ)에서는 학습자의 문장 사용 실태와 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

터베이스가 부재함을 비판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에게서 나타난 문법적 오류를 논의하였다.

더하여, 이러한 실태는 초등학교의 교육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데서 일부 기인하며, 반복된 오

류의 습관화는 필연적으로 이후의 학습이나 문법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피력하였다.

10) Tyack & Cuban(1995)은 미국에서 1920년대에 분리된 중학교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수준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최선희, 2019ㄱ: 109).



- 6 -

2. 연구사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고려한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사적 위치를 가늠하고, 기존 논의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지점을 명료히 하기 위해 ‘국어 교육의 구조화’, ‘문법 교육의 연계성’,

‘문장 구조 교육’의 세 측면에서 관련 연구사를 살핀다. 요컨대, 교육 내용을 종적

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변인’과 ‘학습자 변인’이라는 두 축의 교호 작

용이 요구되는바, 국어 교육의 구조화 및 문법 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학습자 요인의 필요성을 논구한다. 더하여, 가르칠 지식이 보다 분명하다는

문법 교과 본유의 인식 아래 문장 구조 교육이 연구되어 온 양상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문장 구조 지식과

학습자를 어떻게 관련지어 왔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2.1. 국어 교육 구조화에 관한 연구

교육 내용을 크게 ‘선정’과 ‘조직’의 차원으로 양분할 때, 교육 내용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는 후자에 해당한다. 이에 구조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선정’에

대한 합의가 선결 과제로 요구된다. 실제로 그간 국어 교육, 좁게는 문법 교육에서는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체계화에 대한 논의들(이대규,

1994; 이충우, 1997; 이성영, 1998; 이춘근, 2002; 이관규, 2006; 이병규, 2006; 구본관�

신명선, 2011)이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반면, 선정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비롯

하여 문법의 내적, 외적 논리까지 다각도로 고려되어야(민현식, 2009: 62-63) 하는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이를 보여 주듯 김

대행(2007: 8)에서는 학년 및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심한 중복, 선택 과목 심화

방향의 모호함, 교육 내용의 근거 없는 분산 설정 등은 교육의 위계에 관한 고려가

부족한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국어 교육에서 교육 내용 조직에 관한 연구는 교육 내용의 ‘구조화’를

근간으로 ‘계열성/계열화’,11) ‘위계성/위계화’, ‘연계성’ 등 유관하면서도 다양한 용

11) ‘계열화(sequencing)’와 ‘계열성(sequence)’의 의미상 차이는 이관희(2015: 14)에서 논의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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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전개되어 왔다. 이들은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해야 한다는

본질을 공유하나, 용어별 세밀한 의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문제적이다. 각 연구가 분명한 이유 없이 중첩되거나, 하나의 연구

안에서도 용어가 혼재되어 결과적으로는 각각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춘근(2001)은 ‘구조화’와 ‘계열화’의 정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춘근(2001: 413)에 따르면 ‘구조화’는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상위 지식과 하위 지식 간의 관계 및 학습 순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것인 반면, ‘계열화’는 구조화된 내용을 학습 단계별로 반복·심화되도록

조직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즉, 계열화는 교육 내용의 구조화를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직 형태인 것이다.

한편, 박종미(2015: 2)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요소들이 단

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서로 맡은 역할이 잘 드러나도록 체계화하는 것과,

내용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잘 고려하여 위계화하는 것을 ‘구조화’로

통칭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구조화’는 ‘체계화’와 ‘위계화’를 포괄하는 성격의

조직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구조화’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육 내용을 범주화하고 조직

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체계화’12)와 맞물려 정의된다.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구분하여

구조화하는 것, 다시 말해 전체 속에서 각 부분 요소들의 관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조화하여 그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

나의 구조체처럼 작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신호철(2010: 37)의 설명에서도 양자 간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참고할 수 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계열화’는 ‘계열성을 갖추게 하는 모종의 조직 방식’이다.

그러나 Tyler(1949)에서 강조된 ‘계열성’ 또한 교육 내용의 선후 관계로서 교육과정 조직의 기준

으로 언급되며, 다수의 연구에서 ‘계열화’와 ‘계열성’을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계열성’의 경우 교육

내용의 표면적인 계열 관계의 분석부터 계열화 방안까지 아우르고 있어 사용 범위가 더 넓다는

특징이 있다. ‘위계화’와 ‘위계성’도 유사한데, 이 경우 ‘위계성’보다는 ‘위계화’가 더 널리 쓰인다는

점에서 앞선 사례와 차이가 있다.

12) 그런데 교육 내용의 ‘체계화’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용 선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축적되었는데(이

관희, 2015: 11), 주로 내용 선정 기준을 논의한다거나 영역별로 내용 체계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연

구들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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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구조화’와 ‘체계화’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은 주세형

(2006)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양자는 구조체가 정적이냐 동적이냐에 따라 얼마간

구별될 수 있는데, 낱낱으로 떨어져 있는 요소들에 하나의 공통된 틀을 제공하는

것이 구조화(formation)라면, 제공된 틀 속에서 각 요소들을 일정하게 배치하여 하

나의 연동체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체계화(systemization)라는 것이다. 이에

구조화는 정적 구조에, 체계화는 동적 구조에 해당한다(신호철, 2010: 39).

이렇듯 ‘구조화’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자, 세부적인

조직 방식과 원리인 ‘계열성’, ‘위계화’ 등을 논할 수 있게 하는 전제가 된다. 그런데

‘계열성’과 ‘위계화’라는 교육적 개념 역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이관희, 2015: 14).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구별되는데, ‘위계화’는 Gagné(1970)의 ‘학습 위계

(learning hierarchy)’에서 차용된 용어로 내용 요소 간의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반면,

‘계열성’은 위계화를 포괄하여 교육 내용을 종적으로 배열하는 원리로 설명된다.

이에 계열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위계화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천경록, 2013: 288-289).

이와 관련하여 신호철(2010: 64-66)에서는 ‘계열성’과 ‘위계성’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기술한 바 있어 주목된다. 이 논의에 따르면 ‘계열성’과 ‘위계성’은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데 적용되는 원리로 사용되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계열성’은 연속

적인 관점에서 중요 학습 내용을 반복하되 좀 더 심화된 내용이어야 하는 데 반하여

‘위계성’은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 교육 내용이 등급화되어야 하고, 학습 내용상에

있어서 단속(斷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열성’과 차이가 있다.

한편, 상술한 ‘계열성’은 ‘연계성’을 이루는 중핵의 의미로서, 계열성의 확보는 궁

극적으로 교육 내용 종적 연계의 실현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연계성’과 매우 밀

접하다.13) 물론 연계성은 교육 내용의 횡적, 종적 조직 차원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나, ‘종적 연계’에 한하여 의미상 포함 관계를 따져 보면,

‘종적 연계성 > 계열성 > 위계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구조화 연구’(이인제, 1996; 천

경록, 1996; 김호정 외, 2007; 박종미, 2015; 오현아, 2016ㄱ)를 살펴보자. 우선, 교육

내용의 구조화에 관하여서는 일찍이 읽기 영역과 관련하여 이인제(1996), 천경록

(1996)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인제(1996)에서는 학습자의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13) ‘연계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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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방향을 제시하였는데,14) 그의 주장에서 주목할 점은 학

습자의 읽기 능력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국어 교육의 내적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능력 신장에

적합하지 못한 것들로 선정되어 있거나, 학습자의 능력 발달 정도를 고려하지 못

하고 교육 내용을 조직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비록 학습자의 문장 구조 제반 지식이

이미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일지라도 학습자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학습자의 실제적 앎을 고려한 교육 내용 구성은 학습자 수준 진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이인제(1996)의 비판을 해결하기 위한

수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천경록(1996)은 교육 내용 구조화의 관점에서 6차 읽기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고

찰하였다. 특히 학교급에 따른 읽기 교육 목표의 차이가 변별되지 않았음을 지적

하면서, 초등과 중등의 교육 목적과 학습자의 특성이 같지 않으므로 교육 목표가

달리 진술되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는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더하여, 그의 논의에서는 교육 내용

배열의 타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학습 가능성(Learnability)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인지 발달 근접성에 따른 최적의 학습 경험이 형성되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유의미한 통찰을 제시한다.

한편, 읽기 영역을 제외하고 타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조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미진하였는데, 김호정 외(2007), 박종미(2015), 오현아(2016ㄱ)는 문법 교육

에서 구조화 방안을 설계한 연구여서 주목된다. 김호정 외(2007)는 문법 용어를 중

심으로 교육 내용의 구조화를 고찰한 연구이며, 박종미(2015)는 연결망을 토대로

문법 교육 내용의 구조를 검토한 연구이다. 그러나 전자는 문법 용어가 문법 교과

지식의 구조를 명증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후자 역시 내용

요소 간 연결 관계가 문법 교육 내용의 지식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어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를 부각하는 본 연구와

접근 방향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현아(2016ㄱ)는 기존 문법 교육 내용 기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14) 이인제(1996: 212)에서는 읽기 교육의 내용 범주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고,

인지적 영역은 다시 ‘지식’(읽기에 대한 지식, 글의 구조와 형식, 글의 구성 요소, 기능, 전략, 국

어학 지식)과 ‘기능·전략’(기능, 전략, 학습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상황에

서는 지식을 낱낱이 제공하지 않도록 구조화하는 일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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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참조할 수 있다.15) 이 논의에서는

‘사용자’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데, 여기서 ‘사용자 중심’은

언어 생산과 수용의 주체로서 학습자의 위상을 강조하여 학습자의 문법 이해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의 구성 순서대로 문법 교수·학

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학습자의 이해를 견인하는 방식으로 구조화가 필

요하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하며, 본 연구와 상당 부분 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육 내용 구성 시 단순히 학습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차원을 넘어

학습자의 실제적인 지식 상태를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국어 교육에서 ‘구조화’ 연구는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교육 내용 조직이 합당하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실질적인 실행이 어

려웠음을 전적으로 보여 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급별 학습자를 구체적으로 살

피고, 이를 교육 내용 조직의 기준으로 부각한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유의미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2.2. 문법 교육 연계성에 관한 연구

본 항에서는 ‘문법 교육의 연계성’, 특히 종적 연계성과 관련한 연구를 고찰하여

교육 내용의 조직 과정에서 ‘학습자’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문법 교육을 제외한 국어 교육 전반에서의 ‘연계성 연구’(하채현·나정연, 2014; 박

수자, 2015; 이경화·최신혜, 2015; 천경록, 2016ㄱ, 2016ㄴ), ‘계열화 및 위계성 연구’

(선주원, 2005; 이종섭·민병욱, 2008; 김대희, 2011; 서영진, 2011, 2014; 천경록, 2013;

류보라, 2016)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은 모두 ‘구조화’를 전제하므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였으나 해당 논의에서 표상한 용어를 중심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계열성’과 ‘위계화’는 엄밀한 구분이 어려워 한데 묶어 범주화하였다.

우선, 국어 교육에서 연계성과 관련한 논의는 전 영역에서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연계성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아직 미진하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15) 오현아(2016ㄱ)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 기술의 문제점을 ‘작은 언어 단위에서 큰 언어 단위로의

선조적 기술’, ‘하위 분류 개념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 기술’, ‘분절적 문법 교육 내용 제시’의 세

가지로 항목화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장 단위 중심의 회귀적 기술’, ‘주요 문법

개념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 기술’, ‘연쇄적 문법 교육 내용 제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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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철, 2010: 18). 문법 영역을 제외하고는 문학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간 연계성을

검토한 하채현·나정연(2014),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의 읽기 성취 기준 및 교과

서의 연계성을 분석한 박수자(2015),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교육과

정의 연계 유형과 적합성을 논의한 이경화·최신혜(2015),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국어과 연계성을 조사한 천경록(2016ㄱ), 학교급 간 국어과 연계성에

대한 교사 인식을 살핀 천경록(2016ㄴ)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상술한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자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등 표면

적으로 드러난 연계성 정도에 집중한 내용 분석적 연구거나, 교사 대상의 설문 조

사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계성에 접근한 연구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가 학교급별 학습자의 지식에 주목하는

것은 선언적인 차원에서 기술되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내용의 구조화를

실증적으로 실체화하기 위함이다. 즉, 본 연구는 국어 교과서에 제시할 학습 내용의

표준화 작업이 실행될 필요가 있으며(박수자, 2015: 297), 교육해야 할 공통 내용

요소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하채현·나정연, 2014: 504) 그간의 제언을

적극 수용하여 이를 구현하는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계열성 및 위계화’에 관해서는 교육 내용 조직의 기준 혹은 변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16) 선주원(2005)에서는 문학 교육 위계화의 변인으로 ‘텍스트’,

‘학습자’, ‘교사’, ‘교수·학습 상황 맥락’을, 이종섭·민병욱(2008)은 서사 문학 교육

내용의 조직 방안으로 ‘학습자의 학습 단계’, ‘서사 층위’, ‘교육 내용’을,17) 쓰기 교육

논의인 서영진(2011)은 위계적 조직 원리로 ‘학습자의 쓰기 능력 발달’, ‘쓰기 과제의

난이도’를, 서영진(2014)에서는 토론 교육 내용의 ‘지식 요소’와 ‘학습자의 토론 능

력’을, 읽기 교육 논의인 김대희(2011)는 ‘독자의 읽기 능력’과 ‘텍스트의 난이도’를,

천경록(2013)은 ‘읽기의 특성’, ‘텍스트’, ‘학습자’, ‘학습의 과정’을, 류보라(2016)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 내용의 ‘난이도’와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설정하였다.

16) 위계화의 문제는 학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어 주목되는데, 생애 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을 다룬 박인기(2011), 생애 교육으로서 독서 교육에 대해 논의한 이삼형(2011), 초등학교

교과서의 이독성을 비교한 이성영(2011), 독서 수준과 텍스트 수준의 위계화에 대한 연구사를

다룬 김대희(2011), 아동 문학 장르의 위계성을 검토한 진선희(2011) 등이 있다(천경록, 2013: 286).

17) 이종섭·민병욱(2008)에서는 서사문학 교육 내용 위계화의 원리를 제안한 바 있어 주목된다. 우선,

학습 단계를 기초 단계와 발전 단계로 이분하여 ‘단계 구분의 원리’로 명명하고, ‘교육 내용 배열의

원리’로 ‘통합성의 원리’와 ‘반복적 심화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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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영역별로, 또 연구자마다 교육 내용의 선후 관계 결정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문학 영역에서는 제재의 측면에서 주로 난이도나 복잡도를,

읽기 영역에서는 텍스트의 이독성(readability)을 중시하고 있는 것(천경록, 2013:

288)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교육 내용의 조직에서 ‘학습자’를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하고 있어(양세희, 2015: 139) 학습자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종섭·

민병욱(2008: 258)에서 교육의 대상이 학습자임을 고려하면 위계화 원리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실험에서 얻어져야 한다고 언명한 점, 서영진(2014: 342)에서

학습자의 현재적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교육 내용을 적절하게 계열화하는 일이라고

밝힌 점은 본 연구의 기본 관점과 그대로 일치한다.

그렇다면 문법 교육에서 관련 연구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실상 ‘연계성’

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연구는 최성덕(2007), 김영선(2010), 신호철(2009,

2010), 박형우(2012), 최선희(2020) 정도로 제한적이다. 그런데 전술한바, ‘계열성’과

‘위계성’은 ‘연계성’과 의미 영역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포함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의 감식력’ 혹은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계열성, 연계성을

논한 연구(최영환, 1995; 이춘근, 2001; 민현식, 2002; 최성덕, 2007; 김영선, 2010;

신호철, 2009, 2010; 주세형, 2011; 박형우, 2012; 김억조, 2013; 박종미, 2015; 최선희,

2019ㄱ, 2020)와 ‘학습자’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은 연구(이경현, 2007; 이관희, 2008,

2017; 최선희·구본관, 2019ㄱ)로 양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연구자의 해석이 주가 된 연구 중 최영환(1995)에서는 언어 지식 영역의

교육 내용을 언어 사용 능력과 관련지어 초등에서는 언어 사용 능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지식을 가르치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이론적이고 특수한 언어 사용

능력을 확대하도록 교육 내용이 조직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주세형

(2011)은 문법 영역에서 성취 기준끼리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되어

있는 성취 기준들을 학습자가 얻게 될 ‘상위 문법 능력’을 중심으로 연관 짓는 것이

필수적임을 언명하였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표준어와 방언’ 관련 성취 기준과 중

학교의 ‘남북한 언어 관련 성취 기준’은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한다.’와 같은 상위 문법

능력을 상정한다면 긴밀한 관련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상술한 두 연구는 언어 사용이나 문법 능력의 신장을 도달점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 ‘학습자의 능력 발달’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최영환(1995)의 경우

‘언어 사용 능력’에 그 기준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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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에 따라 조직된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면모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

닌다.

한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고 평가한 논의 중 이춘근(2001)에서는 6차 교육

과정을 대상으로 계열성을 고찰한 결과, 교육 내용이 적절하게 구조화되지 않았고,

동일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단원이 상당수임을 비판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

영선(2010)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생활국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 중등 문법 영역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박형우(2012)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성취 기준의 학년(군) 간 위계성과 연계성을 논의하였다. 신호철

(2009)에서는 연계성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구하고, 제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중·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연계 양상을 살폈다.

상술한 이춘근(2001)은 문법 교육 내용을 ‘구조화’와 ‘계열화’로 나누어 각 범주를

상세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신호철(2009), 김영선(2010), 박형우(2012)는 교육과

정과 교과서를 학교급 간 연계성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살폈다는 점에서 유의미

하다. 그럼에도 세 연구 모두 단편적인 현상 분석에 그쳐 원리 차원이나 대안 마

련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의 ‘계열성’ 혹은 ‘종적

연계성’이 확보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김영선(2010)은 동일 학년과 다른 학년에서

비슷한 학습 내용이 제시되면 연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학습 내용이

처음 제시되거나 개념적으로 뒤바뀌면 학습자의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새롭게 배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확보하려면

이론적 측면에서 ‘적절한 종적 연계’에 대한 논의와 ‘학습자’ 측면에서 교육 내용

연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신호철(2010)은 연계성의 개념, 구성 요소, 원리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어 교사 및 전문가 집단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 양상을 수치화하여

이론과 실제 연구가 한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참조점이 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안한 연계 원리인 ‘학습자 중심성’, ‘교수·학습 효율성’, ‘실제 적용

가능성’, ‘설명적 타당성’은 일반적인 내용 선정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학습자

중심성’ 원리를 지배적 중심 원리로 내세웠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면에서 최선희(2020)는 ‘학습자’를 중

심으로 한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 원리를 연계성의 개념 및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추출하여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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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민현식(2002)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내용을 ‘위계화’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위계화 기준을 마련하여 학년별 배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을 단순히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복잡성’, ‘학

습성’, ‘교수성’, ‘기술 방식’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개선안을 제시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억조(2013)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성취

기준이 중학교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는 양상을 ‘제시 순서’와 ‘내용 간 위계’를 중

점으로 살펴보고, 학습자를 고려한 구조화 방안을 설계하였다.18) 그러나 양자 모두

결과적으로는 ‘연구자의 판단’을 주요한 준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학습

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과는 변별된다.

한편, 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시각화한 연구에는 최성덕(2007), 박종미(2015), 최

선희(2019ㄱ)가 있다. 먼저 최성덕(2007)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의 국어

지식 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항목별 흐름도를 구성한 후 집합의 벤다이어그램을 이

용하여 내용 간 연계성을 가시화하였다. 그의 논의에서는 학년 내, 학년 간 학습

내용의 연계성이 취약한 부분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습

순서를 재배열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이 역시 연계의 기

준이 교과서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교육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박종미(2015)는 문법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

용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에 등장한 개념어 간 연결성을 읽어 내고, 이를 바탕

으로 구조화 방안을 설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밝히고 있

듯이 초등학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완전한 구조화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

으며, 학습 순서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축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아쉬

움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최선희(2019ㄱ)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장 구조

단원에 제시된 개념어를 기준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 종적

연계성을 도식화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초·중학교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 요소의

양, 종류, 연결성이 상이한 데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전히 학

습자를 실증적으로 살피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학습자를 주된 기준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개진한 연구로는 이경현(2007),

18) 이 논의에서 학습자를 고려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음운을 중

학교 1학년에 배치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대개 음운 학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므로 다소 문제

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인 근거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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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2008, 2017), 최선희·구본관(2019ㄱ)을 들 수 있다. 이경현(2007)에서는 학습

자를 고려한 교육 내용의 위계화는 국어 지식 영역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한 근간

으로 기능함을 주장하면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위계화의

원칙을 다각도로 탐색하고, 중학교 내에서의 위계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국어 지식 요소 결정’, ‘반복과 심화’, ‘후행 학습에 필요한 요소의

우선 배열’,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을 위계화의 원칙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육 내용 조직안을 구안하였다. 이 논의는 위계화를

학습자의 입장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유효한 시사점을 지닌다. 그러나 학습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설문 문항이 7개로 제한되어 있어 검사 도구의 정밀함을 담보할

수 없고, 문항 간 관계에 상관없이 수치화된 점수를 기반으로 학습 요소를 배열하여

섬세한 수준의 위계화를 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자리한다.

이관희(2008)는 품사 교육에 대한 위계화를 면밀하게 다룬 연구이다. 그의 논의

에서는 ‘교육 내용 요인’과 ‘학습자 요인’의 두 축을 설정하고, 두 요인 사이에서

형성되는 접면을 교육 내용 구현을 위한 준거 틀로 삼았다. 다만, 연구 대상이 품

사에 한정되어 있어 품사와 상호 영향 관계에 놓이는 여타 유관 개념들 간의 위계

성은 살피지 못하였으나, 교육 내용 위계화에 관여하는 요인을 상세하게 보여 주

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관희(2017)에서는 속담 교육의 학교

급별 위계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역시 위계화의 핵심 축을

앞선 이관희(2008)와 같이 상정하고, 패러다임 수준의 단계별 방향성과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를 ‘인지적 사고 발달’과 ‘사회적 인식 능력의

발달’ 이론19)에 기대어 고려하는 방식을 취하여 학습자의 실제적 앎의 양상은 포

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자리한다.

최선희·구본관(2019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년 때 제시되고 있는 ‘낱

말의 의미 관계’와 ‘문장의 짜임’에 대한 학습 활동을 저학년 학습자가 무리 없이

수행함을 확인하여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 선정과 조직은 문제적임을 보인

연구이다. 이 논의는 현 교육 내용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외현하였지만, 정교한 방

법론을 사용하거나 학습자 분석 결과를 환류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아

19) 학습자의 ‘인지적 사고 발달’은 Piaget(1972)의 인지 발달 이론에, ‘사회적 인식 능력 발달’은

셀만의 이론에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관희(2017)에서도 상기하였듯 해당 이론들이 학습자의

이해력이나 인식 수준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가는 확답이 어려우며, 이론의 특성상 추상적인

선언 차원 정도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어 학습자가 지닌 지식의 구체태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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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학년(군)이나 학교급 간의 교육 내용 구성은

학습자와 분리하여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공고히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화, 연계성, 계열성, 위계화 등과 관련한 연구는

국어 교육 전반에서 서로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넘나들며 이루어져 왔다. 물론 각

개념이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일견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각각의 논문에서 계열성, 위계화, 연계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지시

대상이 거의 유사하였다는 데 있으며(천경록, 2013: 287), 이에 각 연구의 분명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하겠다.

특히 문법 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교육 내용을 계열적으로 조직하는

일에 주목하고, 이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 혹은 학습자 조사를 통해 실현하

려는 방향성을 보여 왔다. 그러나 연구마다 교육 내용 조직의 기준이나 분석의 결

과로 내놓은 실체가 상이하였는데, 교육 내용 구성 시 ‘학습자’가 중요함에도 교육

내용과 학습자를 입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특히 학습자의 구체태를 읽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20) 이는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 연구는 그 연구 대상이 다름에도 막상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학습자가

가지게 되는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학문 문법의 전문성에 기댈 수

밖에 없었다는(주세형, 2005ㄱ: 12) 비판과도 연속선상에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문제는 연구의 범위를 특정 내용 요소나 학교급 내의 연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하여 초등과 중등을 아우른 교육 내용 설계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 교육 내용의 체계적인 조직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필수적인(주세형, 2005ㄱ: 13) 일임을

주지하면, 보다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구성

하는 주체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되려면,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교육 내용

종적 연계의 중핵으로 상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 내용 구조

화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사적 흐름 속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교급 간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에 주목하는 바이다.

20) 주지하다시피 본고에서 말하는 학습자의 구체태란 학습자가 내재한 문장 구조 제반의 지식

상태를 말한다. 물론 학습자의 성별, 환경, 성격, 잠재적 능력 등 다양한 요인이 학습자의 지

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이관희(2017: 61)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 이들 모두를 고려하여

교육을 설계하기는 어려우며, 학습자의 어떤 면모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목

표가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형성한 지식에서 그 방향성을 탐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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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장 구조 교육에 관한 연구

문장 구조는 문장 구조 자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와 문장 구조 교육에 대한 연

구로 나눌 수 있으며, 본고는 전자보다 그간 교육 국면에서 논의되어 온 후자의

연구 경향에 주목한다. 문장 구조 교육은 학교 문법 통일안에 따른 교과서 개발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문장 구조에 대한 다양한 문법적 논의가, 이후에는 통

일안에 따라 합의된 문장 구조에 관한 문법적 논의가 곧 교육 내용이 되어(조진수,

2018ㄱ: 14) 문장 구조 교육의 체계와 논리를 갖추어 왔다.

본 연구는 통일안 이후의 합의된 내용인 문장의 구조가 교육 내용으로서 자리매

김한 과정을 중심으로 여타 주제와 연계하여 확장되어 온 추이를 살피고자 한다.

이에 지금껏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통사적 차원의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범주로

제시된 ‘문장의 짜임(기본 구조)’21)을 비롯한 ‘문장 성분과 호응’(이춘근·김명순,

2003, 2004; 최규수, 2007; 김미나, 2015; 이지수·정희창, 2015; 이병규, 2016ㄴ; 박혜림,

2018; 양세희, 2018; 최규홍, 2018; 최선희, 2019ㄴ; 최선희 외, 2020), ‘문장의 확대’

(조진수, 2013, 2015, 2018ㄱ; 김건희, 2018) 측면에서 연구사를 기술한다.

이때, ‘문장 성분과 호응’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학적 논리에 기대어 개념 자체의

문제에 방점을 둔 연구(이춘근·김명순, 2003, 2004; 최규수, 2007), 교사 지식에 초

점을 맞춘 연구(이지수·정희창, 2015), 학습자 지식에 주목한 연구(김미나, 2015;

최선희, 2019ㄴ; 최선희 외, 2020),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한 연구(이

병규, 2016ㄴ; 박혜림, 2018; 양세희, 2018; 최규홍, 2018)로 세분하여 고찰한다.

우선, 이춘근·김명순(2003)에서는 읽기·쓰기 능력 발달을 위한 관점에서 문장 성

분의 교육 방향을 기술하였는데, 문장 교육에서 통사 구조 분석을 위시하여 문장

성분의 체계와 분석 단위를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습 지도의 변인으로 ‘학

습자’, ‘학습 내용’, ‘활동’ 등을 고려하여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참

조점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습자’ 변인을 ‘선행 학습 상태’로 명시한 점이며,

이는 본 연구가 각 학교급에서 제공된 교육 내용을 모두 이수한 학습자의 지식 상

태를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를 위한 기준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점과 맞닿는다.

21) ‘문장의 짜임’은 ‘문장의 기본 구조’와 동일한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이나 전자는 초등 교육과정

에서, 후자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주로 쓰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문장의 짜임’과 구별하여 교육 현장에서 다루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의 호응’, ‘문장의 확

대’를 포괄하는 차원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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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김명순(2004)은 상술한 논의에 이어 학습자의 통사적 능력22)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문형 교육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면서, 학교 문법의 ‘문장의 짜임’이 단순

하다는 점을 비판한 연구이다. 이에 4문형을 기본으로 삼아 궁극적으로는 ‘(독립어),

주어…(보어)…(목적어)…(보어)…서술어’의 통합 문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

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 지도 변인에 따라 ‘단순 구조-복잡 구조-비전형 구

조’의 예문을 통해 단계별로 지도해야 함을 밝혔다. 이춘근·김명순(2003, 2004)은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교육적 가치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제시한 지도 단계를 학년(군)이나 학교급에 어떻게 배당하여 조직할 것인가의 구

체적인 실체는 보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최규수(2007)는 학교 문법의 문장 성분과 단위에 대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그의 논의는 주로 문법 단위의 정의에서 논리적 엄밀성과 일관성을 유지

하고 있는가에 방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절’을 정의하는 기준에서 논리적 엄밀성이

부족함을, ‘구’의 기능 설명에서 일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각 절의 명

칭과 기능을 문장 성분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방식은 문장의 짜임을 잘못 이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상의 이춘근·김명순(2003, 2004), 최규수(2007)는 교육 문법으로서 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논증이 주가 되는 가운데, 학습자를 소거한 내용

자체의 정합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논의 모두 학습자의 문장 생성

능력을 비롯한 통사적 능력의 향상을 전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문장 단

위의 교육은 학습자의 문법 능력의 발달을 향해 가야 한다는 본고의 의식과 동궤를

이룬다.

한편, 이지수·정희창(2015)은 교사 중심의 문장 성분 관련 교과 내용 지식을 제시

하였으며,23) ‘문장 성분 개념 지식’, ‘성분 외 관련 문법 지식’, ‘성분 관련 심화 지식’과

22) Radford(1990: 21-28)에 따르면 통사적 능력이란 문장의 통사적 적격성과 통사 구조에 대한

직관으로 설명되며, 이춘근·김명순(2004) 역시 이와 같은 정의에 기대고 있다.

23) Shulman(1987)에서는 교사가 가진 전문 지식을 ‘내용 지식’, ‘일반 교수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수학적 내용 지식’, ‘학습자 지식’, ‘교육 상황에 관한 지식’, ‘교육의 목적, 가치, 철학적·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으로 제안하고, 그중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을 교사의 전문 지식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지수·정희창(2015)에서는 이러한 교사 지식의 핵심에 위치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을 교과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상황 지식이 합성되는 어떠한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합성의 자원 중 하나로서 ‘교과 내용 지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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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교육 내용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사가 수업 시간에 최종적으로 구성해 낸 교수·학습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이

러한 관점은 교육을 계획하는 모든 단계는 교육 주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통찰을 제시하나, 본 연구가 ‘학습자’를 중시하는 것과는

방향성을 달리한다. 물론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지식에는 교사 변인이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나, 교사 역시 교육 내용이 구현된 교재를 통로로 학습

자와 소통한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 구성은 필히 학습자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김미나(2015), 최선희(2019ㄴ), 최선희 외(2020)는 교육 내용과 학습자를 유기적

으로 연동한 연구이다. 김미나(2015)는 초등학교 학습자의 문장 성분에 관한 앎의

양상을 유형화하고, 이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문법 교육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하

였다. 최선희(2019ㄴ)는 초등학교 학습자의 글에서 문장 성분과 호응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고, 오류 수정 양상 속에서 학습자가 문장 제반 지식을 문장 산출 시 유의

미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최선희 외(2020)는 중학교 학습자의

문장 구조 평가 결과와 학습자가 산출한 문장의 정확성 간의 영향 관계를 단순회귀

분석을 통해 실증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교육 내용화의 핵심적인 준거는 다름

아닌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병규(2016ㄴ), 박혜림(2018), 양세희(2018), 최규홍(2018)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한 후 연구자의 관점에서 발전된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데까지 나

아간 논의이다. 이병규(2016ㄴ)는 초등학교에 중점을 두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을 다면적으로 고찰하였다. 그의 논의에서는 ‘절의 연결’은 학습자의 실

제성에 맞게 개편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능력을 파악하여 발달 단계에 적

합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 지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문장 성분’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저학년의 성취 기준이 중학년의 ‘문장의

짜임’과 분리되어 배열되어 있는 실태를 비판하면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를 고려하여 성취 기준 간 위계 관계의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현행 교육

내용은 문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본고의 연구사적 필요성을 더해 준다.

박혜림(2018)은 문장 호응의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24) 이를 바탕으로 초

24) 박혜림(2018)에서는 문장의 호응을 ‘동반 관계 구조형’, ‘결합 관계 구조형’, ‘연결 관계 구조형’

으로 관계 유형을 나누고, 동반 관계 구조형은 ‘양태와 부정’을, 결합 관계 구조형은 ‘주어와 서

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보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를, 연결 관계 구조형은 ‘인과, 시간, 비교,

부가’를 분석 기준으로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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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호응 관련 단원을 분석한 결과, ‘동반 관계 유형’과 ‘결합

관계 유형’의 일부에 교육 내용이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양세희(2018)는 문법

인식의 층위를 ‘정확성’, ‘적절성’, ‘비판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문법 인식의 확장에

따른 문장 성분의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최규홍(2018)에서도 앞선 논의와 유사

하게 문장 성분의 호응에 관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 발전된 학습을

위한 지도 내용과 방법을 상세화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이

기초·기본 교육의 성격을 띠려면 중등학교와는 다른 차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

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문장 성분이나 문장의 호응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그럼에도 학습자의 현 상태에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 내용에 대한 해답은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따른다. 예를 들어, 최규홍(2018)

에서는 성취 기준을 근거로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문장 호응의 교육 내용을

논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취기준은 학습자에 대한 입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것이다.

이렇듯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지 않는 한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으로의 실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연구마다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교육 연구’라면 교육 주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 아래 학습자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연계하는

과정에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문장의 확대와 관련한 논의에는 조진수(2013, 2015, 2018ㄱ), 김건희

(2018)가 있다. 조진수(2013)는 텍스트 맥락을 바탕으로 문장의 확대에 관여하는

요인을 밝히고, 표현 의도와 맥락에 적합하도록 문장을 확대하는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조진수(2015)는 문장의 확대가 ‘구조-기능-장르 및

이데올로기’ 층위에 존재하는 다층적 현상임을 논의하고,25) 이를 구체화한 교육 방

25) 조진수(2015)에 따르면 그간 국어학적 연구는 문장 확대의 결과로 생성된 겹문장의 유형을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데 주력해 왔기 때문에 문장 확대를 과정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장을 확대하는 것을 과정적 속성으로 보면, 필자가 그 과정에서 확대 여부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역시 필자가 선택해야 하는 문법적 자원이 된다. 본 연구는 문장 구조 교육이 최

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이와 같은 다층적 관점에 서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는 문장의 확대와 관련된 지식이 충분히 내재된 고등학교 학습자에게 가능한 심화된 학습 내

용이라는 점에서, 본고는 초·중학교 학습자에게 교육되어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장 구조

교육 내용에 주목한다.



- 21 -

향을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그간 체계 층위에 국한되어 있었던 문장 확대

교육의 인식 범위를 장르·이데올로기 차원으로까지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조진수(2018ㄱ)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법 문식성’26)을 개념화하고, 문장

구조 차원에서 문법 문식성 교육 내용을 구안한 연구이다. 그의 논의는 문법 탐구로

환원되었던 문법 교육을 ‘문법 탐구 활동’과 그에 대당하는 ‘문법 문식 활동’으로

재편하여 다각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조진수(2018ㄱ)에서도

언명한바, 텍스트에 사용된 문법 장치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활동은 초·중학교 학

습자에게 적용이 어렵다. 이는 역으로, 고등학교에 이르러 문법 문식 활동이 가능

하려면 초·중학교 학습자의 기초적 문법 능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하며, 이를 위

해서는 문장 구조 관련 지식의 충분한 내재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한편, 김건희(2018)는 역대 문법 교과서에 기술된 ‘구’와 ‘절’의 내용을 검토하여

문장 분류 체계를 연구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를 고려한 기술과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고와 방향성을

달리하며, 무엇보다 이를 현행 문법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논증이라는

과제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문장 구조 교육에 대한 관심은 문법 교육 연구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문제는, 학습자의 문법 능력 발달에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학교급 간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적합한가

이다. 이때, 이러한 과정에서 작용하는 위계성은 문법 지식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조진수, 2018ㄱ: 217)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법 지식 체계의 구축에 관여하는 논리가 학습자에게 반드시 효과

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 지식 상태 분석의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학습자의 문장 구조 지식은 고등학교 수준

에서의 문법 문식성이나 장르 문법과 관련된 문법 활동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기반

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은 학교급에 따라 긴밀하고, 효과적

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26) 문법 문식성은 남가영(2011)에서 언급된 바 있다. 조진수(2018ㄱ)에서는 이러한 문법 문식성을

체계기능 언어학의 사회기호학적 문법관을 토대로 텍스트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특정한 문법

장치 중 어떤 것에 주목할지를 결정하여 이를 구조, 기능 층위에서 분석하고, 장르 층위의 해석

조정 과정을 거쳐 이데올로기 층위에서 해석하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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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종적 연계의 개념과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학습자의 문장 구조

제반 지식 상태를 분석하여 문장 구조 교육 특정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표 1]과 같이 크게 (1)-(3)에 해당하는 문헌 고찰을 통한

‘개념 및 원리 정립’의 이론적 연구와, (4)-(5)에 해당하는 ‘학습자 분석’의 실증적

연구로 범주화된다.

[표 1] 단계별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습자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지식을 선별하고 조직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에 문법 교육 관련 연구와 지식론에 관한 연

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문법 교육에서 학습자 지식과 문법 지식의 관계 및 학

습자 지식 탐색의 중요성’을 논구한다. 이어서 언어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교과서의

학습 활동과 기술 방식의 분석을 통해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 실태’를

살피고, 종적 연계의 필요성을 공고히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식 상태 분석이

단계 연구 목표 연구 방법

개념 및

원리 정립

(1) 문법 교육에서 문법 지식과

학습자 지식의 개념 및 관계

논구

· 문헌 고찰

(2)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 실태 고찰

· 교과서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 학습 활동 및 기술 방식 분석

(3) 연계성의 개념 및 원리 정립 · 문헌 고찰

학습자

양상 분석

(4) 문장 구조에 대한 학교급별

학습자의 지식 상태 분석

· 지식 상태 분석법을 활용한

지식 구조도 도출

(5) 지식 구조도에 따른 학습자의

개념화 양상 분석

· 평가 결과 및 지식 구조도에

관한 면담 자료 분석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6) 종적 연계 원리에 따른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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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 연계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한편, 종적 연계성은 그간 연구마다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종적 연계성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상위 차원에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관

여하는 종적 연계 원리를 정립한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을 종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는

‘통합 연구’ 절차를 따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한다. 통합 연구 방법은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자료 수집과 분석 절차, 추론 과정에서 질적, 양적 접근을 함께 활용하는

연구 설계의 한 유형(Tashakkori & Teddlie, 2003: 711) 또는 연구자가 단일 연구

에서 질적, 양적 접근 모두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결과를 통합하여 추

론을 도출하는 연구(Tashakkori & Creswell, 2007: 4)로 정의된다.27)

이러한 통합 연구는 Newman et al.(2003)에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연속체로

소개된 바 있는데, 이 연속체는 연구의 위치를 결정하는 출발점을 제공하며, 적합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에 따르면 ‘학습자

분석’과 관련한 본 연구의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양적 통합 질적

A B C D E

순차적 설계: 양적→질적

[그림 1] 학습자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의 위치

[그림 1]에서 화살표는 양적 연구, 통합 연구, 질적 연구 간 연속체를 뜻한다. 연

속체상에서 중앙으로의 이동은 연구 방법과 표집에 있어 통합의 강도가 높아짐을,

27) 통합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철학적 전통은 실용주의이다. 통상적으로 통합방법론자들은

패러다임 전쟁과 관련된 양자택일식 접근을 거부하고 ‘작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해체적인

패러다임으로서 계량적 자료와 내러티브 자료 분석 모두에 관심을 둔다(강현석 외, 201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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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으로부터 양극단으로의 이동은 연구 방법이 분리되고 독자적임을 의미한다. A는

완전한 양적 연구, E는 완전한 질적 연구, B는 양적 연구 중심이면서 일부 질적

연구 요소 포함, D는 질적 연구 중심에 일부 양적 연구 요소 포함, C는 완전히 통

합된 통합 연구라고 할 때, 본 연구는 ‘C’를 지향한다.

한편, 통합 방법은 연구 설계의 유형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왔는데(Greene &

Caracelli, 1997; Creswell et al., 2003; Maxwell & Loomis, 2003; Creswell &

Plano Clark, 2007; Teddlie & Tashakkori, 2009 등),28) 본 연구는 기존의 유형 분

류를 발전시킨 Teddlie & Tashakkori(2009)에 따라 통합 방법 다중 분야 설계 중

‘순차적 통합 설계(sequential mixed designs)’를 적용한다.

발견적 단계

방법론적 단계

분석적 단계

추론적 단계

발견적 단계

방법론적 단계

분석적 단계

추론적 단계

메타 추론

[그림 2] 본 연구의 순차적 통합 설계 양상29)

28) 연구 설계의 유형과 관련하여 Greene & Caracelli(1997)은 ‘구성 요소, 삼각 검증, 상보성, 확장,

통합, 반복, 내재, 전체, 변환’으로, Creswell & Plano Clark(2007)은 Creswell et al.(2003)의 개

념적 틀을 적용하여 ‘삼각 검증, 내재, 설명, 탐색’으로 Teddlie & Tashakkori(2009)는 ‘병렬적,

순차적, 변환적, 다층적, 완전 통합된 통합 설계’로 설명하였다. 한편 Maxwell & Loomis(2003)은

이러한 유형 분류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작용적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델은 연구 설계의

구성 요소인 ‘목적, 개념적 모델, 연구 문제, 방법, 타당도’가 서로 관련 있는 모습으로 구성된다.

29) 이 그림은 Tashakkori & Teddlie(2003)에서 제시된 것을 일부 변형한 것이다. 해당 논의에

따르면 연구는 크게 ‘개념화’, ‘경험적’, ‘추론적’ 단계로 나뉘며, ‘경험적’ 단계는 다시 변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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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의 축은 양적, 우측의 축은 질적 연구 단계를 뜻하며, 연구의 양적, 질적

국면이 연대기적 순서로 발생한다. 즉, 첫 번째 접근 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

분야 설계 요소의 입안을 이끌고,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처음 수행된 접근 방식의 결

과에 대한 진일보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 같은 방식은 양적, 질적 접

근이 동시에 또는 일정 간격을 두고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는 병렬적 통합 설계

(parallel mixed designs)와는 상반된다. 구체적으로 ‘발견적 단계’에서 확정된 연구

문제는 ‘방법론적 단계’와 ‘분석적 단계’에서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진행된다.

먼저, 양적 접근은 지식 공간론의 지식 상태 분석법(knowledge state analysis)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지식 상태 분석법은 평가 문항 간에 내재되어 있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분석하여 평가에 관련된 지식 전체에 대한 정보의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지금껏 평가가 결과론적인 수치로만 환산되어 학습자를 상세히 파악할

수 없었고, 점수를 평균하는 정량화 과정에서 오류 발생의 여지를 내포한다는 점,

위계 분석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서열화 이론(Ordering theory)30)이 개념 간 불확

증적인 허용 오차를 인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학습자의 지식 구조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 등을 보완해 주는 성격을 지닌다.

이렇듯 지식 구조도에서 추론된 쟁점은 다시금 질적 연구 단계로 향한다. 이 과

정에서는 지식 구조도와 문항별 답안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학

습자의 두드러진 개념화 양상을 포착한다. 이는 앞선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

하고, 이분 문항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점을 살펴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이 같은 과정은 통합 방법 전략 중

하나인 ‘삼각 검증(triangulation)’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계를 허용하기 위해 ‘방법적’, ‘분석적’ 단계로 양분된다. 본고는 이러한 범주 구분을 따르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발견적(개념화)-방법론적(경험적)-분석적(경험적)-추론적’ 단

계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추론적 단계에서 방법론적 단계로 이르는 방향은 연구의 추론적 단계

에서 도출된 결론이 더 많은 수집과 분석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30) Airasian & Bart(1975)에서는 ‘Conditional difficulty index’를 제시하여 서열화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Bart(1976)는 위계가 보통 1차원적이고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극복하고자 통계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서열화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Bart & Krus(1973)는 사회적

죄의식에 대한 위계 분석을 실시하여 서열화 이론이 학습 과제 사이의 논리적 관련성, 문항 사

이의 위계 분석에 적합한 방법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불확증적인 응답 모형에 의한 허용

오차한계(tolerance level)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윤마병, 2010: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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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말미의 메타 추론31)은 양쪽의 접근 결과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진다.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종합한 결과는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종

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원리의 구체화로 이어진다. 이처럼 순차적 통합 설계는 미리

정해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탐구적이고 확정적인 문제에 답을 하는 데 적합하며,

단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전개를 따라간다는 장점이 있어 학습자 지식을 살피는 적

합한 설계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상의 연구 흐름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 자료와 연구 대상을 연구 목적에 따라

상세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목적에 따른 자료와 대상

31) ‘메타 추론’은 각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 추론을 적절하게 통합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때,

통합은 설계의 질과 해석의 정연함, 추론의 전이 가능성을 그 지표이자 통합적 틀로 삼는다.

Creswell & Tashakkori(2007)에 따르면 통합은 하나의 결론을 다른 결론들과 비교·대조하거나,

그 결론을 한쪽에 덧붙이거나, 또는 그 속에 결부시키는 형태일 수도 있다.

연구 목적 연구 자료 연구 대상 및 분류 기호

문장 구조

교육의

연계 실태

고찰

· 학교급별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언어 네트워크로 분석한 자료

· 교과서의 학습 활동 및 기술 방

식을 분석한 자료

-

학습자의

문장 구조

제반 지식

파악

㉮ 초등학교 문장 구조 평가 도구에

따른 평가 결과 자료

· 서울 A초 6학년 145명

· 서울 B초 6학년 65명

[㉮-A∼B-일련 번호]

㉯ 중등학교 문장 구조 평가 도구에

따른 평가 결과 자료

· 서울 C고 1학년 100명

· 안산 D고 1학년 120명

[㉯-C∼D-일련 번호]

㉰ 개별 면담 결과 자료

· 초등학교 학습자 20명

· 고등학교 학습자 20명

[㉰-A∼D-일련 번호]

· 자료 ㉮, ㉯를 지식 공간론에 따른

지식 구조도로 전환한 자료
-

종적

연계안의

상세화

㉱ 전문가 인터뷰
· 국어 교육 전문가 5명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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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학교급 간 연계 실태 고찰을 위한 분석 자료는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국어 교과서 및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독서와

문법’, ‘언어와 매체’의 문장 관련 내용이다. 본 연구가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를 설정하였음에도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까지 포함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초·중학교의 연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전체의 문장

구조 교육의 실태를 살피는 것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초·중학교 연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자료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2-mode

네트워크로 가시화하여 각 학교급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어의 양, 종류, 연결성 등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 실태를 외현하고,

실질적인 종적 연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이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최선희(2019ㄱ)를 참고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분석

내용과 비교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요컨대, 현상을 객관적으로 읽어 내고자 하는 이 같은 접근은 현실 추수적이며

처방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종적 연계’를 직접적으로 마주하여 교육 내용의

설계 차원에서부터 학습자를 주축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후술할 것인바, ‘특정 개념을 언제 제시하는 것이 적합한가?’, ‘학교급에 따라 어떤

개념을 반복하고 심화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와 같은 물음은 그간의 교과 내적 논

리나 언어 주체에 대한 관점 및 패러다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의

앎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32)

이에 문장 구조에 관한 학습자의 지식을 파악하는 것은 본고의 중핵이 되는바,

㉮ 자료는 초등학교의 문장 구조 교육을 이수한 6학년 학습자 210명의 지식 상태를,

㉯ 자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모두 학습하고, 고등학교의

문장 영역을 아직 접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220명33)의 지식 상태를 파

32) 이는 브루너의 내러티브적 관점과 일맥하는 것으로, 이 관점에 따르면 실재는 내러티브에 의해

형성된 의미 구성의 산물이며, 따라서 교육과정은 교육 당사자들의 의미 구성의 계열인 경험적

계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강현석, 2012: 201). 이러한 경험적 계열은 본고가 주목하는

Wilson(1985)의 학습자에 의한 심리적 위계와도 영역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33) 본고는 중학교까지의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고 가정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되, 고등학교의 문장 단원을 접하지 않은 학습자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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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 수집되었다. 연구 대상 수와 표본의 특성상 연구 결과를 완전히 일반

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대표성을 최대한 갖추고자 학교 알리미의 공시 지표를

확인하여 국어과 성취 정도가 중상 수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선정하였고, 집단 간

t-검정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 도구는 ‘지식 공간론’과 ‘검사

법’34)에 근거하여 개발한 최선희·구본관(2019ㄴ)을 사용하였다. 이 평가 도구는 초

등학교급의 경우 5지 선다형 및 단답형 23개의 문항과, 간단한 텍스트를 작성하는

서술형 1개 문항을 포함한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35) 중등학교급의 경우

상술한 초등학교의 23개 문항(서술형 제외)을 포함하여 중등 내용의 19개 문항이

더해진 총 41문항(초등 19번 문항은 중등 평가 도구에서 문항의 형식은 동일하되,

중등 내용을 추가한 문제로 심화되어 ‘(9)’번으로 문항 번호를 달리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동일한 형태의 문항이므로 초등 19번

문항은 중등 (9)번 문항과 중복되어 총 41문항이 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들은 지식, 이해, 적용을 골고루 평가할 수 있도록 분배되었으며, 문항 개발

과정에서 검사법의 절차에 따라 2차에 걸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내용 타당도’,

‘정답의 객관도’, ‘문항의 명료성’ 등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검증을 위한

예비 검사와 본 검사를 시행하여 ‘신뢰도’, ‘변별도’, ‘문항 반응 분포’를 검토한 후

최종적인 평가 도구를 완성하였다. 평가 도구의 특성과 이원목적분류표는 [표 3],

[표 5]와 같다.

고등학교에서 제시되는 문장 관련 내용이 미미할지라도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얼마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변인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함이다.

34) 검사법에 따르면 검사는 기본적으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등을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전제한다. 본고의 검사는 ‘최대 수행 검사’로서 ‘집단검사’의 특성을 가지며, ‘객관식 검사’, ‘역량

검사’, ‘언어적 검사’, ‘지필 검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검사법은 ‘검사의 계획 - 문항 제작 -

문항 작성 - 문항 검토 - 예비 검사 - 본 검사 - 문항 분석 - 검사의 양호도 분석 - 발행’과

같은 단계의 검사 도구 개발 절차를 특성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선희·구본관(2019ㄴ)의

평가 도구 역시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개발되었다.

35) 최선희·구본관(2019ㄴ)에서는 텍스트를 작성하는 서술형 1문항은 제외되어 있으나, 본고는

학습자의 문장 산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서술형 한 문항을 추가하여 평가 도구를 확정하

였다. 한편, 문항 수만 놓고 보면 과연 초등 24문항, 중등 41문항만으로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단순히 검사법으로만 학습자의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을 병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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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장 구조 평가 도구의 특성(최선희·구본관, 2019ㄴ: 341에서 일부 수정)

36) 최선희·구본관(2019ㄴ)에서는 역대 교육과정에서 다루어 온 교육 내용을 참고하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장 구조 전반과 관련한 성취 기준과 주요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최선희·구본관(2019ㄴ) 참고.

학교급
내용

범주
성격 평가 목표

초등

학교

문장의

짜임

이해
-‘주어부+서술부’로 이루어진 문장의 짜임을 이해한다.

-주어부와 서술부의 개념 및 역할을 이해한다.

적용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에 맞게 문장을 생성한다.

문장

성분

이해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개념 및 역할을 이해한다.

적용 -문장 성분을 분석하고, 문장 성분을 고려하여 문장을 생성한다.

문장의

호응

이해
-문법적, 의미적 호응에 대해 이해한다.

-문장 성분과 문장 호응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적용
-호응 관계를 고려한 문장을 생성한다.

-문장의 호응 오류를 알맞게 수정한다.

[표 4]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평가 목표

요소 학교급 내용

평가 대상
초등 초등학교 6학년

중등 고등학교 1학년

평가 유형
초등

진단평가 및 총괄평가
중등

평가 내용36)
초등 문장의 짜임, 문장 주성분, 문장 성분 간 호응

중등 문장의 짜임(기본 구조), 문장 성분, 문장의 확대

문항 수
초등 24문항

중등 41문항

문항 유형
초등

5지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중등

문항 수준

초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준과 Piaget(1972)의

구체적 조작기(초등)와 형식적 조작기(중등)에 위치한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며, 정답률이 20-80%에

분포하도록 조정함.
중등

평가 시간
초등 40분

중등 50분

변별도
초등 0.31

중등 0.31

정답률
초등 41%

중등 45%

신뢰도 계수
초등 0.83

중등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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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평가 도구의 이원목적분류표(최선희·구본관, 2019ㄴ: 339-340)

중학교

문장

구조

(짜임)

이해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유형화된 문장의 짜임을 이해한다.

-주어부와 서술부의 개념 및 역할을 이해한다.

적용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생각하며, 문장의 구조에 맞게 문장을 생성한다.

문장

성분

이해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의 개념 및 역할을 이해한다.

적용 -문장 성분을 분석하고, 문장 성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장을 생성한다.

문장의

확대

이해

-절, 홑문장, 겹문장의 개념을 이해한다.

-이어진문장(대등하게 이어진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안긴문장(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안긴문장)의 개념을

이해한다.

-안긴문장과 연계된 어미를 이해한다.

-문장이 확대된 방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적용 -문장을 확대하고, 확대된 문장을 두 문장 이상으로 나눈다.

문항 학교급 핵심 개념/하위 요소
행동 영역

정답
지식 이해 적용

1 초중등 문장의 짜임(기본 구조) ○ 5

2 초중등 문장의 짜임(기본 구조) ○ 3

3 초중등 문장의 짜임(기본 구조) ○ 단답

4 초중등 문장의 짜임(기본 구조) ○ 4

5 초중등 문장의 짜임(기본 구조) ○ 단답

6 초중등 문장의 짜임(기본 구조) ○ ○ 4/2

(1) 중등 문장 성분/절 ○ ○ 5

7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 ○ 3

8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 ○ 단답

9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목적어 ○ ○ 4

10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목적어 ○ ○ 단답

11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서술어 ○ ○ 3

12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서술어 ○ ○ 5

13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목적어, 서술어 ○ 5

14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 ○ 1

15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서술어 ○ ○ 2

16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목적어,

서술어
○ ○ 4

17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서술어 ○ 1

18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목적어,

서술어
○ 단답

(2) 중등 문장 성분/격조사 ○ ○ 1

(3) 중등 문장 성분/부속 성분의 개념 ○ ○ 2

(4) 중등 문장 성분/부속 성분-관형어 ○ 5

(5) 중등 문장 성분/부속 성분-부사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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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문장 구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에서 기껏해야

두세 문항 정도로 제시되는 데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장 교육에서 문장 구조가 차

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학습자 지식의 면면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게 자리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평가 도구는 학교급별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가시적으로

변환하여 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평가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학습자의 특성을 포착

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는 필연적으로 학습자 개별의 변인이 포함된다는

난맥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변인들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에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해명이 요구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관희(2015)를

주목하면, 이 논의에서는 개별 변인이나 상황에 대한 섬세한 기술보다는 학습자가

보고하는 일정한 결과물에 연구자의 감식력을 투입하여 문법 지식의 구성 과정을

해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본 연구 역시 학습자가 구성한 문장 구조 지식을 학교

교육에서 제공하는 지식의 양상과 그 내용적 속성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교육 내

용의 종적 연계안을 도출하는 데 핵심을 두는 바이며, 전술하였듯 이 과정에서 연구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의 삼각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6) 중등 문장 성분/부속 성분-독립어 ○ 1

(7) 중등 문장 성분/주성분-보어 ○ ○ 4

(8) 중등 문장 성분/서술어 자릿수 ○ 4

(9) 중등 문장 성분/성분, 기본 구조 분석 ○ 단답

20 초중등 문장의 호응/목적어, 서술어의 호응 ○ 3

21 초중등 문장의 호응/피동 호응 ○ 2

22 초중등
문장의호응/주어, 부사어, 서술어의

호응
○ 1

23 초중등 문장의 호응/주어, 서술어의 호응 ○ ○ 1

23-1 초중등 문장의 호응/주어, 서술어의 호응 ○ 단답

(10) 중등 문장의 확대/문장 확대의 개념 ○ ○ 3

(11) 중등 문장의 확대/어미 ○ ○ 4

(12) 중등 문장의 확대/겹문장 ○ 2

(13) 중등 문장의 확대/대등하게 이어진문장 ○ 3

(14) 중등 문장의확대/종속적으로이어진문장 ○ 5

(15-

1∼5)
중등

문장의확대/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 ○ 단답

(16) 중등 문장의 확대/문장 성분, 안은문장 ○ 4

(17) 중등 문장의 확대/이어진문장, 안은문장 ○ 2

(18) 중등 문장의 확대/안은문장, 안긴문장 ○ 단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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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선 [표 2]에서의 ㉰ 자료는 ㉮, ㉯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가 결과와

지식 구조도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개념화 양상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총

40명(초등: 20명, 고등: 2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양적 접근만으로 관찰할 수 없었던 학습자의 인지적 사고 과정을 포착하고, 문장

구조 교육의 연계상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연구 설계는 학습자의 문장 구조 제반 지식을 양적, 질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하여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교육 내용 연계안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

능한다.

이렇듯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반영하여 구성된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연계안은

전문가 검토(국어 교육 석사 전공인 경력 7년 이상의 초등 교사 1명, 국어 교육

박사 수료의 대학 강사 3명, 국어 교육 석사 전공의 중등 국어 교과서 집필진이자

경력 7년 이상의 중등 교사 1명)를 거쳐 정련된다. 전문가 인터뷰는 연구자의 잘

못된 의견 혹은 극단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본 연구에서 설계안 연계안을 검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이에 ㉱ 자료는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의 연계안에

대한 국어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자칫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연구자의 분석을 재검토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본고가

학교급 간 종적 연계를 주된 연구 주제로 상정한 만큼, 국어 교과서 집필진과 초·

중등 국어 교사를 전문가 집단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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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문법 교육에서 학습자 지식의 위상

1.1. 문법 지식과 학습자 지식의 개념 및 관계

(1) 문법 지식과 학습자 지식의 개념

논의의 본격적 진행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학습자 지식’의 개념과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위 차원의 ‘지식’에 대한 검토가

함께 요구된다. 이는 지식의 본질과 성격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지식을 조망하고, 궁극적으로는 문법 교육에서 지식의 위상을 규명하기

위함이다.37)

교육 국면에서 지식은 다층적인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동시에 난점도 존재

하는데, 이는 대부분 지식의 외연과 내포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본래

지식에 대한 기원, 본성과 같은 문제는 인식론(epistemology)에서 다루어 왔다. 요

컨대, 인식론은 ‘지식론(Theory of Knowledge)’으로도 불리는데, 인식이란 앎 즉,

지식을 말하며, 지식은 아는 주체와 알려지는 대상이 필수적이므로 양자의 관계가

인식론의 관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최선희 외, 2020: 281).

지식에 대한 인식론적 관심은 역사적으로 ‘무엇을 지식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설명 방식을 제공하였다. 이는 지식이 단편적이거나 편향적으로 이해되어

서는 곤란함을 방증한다. 이에 Piaget(1972)는 지식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이며

주관적, 객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함을 역설하였다. 즉, 지식이 불변하는 진리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과 주관성에 의해 언제든 변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와 사물 간의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되듯이(변영계, 2005: 159)

37) 이관희(2008: 18)에서는 문법 교과는 지식 교과임을 언명하면서, 이 명제는 문법 교육만의 본

질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파편적이고 탈맥락적 지식들이 무의미하게 강요되는

영역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의미로도 소통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지식을 ‘잘못’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될 때 정당성을 가지며,

지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 또한 이와 같은 입장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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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며, ‘반증의 논리’에 따라 반증되지 않는 조건에

서만 유효하다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지식은 ‘공적인 지식 대 사적인 지식’, ‘분자적인 지식 대 전체적인 지식’,

‘주어진 지식 대 불확실한 지식’, ‘직접지에 의한 지식 대 기술에 의한 지식’, ‘선언적

지식 대 절차적 지식’ 등 설명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다기한 방법과 유형으로 표상

되어 왔다(Korthagen, 2001, 조덕주 외 역, 2007, 김호정, 2010: 3에서 재인용). 이

같은 분류는 주지하듯 지식의 다면성에서 기인한 결과인데, 현재 통용되는 지식의

유형은 과거 분석적 인식론에서 명제의 형식에 한정했던 지식의 범위로부터 방법적

지식을 새로이 포함한 Ryle(1949)의 영향력이 미친 결과이다.38)

이상에서 논의한 지식은 지식의 ‘원천’과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세분될 수 있다.

지식의 원천에는 통찰을 통한 ‘직관적 지식’, 이성의 작용에 의한 ‘합리적 지식’, 사

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획득하는 ‘경험적 지식’,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한 ‘권위적

지식’, 대상과의 접촉, 감각 등을 통한 ‘직접적 지식’이 해당된다. 한편, 지식의 형태

에는 전술한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해당된다. 그리고 명제적 지식은 다시

‘사실적 지식’,39) ‘논리적 지식’,40) ‘규범적 지식(평가적 지식)’41)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문법 지식’의 개념을 살펴보자. 기실 문법 지식의 속성은 이미 여러

연구(주세형, 2006; 김호정, 2010; 박보현, 2013; 신호철, 2014; 구본관·신명선,

2019; 신명선, 2020 등)를 통해 설명된 바 있다. 그러나 ‘문법 지식’을 ‘학습자 지

38) 이후 Anderson(1983) 역시 Ryle(1949)의 관점을 받아들여 지식을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으로 구분한 바 있다.

39) ‘사실적 지식’은 사실이나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경험에 의해 도출된 지식이다.

이에 개연적, 가설적 지식이라고도 불린다. 예컨대 ‘백조는 하얀색의 새이다.’라는 명제를 놓고

보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백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연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따

라서 각 학문 내 원리, 사실, 이론, 개념 등은 대부분 사실적 지식으로 규정된 명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적 지식은 다시 ‘경험적 지식’과 ‘형이상학적 지식’으로 분류된다. ‘경험적

지식’은 지식을 표현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가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며,

‘형이상학적 지식’은 일상적 경험 세계를 초월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을 포함한 지식을 뜻한다.

40) ‘논리적 지식’은 ‘형식적 지식’이라고도 하며,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 주거나 의미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식으로, 용어를 설명하는 경우와 수학 공식 등이 해당된다. ‘3+3=6’이라든지 ‘총각

이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말한다.’처럼 무모순의 조건, 일관성의 조건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41) ‘규범적 지식’은 가치, 도덕적 판단에 관한 지식으로, 평가적 언어를 포함한 진술로 구성되는

겻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바람직한 사회 제도이다.’와 같은 지식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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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견주어 양자 간의 개념적 차이라든지 그 관계가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아

본 연구는 이 지점에 주목하는 바이다.

요컨대, ‘문법 지식’은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에 해당하는 ‘지식의 형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문법 지식은 언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절

대적이지 않으며, 탐구에 의해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제적 지식’ 중

경험적 탐구의 결과로 도출된 가설적이고 개연적인 ‘사실적 지식’으로서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법 교육 내용은 ‘명제적 지식’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는 신명선(2020: 162)의 기술과도 상통하는 지점이다.

그런데 주지하듯 문법 지식은 ‘명제적 지식’뿐 아니라 ‘방법적 지식’의 속성도 함께

지닌다. 일례로 능력 있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연장자에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판단’에는 ‘-시’의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경

험과 사용 과정에 대한 지식이 관여했을 것이며, 이 같은 ‘과정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의 활용으로 보기보다는 ‘방법적 지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기(신명선, 2020:

174) 때문이다.42)

이렇듯 ‘문법 지식’은 사실적 지식 중심의 ‘명제적 지식’(무엇)의 속성과 ‘방법적

지식’(어떻게)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다. 이는 구본관·신

명선(2011)에서 문법을 ‘언어 구성 및 운용의 원리’로 보면서, 언어 구성·운용의 원

리는 그 자체로 삶의 현장에 관여하며 명제적 지식뿐만 아니라 방법적 지식의 성

격을 띠고 있다는(구본관·신명선, 2019: 159) 설명에서도 알 수 있다.43)

반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학습자 지식’은 ‘교육의 사태에서 학습자가 구성한

지식’이다. 다시 말해, 객체적인 문법 지식이 학습자에게 내면화된 것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학습자에게 구성되어 있는 지식인 ‘가르친(학습된) 지식’(Chevallard,

1985)의 개념과 상통한다. 이를 문장 구조에 비추어 보면 학습자의 문장 구조 지

42) 이와 관련하여 이홍우(1977)의 논의를 빌리면, ‘보는 지식’은 ‘명제적 지식’으로, ‘하는 지식’은

‘방법적 지식’으로 이해되며, 이때 방법적 지식은 ‘활용 지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구본관·

신명선, 2019: 157). 더하여, 신명선(2020: 175)에 따르면 문법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해 방법적

지식으로서의 문법 지식이 생성될 수 있다.

43) 한편, 대체적으로 명제적 지식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어서 전국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방법적 지식은 주관적이고 국지적이어서 비권위적이며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구본관·

신명선, 2019: 156) 양자가 구별되기도 한다. 그러나 방법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의 내면화를 조건

으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규칙이나 원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명제적 지식의 내면화가 필연적으로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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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문법 지식으로서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접한 학습자가 형성하고 있는 ‘문장

구조 제반의 주관적 지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자 지식은 ‘지식의 원천’에 해당하는 ‘직관적’, ‘합리적’, ‘경험적’,

‘권위적’, ‘직접적’ 지식이 모두 관여한 결과일 것이다. 학습자는 모어 화자로서 공적,

사적 언어생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언어에 대한 직관적 지식이나 경험적 지식 등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법 교육에서 교과 본유의 지식 자체

에만 주목한다면 학습자의 지식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관찰과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모두 객관화되고 일반화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지식의 원천은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보

편적인 세계이며, 지식의 내용은 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습자가 주관적 경로로 습득한 지식이나 정보는 어떻게 지식의 객관적

속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관찰과 경험을 통한 주관적 지식도

분명히 지식이나 잘못된 지식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아직은 ‘불안한 지식’이자

‘잠정적 지식’으로 보는 것이 인식론의 일반적인 입장(이상오, 2016: 26)이다. 본 연

구에서 주목하는 학습자 지식 또한 그러하다.

요컨대, 구성주의 관점에서 지식은 학습자에 의해 구성되는 대상이다.44) 그러나

그간 문법 영역을 비롯한 타 영역에서는 보다 명확한 ‘학문적 지식’이나 ‘가르칠

지식’에 집중했을 뿐, 가르친 지식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

실이다. 이는 신호철(2014: 82)에서 교수학적 변환 지식의 단계에 따라 국어과 영

역별로 논의된 지식을 분류한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학습자의 지식을 파악하는 일은 문법 지식을 학습자의 기존 지식과 유의

미한 관련을 맺게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문법

지식을 결정하게 하는 데에도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45) 이를

44)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은 교사, 교육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 요컨대,

인간은 사고 체계(schema)를 가지고 있고, 사고 체계는 지식의 덩어리임과 동시에 인간의 정서

및 행동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식은 다양한 경험을 매개로 내면화된다. 이에 학습자의

사고 체계에는 지식이 필수적으로 관여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지식을 살피는 일은 곧 학습자의

사고 체계를 들여다보는 창구로 기능한다. 물론 특정 지식을 형성하게 된 연유에는 학습자의 갖

가지 경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교육의 결과 학습자가

형성한 지식을 파악하는 일은 교육의 장에서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45) 이는 ‘선지식’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하는데, 김호정(2010: 17-18)에서는 문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학습자의 선지식과 연계성을 가질 때 학습자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며, 학습



- 37 -

보여 주듯 최근 학습자의 선개념, 오개념 등에 주목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 역시 학습자의 지식, 그리고 학습자를 고

려한 문법 지식으로서의 교육 내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연구들과 연속

선상에 위치한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학습자 지식은 주관적이어서 그

속성을 정확히 분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실제 학습자’(이관희,

2019: 57)가 내재한 지식은 잘 짜인 평가 문항과 면담을 통해 얼마간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문법 학습자를 중심에 둔 가운데 교육 내

용의 실체적 구현 방향을 정립하는(이관희, 2015) 일임과 동시에 학교급 간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효과적인 종적 연계를 위한 시작점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문법 지식과 학습자 지식의 관계

문법 지식과 학습자 지식은 광의의 범주인 ‘지식’의 개념 내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는 한편, 문법 교육 국면에서 특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양자의 층위와 관계에

대한 논의 또한 더해질 필요가 있다. 문법 지식과 학습자 지식의 관련성은 문법

교육의 지향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과 조직의 구도

와도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상술한 구본관·신명선(2019)을 주요

하게 살펴보자.

[표 6]에 따르면 문법 지식은 세 층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식 1’은 개별적 문법

지식(IGK, Individual Grammatical Knowledge), ‘지식 2’는 일반적 문법 지식(CGK,

Common Grammatical Knowledge), ‘지식 3’은 추상적 문법 지식(AGK, Abstract

Grammatical Knowledge)이 그것이다. ‘문장의 호응’을 예로 들면 ‘지식 1’에는 개

인이 규범에 맞게 또는 맞지 않게 호응을 사용하는 다양한 양상들이 포함되며, ‘지식

2’에는 주술 관계의 호응, 양태 부사에 따른 호응 등이 포함된다. 이때, 언어를 비

자가 학습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고 변화시킬 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배원자, 1992)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 전의 학습자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습 후의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살핀다는 점에서 ‘선지식’으로 명명하기 어

려우나, 학습 후의 학습자의 지식 상태는 상위 학교급에서의 교육을 위한 출발점과 학교급 간

연계안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지식’의 역할과 기능을 공유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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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언어에 대한 개인의 시각은 변화하기 때문에 ‘지식 2’는 고정불변의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식 3’은 행위자와 술어의 호응과 같이

문장 성분의 호응에 관련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원리가 해당된다(구본관·신명선,

2019: 175).

[표 6] 문법 지식의 층위와 성격(구본관·신명선, 2019: 160)

이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문법 교육은 ‘지식 2’를 중요한 내용으로 할 수 있지만

이는 ‘지식 1’을 기반으로 도출되고 합리화되어야 하며, ‘지식 1’에서 출발해야 한

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 방점을 두는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선수

학습과의 연계는 더욱 중요해지므로 학습자와 동떨어진 교육 내용은 궁극적으로

학습 효과를 저해한다. 그동안 문법 교육 내용은 ‘지식 2’(CGK)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지만, 이는 학습자의 개별적 문법 지식과는 거리가 있으며, ‘학습자 중심

문법 교육’을 주장한 경우에도 문법 교육 내용은 언제나 CGK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구본관·신명선, 2019: 162-163) 설명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엿볼 수 있다.

물론 학습자의 지식은 교과의 학적 논리로부터 출발한 교육 내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다시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기제로

삼는 것은 순환적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습했음

에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것은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에서 주목해야

층위 범위 소재 성격

지식1

(IGK)

학습자를 포함한 언중

개개인들의 문법 지식
개인

개인의 머릿속 사전,

개인의 개별 의사소통

상황

구체적,

주관적,

직관적,

개별적

지식2

(CGK)

전문가에 의해 도출된

개인의 문법 지식들

개인

(전문가)

이론서나 책들(한글

맞춤법 등 규범이나

학교 문법 포함), 언

중의 일반적 의사소통

상황

지식3

(AGK)

어떤 언어의 추상적인

구성·운용 지식

언어

공동체

추상적 실체, 언어 공

동체의 보편적 혹은

가정된 의사소통 상황

추상적,

객관적,

논리적,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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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부분이라고 판단,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참조하여 학교급별 학습자에게 내보여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얻고자 한다. 제민경(2018: 477)에서 탐구 활

동의 비계로 작용하는 지식을 살피기 위해 학습자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개념들로

과제를 제작한 것도 유사한 맥락인데, 교육을 받지 않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문법

개념들을 물어보거나 이를 활용하는 장면을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 내적 논리

(학문적 지식)

교육 내용

(가르칠 지식)

학습자 지식 상태

(가르친 지식)

교육의

결과

학습자 지식 상태

(가르친 지식)

교육의

출발

[그림 3] 교육 내용과 학습자 지식의 관계

이 같은 본 연구의 관점을 상술한 구본관·신명선(2019)의 논의와 ‘변환된 지식’을

결합하여 ‘문장 구조 교육’에 대입해 보자. 이 과정에서 기술상의 명시적인 구분을

위해 ‘문법 지식’은 ‘지식 2’의 의미로, ‘학습자의 지식’은 ‘지식 1’의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다음의 [표 7]과 같이 ‘지식 1’이자 ‘가르친 지식’인

학습자의 문장 구조 제반 지식 상태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지식 2’이자 ‘학문적 지

식’을 교육적으로 가공한 학교급에 따른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구성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7] 문장 구조 교육에서의 문법 지식과 학습자 지식의 관계

‘지식 1(IGK)’ ‘지식 2(CGK)’
‘지식 3(AGK)’

‘가르친 지식’ ‘학문적 지식’

⦙ → ↓교육적 가공 → ⦙

학교급별 학습자의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 상태

학교급에 따른 문장

구조 교육 내용

문장 구조의 추상적,

보편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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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자 중심의 학문적 지식이 그대로 문장 구조 교육 내용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적인 상황과 맥락에 더하여 학습자의 지식 및 수준을 고려하면

교육적 가공을 거친 문법 지식(심영택, 2004: 366-367)이 교육 내용으로 제공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는 학습자의 지식에 대한 점검 없이 문법 교육을 시작하기 어렵

다는 구본관·신명선(2019: 163)의 주장과, 학문적 지식의 성격과 내용을 가공하거나

재설계하는 것과 같은 변환은 불가피하다는 심영택(2004: 367)의 주장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다만, 본 연구는 ‘지식 3’을 논의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학습자의 지식은

‘지식 3’을 참조하고 탐구하여 다시금 회귀하는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주지하

다시피 ‘지식 2’에서 ‘지식 3’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며, 무엇

보다 ‘지식 3’은 ‘지식 2’를 기반으로 해야 논구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에 주목한다.

1.2. 학습자 지식과 문법 능력의 관계

(1) 학습자 지식의 교육적 의의

그렇다면, 문법 교육 담론 안에서 학습자 지식을 고려하여 문법 지식을 교육 내

용화하는 것은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실상 지식 교육에 대한 반감과 회의는

‘문법 지식’ 그 자체에도 부정적 인식을 끼쳐 왔다. 그리고 이는 교육 국면에서 파

편적이고 탈맥락화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게 내면화

되지 않고 남의 지식으로 남게 되었다는 비판(장상호, 2005: 362)을 양산하기도 하

였다.

특히 문법 지식은 양가적 의미로 소통되어 왔는데, 구조주의 언어학의 연구 성

과에 터하여 언어 현상을 대상 세계로 삼아 그 구조와 원리를 탐색한 결과 산출된

문법 지식과, 모어 화자의 언어 수행 능력을 신장하는 차원으로까지 그 외연을 확

장한 문법 지식이 그것이다(이관희, 2015: 30). 이때, 문법 교육에 대한 무용론은

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 모어 화자에게는 이미 자동화된 문법이

존재하므로 문법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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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의 근원에는 문법 교육이 문법이 아니라 문법론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오해가 깃들어 있으나, 문법론의 개념들은 문법 교육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교육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구본관, 2015: 200). 즉, 문장 구조를

교육하는 이유는 학습자가 문장 구조 지식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

언어에 내재한 문법을 이해하여 사고력과 문법 능력을 증진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럼에도 형식적, 구조주의적, 객관적 지식이 곧 교육 내용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비판은 꾸준히 존재해 왔다. 특히, 문법 교육 무용론이나 지식 교육을 비판하는 입

장에 서면, 문법 지식은 학습자와 동떨어진 객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식

교육’과 ‘지식 주입식 교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학교 교육에서 지식 교육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극복되어야 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연속선상에서 문법 교육이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고양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게 하는 데 머무른다는 비판은 ‘문법 탐구’,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

‘장르 문법 교육’, ‘문법 문식성’ 등의 문법 교육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물론 상술한 논의들은 문법 교육의 관점,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 초점을 두고 있는

쟁점이 같지 않아 모두 동일한 층위에서 설명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거시적인 차원

에서 전제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공통점을 지녀 주목된다.

우선 ‘문법 탐구’는 5차 교육과정 이후에 문법이 언어 사용 기능 신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지식 주입식과 강의식이 주를 이루었던 문법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최선희, 2016: 420). 이러한 문법 탐구는 초기에 교수·학습

방법에 국한되었으나 남가영(2008)을 시작으로 내용 차원, 학습자의 경험 차원을

아우르는 문법 교육의 중핵을 점하게 되었다.

주목할 것은, 문법 탐구는 문법 지식의 해석적 성격과 비법칙성을 강조하는 지

식관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남지애, 2018: 6). 이 같은 지식관 변화의 본

질에는 지식을 대면하는 주체에 대한 관심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학습자는 지

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르칠 내용을 학습자를 고려하여 정련하려면 학습자의 지식 분석이 필수

적이며, 이는 문법 교육 담론의 변화 속에서 중요하게 자리한다.

이어서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을 주장한 논의로는 구본관(2008), 구본관·신명선

(2011)이 대표적이다. 구본관(2008)은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

용을 제안하였으며, 구본관·신명선(2011)은 문법 교육이 문법에 포함된 원리, 특히

언어 사용자로서의 인간의 인지 작용과 관련한 원리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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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문법 교과는 기본적으로 ‘지식’ 과목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리’는 ‘지식’의 일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리 중

심의 문법 교육에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문법에 대한 인식(awareness)의 확대’

역시 인식은 지식의 이해에 기초한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46)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문법 지식을 교육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교육의 중심에는 문법에 대한 인식을 확

장해야 하는 주체인 학습자가 자리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여 ‘학습

자와 동떨어진 지식 교육’이 되는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본관·신명선(2011)에서는 ‘언어의 구성·운용의 원리’가 곧바로

문법 교육 내용이 될 수 없으며, 문법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에는 ‘교과’와 ‘학습

자’가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한 바 있어 주목이 요청된다. 즉, 문법 교과 논리로서

문법 지식의 구조와 교육 주체인 학습자는 교육 내용 선정 시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을 기반으로 해당 논의에서는 학습자 원리를 ‘학습자 내적 타당성의

원리’와 ‘학습자 외적 타당성의 원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자는 교육 내용이

학습자 개인의 능력, 수준, 경험, 흥미 등을 고려해야 함을, 후자는 학습자들의 국어

생활상의 문제점 개선과 올바른 국어 생활 양상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방

향으로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학

습자를 살피지는 않으나,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진다.

한편, 지식 교육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장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관습에 주목한

이른바 ‘장르 문법’ 논의로도 확장되었다. 제민경(2015)은 장르 문법을 문법 교육

담론 안에서 개념화하고, 교육 내용을 구현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신문 텍스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지의 의미 기능에 주목한 남가영(2009), 이관희(2010, 2012)

역시 유사한 시각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장르 문법은 텍스트 유형에 따른 특정 언어 형식에 주목했던 기존과 달리

‘언어 주체의 언어화 과정에서 구성되는 선택항 체계’에 주목하였다. 문법관 차원

46) 문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은 모두 ‘awareness’에서 번역된 것인데, 이는 ‘언어 의식/인식’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언어 의식’이란 언어의 본질과 언어가 인간의 삶 속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감수성, 의식적 인식 혹은 언어에 대한 명시적 지식, 언어 학습, 언어 교수,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적 지각과 감수성을 뜻한다(남가영, 2003: 2). 한편, 김은성(2005, 2006)에서는 새로운 대

상을 발견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언어 인식’으로 명시하였다. 이를 문법에 대한 인식

으로 변환하면, 문법을 접하는 ‘학습자의 인지 행위’에 중점이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의 문법적

안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교육 내용의 구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학습자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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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구사적 필요성과 위상을 정립한 제민경(2015)의 장르 문법 연구는 ‘학습자

에게 필요한 문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선택항을 구성

하고,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데 동원되는 ‘문법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내용은 지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으나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문법 문식성’과 관련하여서는 문법 교육이 제공하는 교육적 경험을

‘문법 탐구 경험’과 ‘문법 문식 경험’이라는 양 축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조진수

(2018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47) 그의 논의에 따르면 문법 문식성은 학습자의 선

택항 구성을 유도하여 문법 지식의 계열적 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것이며, 문법 문식

활동을 통한 문법 지식의 재구성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교육적 성장을 촉진한다.

주목할 것은, 문법 문식성 작동 과정을 이론화하기 위해 학습자의 문법 문식 활동

양상과 문법 지식 재구성 양상을 주요하게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 내

용화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보였다는 점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문법 교육에서 지식 교육은 옹호와 비판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식의 내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든 지식은 가르침과 배움의 대상으로 여

겨진다는 점에서 교육적 인식론의 중심적 논의 대상이 된다(민병곤, 2006: 2). 무엇

보다 문법 교육 담론의 변화 속에서 지식 교육과 교육 주체인 학습자의 중요성을

주지했을 때 학습자 지식의 교육적 의의는 분명하며, 이를 마땅히 고려한 교육 내

용의 선정과 조직이 요구된다.

이에 학습자의 문법 능력 신장을 위해 학교급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문법 지

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부각하는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따른 지식 교육의 방향 전환을 행하는 것이자, 학습자 성장에

기여하는 ‘유용성’을 교육 내용의 기준으로 내세운 ‘신실용주의(neo-pragmatism)’

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48)

47) 조진수(2018ㄱ: 47)에 따르면 문법 문식성의 구성 요소는 ‘지식 차원’과 ‘인지 과정 차원’으로 대

별된다. 이때, 지식 차원은 사회기호학적 문법 지식을 말하며, 문법 문식성에 작용하는 문법 지식은

문법 표지를 매개로 한 장르적 인식과 비판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48) 신실용주의(neo-pragmatism)는 교육 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철학적 기준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유용성’이란 학습자 성장과 맞닿아 있는 유용성이다. 이에 신실용주의는 특정한 관념이나 이

론이 새로운 경험의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학습자에게 유용한 교육 내용

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엄태동, 1999: 122). 결국 신실용주의에서는 교육 내용의 유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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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지식과 문법 능력의 상관성

학습자 지식에 대한 논의는 문법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문법 능력과의 상관성을

논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문법 교육이 목표로 하는 문법 능력이 학습자의 지

식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기준으로 학교급 간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연계하고, 이렇게 제공한 문법

지식이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신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의

타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어 교육에서 ‘능력’은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문법 능력’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목표로서, 또 학습자들이 갖추기를 기대하는 역량

으로서 다루어져 왔다. 특히 문법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을 이루는 일부의 개념으로

Hymes(1972), Canale & Swain(1980), Bachman(1990), Celce-Murcia et al.(1995)

등에서 대표적으로 논의되었다.49)

상술한 논의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일부로 ‘언어 능력’ 혹은 ‘문

법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언어 능력은 ‘언어 지식’, 문법적 능력은 ‘문법

지식’에 방점을 둔다. 이때, ‘문법적 능력’은 어휘, 형태, 통사, 음운, 철자 등에 걸친

문법 지식을 포괄하는데, 눈여겨볼 점은 문법적 능력이 명제적 의미(signification) 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문장이나 발화 단위로 생산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명제적 의미를 구체적 발화로 구성해 내기 위해서는 문법에 대한 지

식을 아우르는 문법적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송의종·양현권, 2016: 100).

이렇듯 문법 능력 내지 언어 능력은 협의로 규정된 채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에

포함되어 온 경향이 강하며,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 능력과 별개로 언어 사용상의

능력만을 일컫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문법 능력이 단지 언어 기호에

대한 능력이나 구조적 능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화용적 능력까지 포괄한다는

최근의 입장들은 문법 능력이 원활한 언어생활을 위해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능력임을 말해 준다.

학습자 입장에서 재해석한 셈인데,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은 그 자체로 교육 가치가 있

다기보다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주세형, 2005ㄱ: 2)이 되어야 하며, 본 연구

역시 이 같은 관점을 견지하는 바이다.

49) Canale & Swain(1980)은 문법 능력을 어휘 항목의 지식, 음운, 형태, 통사 차원의 규칙에 관한

지식으로, Bachman(1990)은 언어 능력을 언어 지식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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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Canale & Swain(1980)에 따르면 문법 능력은 문법 규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규칙에 맞게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사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문법 능력을 세분하면 학습자의 문법 지식을

전제로 한 ‘이해’와 ‘활용’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

본관(2010)은 문법 능력을 ‘머릿속에 내재해 있는 문법 지식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

용하여 언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같이 정의한 후, [표 8]과 같이 평가 상황에서 문법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으로 ‘지식 능력’,50) ‘탐구 능력’, ‘활용 능력’을 들어 설명한 바 있어 주목된다.

또, 이관규(2008)에서는 문법 능력을 ‘지식 능력’, ‘사용 능력’, ‘태도 능력’으로 구

분하였는데, 구본관(2010)과 마찬가지로 문법 능력의 하위로 ‘지식 능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한편, ‘태도’의 경우 구본관(2010)에서는 일반적으로

능력에는 태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태도 능력을 문법 능력에서 제외하였으며,

제민경(2015) 또한 태도는 지식 없이는 생산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본 연구는 이 같은 입장을 따른다.

이렇듯 문법 능력이 생성 언어학을 시작으로 사회 언어학, 의미론, 화용론 등 언

어를 논하는 다원적인 관점 속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가운데, 학습자가 지닌

문법 지식이자 지식 능력은 문법 능력과 동치 관계 혹은 하위 요소로 언급되면서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능력으로 위치하여 왔다.

50) 이러한 지식 능력은 학습자가 배운 지식, 즉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식을 대상으로 하되 상대적

으로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가능한(구본관, 2010) 속성을 지닌다.

하위

분류
평가 내용

목표 능력

(평가 준거)

문법

능력

지식

능력

-메타적 지식 →

-미세한 차이에 대한 지식 →

-화용적 지식 등 →

-정확성

-정확성

-적절성

탐구

능력
-다양한 문법의 탐구 등 → -정확성, 창의성

활용

능력

-문법 지식을 정확한 언어 사용에 활용 →

-문법 지식을 창의적 언어 사용에 활용 →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

[표 8] 문법 교육의 평가와 관련한 문법 능력(구본관, 201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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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문법 능력을 ‘지식’을 중심으로 설명한 Canale & Swain(1980)과

구본관(2010)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내재한 문법 지식을 문법 능력의 하위 요인으

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논의를 개진한다. 이때, [표 9]의 ‘탐구 능력’은 2007 개정 교

육과정에서 문법 교육의 내용 요소로 포함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수·학습 방법의

속성도 가지므로 지식 영역과 중첩되는 면을 가지며(구본관, 2010: 199), ‘활용 능력’

역시 기본적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다(최선희·구본관,

2019ㄴ: 316). 따라서 지식은 문법 능력을 이루는 하나의 집합이자, 엄밀히 말하면

다른 하위 요인을 발현하게 하는 토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문법 능력은 학습자가 내지한 ‘지식’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활용 능력’

으로 이루어지며, ‘지식’과 ‘활용 능력’ 사이에는 ‘지식 ⊂ 활용 능력’의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전술한바, 탐구 능력의 경우 탐구가 문법 교육에서 내용과 방법 차원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사실이나 탐구 능력은 지식 영역과 독립하여 보기

어렵고, 일부분 활용 능력과도 개념상 맞물려 있어 중첩되는 속성이 강하다. 그렇

기에 언어 능력을 상위 범주로 한 문법 능력은 [그림 4]와 같이 크게 ‘지식’과 이를

토대로 한 ‘활용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문법 능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구현될

것이나, 실제 교수·학습 환경에서는 하위 부문들이 개별화되고 분리되어야 각각에

주목하고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분화의 과정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김명광(2019: 32)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적인 대상으로 수용했을 때

그 개념은 필연적으로 부문별 분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

①

②

③

언어 능력

지식

활용 능력

문법 능력

[그림 4] 언어 능력, 문법 능력, 활용 능력, 지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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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법 능력을 다시 언어 단위별로 나누어 보면, 구본관(2010)51), 이관규

(2008)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음운 능력’, ‘단어 능력’, ‘문장 능력’, ‘담화

능력’, ‘어문 규범 능력’과 같이 구분된다. 그리고 지식 차원의 ‘음운 지식’, ‘단어

지식’, ‘문장 지식’, ‘담화 지식’, ‘어문 규범 지식’이 각각의 하위 문법 능력과 일대일

대응 관계를 맺는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의 문법 능력, 좁게는 문장 능력(Canale

& Swain, 1980) 발달을 위해 학습자가 지닌 문장 구조 제반 지식에 주목하는 것

이다.52)

한편, [그림 4]의 언어 능력은 기존에 의사소통 능력의 도입을 위해 언어 능력을

문법 능력으로 협소하게 국한한 개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언어생활에 관여하는

언어 능력 전체를 지칭하는 광의로 해석한 것이며, 후천적 경험 학습과 반복의 산

물을 의미한다.

물론 사람은 생득적으로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거니와, 출생 후에 다양한

언어 상황에 노출되면서 모국어를 획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교육이

필요한 것은 문법 능력이 어느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구본관, 2018: 15). 이러한 관점을 견지

하면, 교육을 통해 문법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

겠으나, 그중 중요한 하나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적합하고 필요한 문법 지식을

제공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이와 관련하여 문법 능력의 작용 경로를 ‘자동적 층위’와 ‘의식적 층위’로 이원화한

조진수(2018ㄱ)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각 경로는 역동

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양자 모두 내적으로 다양한 수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렇듯

51) 구본관(2010: 192)에서는 문법 능력에 따른 평가 가능 문항을 [표 9]와 같이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활용 능력이 지식 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식’에 초점을 두는 바이다.

[표 9] 언어 단위별 문법 능력에 따른 평가 가능 문항

지식 탐구 활용

문법

능력

음운 능력 음운 지식 문항 음운 탐구 문항 음운 활용 문항

단어 능력 단어 지식 문항 단어 탐구 문항 단어 활용 문항

문장 능력 문장 지식 문항 문장 탐구 문항 문장 활용 문항

담화 능력 담화 지식 문항 담화 탐구 문항 담화 활용 문항

어문 규범 능력 어문 규범 지식 문항 어문 규범 탐구 문항 어문 규범 활용 문항

52) ‘문장 능력’은 장경희(2005)에서 국어 능력의 하위 능력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문장 능력’은 ‘발화

구성 능력’, ‘발화 표현 능력’, ‘문장 구성 능력’, ‘문장 표현 능력’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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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층위와 의식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문법 능력을 양분한다 하더라도, 학교 교

육을 받는 학습자를 고려했을 때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방향은

적절한 입력과 자극을 통해 의식적인 부문을 활성화하여 자동화된 문법 능력으로의

변환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더하여, 문법 발달의 연속성을 주장한 Pinker(1984), Lidz(2007)의 생득주의 접

근53)이나 이와는 다른 시각의 연결주의 접근,54) 사회적·인지적 접근55) 등은 각기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문법 능력 습득 과정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인정하며, 이는 곧 문법 능력의 중핵이 되는 ‘지식’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 국면에서 학습자의 인지 발달 정도가 높아질수록 지식이 확장되는

연속성을 전제로 한 ‘나선형 교육과정’ 역시 발달 단계에 따른 지식의 질적·양적

심화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이뿐만 아니라 Bloom(1956)의 교육목표분류학과 이를 기반으로 발전된 신교육

목표분류학(Anderson et al., 2001, 강현석 역, 2005)은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지식과

사고 기능의 유형을 고안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블룸은 교육 목표

차원에 국한하여 한 단원이나 학습 과제에서 ‘지식’부터 ‘평가’까지 모두 달성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학교급 차원을 상정하는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모든 인지 영역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신교육목표분류학에서 교육 목표를 ‘지식 차원’과 ‘인지 과정 차원’으로 양분하고,

지식 차원의 일반 유형을 세분한 데서도 지식의 중요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학습자가 상위 수준의 능력으로 나아가려면 밑바탕이 되는 지식을 충분히 내재화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53) Pinker(1984)는 다른 방법으로 언어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능력

발달에서 연속성이 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연속성은 아동의 언어 발달 측면에서

아동의 문법은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에 작용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Lidz(2007)에서도 이어진 바 있다.

54) 연속성 가정을 충족하는 또 다른 방법인 ‘연결주의 접근’은 발달의 종착역을 다르게 기술한다.

즉, 문법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을 입력과 자극에서 패턴을 구별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는데

(Hoff, 2009, 이현진 역, 2012: 269-270), 일반적으로 인지 기능적 이론이나 사용 기반 이론에서

이와 같이 설명한다.

55) 사회적·인지적 입장에 따르면, 문법 능력은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언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일반적인 인지 절차를 적용한 결과로 생겨난다(Hoff, 2009, 이현진 역, 2012: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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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교육 종적 연계의 현재와 방향

2.1. 문장 구조 교육 연계의 반성적 고찰

(1) 교육 내용의 임의적 선정과 조직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학교급 간 종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교육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의

실태를 통로로 하여 문제적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 종적 연계의

필요성을 명료히 하는 한편,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종적 연계의 기준

으로 주목하는 당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에 교육과정과 교과서 차원으로

양분하여 문장 구조 교육의 연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역대 교육과정에서 문장의 구조와 관련한 성취 기준을 추출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56)

[표 10] 문장 구조 관련 성취 기준

56) 물론 7차 교육과정 이전에도 문장의 구조와 관련한 성취 기준은 존재하나, 지면 관계상 비교적

최근인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의 내용만을 싣고자 하였다.

교육

과정

학교

급

학년(군)

/과목
성취 기준

7차

초등

2 (2) 문장 안에서 꾸며 주는 말의 기능을 안다.

3
(1) 우리말에는 어순이 있음을 안다.

(3) 이어 주는 말의 기능을 안다.

4 (2) 문장의 종류를 안다.

5 (3) 문장 성분의 개념과 기능을 안다.

6 (4)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안다.

중등
9

(4) 각 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의 구성 원리를 안다.

(5) 문장의 구조로 말미암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

되는 현상을 안다.

10 (4)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2007

개정
초등

4 (3)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한다.

6
(2) 문장의 연결 관계를 이해한다.

(3)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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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기준을 보면 대체로 초등학교 때의 학습 내용은 중등에서 범위로 하는 문장

구조 전반의 바탕이 되는 양상이다. 중등에서 ‘문장의 구조’는 교육과정마다 그 표

현이 ‘문장의 구조’, 혹은 ‘문장의 짜임’으로 달리 쓰여 왔으나 ‘문장의 짜임(주어부+

서술부)’, ‘문장 성분’, ‘문장의 확대’를 교육 내용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1-2학년의 성취 기준에서도 ‘문장의 기본

구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성취 기준 해설에 따르면 이때의 문장의 기본 구조는

‘문장이 마침표(온점, 물음표, 느낌표)로 종결되는 구조’를 뜻한다. 이렇듯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는 실태는 종적 연계상 검토를 요구한다.

더하여,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교육 내용의 선정이 일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문장 성분과 호응’은 2015 개정 초등 교육과정

에서 유지된 반면 ‘연결 어미’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었고, ‘문장의 짜임’과 관련한

성취 기준은 추가되었다. 더욱이 성취 기준의 배열에서도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57) 성취 기준 해설에서는 학습자가 주어부와 서술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사용

하도록 하되, 주어나 서술어와 같은 문장 성분은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중등 9 (3)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

2009

개정

초등

1-2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5-6

(4) 절을 연결하는 다양한 방식을 알고 표현 의도에 맞게

문장을 구성한다.

(5) 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성분 사이의

호응 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

중등

7-9
(7)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국어Ⅱ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독서와

문법

(11) 문장의 짜임을 탐구하여 이해하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2015

개정

초등

3-4 [4국04-03]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용한다.57)

5-6
[6국04-05] 국어의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호응 관계가 올

바른 문장을 구성한다.

중등

7-9 [9국04-06]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언어와

매체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 51 -

수 있다. 초등 교육과정에서 문장 성분 관련 성취 기준의 편성은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5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으로 계속적인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연속성을 보다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장의 구조 관련 내용 요소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과 중등의 거리감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이 개정을 거듭할수록 교육 내용이 양적으로도 축소된 형태를

띠고 있어 내용의 연결성이 긴밀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최선희, 2019ㄱ:

113), 이러한 양적 축소는 제한된 교육 내용 속에서 학교급 간 종적 연계의 중요

성을 더욱 부각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문장 성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주성분

학교급

교육

과정

초등학교 중등

(상)1-2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Ⅱ
독서와 문법/

언어와 매체

(중)3-4

(하)5-6

7차

-꾸며 주는 말

-문장 성분, 문장

구성 원리

-문장의 구조

-어순

-이어 주는 말

-문장의 종류

-문장 성분

-문장의 연결

2007

개정

-문장의 짜임새

(서술어 자릿수,

문장의 기본 구조,

문장 확대)

-문장의 종류

-문장 성분

-문장의 연결

-문장의 호응

2009

개정

-문장의 기본 구조

-문장의 구조

(문장 성분-부속

성분, 문장 확대)

-올바른 문장

표현(문장 성

분의 호응)

-문장의 짜임

(=문장 확대),

표현 효과

-이어 주는 말

-문장 성분(주성분)

-문장 호응

2015

개정

-문장의 짜임

(=문장 확대)

-문장의 짜임

(=문장 확대)

-문장의 짜임

(=기본 구조)

-문장 성분(주성분)

-문장의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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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다루고 중학교에 이르러 부속 성분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띠는 데 반해, 문장

확대의 경우 초등에서는 관련 내용이 부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단문, 복문의 내용이

아닌 이어 주는 말을 다루고 있어 학교급 간 문장의 확대를 교육 내용화하는 시각

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최선희, 2019ㄱ: 114).

이는 성취 기준을 교과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중등은 성취 기준이 문면 그대로

교과서와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 반면, 초등의 경우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이유와도

일면 관계가 있다. 국어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초등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교사 대부분 초등학생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 혹은 초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생각이 잠재적으로 내재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58) 물론 이는

초·중등 교사의 상호 작용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문제이나,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 모

색이 필요함을 체감하게 한다.

이렇듯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한 현실은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성 저하로 직결된다. 그러나 교수·학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에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특히 교과

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학습 과정에서 모든 활동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임과 동시에 학습자의 앎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학습

도구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고 국어 교과서의 문장 단

원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59)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d Analysis)을 언어에 적용한 방법으로, 개념 간 연결 양상을 분석하여 내

재된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면화해 주는 방식이다. 즉, 특정 주제를 설명하는 문장

58) 이와 같은 초등 교사들의 잠재적인 생각은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천경록(2016ㄴ: 178)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의 개발 과정에 서로 다른 학교급의 전문가들이 상호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

력한 바 있다.

59) 본고의 연구 범위는 문장 영역 중 초·중학교에서의 ‘문장의 구조’로 한정된다. 그럼에도 언어

네트워크 분석 대상을 초·중·고 문장 단원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초등의 경우 중등처럼 ‘문장의

구조’가 소단원으로 경계가 명확히 나뉘지 않기도 하거니와 초·중등 문장 영역 전체에서 문장의

구조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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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출현하는 단어들을 하나의 점(node)으로, 점들과 점들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선(link)으로 표시하여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한 문장

에서 공출현하는 문법 개념은 상호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조진수, 2018

ㄴ: 128).

더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개념어의 빈도수와 관계를 ‘연결 정도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의 다양한 지표로 나타내 현상의 세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최선희, 2019ㄱ: 115).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내용 분석 방법에서 제

기된 연구자 주관의 개입이나 분석의 정확성, 노동 시간 및 비용의 문제 등을 보

완하는 대안적 성격(박한우·Leydesdorff, 2004)을 지닌다.

한편, 이 분석 방법은 주로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어 왔으며, 교육 분야

에서는 사회, 과학 교과의 연구 동향(박은아, 2003; 한성원, 2003; 박은아·전숙자,

2004; 강운선, 2010; 손승정, 2012; 임수민·김영신, 2015; 박형용, 2016; 권형석 외,

2018 등)을 분석하는 데 치중되어 왔다.

최근 들어 국어과 문법 영역에서도 언어 네트워크 관련 논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전술한 박종미(2015), 조진수(2018ㄴ), 최선희(2019ㄱ)가 그것이다. 박종미(2015)에

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조진수(2018ㄴ)

에서는 문법서를 중심으로 문장의 주성분 개념망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최선희

(2019ㄱ)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장의 구조 단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선희(2019ㄱ)를 기반으로 해당 논의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한정했던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로 확장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종적 연계 양상을 외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표 13]과

같이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국어 교과서의 문장 단원이다.

한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국정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검정 체제이므로 분석 방식의 결정이 요구된다. 즉, 전 출판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의 특성상 출판사별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어만을 추출

하여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출판사에 따른 개별적인 연결망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출판사별 교육 내용의 차이를 평균하는 과

정에서 용어의 다름 등으로 인해 누락되는 내용이 생기거나, 반대로 과대 산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 양상을 가시적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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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다만 모든 출판사의

결과를 싣기보다는 분석 결과 평균적인 수치와 시각화 양상을 보이는 특정 출판사의

결과만을 대표로 제시하였다.60)

[표 12] 언어 네트워크 분석 대상

본고는 상술한 [표 12]를 대상으로 다음 4단계의 절차에 따라 언어 네트워크 분

석을 실시하였다.

60) 전 출판사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큰 변별점은 없었으나

교과서마다 제시하고 있는 설명어나 개념어의 빈도수, 공출현 양상 등 세밀한 부분에서 얼마

간의 차이를 보여 여러 지표와 시각화 결과에서 평균에 위치한 출판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교육

과정
학교급 출판사 저자 단원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부

서울교육대학교·한국

교원대학교국정도서

국어편찬위원회

2-1-나. 8. 보고 또 보고

4-1-가. 3. 문장을 알맞게

5-1-나. 8. 문장의 구조

6-2-나. 9. 생각과 논리

중학교 미래엔 윤여탁 외 21인 3. 우리말의 문장(국어3)

고등

학교

국어2 미래엔 윤여탁 외 17인 3. 우리말 우리글

독서와

문법
미래엔 윤여탁 외 9인

Ⅱ. 국어의 구조와 국어 생활

3. 문장과 표현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서울

교육대학교국정도서

국어편찬위원회

1-1-나. 8. 소리 내어 또박또

박 읽어요

1-2-가. 3. 문장으로 표현해요

4-1-나. 8. 이런 제안 어때요

4-2-나. 5.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

5-1-가. 4. 글쓰기의 과정

5-2-가. 4. 겪은 일을 써요.

중학교 미래엔 신유식외8인
2. 탐구하고 기록하고

(1) 문장의 짜임

고등

학교

언어와

매체
미래엔 방민호 외 5인

2. 국어의 구조

(3)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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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언어 네트워크 분석 절차

1단계는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 교과서의 문장 관련 단

원을 추출하는 것이다. 2단계는 교과서의 내용61)을 전사하고 문장 단위로 정제한

후, 조사나 접속사를 제거하여 명사가 기본이 된 유의미한 개념어만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때,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같이 하나의 의

미를 가짐에도 띄어쓰기가 포함된 경우 ‘문장의짜임’, ‘문장성분’, ‘대등하게이어진

문장’처럼 붙여서 한 단어로 처리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62)

또한 개념어 추출 시 개념의 설명을 위해 쓰인 ‘분류’, ‘대응’, ‘상황’과 같은 설명어

또한 포함하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명확한 개념어가 아닌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는 개념어와 설명어를 구별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이유에서 이를 포괄한 결과값을 제시함을 밝혀 둔다. 이어서 3단계는 전처

리를 거친 텍스트 파일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krkwic(박한우․Leydesdorff,

2004)의 krwords를 사용하여 개념의 빈도 분석을 수행하고, 개념 간 공출현 빈도의

확인을 위해 krtitle을 이용하여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4단계는 3단

계까지의 작업을 바탕으로 UCINET 6을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61) 초등학교 교과서는 중등 교과서와 달리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문 내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교과서 하단의 정리 내용, 책 선생님 아이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 활동

문두에서 개념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 등을 모두 전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중등 교과서 역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비롯하여 교과서 날개의 내용 또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62) 최종적으로 도출된 시각화 자료에서는 가시적인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자 붙여서 처리한 개

념어를 다시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1단계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고 교과서의 문장 단원 추출

↓

2단계
-데이터 수집 및 전사

-데이터 전처리

↓

3단계
-개념의 빈도 측정

-개념 간 공출현 빈도 매트릭스 생성

↓

4단계
-학교급별 시각화 및 네트워크 분석

-학교급 간 2-mode 시각화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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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 간 종적 연계 검토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장 단원으로부터

도출된 연결망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2009 개정 초등 문장 단원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2009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의 문장 단원에서 문법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어는 총 49개로 나타났다. 개념어의 빈도수는 ‘문장(18회), 서술어(10회), 주어

(7회), 호응(7회), 이어 주는 말(5회)’이 상위 5개로 산출되었다. 위의 도식화 자료

에서 노드의 크기는 아이겐벡터 중심성의 크기를 의미하며, 단어 사이의 링크의

두께는 노드 사이의 연결 강도를 뜻하는데, 상술한 5개 개념어의 연결 정도 중심

성63)은 차례로 33, 21, 16, 14, 10과 같이 나타나 대부분의 개념어가 2에서 7 사이의

값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아이겐벡터 중심성64) 또한

63) ‘연결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각 노드 간 연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조진수,

2018ㄱ: 157), 특정 개념어가 다른 개념어와 연계된 정도가 높을수록 그 값이 크다.

64)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특정 개념어가 가지는 중

요성을 뜻하며, 특정 개념어에 연결된 여타 개념어의 중심성을 고려하여 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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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4, 0.529, 0.460, 0.416, 0.087’로 ‘이어 주는 말’을 제외하면 평균값 0.134에 웃도는

수치이다. 이는 해당 개념어들이 초등학교 문장 단원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함을

보여 주는 지표이며, ‘문장의 구조’와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 내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점들이 군집을 이루는데 [그림 5]를

보면 크게 3-4개 범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군집별로 각 범주의

내용은 ‘문장 성분’, ‘문장 부호-문장의 종류’, ‘표현 의도에 따른 문장의 끝맺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눈에 띄는 점은 군집끼리 밀접한 연결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다.65) 교육 내용별로 독립적인 군집을 이루는 이와 같은 구도는 교과서에서 각

내용이 상호 간 연결 고리 없이 교육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설령 초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단편적인 내용이 학습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단절적인 상태는

학습자들이 유관 개념끼리 연결 지어 이해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66)

이어서 중학교 교과서 문장 단원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6]과 같다.67) 앞선

초등학교의 도식과 비교해 보아도 개념어의 양이 현저히 많으며, 연결성도 복잡함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총 132개의 개념어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초등학

교의 약 2.7배에 달하는 수이다.

빈도수의 경우 ‘서술어(16회), 주어(14회), 홑문장(13회), 문장(12회), 문장 성분/

부사어/안은문장(8회), 목적어/안긴문장(7회)’의 순으로 나타나 ‘주어’와 ‘서술어’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에서 상위 빈도로 도출된 ‘호응’, ‘이어 주는 말’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 연결 강도 중심성은 ‘서술어(45), 주어(44), 목적어/절/주성분(30)’이,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서술어/주어(0.440), 목적어(0.317), 부사어(0.286), 보어(0.282)’가

고순위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주성분에 더하여

65) 이는 빈도수를 기준으로 상위 24개의 개념어만을 중심으로 간략화한 자료에서 보다 명시적

으로 드러나며, 자세한 내용은 최선희(2019ㄹ) 참고.

66) 특정 주제 내에서도 연결성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주성분 중 목적어의 매개 중심성이 0

으로 나타난 것이 그 예이다.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은 특정 개념어가 다른 개념어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알려 주는 것으로, 특정 개념어가 어느 정도로 중개자 역할을 하는지를

측정한 값이다. 따라서 목적어의 매개 중심성이 0이라는 것은 결국 초등학교에서 서술어를 설

명할 때 목적어의 개념이 동원되지 않음을 방증한다.

67) 초등학교의 경우 매개 중심성의 평균값이 74.143인 데 반해 중학교는 250.76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개념끼리 매개되어 기술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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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성분 전체와 절이 주요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도

식화 자료에서 표면적인 링크의 두께로도 확인된다.

[그림 6] 2009 개정 중학교 문장 단원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그림 6]에서 보듯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이 문장

성분과 이어지고, 문장 성분 중 주어와 서술어는 홑문장 및 겹문장과, 홑문장은 연결

어미를 비롯하여 안은문장, 안긴문장, 이어진문장과, 종결 표현을 주축으로 한 문

장의 유형과 표현 의도는 다시 이어진문장과 관련을 맺고 있어 초등학교에 비해

연결 양상이 긴밀하다.

문제는, 이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상이한 네트워크 양상은 초등학교의 문장

관련 교육 내용이 중학교 학습의 교두보로서 가치를 지니는지, 반대로 중학교의

교육 내용은 초등학교의 학습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어렵게 한

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7]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의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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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9 개정 고등(국어Ⅱ) 문장 단원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그림에서 보듯이 그 내용은 매우 소략하며, 추출된 개념어 또한 13개 정도에 불

과하다. 실제로 해당 교과서에서는 ‘올바른 문장 표현’이라는 소단원 안에서 문장

성분의 생략이나 중복과 관련된 호응의 문제와, 번역 투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문장 제반 개념들은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중학교를 종착점

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로 인해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이

아닌 이상 이전 학교급의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복하거나 심화하기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의 교육 내용 제시 양상은 어떠한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인 [그림 8]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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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09 개정 고등(독서와 문법) 문장 단원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그림 8]처럼 ‘독서와 문법’에서는 다시금 중학교 때의 교육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빈도수로는 ‘문장(12회), 절(6회), 문장의 짜임/서

술어/주어/표현 효과/홑문장(5회)’이, 연결 강도 중심성은 ‘문장(23), 홑문장(14), 문

장의 짜임(12), 표현 효과(11), 주어/절/겹문장(10)’이,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문장

(0.469), 홑문장(0.395), 문장의 짜임(0.345), 겹문장(0.274), 안은문장(0.253), 안긴문

장(0.241)’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개념어 수는 58개로 중학교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개념의 자세한 설명이 생략된

채 개념들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은 교

과서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등적으로 이어진문장’이나 ‘관형절을 가진 안은

문장’과 같은 하위 종류들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계된 연결 어미를

비롯한 유관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중학교 때의 학습을 전제하고

교과서를 구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택 과목은 학습자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 활동을 제공

하여 언어 학습의 효과를 고양하는 성격을 지니는바, 단순히 이전 학교급에서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뿐 아니라 적용과 심화 차원의 교육적 가치를 요한다. 문장의

짜임과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문장의 표현 효과를 달리할 수 있다는 교육 내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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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종속절과 주절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등장시켜 설명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문제적인 것은 고등학교에 이르러 <독서와 문법>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습자의

문장 영역 학습은 별다른 반복이나 심화 없이 중학교에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가 고등학교까지 연속적인 교육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과 상통한다.

그러므로 중학교를 끝으로 모든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는 이 같은 체제를 전면 개

편할 수 없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종적 연계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다음의 [그림 9-11]은 상술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연계 양상을 2-mode 네트워크로 가시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결과를 보자.

[그림 9] 2009 개정 초등학교-중학교의 종적 연계 양상

[그림 9]에서 왼쪽의 초등학교 군집은 초등학교에서만 등장하는 개념어를 뜻하며,

오른쪽의 중학교 군집은 오로지 중학교에서만 제시되는 개념어를 말한다. 그리고

가운데 중첩되는 부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개념어이다.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동일한 용어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개념은 문장

성분 중 ‘주성분’에 관한 것, ‘–고, -아(어)서’와 같은 연결 어미의 일부,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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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음’ 정도가 전부이다. 물론 용어가 달라 공통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학습

요소가 같은 ‘문장의 종류(유형)’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중학교

에서만 다루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비약을 예상

하게 한다. 무엇보다 학교급 간 반복되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알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연계 실태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학습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간극은 다음 [그림 10]을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여기서 고

등학교의 분석 범위는 <국어Ⅱ>와 <독서와 문법>을 합한 것이다.

[그림 10] 2009 개정 중학교-고등학교의 종적 연계 양상

앞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분절적인 양상과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공유되는 개념어의 영역이 비교적 두터운 모습이다. 특히 오른쪽의 고등학교 범주를

보면,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몇몇의 내용만이

추가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하여

학교급 간 적절하고 타당한 종적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 문장 단원의 연계 양상을 종합하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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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9 개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종적 연계 양상

그림에서 보듯 초·중·고에서 동일한 용어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뿐이다. 물론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면 특정 학교급에서만 요

구되는 교육 내용이 존재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어떤 개념이라도 학습자 수준에

적합하도록 기술하여 제공하면 교수·학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기술 방식을 차치하고, [그림 11]과 같은 양상은 학교급 간 종적 연계가

잘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분절된 교육 내용은 결국 학습자에게

스스로 개념을 내재화하고 통합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게 되며, 학습자가 지식

구성의 주체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학습 부담을 가중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교육이 학습자의 앎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학교급 간 반복해야 할 내용,

심화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내용 등을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고려하여 조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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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 간 종적 연계 검토

이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문장 단원의 언어 네

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변화에 의한 교육 내

용의 변모 양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유의미하겠으나, 본 연구는 학교급에 따른 종적

연계 실태를 가시화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학교급 내의 문

제는 필요시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그림 12] 2015 개정 초등 문장 단원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분석 결과, 빈도수로는 ‘문장(9회), 문장 부호(7회), 호응(5회), 주어/서술어/누가

(무엇이)+어떠하다/누가(무엇이)+어찌한다(3회)’가 고순위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개념어들의 연결 강도 중심성은 ‘문장(23), 문장 부호(15), 누가(무엇이)+어떠하다

(12), 호응(11), 누가(무엇이)+어찌한다(10)’의 순으로,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문장

(0.423), 누가(무엇이)+어떠하다(0.367), 누가(무엇이)+어찌한다(0.344), 호응(0.231)’과

같은 순서로 산출되어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특징은 ‘문장의 짜임’이 주된 교육

내용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더하여,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문장 성분, 문장 부호

-문장의 종류, 표현 의도에 따른 문장의 끝맺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되었다면, 2015



- 65 -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장 부호,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의 세 범주로 변별되고

있어 상위 학교급과의 접합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여전히 연결망이 분절된 군집으로 실현되고 있어 문제적인데, 이처럼 비

활성화된 연결은 유관 개념끼리 연결의 밀도가 조밀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장의 짜임’이 교육 내용으로 도입되면서 교과서에서는

문장을 ‘누가(무엇이) + 어떠하다/어찌한다’로 나눠 보고, 해당 짜임에 맞게 문장을

생성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 학습인 문장 성분에서는 상술한 문

장의 짜임에 대한 교육 내용과 연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그림 12]에서 노드 간

링크의 부재로도 확인된다.

그렇지만 ‘누가/무엇이’는 주어와, ‘어찌하다/어떠한다’는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련

성을 맺는 만큼 상호 간 분절적인 설명 방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문법 지식은

그 자체로 구조적이어서 하나의 문법 개념은 마땅히 다른 문법 개념과 연결되는

내적 연결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제민경, 2015: 198). 물론 이는 특정 학교급

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교급 내에서의 밀접한 연결은 학교급 간 차원에도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결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과서의 분석 양상을 살펴보자.

[그림 13] 2015 개정 중학교 문장 단원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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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보면, 개념어의 수가 양적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빈도수는 ‘홑문장, 서술어, 주어, 안긴문장, 겹문장, 문장’이, 연결

정도 중심성과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서술어’가 각각 26, 0.49로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보다 두드러지는 점은 교육 내용이 문장의 확대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문장의 확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정도이며,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을

전제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처럼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알 수 없기에 임의성 보완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앎을 파악해야 한다.

이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 2015 개정 고등학교 문장 단원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개념어는 총 74개로 상위 빈도수는 ‘문장(11회), 절(10회), 서술어/주어(6회), 이

어진문장(5회)’와 같으며, 연결 강도 중심성은 ‘문장(55), 절(48), 주어(29), 서술어

(22), 목적어/명사절(21)’의 순으로,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문장(0.483), 주어(0.382),

서술어(0.316), 목적어(0.274), 명사절(0.242)’의 순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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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그림 15-17]과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중

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2-mode 네트워크를 도식화하였다.

[그림 15] 2015 개정 초등학교-중학교 종적 연계 양상

[그림 16] 2015 개정 중학교-고등학교 종적 연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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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5 개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종적 연계 양상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 양상은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데 반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중첩되는 개념어는 극히 일부에 불과

하다.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공유되는 개념어가 부재하다는 점은 초등

학교와 중학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종적 연계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 준다.

물론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연계성을 포함한 여타 조직 원리를 고려하여 개발

된다. 그럼에도 지금껏 연계성은 그 의미가 분명치 않았으며, 연계의 기준이 문법

지식의 학문적 논리나 학습자의 추상적인 발달 이론에 머물러 있어 교육과정 구성에

실용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기실 온전한 의미의 수직적 연계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학교급별 집필진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고려

하지 못한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구성하게 되면, 학습자가 단편적으로 지식을 내

재화한 탓에 유기적인 지식의 구조를 형성하지 못할뿐더러 실제 문장 생성 시에도

지식을 유의미하게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69 -

(2) 학습 활동과 기술 방식의 비연계

이어서 교육과정 수준에서 선정된 교육 내용이 활동 및 설명 수준에서 조직되고

구현된 바를 ‘학습 활동’과 ‘기술 방식’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학습

활동 측면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

그 양상을 비교하기로 한다.68)

우선, 학습 활동의 분석을 위해 [표 14]와 같이 신교육목표분류학(Anderson et al.,

2001, 강현석 역, 2005)을 토대로 한 분석 틀을 상정하였다. 본래 신교육목표 분류

체계에서 지식은 ‘사실적’, ‘개념적’, ‘절차적’, ‘메타인지적’ 지식으로 분류되나,69) 본

고는 지식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구분을 적용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신교육목표분류학의 ‘사실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에,

‘절차적 지식’은 ‘방법적 지식’에 해당한다. 한편, ‘메타인지적 지식’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이는 ‘문법 지식’과는 관련성이 떨어져 제외하였다.

[표 14] 학습 활동 분석을 위한 신교육목표분류학의 재구성 틀

68) 교과서에 따라 개념을 설명하는 기술이 중심이 되기도 하며, 활동이 중심이 되기도 한다. 이 또한

지식 구성 방식의 관점에서 이해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다루기보다 학교급

간 비교에 방점을 둔다.

69) 신교육목표 분류 체계에서 ‘사실적 지식’은 교과나 교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기본적 요소를, ‘개념적 지식’은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상위 구조 내에서 기본

요소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절차적 지식’은 어떤 것을 수행하는 방법, 탐구 방법, 기능을 활용

하기 위한 준거, 알고리즘, 기법, 방법을, ‘메타인지적 지식’은 지식의 인지에 대한 인식 및 지식과

인지 전반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Anderson et al., 2001: 29, 강현석 역, 2005: 52).

인지 과정

지식 요소

1.

기억

하다

2.

이해

하다

3.

적용

하다

4.

분석

하다

5.

평가

하다

6.

창안

하다

사실적 지식 A.

명제적

지식

A1 A2 A3 A4 A5 A6
개념적 지식

B. 방법적 지식 B1 B2 B3 B4 B5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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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주지하다시피 ‘문법 탐구’가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 도입되고

강조되면서(김광해, 1997; 이관규, 2001; 남가영, 2008; 남가영 외, 2009; 박형우,

2009; 김은성 외, 2013; 최선희, 2016) 교육과정에서도 ‘교수·학습 운용’에 ‘탐구’가

명시되기 시작하였다.70) 따라서 학습자는 문법 지식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국어가

운용되는 원리이면서 주체적으로 인식되고 구성될 수 있는 의미들의 조직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문법 탐구 경험’에 의해 가능하다. 특히 문법 탐구 경

험을 거쳐 내면화된 학습자의 앎의 상태는 실제 국어를 사용하는 데 유용하게 작

용한다는 점(양세희, 2017: 71)에서 중요성이 더해진다.

이에 학습 활동은 ‘지식 요소’, ‘인지 과정’, ‘탐구’라는 세 축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먼저 앞선 [표 12]의 교과서에 실린 초·중등

학습 활동의 특성을 ‘지식 요소’와 ‘인지 과정’이 반영된 [표 14]의 틀에 따라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교과서의 단원마다 학습 활동 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수적

차이가 아닌 비율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8] 지식의 성격 및 인지 과정에 따른 초·중등 학습 활동 분석 결과

위의 결과에서 보듯 학습 활동의 인지 과정 중 대부분이 A1-A3, B2-B3과 같은

‘기억’, ‘이해’, ‘적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절차적 지식보다는 명제적

지식을 대상으로 한 학습 활동이 눈에 띈다. 예컨대, 초등의 경우 ‘문장을 ‘누가/무

엇이+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로 나누어 봅시다.’(A1),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주의해야 할 낱말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A2) 등의 학습 활동이, 중학교의

경우 ‘다음의 각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 쓰고, 각 서술어와 그 특성을 알

70)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운용’에서는 학습자가 탐구 학습 절차를 수행하도록 권장하였

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수·학습 방법에서 탐구 활동을 통하여 국어 의식 고양으로 나

아가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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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연결해 봅시다.’(A1), ‘다음 문장이 홑문장일 경우에는 ‘홑’, 겹문장일 경우에는

‘겹’이라고 적어 보자.’(A2)와 같은 학습 활동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문법 개념이 등장하는 교과 특성상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학교급 간 종적 연계를 고려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지식을 더욱 내면화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양세희

(2018: 86)에서는 문법 교과서에서 지식의 ‘어떻게’에 주목하는 절차적 지식과 관련된

활동이 더욱 필요함을 밝힌 바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학습자가 지식을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

성하게 하기 위함이며, 전술한바,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 간 연계된 ‘탐구 학습’이

요구된다. 요컨대, 탐구 학습의 개념은 지금껏 연구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는데,71)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량과 교사의 안내 정도에 따라 ‘확인 탐구

(Confirmation Inquiry)’, ‘구조화된 탐구(Structured Inquiry)’, ‘안내된 탐구(Guided

Inquiry)’, ‘열린 탐구(Open Inquiry)’로 세분할 수 있어(Banchi & Bell, 2008: 26-27)

학습 활동 분석에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문법 탐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15]와

같은 학습 활동에서는 탐구를 기반으로 한 학교급 간 종적 연계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71) Naish et al.(2002: 64)에서는 [그림 19]와 같이 탐구 학습을 ‘수용 학습’에서 ‘창의적 활동’까지의

연속체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수용 학습’, ‘발견 학습’ 등과 ‘탐구 학습’은 구별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습자 자율성 증가

수용 학습
∙

문제 해결
가설 검증
∙

발견 학습
∙

창의적 활동
∙

∙
설명, 서술

∙
탐구 구조,

조사 방법 제공

∙
참고를 위해
유용한 구조에
대한 조언 제공

∙
지원하지만
방향은 없음

<학습자 학습 활동>

<교사 활동>

[그림 19] 교수·학습 연속체로서의 탐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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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습 활동 사례

초등학교 중학교

1. 문장이 어색한 까닭을 찾고 고쳐 써

봅시다.

2. 문장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3.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을

알아봅시다.

4.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모두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1. 주성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문장의 주어에는 ‘주어’, 서술어에는

‘서술어’라고 써 봅시다. 주어가 아닌

부분(목적어, 보어)에는 ☆ 표시를

해 봅시다.

2) ☆ 표시를 한 부분(목적어, 보어)을

생략해도 문장이 온전한지 생각해

봅시다.

3) 빈칸에 필요한 성분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표 15]의 학습 활동은 대부분 ‘확인 탐구’와 ‘구조화된 탐구’의 모습일 뿐 활동의

수준이 학교급 간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모습을 띠지 않는다. 무엇보다 탐구의 주

체인 학습자에 대한 고려 없이 무엇을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활동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담보할 수 없다. 주지하듯 교육의 연구와 실행은 학습

자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 지향 역시 학습자로 귀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토대로 학교급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 활동이 제공되고

연계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기술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학교급 간의 ‘문법 용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72) 용어는 개념을 전달하는 매개체이자 문법적 사고의 도구로 기

능한다. 즉, 문법 용어는 문법 내용을 담은 개념어이므로 용어의 학습은 학습자에게

문법 개념의 학습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김은성 외, 2007: 23). 이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명확하고 일관적인 용어의 사용은 학교급 간 종적 연계에서 중요하게 자

리한다. 용어의 설명적 다양성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박태화·박주연, 2004:

366)는 지리 교과의 논의 또한 유사한 시각을 보여 준다.

한편, 용어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 아래 초등학교에서는

종종 용어를 문면에 드러내지 않기도 하는데, 품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72) ‘기술 방식’에는 용어뿐만 아니라 ‘개념을 정의하는 설명’과 이러한 설명의 일관성 또한 포함된다.

그러나 개념을 설명하는 차원의 문제의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따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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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구조 교육에서는 그간 관련 용어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

왔으므로 상술한 품사의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학교급 간 일관되지 않은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선 [표 10]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 성취 기준에서는 ‘[4국

04-03]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9국04-06]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와 같이 ‘문장의 짜임’을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주어부와 서술부의 결합 구조인 ‘누가/무엇이+어찌한다/어떠

하다/무엇이다’를 ‘문장의 짜임’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 중등에서는 ‘문장의 짜임

(기본 구조), 문장 성분, 문장의 확대’를 모두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학교

급에 따라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교과서에서 더욱 배가되는데, 다음 [표 16]처럼 ‘문장의 짜임’은

중학교 교과서마다 ‘홑문장, 겹문장’을 지칭하기도, ‘문장 성분, 문장 종결 방식’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장의 짜임’과 비슷하게

‘문장의 짜임새’가 ‘홑문장, 겹문장’을 뜻하기도, ‘문장의 기본 구조, 문장의 확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일관적인 용어의

사용은 학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교육 내용을 종적으로 연계할

때 용어의 일관적인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6] 문장 구조 관련 용어의 학교급 간 차이

구분 용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

문장의

짜임

-‘누가/무엇이+어찌한다/어

떠하다/무엇이다’

-문장의 짜임(기본 구조),

문장 성분, 문장의 확대,

문장의 종결 방식을 포괄

교과서

문장의

짜임

-‘누가/무엇이+어찌한다/어

떠하다/무엇이다’

-홑문장과 겹문장

-문장 성분과 문장의 종결

방식을 포괄

문장의

기본

구조

-서술어의 종류에 따른 문

장의 기본 유형

문장의

짜임새

-홑문장과 겹문장

-문장의 짜임(기본 구조),

문장의 확대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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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습자 지식 기반 종적 연계의 의의

(1)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제적 실현

‘학습자 중심 교육’은 7차 교육과정 이래로 현재까지 중요한 교육적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비하면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을 정립하거나 활발한 실천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그 이유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중심 교육 과정을 지적하기도

하나(권낙원, 2001; 장인실, 2008), 교육의 주체이자 지식 구성의 주체가 학습자여야

함을 고려하면 학습자 중심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를 비단 제도적·

환경적 탓으로 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 중심 교육과 구성주의 이론은 다수의 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는데,

지식론에서의 ‘학습자 중심 교육’은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인식론적 입장처럼 학습자

개개인이 주어진 현상, 사건 등을 자신의 선경험, 선지식 등을 기반으로 의미를 부

여하고 이해하게 된 결과를 의미한다.73) 따라서 학습자 중심 교육은 새로운 수업

방법이나 전략의 차원이 아닌 학습자가 학습 주체로서 권한을 가지게 되는 실질적인

‘교육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에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제적

으로 실현하는 데에는 학습자를 토대로 한 교육 내용 제공이 자리한다.

요컨대,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미국 심리 학회인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1997)의 ‘학습자 중심의 심리학적 원리

(Learner-Centered Psychological Principles)'와 McCombs & Whisler(1997)의 ‘학

습자 중심의 정의’를 들 수 있다(강인애·주현재, 2009; 권낙원, 2003; 장인실, 2008;

Paris & Combs, 2006).

먼저, APA(1997)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14가지의 심리학적 원리를 기초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와 초인지 요인’, ‘동기와 정의적 요인’, ‘발달과

사회적 요인’, ‘개인차 요인’이라는 4개의 대원리를 세운 후, 그 하위에 다시 총 14

개의 원리로 세분하였다. 여기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원리이자 본 연구를 통해 실

73)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이를 ‘경험의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로 설명한다. 즉, 주어진

경험에 대한 끊임없는 인지적 활동을 통해 체험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때, 구체적 경험은

학습자 입장에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에서 학습

자의 지식 상태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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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있는 원리는 ‘인지와 초인지 요인’74) 중 ‘지식의 구성’으로, ‘성공적인 학습

자는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지식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교육적 상황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인데, 선수 지식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지식을 마주하게 되면 학

습자의 주체성이 강조되거나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인지론에 입각

하여 보아도, 아무리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주입하려 해도 학습자의 내적, 인지적

고군분투가 없이는 확신이 들 정도의 이해가 어렵고, 스키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될 수 없다(강인애·주현재, 2009: 28). 물론 모든

학습자에게 완벽히 들어맞는 교육 내용이나 상황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준거로 학교급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종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설득력 있게, 또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일임에 다름없다.

(2) 교육 내용 구조화의 타당성 확보

교육 내용이 정해지고 나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 조직의 문제가 남

는다. 요컨대,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조직은 근본적으로 교육 국면에서 바라보는

지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때, 초등 교육을 초급의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으로, 중등 교육을 중급의 지식, 고등 교육을 고급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는 제도 교육의 단계와 관련된 상식적인

담론이자 학문적인 담론까지를 지배하는 강력한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 따르면 지식의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이가 교육 활동의 양상을

달리하는 기제가 되므로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은 각기 담당하는 지식의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차별성을 지니게 된다(엄태동, 2003: 3).

그런데 엄태동(2003)에 따르면 이러한 통념이 과연 타당성을 지니는가에 관해서는

지식의 급을 확정 짓는 것은 무엇인지, 특정 지식이 과연 초급, 중급, 고급과 같이

어느 하나로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지, 확정된 수준이 보편성을 지니는지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초급 지식’이라 함은 ‘지식의 위계상

낮은 단계에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지식’이라는 동어 반복적 설명이 가

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가능하므로

74) ‘인지와 초인지 요인’의 하위 원리로는 ‘학습 과정의 본질’, ‘학습 과정의 목적’, ‘지식의 구성’,

‘전략적 사고’, ‘사고 방법에 대한 사고’, ‘학습의 맥락’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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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지식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특정 개념 내에서도 해당 개념을 단편

적인 정의 그대로 이해하는 낮은 수준의 이해부터 그 이상의 지식을 갖춘 높은 수

준의 이해를 요하는 지식으로까지 스펙트럼화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지식을

직접 마주하는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식이 어느 학교급에 해당한다고 판

정해 버리는 일이다.

더하여, ‘초등 교육’, ‘중등 교육’과 같이 규정된 현실에서 학교급별 학습자에게

적합한 지식을 판단하지 못하면, 초등 교육이나 중등 교육에 대한 규정은 분명한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 ‘주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중학교에서부터 가르친다 해서 각각이 완전한 초급, 중급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 조직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전술한바, 교육이 객관적 실재로서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대한 반향인 구성주의적 인식론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3) 학습의 전이 촉진을 통한 문법 능력의 증진

‘학습 전이’는 ‘형식 도야설’, ‘동일 요소설’, ‘일반화설’, ‘형태 이조설’, ‘메타 인지

이론’ 등 여러 이론 속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75) 일반적으로는 이전의 학

습이 새로운 학습이나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전이가 강하게 일

어날수록 학습자의 능력 역시 증진될 것임은 당연하므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교육이 취해야 할 이상적인 방향은 다름 아닌 학습 전이의 촉진이다.

‘전이’는 특정 개념이자 지식인 X가 A라는 맥락에서 B라는 다른 목표 맥락으로

전이되는가를 중점으로 한다. 이러한 전이는 ‘근거리 전이’와 ‘원거리 전이’로 구분할

75) ‘형식 도야설’은 인간 마음은 기억력, 추리력, 상상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려운 과목들로 정신

능력을 단련하면 일반 능력이 도야되어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동일 요소설’은

손다이크가 형식 도야설을 비판하며 제시한 것으로, 최초의 학습 상황과 새로운 상황에 동일한

요소가 많이 있을 때 전이가 잘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일반화설’은 구체적인 많은 사례의 탐구

에서 추출된 원리를 학습하도록 하면 새로운 상황에 전이가 더욱 잘 일어난다고 본다. ‘형태

이조설’은 형태주의 이론과 관계,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 관계를 파악하거나 문제의

구조적 성질을 이해했을 때 전이가 활발해진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메타 인지 이론’은 정보 처

리에 대한 계획, 감독, 평가 등 조절할 수 있는 메타 인지적 지식이 많으면 같은 내용을 학습해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학습하고 기억하며, 문제 해결에 원활한 전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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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전자는 지식 차원에서 X를 학습하는 맥락과 전이하는 맥락이 동일 교과

내인 것을, 후자는 그 맥락이 타 교과 간인 것을 일컫는다.76) 본 연구는 학교급

간 문장 구조 교육을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따른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는 기본적으로 ‘근거리 전이’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관희(2008: 30-34)에서는 주세형(2007, 2008)에서 문법 지식 사이의 전이와

유기성의 관계를 ‘주제 수렴적 범주/지식 구조 수렴 범주’와 ‘주제 확장적 범주/지식

구조 확장 범주’로 개념화한 것을 기반으로 품사는 주제 수렴적 범주에 해당함을

언명한 바 있어 주목된다.77) 그의 논의에 따르면 품사는 형태론적, 통사론적, 어휘

론적 지식을 모두 포함하므로 품사에 대한 기초적 관찰력은 여타 다른 문법 지식

체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도구적 속성을 갖는다.

이에 미루어 보면, ‘문장 구조’ 역시 상술한 품사에 더하여 ‘지식 구조 확장 범

주’의 대표 격에 속하는데, ‘문장 구조’ 지식은 품사뿐만 아니라 담화 수준에까지

밀접하게 관계되는 전이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주세형(2008)에서도 문장 구조를

주제 확장적 범주로 명시한 바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의 전이는 주제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학교급 간에 이루어지는 확장적 범위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하겠다.

이렇듯 ‘문장 구조’는 전이적 속성을 지니며, 주지하다시피 전이는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문법 능력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은

학교급에 따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본 연구를 통해

촉진되는 전이의 유형은 무엇인가? 요컨대, 전이의 유형은 [표 17]과 같이 ‘정적

전이’, ‘부적 전이’, ‘영 전이’, ‘수평적 전이’, ‘수직적 전이’, ‘구체적 전이’, ‘일반적

전이’, ‘의식적 전이’의 총 9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76) 예컨대, 수학 시간에 미분을 성공적으로 학습한 학생이 미분에 기반을 둔 수학 문장제를 성

공적으로 해결했다면 이는 근거리 전이에 해당되며, 미분에 기반을 둔 물리 문제 또는 미분에

기반을 둔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는 원거리 전이라 할 수 있다(성창근, 2014: 1). 한편,

전이를 맥락의 다양성에 따라 근거리 혹은 원거리 전이로 구분하는 것은 학습자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Lobato, 2006; Rebello et al., 2005)이 존재한다.

이에 Rebello et al.(2005)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전이를 ‘수평적 전이’와 ‘수직적 전이’로 구분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7] 참고.

77) 주세형(2008)에 따르면 ‘주제 수렴적 범주’는 주제별 지식의 구조에서 중핵을 이루는 범주를

말하며, ‘주제 확장적 범주’는 설명 대상인 문법 지식 구조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지식 구조에서 중핵을 이루는 범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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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전이의 유형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는 ‘부적 전이’를 방지하고 ‘정적 전이’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부적 전이는 선수 학습이 후속 학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학습 내용 차원뿐만 아니라 태도 차원의 변화까지를 아우른다.78) 따

라서 학교급에 따라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학

습의 효과 면이나 태도 전반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활성화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급에 따른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는 ‘수직적 전이’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수직적 전이는 수평적 전이와 달리 학습자가 기존의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스키마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학

교급별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은 학습의 ‘자동적

전이’를 활발하게 하는 일인 동시에, 이는 ‘수직적 전이’로 이어져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증진하는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다.

78) 태도 차원에서의 부적 전이는 대표적으로 이전에 했던 수업으로 인해 다음 수업 시간이 지

루해져 학습이 어려운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유형 내용

정적 전이 -이전 학습이 다른 상황을 촉진하는 경우

부적 전이 -선행 학습이 후속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영 전이 -선행 학습이 새로운 학습과 무관한 경우

수평적 전이 -이전 학습과 비슷한 수준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수직적 전이 -학습한 하위 개념을 새로운 상위 수준 과제에 적용하는 경우

구체적 전이
-특정 상황에서 배운 규칙, 사실, 기술들을 유사한 상황에 적용

하는 경우

일반적 전이
-특정 상황에서 배운 원리와 태도를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경우

자동적 전이

-이전에 학습한 기술이나 지식이 거의 자동적으로 기억에서

인출되어 현재의 매우 유사한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의 지식이나 기술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실습하면 자동적 전이를 촉진함.

의식적 전이

-특정 상황에서 과제를 학습한 후 추출한 추상적(일반적) 원칙

이나 도식을 새로운 상황에서의 과제에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어느 한 가지 문제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문제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 주요 개념, 전략 혹은

절차를 의도적으로 찾아내는 의도적 추상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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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적 연계의 개념과 원리

3.1. 종적 연계의 개념

‘연계성(connection)’은 연구마다 다양한 용어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를 보여

주듯 교과마다 교과서 집필 기준이나 교육과정 문서에는 ‘학년(군) 간 연계성’,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 ‘내용의 위계성과 계열성’, ‘학습의 계열성과 통합성’ 등 연계성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선언적인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부

재하다(최선희, 2020: 8). 다음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연계성’과 관련된 용어들이

사용된 양상을 살펴보자.

[표 18] 국어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관련 용어의 사용

교육과정 내용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3.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가. 내용 체계

- (중략) 학년(군)별로 제시한 내용 요소는 해당 학년(군)에서 집중

적으로 다루되, 학년(군) 간 연계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학년

(군)에서도 융통성 있게 다룰 수 있다.

나. 성취 기준

- 모든 성취 기준의 내용과 ‘국어 자료의 예’는 (중략) 내용의 위

계성과 학습의 계열성을 고려하며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 국어 교과의 연계성과 총체성을 고려하여 하위 학년(군)과 상위

학년(군)의 성취 기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5. 교수·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 계획

㈏ (중략) 영역 간 내용의 횡적 연계성, 학년군별 내용의 종적 연

계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④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은 학습의 계열성과 통합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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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 간 연계성’, ‘내용의

위계성과 계열성’, ‘국어 교과의 연계성’ 등이 명시되어 있다. ‘연계성’을 중심으로

보면, ‘학년(군) 간 연계성’은 ‘종적 연계’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국어

교과의 연계성’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종적 연계’를

뜻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지만 단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종적 연계’가 상술한

‘내용의 위계성과 계열성’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연계성’, ‘위계성’, ‘계열성’ 간의

개념상 포함 관계는 어떠한지 모호하다. 이렇듯 동일한 문서에서도 ‘연계성’의 의

미와 관련 용어들이 명료하게 사용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앞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횡적 연

계성’, ‘종적 연계성’처럼 ‘연계성’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어 이해하기에 한결 수월하다.

그러나 이 역시 해당 문서에 명시된 ‘계열성’, ‘통합성’과 의미는 같으나 용어만 다

르게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각 개념이 내포하는 세밀한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다

르게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같은 양상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교과서 차원

에서 실제적인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연계성’이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연동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 증진을 전제로

두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렇듯 연계는 학년(군), 학교급 간의

종적 연계와 교과 간의 횡적 연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개념의 명료한

인식에 혼동을 준다. 연계성이란 교육 내용을 종적, 횡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라고

범박하게 말할 수 있다는 천경록(2014)의 언급과, 연계성은 그간 교육학의 학술 용

어로 정치하게 정리되지 못하였다는 황규호(1999)의 비판은 연계성의 실체가 분명치

않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연계성과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종적 연계’의 개념을 명

료하게 정리하는 일이 요구된다.

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 (중략) 화법과 작문의 개별 내용 성취 기준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6. 평가

가. 평가 계획

(2) ‘국어 Ⅰ’, ‘국어 Ⅱ’, ‘화법과 작문’, ‘문학’, ‘고전’ 등 다른 과목과

연계성을 가지며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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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교육 국면에서 ‘연계성’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등을 아우르는 포

괄적인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연계성 개념을 정련하고자 한 연구(김진숙,

2006; 남수경 외, 2009; 김진숙 외, 2013; 황규호, 2013; 최선희, 2020 등)를 비롯하여

범교과 혹은 개별 교과마다 교육의 연계성을 종횡으로 검토하는 연구(김창복,

2001; 강정원, 2004; 장명림 외, 2014; 이효녕·여채영, 2015; 장혜원 외, 2015 등)들이

축적되어 왔으며, 국어과 연구로는 최성덕(2007), 신호철(2009, 2010), 천경록(2014)이

대표적이다.

물론 몇몇 연구를 제외하면 ‘연계성’ 개념 자체에 집중한 연구보다는 특정 교과나

영역에서 내용 간의 연계성을 적용하고 검토한 미시적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럼

에도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연계성’의 의미 영역에는 Tyler(1949)의 내용 조직의

기준인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 포함되며, ‘계속성’과 ‘계열성’은 ‘종적 연계’에,

‘통합성’은 ‘횡적 연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더하여, 상술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에 ‘접합성’과 ‘연결성’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들어 연계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에 연계성의 개념으로 통용되어 온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접합성’, ‘연결성’을 살피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종적 연계성에 중점을 두어 논

의를 전개한다.

먼저 ‘계속성(continuity)’은 Tyler(1949)의 교육과정 종적 조직 원리 중 하나로서,

중요한 요소나 지식을 수직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학교급에 걸쳐 계속

적으로 동일한 요소, 지식, 기능을 교육 내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계속성을

문법 교과에 적용한다면 ‘문장 성분’을 이해해야 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학기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급에 이르기까지 해당 개념을 지

속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특정 지

식을 교육 내용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시간 간격을 두고 구성하는 교육 내용의 수

직적인 조직으로 귀결된다(김진숙, 2006: 92).

이러한 계속성은 학습자의 발달적 연속성(developmental continuity)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실제로 계속성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이러한 계속성이 연계성의 일환에서 타당하게 구현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동일한 내용을 중복한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희진·

최기영(1997)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사회과 교육 내용의 중복을 지적하면서,

이는 서로 다른 학교급에서 독자적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한 데 원인이 있어 계속

성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실적 여건상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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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때 학교급 간 활발하게 교류하기 쉽지 않음을 고려하면, 학교급에 따라 반복

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더해진다.

다음으로 ‘계열성(sequence)’은 교육 내용이 학교급에 따라 발달된 형태로 선정

되고 조직되어야 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앞선 계속성이 ‘공통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계열성은 종적 관계에서 학습 내용의 ‘심화’와 ‘확충’에 방점이 있

으며, 이러한 학습의 폭과 깊이는 학습자의 능력을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수

적이다. 즉, 계열성의 유지는 계속성을 증진하고, 계속성은 계열성을 확보하는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계열성은 학습 효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더욱 중요

한데, 선수 학습과 이를 바탕으로 심화되고 확대된 후속 학습의 효과적인 연결은

학습자가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교두보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계열성은 곧

‘학습자의 발전’(황규호, 1999)을 위한 종적 연계에 해당한다.

한편, 비교적 위계가 뚜렷한 성격을 지닌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학습자의 발달과

수준에 따라 개념이 계열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반면 문법 교과는 상술한 교

과처럼 개념의 위계 관계를 뚜렷하게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학

교급에 따라 시간 차를 두고 학습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 학습자를 위해서는 계열

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 ‘학습자’가 자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종적 연계의 의미 영역에 포함되는 ‘계속성’과 ‘계열성’을 비교하여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위

학교급

계속성 계열성

이전

학교급

[그림 20] 계속성과 계열성의 개념79)

79) [그림 20]은 김진숙(2006)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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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성(integration)’은 교육 내용을 인접 영역이나 교과를 고려하여 수평적, 횡

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문법 영역에서 피동 표현을 아직 학습하지

않았는데 쓰기 영역에서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고쳐 쓰게 하거나, 국어 교과에서

보고서 쓰기를 아직 가르치지 않았는데 과학 교과에서 보고서 쓰기를 요구하면 교육

내용의 통합성은 낮아지게 된다(천경록, 2014: 409). 이러한 통합성은 교육 경험의

통합성에 따른 누가적 효과(cumulative effect)의 촉진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Tyler(1949)는 특정 학년에서 교과 내용끼리 통합성을 유지하면 각 교과 지식은

서로를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관점의 적용 범위를 넓혀 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통합성과 관련하여 Fogarty(1991)나 Case et al.(1994)은 통합성의 의미를

기존의 수평적인 것에서 수직적인 개념으로까지 확대하여 풀이한 바 있다.80) 혹자는

이러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의 연계성을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과 같이

쪼개어 생각하기보다는 ‘통합성’의 단일 개념으로 포괄하여 서술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김진숙, 2006: 98)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통합성을 광의의 의미로

보더라도 결국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만들 때에는 통합성의 실현을 위해 계속성과

계열성 각각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지금껏 통합성은 횡적

의미가 더 일반적이고 친숙하게 받아들여져 온 경향성을 고려하면, 상술한 포함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접합성(articulation)’은 학교급 간 전환기를 겪는 시기에서의 연계를 말

한다. 접합성의 어원은 동물 뼈의 마디나 식물의 마디를 연결하는 관절로, 초등학

교와 중학교를 예로 들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라는 특정 시기의 연결

성을 일컫는다. 즉, 학교급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이 아닌 학교급 사이에 접합되는

부분만을 특정하는 것이다.81) 그런데 접합성은 접합 지점의 연계 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 간의 상호 관계도 포함하므로 그 관계는 종적일 수도, 횡적일 수도 있다

80) Fogarty(1991)는 교과 간 유사한 기능, 주제, 개념들을 통합하는 것은 학습자가 개념을 연결하는

통합적 방식으로 학습을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서, 10가지의 통합 모형을 통해 교육과정의 통합

방식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방식을 제시하였다. 한편, Case et al.(1994)은 교육과정 접합성 프로

젝트(Curriculum Articulation Project)를 통해 접합성의 개념을 ‘수직적 통합성’으로서 설명한

바 있다(장지원, 2015: 233에서 재인용).

81) 접합성은 일반적으로 학교급 간 전환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나 학년, 더 좁게는 학기 사이의

연계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 교과서의 접합성을 분석한 천경록

(2014)에서는 학교급 간 접합성의 개념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 84 -

(황윤세·유제순, 2006). 물론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육 내용을 모두

학습한 6학년과 중학교의 전 교육 내용을 학습한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를 상정한

다는 점에서 각 학습자는 전환기에 속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전환기가 아닌 초·중학교 간의 종적 연계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접합성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연결성(relation)’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연결성은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차원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차원의

연계에도 관심을 둔다. 연결성의 관점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연계에

대해 논의한 김창복(2001), 김창복·김민진(2006)에서는 유치원에서의 활동 중심, 놀이

중심, 생활 중심, 주제 중심 교수·학습 방법이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연결성은 다층적인 차원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이 내적·

외적으로, 횡적·종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김진숙(2006:

102)에서도 연결성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각 교육과정이 터한 교육적 기반 시설과

학교 교육 자체적인 연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전체적이고 거시

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연결을 지칭하는 연결성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종적 연계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연결성이 내포하는 의미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점

에서 연결성을 본 연구의 핵심어로 내세우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종적 연계성’은 ‘계속성’과 ‘계열성’을 중핵의 의미로 내

포한다. 이때, ‘계속성’은 ‘계열성’에 포함되며, 계속성은 ‘반복’이라는 ‘내용의 범위’,

‘계열성’은 이에 더하여 ‘심화’라는 ‘내용의 수준’과, ‘확충’이라는 ‘내용의 범위’ 모

두에 초점이 있으므로 종적 연계성에는 ‘내용 범위’와 ‘수준’이 한데 관여하게 된다.

이에 ‘내용 범위’를 ‘확대, 반복, 축소, 비약, 단절’로, ‘수준’을 ‘상향, 동일, 하향’으로

세분하면, 각각이 결합하여 [표 19]와 같이 총 11가지의 연계 형태가 도출된다.82)

[그림 21] 학교급 간의 접합성 개념도(천경록, 2014: 410)

82) 장혜원 외(2015)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연계성 분석 준거를 ‘확대-반복-축소’,

‘상향-동일-하향’과 같이 제시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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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종적 연계의 내용 범위 및 수준

[표 19]에서 ‘비약’이나 ‘단절(소멸)’은 학교급 간의 연결 고리가 없어 연계 자체를

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계열성’이 ‘계속성’을 전제로 함을 주지

하면, 학교급에 따라 내용 범위가 ‘반복’, ‘확대’되되, 그 수준이 ‘상향’되어야 적절한

종적 연계가 된다. 이에 ‘상향 축소, 동일 확대, 동일 반복, 동일 축소, 하향 확대,

하향 반복, 하향 축소’는 종적 연계의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종적

연계는 ‘상향 확대, 상향 반복’과 같이 내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그

리고 내용 수준이 상향되는 경우만이 해당된다.

즉, ‘종적 연계성’은 학년(군),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반복되는

형태이되, 내용 수준이 상향되어 연계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교육 내용에

따라 ‘상향 확대’가 타당한지, 또는 ‘상향 반복’으로 연계되는 것이 적합한지의 판

단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앎에 대한 조사가 요청된다.

3.2. 종적 연계의 원리

그렇다면 ‘계속성’과 ‘계열성’이 주가 되는 ‘종적 연계성’은 어떠한 원리로서 실현될

수 있는가? 선행 연구들에서는 연계성의 개념만을 논의할 뿐 종적 연계의 실현에

관여하는 원리 차원은 규명하지 못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실용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교과서의 종류와 학습 내용의 다양화가

강조되는 최근의 추세 속에서 연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황규호,

2013)을 주지할 때 ‘종적 연계 원리’의 정립은 그 필요성이 더해진다. 실용적인 원

리가 제안된다면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평가하고, 교과서를 개발할 때 분석 기준

으로 활용하여 국어과 내용 조직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천경록, 2013: 284).

수준

내용 범위
상향 동일 하향

확대 상향 확대 동일 확대 하향 확대

반복 상향 반복 동일 반복 하향 반복

축소 상향 축소 동일 축소 하향 축소

비약 비약

단절 단절(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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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표 20]과 같이 문헌 연구를 통해 범교과 차원의 교육 내용 선

정과 조직에 관여하는 ‘종적 연계 원리’를 탐색한 후, 문법 교과 특정적인 원리를

추출한다. 이후 학습자의 문장 구조 관련 지식 상태 및 개념화 양상 분석을 통해

앞서 연역적으로 추출하였던 종적 연계 원리를 기반으로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문법 교과 일반의 종적 연계 원리만으로 설

명될 수 없는 경우 귀납적인 과정을 통해 문장 구조 교육 특정의 종적 연계 원리를

추가적으로 설정한다.

요컨대, ‘원리’의 사전적 정의가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임을 고려하면, 원리는

상위 차원에서 여러 규칙들을 비롯한 모든 층위를 제어하는(구본관·신명선, 2011:

263-267)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종적 연계 원리 또한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

원리가 먼저 상정되어야 세부 내용 혹은 영역별로 기본적인 틀을 토대로 한 방향

성을 얻을 수 있고, 원리의 구체화가 가능하다. 국어과 전 영역의 공통 기준으로서

내용 선정의 일반 원리를 ‘적합성의 원리’, ‘적절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정당

성의 원리’, ‘공평성의 원리’(교육과학기술부, 2011: 5)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 것에

서도 상위 차원에서의 원리 설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표 20] 문장 구조 교육 종적 연계 원리의 도출 과정

우선, 종적 연계를 추동하기 위한 원리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종적 연계의 의미

영역에 해당하는 ‘계속성’과 ‘계열성’에 내재한 특성과 원리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림 22]와 같이 계속성과 계열성에 해당하는 원리를 밝혀 이를 종합하면 곧 종적

연계의 실현 원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론적 검토 학습자 분석 종합

범교과에 해당하는

종적 연계 원리 도출
→

① 연역

학습자의 문장 구조

제반 지식 상태 분석 ① 연역

→
② 귀납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연계 원리확립
⇣ ⇣

문법 교과 특정적인

종적 연계 원리 도출

학습자의 문장 구조

개념화 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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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 계열성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종적 연계 원리’

+

종적 연계성

[그림 22] 종적 연계성의 개념과 원리의 관계

종적 연계 원리의 정립을 위해 먼저 ‘계속성’, ‘계열성’과 관련하여 교육학 일반

에서 원리 차원으로 논의된 대표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계속성과 계열성에 대한 교육학 논의

주지하듯 ‘계속성’은 수직적 조직을 위한 교육 내용의 ‘반복’을 가리킨다. 전술하

였듯 Tyler(1949)는 특정 기능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면, 이 기능이 연마되고

발달될 수 있도록 순환적이면서도 ‘계속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명한 바

있다. 즉, 중요한 교육 요소를 시간을 두고 연습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계속성 계열성

Tyler(1949)
-특정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강조

하기

-적용의 폭, 활동 범위 확대하기

-분석이 수반되는 서술 활용하기

-보기의 설명을 위해 더욱 큰

원리들이 수반되는 특정의 보기

들을 전개하기

Bruner(1960) -나선형 설계
-나선형 설계

-반복 심화의 원리

Gagné(1970)
-선수 학습을 통한 학습 위계

설정

Posner &

Strike(1976)

-계열성 조직자인 ‘세상, 개념,

탐구, 학습 이론, 활용’과 관

련된 배열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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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반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계속성은 ‘반복의 원리’로써 실현

되며, 이는 [표 21]에서처럼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런데 ‘계속성’은 앞선 [그림 22]와 같이 엄밀히 말하면 ‘계열성’과 대등적이라

기보다 계열성에 포함되는 속성을 가진다. 이는 다시 말해 ‘계열성의 원리’가 ‘계속

성의 원리’를 포괄함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복의 원리’와 같이 독립

적인 원리로 명명하는 것은 ‘계열성’은 ‘반복’보다는 ‘심화’와 ‘확충’에 더욱 중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계열성’은 [표 21]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한 학습에서 복잡한 학습으로’,

‘선행 필수 학습’, ‘전체 학습에서 부분 학습으로’, ‘연대순 배열’과 같은 네 가지의

학습 원리를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Smith et al., 1957; Ornstein & Hunkins,

1988, 장인실 외 역, 2010; 서영진, 2010). 무엇보다 이 원리들은 Posner & Strike

(1976)가 [그림 23]처럼 계열성의 조직자를 ‘세계’, ‘개념’, ‘탐구’, ‘학습 이론’, ‘활용’

으로 범주화한 데 포함된다는 점에서 Posner & Strike(1976)를 중심으로 ‘계열성의

원리’를 논할 수 있다.

[그림 23] 학습자와 주제의 상호 작용(Posner & Strike, 1976: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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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학습자와 주제의 상호 작용 과정을 표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교육

내용 계열을 위한 조직자가 설명된다. 상술한 그림은 두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되

는데, ‘주제’와 ‘학습자’가 그것이다. 먼저, ‘주제’ 영역은 ‘지식’과 ‘지식의 발생 방식’을

포함한다. 따라서 ‘주제’에는 ‘세계에서의 현상’, 현상에 대한 지식인 ‘개념 체계’,

지식 생성 과정인 ‘탐구’ 측면의 세 가지로 구별된다. 한편, ‘학습자’ 영역은 ‘학습

과정’과 ‘활용 과정’을 포함한다. ‘학습 과정’은 학습 결과로 귀결되며, ‘활용 과정’은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는 학습의 활용 측면으로 이어진다. 상술한 바를 간단히 명

명하면 ‘세계’, ‘개념’, ‘탐구’, ‘학습’, ‘활용’과 같다.

각 조직자는 다시 하위 범주를 갖는데, ‘세계’는 세계 현상의 ‘공간’, ‘시간’, ‘물리적

속성’을 고려하는 배열 원리로 여러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 간의 경험적 관계를

반영하는 원칙이다. ‘개념’은 지식의 구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집합 관계, 명제 관계,

정교성, 논리적 선후’ 등 개념 간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둔다. ‘탐구’는 해당 분야의

학자들이 사용한 탐구 절차의 순서를 고려한 것으로, 개념의 일반화된 지식을 ‘탐

구의 논리’와 ‘경험의 과정’에 근거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학습 이론’은 학습 심리

학을 기반에 둔 것으로 ‘경험적 선후 관계, 친숙성, 난이도, 흥미, 내면화’ 등을 중

심으로 한 배열 기준이다. ‘활용’은 학습 결과가 활용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 ‘활용

과정’과 ‘빈도’를 포함한다.

한편, 김국현 외(2018)는 이 같은 조직자를 근거로 통일 교육 내용을 보인 바 있

는데, 이 연구에서는 각 조직자가 의미하는 사례를 제시하였을 뿐 종적 연계의 관

점에서 원리 차원까지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Posner & Strike(1976)를

바탕으로 ‘계열성의 원리’를 [표 22]와 같이 추출하였으며, 이는 최선희(2020)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원리를 명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정련하였다.83)

[표 22] 계열성 원리의 추출

83) 일례로 최선희(2020)에서 계열성 원리를 추출한 과정과 그 내용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일치하나, ‘일관성 추구의 원리’와 같이 명명하였던 것을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의 원리’와 같이

간명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직자 하위 범주 내용

⇒

종적 연계 원리

세계
공간

-가까운 곳→먼 곳

-아래→위
공간 확장의 원리

시간 -연대기적 순서 시간 순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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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계’ 조직자의 경우 ‘공간’, ‘시간’, ‘물리적 속성’을 각각 ‘공간 확장의 원리’,

‘시간 순서의 원리’, ‘물리적 속성 고려의 원리’로 구분하였다. 공간 관계를 고려한

계열화는 가까운 것에서 먼 것, 아래에서 위로 등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삶의 공

간에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확장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공간 확장의 원리’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시간을 고려한 계열화는 주로 연대순 배열을 뜻하며, 사회

과의 역사 영역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원리로서 ‘시간 순서의 원리’로 명명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속성을 고려한 계열화는 크기, 나이, 모양, 변의 개수,

밝기, 경도 등 수많은 물리적 특성을 토대로 한 배열을 말하며, 따라서 ‘물리적 속성

고려의 원리’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주로 사물의 속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연 과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물리적 속성

-크기, 나이, 모양, 변의

개수, 경도, 밝기 등 물리적

속성을 고려한 순서

⇒

⇒

물리적 속성

고려의 원리

개념

집합 관계 -전체에서 부분 초점화의 원리

명제 관계
-명제 구성의 개념적 일관성

-기술의 일관적 방향
일관성의 원리

정교성
-개념의 폭과 깊이를 더하여

조직
심화의 원리

논리적 조건 -개념의 논리 및 구조적 조건 구조화의 원리

탐구
탐구 논리 -귀납, 연역, 반증, 검증

탐구 과정의 원리
탐구 경험 과정 -탐구 과정 및 절차

학습

경험적 선후

관계

-유관한 선행 조직자 내용

제시
상호성의 원리

학습자

친숙도 -학습자가 친숙한 내용

종적 연계의

실현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서의

학습자

난이도
-학습자에게 쉬운 것→어

려운 것

흥미 -학습자의 흥미 고려

내면화
-학습자가 내면화한 지식

고려

발달 -학습자 발달 수준 고려

활용
활용 절차

-문제 상황에서 지식이 적용

되는 과정 실제성의 원리

활용 빈도 -활용 빈도 및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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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조직자의 경우 ‘집합 관계’는 ‘초점화의 원리’로, ‘명제 관계’는 ‘일관성의

원리’로, ‘정교성’은 ‘심화의 원리’로, ‘논리적 조건’은 ‘구조화의 원리’로 명명할 수

있다. 우선, ‘집합 관계’는 계층의 속성을 조사하기 전에 일반 계층을 먼저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김국현 외, 2018: 84-85). 이를 문법 영역에 대입해 보면, 낱낱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등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교육하기 전에 학습자가

상위 범주로서 ‘문장 성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에서 부분으로의 방향을 뜻하는 ‘초점화의 원리’로 칭하였다.

이어서 ‘명제 관계’는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내용 요소를

배열하는 것으로 기술 방식의 ‘일관성’에 해당한다. 미시적으로는 학교급 간 용어의

사용부터, 개념의 하위 속성별 기술 순서, 규칙에서 사례로 나아가는 기술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일관된 논리가 포함된다. 일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문장

성분의 통사적 속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의미적

속성을 먼저 기술하고 있는 것도 ‘일관성의 원리’에 따라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정교성’은 개념이 점차적으로 정련되고 심화되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열성’ 개념의 정의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심화의 원리’와 같이 명명할 수 있다.

이때, 전술한바, ‘계열성’에서 강조되는 ‘심화’는 필연적으로 ‘계속성’에 해당하는

‘반복’을 전제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속성의 원리’로 제기하였던 ‘반복의

원리’와 ‘계열성의 원리’인 ‘심화의 원리’가 하나의 원리로 집약되어야 한다고 판단,

이들을 한데 묶어 ‘반복·심화의 원리’로 명명한다.

이어서 ‘논리적 조건’은 개념 사이의 관계에 의존하는 논리에 따라 내용 요소를

배열하는 것(김국현 외, 2018: 85)으로, 이는 다시 말하면 개념들이 구조적으로 연결

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육 내용이 일관된 논리로 꿰어져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곧 ‘구조화’와 일맥하는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한바, 교육 내용의 ‘구조화’는

종적 연계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구조화의 원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탐구’ 조직자는 지식을 생성하고 발견하는 중심에 있는 것으로 해당

학문의 연구자가 행한 탐구의 방법과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탐구 논리’와 ‘탐구

경험 과정’을 종합하여 방법적 차원에서 ‘탐구 과정의 원리’로 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탐구’는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회 탐구’, ‘과학 탐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전술하였듯 ‘문법 탐구’ 또한 교육 내용이자 교수·학습 방법으로 위상을

정립하였으므로 종적 연계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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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조직자의 경우 ‘경험적 선후 관계’는 선수 학습이 후속 학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종적 연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특정 내용과 관련한

선행 조직자를 적절하게 가져와 교육 내용 간의 연결 고리 마련에 주목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상호성의 원리’로 명명할 수 있겠다.

한편, ‘친숙도’, ‘난이도’, ‘흥미’, ‘내면화’, ‘발달’ 등은 모두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

화하고 실현하는 판단 기준으로서의 ‘학습자’ 기준에 해당한다. ‘친숙도’는 교육 내

용이 학습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익숙한 것에서 그렇지 않은 것의 순서를 따라야

함을 말한다. ‘난이도’는 말 그대로 학습자에게 덜 어려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의

순으로 배치하여야 함을 뜻한다. ‘흥미’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발달’은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

하고 조직해야 함을 의미한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학습자 고려의 원리’와 같이 하나의 원리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적 연계 원리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교육 내용 선정 및 조

직’의 기준에 ‘학습자’가 자리한다는 사실을 주지하면, 학습자는 교육 내용의 효과

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중심에 서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다른 원리와 동

일한 층위에서 논의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는 종적 연계의 실현을

위한 전(全) 원리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통어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마

땅하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활용’은 학습자가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

절차’와 ‘활용 빈도’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이 구성되고 배열되어야 함을 말한다.

즉,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가장 자주 접하는 내용이나 미래의 경험에서 예상되는

활용 횟수에 근거해야(김국현, 2018: 87) 할 뿐 아니라, 삶에서의 활용을 돕도록 학

습자의 실제가 반영되어야 한다. 문법 영역에서는 이를테면 학습자가 내재화한 지

식을 언어생활에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종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실제성의 원리’로 명명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 원리는 ‘공간 확장의 원리’, ‘시간

순서의 원리’, ‘물리적 속성 고려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반복·

심화의 원리’, ‘구조화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와

같이 총 10가지가 도출된다. 이 같은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4]와 같이 요

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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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 계열성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반복의 원리

+

종적 연계성

공간 확장의 원리, 시간 순서의

원리, 물리적 속성 고려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심화의 원리, 구조화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상

호성의 원리

실현

⋅공간 확장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

⋅시간 순서의 원리 ⋅구조화의 원리

⋅물리적 속성 고려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그림 24] 종적 연계 원리

그런데 이러한 종적 연계 원리는 범교과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 특성

이나 영역별 교육 내용에 따라 배제되거나 혹은 부각되는 원리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리 간 상호 작용 양상 또한 상이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에 국어과

교육 내용의 계열성에 접근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리 고찰이 요구되며(천경록,

2013: 287), 본 연구는 국어과 중에서도 문법 교육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법 교육

특정 원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 선정과 위계화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민현

식(2002), 민현식(2011)에서 언급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먼저 민현식(2002:

84)에서는 문법 지식의 위계화는 단순한 것부터 가르치는 ‘복잡성’, 학습자가 배우기

쉬운 것을 고려하는 ‘학습성’, 교수자가 가르치기 쉬운 것을 고려하는 ‘교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민현식(2011: 134)에서는 문법 영역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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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성격이 강하고 각 지식의 위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 위계화 시 특히

‘학생’과 ‘학문’ 요인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다시 말해, 학생의 수

준과 흥미를 고려하면서, 교육 내용 항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정합성과 위

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정립한 종적 연계 원리를 문법 교육에 대

입해 보자. 먼저, ‘시간 순서의 원리’는 주지하듯 교육 내용이 연대기적 순서를 따

라야 하는 것이므로 국어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문법 교과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

유사한 이유로 ‘공간 확장의 원리’ 또한 인지 언어학에 이론적 근간을 두지 않는

이상 문법 교과 특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 ‘물리적 속성 고려의 원리’의 경우

전술한바, 천문학, 지질학, 비교 해부학 등의 과학 교과에 해당하는 원리이므로 문법

교육과는 관련성이 전무하다.

반면, ‘초점화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는 민현식(2002)의 ‘복잡성’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현식(2002)의 ‘학습성’은 민현식(2011)의 ‘학생’ 요인에 주목해야 판단 가

능한 것으로, 본 연구의 관점에 따르면 ‘학습자’는 종적 연계 원리의 실현을 위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 외 ‘일관성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실

제성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을 돕는다는 점에서 문법 교육에

서도 주목해야 하는 원리임에 다름없다. 한편, ‘교수성’의 경우 교육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된 후 실제 수업 현장에서 발현되는 교사의 자율성에 해당하므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차원에서부터 고려하지는 않는다.

정리하면, 문법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종적 연계 원리는 다음 [표 23]과 같이

‘초점화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 ‘구조화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의 7가지가 된다.

[표 23] 문법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

종적 연계성

적용 범위
종적 연계 원리

교육 전반

∙공간 확장의 원리

∙시간 순서의 원리

∙물리적 속성 고려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

∙구조화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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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듯 문법 교육에 해당하는 원리를 추출해 내더라도, 이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용 범주에 따른 원리별 세부 내용이 요구된다.

음운 교육, 단어 교육, 문장 교육, 담화 교육 내용 각각이 종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원리의 세부 내용이 같을 수 없고, 무엇보다 언어 단위별로 학습자의 지식 상태

또한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부각하여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를 위한 원리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학교 종적 연계안을 보이고자 한다.

문법 교육

∙초점화의 원리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방향성을 뜻하며,

개념의 범주적 속성에서 변별적 속성

으로 나아가야 하는 원리

∙일관성의 원리
문법 용어의 사용, 개념의 기술 순서

및 방식이 일관되어야 하는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

교육 내용이 학교급에 따라 반복됨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폭과 깊이가 심화

되어야 하는 원리

∙구조화의 원리

개념 사이의 관계에 의존하는 논리에

따라 내용 요소를 배열해야 하는 것

으로, 개념들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문법 탐구의 방법과 과정에 따라 학

교급 간 탐구의 단계, 수준,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원리

∙상호성의 원리

선수 학습이 후속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특정 내용과 관련한 선행 조

직자를 적절하게 가져와 교육 내용

간의 연결 고리를 마련해야 하는 원리

∙실제성의 원리

언어생활에서의 원활한 활용을 돕도록

학교급 간 학습자의 실제를 반영해야

하는 원리

반영 및 판단

기준 학습자의 지식 상태 + 교과 내적(학적)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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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 도출

1. 문장 구조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분석

1.1. 학교급별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분석

Ⅱ장에서는 종적 연계의 개념과 원리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정립하고, 학습자의

지식을 살피는 것이 교육 내용 종적 연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에 대해 논구하였다.

이에 Ⅲ장에서는 학교급별 학습자의 문장 구조 제반 지식 상태를 분석하여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를 위한 원리를 구체화한다.

∙정답률에 따른 분석

∙문항 간 연결 관계에

따른 분석

학교급별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양상 분석

지식 구조도를 통해

도출된 현상 종합

면담을 통한

개념화 양상 분석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 도출

∙지식 구조도에서 도출된

현상의 확인 및 추가적

양상 파악

문장 구조 교육 종적

연계의 쟁점 추론

[그림 25] 학습자 지식 분석을 통한 종적 연계 원리 도출 과정

우선, 학교급별 학습자의 평가 결과 도출된 지식 구조도를 학교급에 따라 문장

구조의 교육 내용 범주별로 세분하여 표면적인 양상을 살핀다. 이때, 지식 구조도는

정답률을 기준으로 학습자의 이해도가 낮은 문항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유관 개념

임에도 연결 관계가 단절되어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을 함께 분석한다. 이렇듯 지식

구조도를 통해 드러난 학습자의 실태는 면담을 통해 확인된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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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구조도에서의 양상을 검증해 줄 뿐 아니라 지식 구조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학습자의 개념화 양상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를 위한 쟁점을 추론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표 24] 문장 구조 교육 종적 연계 원리의 구체화 과정

문장 구조 교육

종적 연계 원리의

구체화

학교급별 학습자 지식 분석을 통한 문장

구조 교육 연계의 쟁점 초점화

↓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립한 문법 영역 일반의

종적 연계 원리에 쟁점 적용

↓

적용되지 않는 양상 출현에 따른 문장 구조

교육 종적 연계를 위한 새 원리 상정

그렇다면,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자. 전술한바,

학습자의 지식 상태 분석은 지식 공간론에 따른 지식 상태 분석법을 통해 이루어

진다. 그간 학습자로부터 내면화된 지식의 양상이나 지식을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나(김은성 외, 2007; 조진수,

2014; 김미나, 2015; 이관희, 2015; 제민경, 2018), 주로 학습자의 지식을 단선적 평

가를 통해 점수화된 실체로 파악하거나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 경험 기술지 등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왔다. 전자를 현상을 계량적으로 접근하여

일반화하는 양적 차원으로, 후자를 연구자의 감식력을 통한 해석과 분석이라는 질적

차원으로 구분할 때 지식 공간론은 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84)

지식 공간론은 문항 반응 이론 중 하나로, 기존의 평가 방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

웠던 평가 문항 간의 관계와 집단별, 개인별 정보를 집합, 벡터 공간, 순서 관계와

같은 수학적 사실들을 통해 논리적 체계로 설명한다(최선희, 2019ㄷ: 67). 이 이론은

84) 통상적으로 연구 방법을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이분할 때, 지식 공간론은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속성이 강하다. 양적 연구의 특징과 완전히 일치하지 이유는 이 이론을 이

용하여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통의 통계 처리 방식처럼 양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아

(김승동 외, 2002) 정량화 과정에 따른 통계적인 오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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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gnon & Falmagne(1998), Albert & Lukas(1999)에서 제안되었으며, Doignon

& Falmagne(2015), Albert & Lukas(1999), Falmagne et al.(2013)에 의해 발전되었다.

지식 공간론은 수학 심리학을 넘어 ‘퍼지 지식 공간론’(장이채 외, 2002; 박달원

외, 2003)과 ‘ALEKS(Assessment and Learning in Knowledge Spaces)’85)로 연구

분야가 확장되었으며, 최근까지도 국내외에서 계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86)

지식 공간론에 따르면 어떤 평가에서 피험자가 응답한 문항들의 집합은 각 문항이

내포한 지식을 나타내므로 이를 통해 평가 개념들의 위계를 밝힐 수 있으며, 학습

자가 구성한 현재의 지식 상태와 수준의 파악이 가능하다(이종학, 2017: 16). 무엇

보다 지식 공간론은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학습자의 실증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용할 가치가 높으며, 개념 간의 위계 관계뿐 아니라

연결 관계까지 드러내 주므로, 유관 개념임에도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연결이 단절된

지점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한편, 지식 공간론은 위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수학, 과학, 컴퓨터 교과

등에서 적용되어 왔는데, 문법 교과는 상술한 교과와는 그 특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이론의 적용이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지식 공간론의

목적은 교과에 상관없이 개념별로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지식이 심리적 어려움이나

특정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상하 관계가 나타난다면, 이를 구조도로 가시화하여

관련성을 보이는 데 있다.

더하여, 규범 영역을 제외하고 음운, 단어와 품사, 문장 등은 언어 단위를 중심

으로 문법 영역의 위계적 성격을 논할 수 있다는 논의(송현정, 2017: 178)를 비롯

하여, 학습자를 실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교육 내용 구성은 문제적임을 보인 연구

결과(최선희·구본관, 2019ㄱ) 등은 문법 교육에서 지식 공간론의 적용 가능성과 필

85) 지식 공간에 기반을 둔 평가와 학습을 뜻하는 ‘ALEKS’는 수학 분야의 교재, 화학, 입문 통계,

비즈니스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개인 지도 및 평가 프로그램이다. ALEKS는 수치화된 평가

점수에 기초하기보다는 지식 공간론을 사용하여 평가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답변을 통해 학

습자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를 조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원활한

학습을 위해 미국의 고등 교육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86) 지식 공간론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승동 외(2002), 변두원 외(2002, 2004), 박상태 외(2005),

김석천 외(2007), 김석천(2008), 박상태(2010), 윤마병(2010), 김유진 외(2011), 이형재 외(2011),

윤회정 외(2015), 이형재·박상태(2015), 이종학(2017), 최선희·구본관(2019ㄴ), Falmagne &

Doignon(2011), Eppstein(2013), Falmagne et al.(2013), Taagepera & Arasasingham(2013),

Ünlü et al.(2013), Doignon & Falmagne(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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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대변한다.87) 이관희(2009: 233-234)에서도 지식 공간론에 적합한 평가 도구가

구성되면 문법 교육에서 역시 이 이론의 적용이 가능함을 논한 바 있다.

요컨대, 지식 공간론은 ‘지식 구조’, ‘지식 공간’, ‘지식 상태’, ‘지식 경로’를 기반

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평가 문항 전체를 집합 Q, 지식 상태를 K로 설정하고 평가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족(Q, K)을 ‘지식 구조(knowledge structure)’로 명명한다.

이때, 지식 구조(Q, K)에서 공집합 ∅는 모든 문항을 틀린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뜻하며, 전체집합 Q는 문제를 모두 맞힌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말한다. 결국 지식

구조 K의 각 원소는 학습자가 해결한 문항의 집합이자 해당 학습자의 ‘지식 상태’가

되며, 집합 Q의 부분집합들의 개수인 


가 지식 상태의 최대가 된다.88) 이와 관련

하여 [그림 26]은 Doignon & Falmagne(2015)에서 제시한 지식 구조의 도식으로,

문항으로 대별되는 지식 상태들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6] Knowledge structure in ‘Q={a,b,c,d,e,f}’89)

87) 물론 문법 교육 내용을 수학과 같이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의 학습을 따르는 위계적

성격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학습 방법이나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언어 단위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의 방향이 학습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같은 판단 역시 학습자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은 파

편적 지식의 임의적 배열이 아닌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바탕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88) 수학적으로 지식 상태들의 모임은 공집합 ∅와, 전체집합 Q를 포함한 집합 Q의 부분집합들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예컨대, 평가 문항 전체의 집합 Q={a,b,c,d,e,f}에 대해 지식 상태

K가 K={∅,{d},{a,c},{e,f},{a,b,c},{a,c,d},{d,e,f},{a,b,c,d},{a,c,e,f},{a,c,d,e,f},Q}이면, 집합족 (Q, K)는

하나의 지식 구조가 되는 것이다.

89) [그림 26]을 개념에 대한 지식 상태의 포함 관계 측면에서 분석하면, 먼저 개념 a와 c,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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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간론에서는 지식 구조 (Q, K)와 집합 Q의 두 원소 p, q에 대하여 Q에

서의 관계 ≤을 p≤q ⇔ ∈ 
∈

 라 약속하면, 이때 ∈ 
∈

는 ‘q를 포함하는

모든 지식 상태는 p를 포함한다.’는 것을 뜻한다(이종학, 2017: 18). 이는 곧 문항

q를 해결한 학생은 문항 p를 해결할 수 있다는 추론으로 귀결됨과 동시에 문항 간

위계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학습 경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예컨대

두 집합 Q={a,b,c,d,e}와 K={∅,{a},{b},{a,b},{b,c},{a,b,c},{b,c,e},{a,b,c,e},{a,b,c,d},Q}인

지식 구조(Q, K)에서 각 지식 상태에 대한 포함 관계는 Kd⊆Ka, Ke⊆Kc, Kd⊆

Kc, Kd⊆Kb, Kc⊆Kb이고, 이는 문항이자 개념 간 순서 관계인 a≤d, c≤e, c≤d,

b≤c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추이적 성질을 반영하여 구조화한 다이

어그램으로 표현하면 [그림 27]과 같은 순서도가 도출된다(윤마병, 2010: 13).90)

[그림 27] Hierarchy of evaluation items(concept) 

이렇듯 충분히 많은 학습자91)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 평가 문항을 통해

e와 f는 각각 동일한 집합족 Ka = Kc, 그리고 Ke = Kf에 존재하므로 a를 안다는 것은 c를

알고 있다는 것이 되고, e를 알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f를 알고 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지식

공간론에서는 지식 상태 {d}에서 지식 상태 {a,b,c}로, 또는 지식 상태 {e, f}에서 지식 상태

{a,c,e,f}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a와 c 중에서 하나의 개념만 파악하면 가능하다고 여긴다.

90) 지식 공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윤마병(2010) 참고.

91) ‘충분히 많은 학생’이라는 표현이 불분명하여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학습자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학습자 수에 관한 명료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충분히 많은

학습자의 정보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정보를 최대한 객관화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많은 학습자가 평가에 참여하더라도 학습자 답안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될 것이다. 이에

다수의 학습자가 같은 평가 문항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다른 학습자의 지식 상태와 비교하여

특정 학습자의 현재 지식수준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일정 수 이상의 학습자를 필요로

한다. 학습자 수가 정확히 명시된 바는 없지만 윤마병(2010)에서는 178명을, 이형재 외(20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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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식은 위계화되고 학습 경로가 설정될 수 있다. 물론 모든 학습자가 학습

경로에 제시된 단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서로 다른 경로를 거치는 사례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지식 상태에 대한 기준이다. 일반적인

기준과 경로가 제시되어야 이를 토대로 학습자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교사의

교수학적 의사 결정 역시 타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

구는 학교급별 학습자의 평균적인 지식 상태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바이다.

학습자의 지식 상태는 지식 상태 분석법을 통해 분석된다. 이 분석법은 지식 공

간론을 기반으로 하며, ‘위계 분석법’과 ‘인정률’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우선, 평가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모르는 문제를 우연히 맞히거나,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평가에서 주목

하고자 하는 범위 이외의 상황과 능력은 존재할 수 있으나, 문항 반응 이론에서처럼

이러한 변인들은 직접적이고 양적인 관찰이 어려운 잠재적 특성이 된다. 더하여,

평가 문항은 지식 공간론에 따르면 이분법적으로 채점이 가능하게끔 구안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임의의 평가 문항 a, b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반응의 경

우의 수는 다음의 4가지로 압축된다(김승동 외, 2002).

[표 25] 문항 a, b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 맞힘, X: 틀림)

[표 25]에서 ‘n₃= 0’은 ‘b를 맞히고, a를 틀린 학생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a와 b를 맞힌 학습자의 집합을 각각 A, B라 하면  ∩ ∅이고, B⊂A를 의

미한다. 따라서 b를 맞힌 경우 a를 맞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a를 맞힌 학습자가 b를 틀리게 되는 경우이며, 따라서 b를 맞힌다는 조

건은 a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서는 136명을, 이형재(2015)에서는 17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로 200명 이상의 학습자를 기준으로 하여 총 430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

다는 점에서 충분히 많은 학습자라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a b 인원수

○ ○ n₁

○ X n₂

X ○ n₃

X X n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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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학습의 일반적 순서를 논한다면 ‘a를 학습한 후 b를 학습한다.’는 개념 a, b

사이의 관계 a≤b를 구성할 수 있다.92) 이와 유사하게 ‘n₂= 0’이라는 것은 ‘a를

맞히고, b를 틀린 학생은 없다’를 뜻하므로, A⊂B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a를 맞힌

학생은 b를 맞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문항 a와 b를 동시에 해결한 n₁이

많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a, b는 유사한 수준임을 뜻하며, 문항 a와 b를 모두 틀린

n₄가 많다는 것은 이 정보만으로 두 지식 간 관계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평가 도구를 수학적 이론에 터하여 제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

에서의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평가 상황에서는

통제가 다소 어려운 예외가 존재하는데, 학습자가 성실하게 답하지 않거나 문항을

우연히 맞힌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표 25]에서 각 경우의 수에 해당

하는 인원수가 0이라는 것은 위계 분석 상황을 명료히 하여 학습 순서를 정당화

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 상황에서는 학습자의 추측과

불확실성이 작용하므로 언제나 ‘n₂= 0’이나 ‘n₃= 0’인 실험실적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이종학, 2017: 20).

따라서 평가 결과의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0에 가까운 의미를

내포하도록 새로운 관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식 상태 분석법에서는 어느

정도로 불확실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로 ‘인정률’(윤마병, 2010: 19-20)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표 25]에서 n₂와 n₃의 인정률 m을 
 



× ≤ 을

만족하는 값으로 정하는데, 대체로 이 인정률은 0.1이하로 설정한다.9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역시 0.1의 인정률을 사용하여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 상태 분석법을 적용하여 지식 구조도가 도출되는

세부적인 과정은 [표 26]과 같다. 지식 구조도 도출을 위한 알고리즘 작성은 Excel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s)로 이루어졌으며, 지식 구조도는 MS Office

2018 Excel 매크로와 VBA(Visual Basic Application)를 통해 도출되었다.

92) 한편, 관계 ‘=’는 동치 관계이다. 집합 X에서 동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집합론에서 임의의 원소

a, b, c에 대해 ‘반사적(a=a)’, ‘대칭적(a=b이면 b=a)’, ‘추이적(a=b, b=c이면 a=c)’인 관계가 성립

함을 뜻하는 것이다.

93) 이는 통계적으로 오차의 허용 한계를 10% 이내로 하여 분석하였다는 의미이다.



- 103 -

[표 26] 문항 간 구조도 도출 절차

1단계 학습자의 평가 결과 입력

↓

2단계 지식 상태의 선별

↓

3단계 문항 간 위계 관계 분석

↓

4단계 하세(Hasse) 정보 처리를 통한 단순화

↓

5단계 지식 구조도(하세 다이어그램) 작성

먼저 1단계는 평가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문항별로 맞으면 1을, 틀리면 0을

입력한다. 2단계는 지식 상태를 선별하는 단계로, 평가에 불성실하게 임한 학습자의

결과는 전체적인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술한 두 가지의

조건(‘(1) 모르는 문제를 우연히 맞히는 경우는 없다.’, ‘(2)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실

수로 틀리는 경우는 없다.’)에 만족하는 답안만을 분석 자료로 채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모든 학습자를 면담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문제를 우연하게 맞혔는지, 또는

맞힐 수 있음에도 실수를 했는지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이에 지식 상태 분석

법을 적용한 논의들(김석천, 2008; 윤마병, 2010; 이형재, 2015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문항을 성실하게 답한 경우만을 분석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본 연구 또한

이와 같은 전제를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3단계인 문항 간 위계 관계 분석은 [그림 28]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행과

열은 모두 문항 번호를 의미하며,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은 1과 0으로 표현된다.

‘1’은 ‘열 번호의 문항 ≼ 행 번호의 문항’을 뜻하는데, 문항 a, b에 대하여 ‘문항 b를

포함하는 모든 지식 상태는 문항 a를 포함한다.’가 성립할 때, a≼b와 같은 순서

관계로 나타낼 수 있음을 말한다. 예컨대, 그림에서 2행과 1열이 만나는 지점이 ‘1’

이라는 것은 1≼2의 관계가 성립하며, 2번 문항을 맞힌 학습자는 1번을 맞혔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94) 반면 ‘0’은 이와 같은 위계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94) 지식 공간론에 따르면 문항 a, b에 대하여 ‘문항 b를 포함하는 모든 지식 상태는 문항 a를 포

함한다.’가 성립할 경우, ‘a≼b’와 같은 순서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만약 ‘a≼b’와 ‘b≼a’가

동시에 성립하면 두 문항 a, b를 동일한 문항으로 취급하여 한 문항을 제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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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문항 간 위계 분석 과정

4단계는 앞선 단계에서 도출된 위계 관계를 하세 정보를 통해 단순화하는 절차

이다. 3단계까지의 과정을 통해 분석된 두 문항 사이의 관계는 지식 구조도 작성을

위해 더 간결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는 추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순서 관계

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예컨대 문항 a, b, c에 대해 a≼b≼c가 성립하면 a

≼c가 도출된다. 다시 말하면, ab(문항 a와 b를 맞힌 학습자 집단), bc(문항 b와 c를

맞힌 학습자 집단), ac(문항 a와 c를 맞힌 학습자 집단)가 성립한다고 할 때, 문항

간 관계를 순서화하기 위해서는 ab, bc 정보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ac는 자료를 처리하는 데 혼란을 가중한다. 따라서 4단계는 모든 문항의 순서 관

계에서 추이적 관계로 생성되는 관계를 제외하여 하세 정보를 통해 자료 처리를

간략화하는 과정이다.

5단계는 앞선 하세 정보를 평면에 도식화하여 지식 구조도로 나타내는 절차이다.

이 도식을 ‘하세 다이어그램(Hasse diagram)’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 지식 구조

도는 문항 간 위계 관계가 포함된 것이므로 층위가 구분되어 그려지며, 이러한 양

상은 전술한 지식 공간론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도출된 도

식을 문항별 정답률을 고려하여 높낮이를 조절하면 최종적인 지식 구조도를 얻을

수 있다(김석천, 2007: 46). 도식화를 위해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윤마병(2010)을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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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도출 결과

상술한 분석 과정 및 방법을 바탕으로 먼저,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 집단(초등

학교 문장 교육 내용을 모두 학습한 상태, 이하 ‘초등 학습자’)과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집단(중학교까지의 문장 교육 내용을 모두 학습하였으나 아직 고등학교 문장

교육 내용은 접하지 않은 상태, 이하 ‘중등 학습자’)의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아울러 ‘초등학교 6학년 집단 A와 B’, ‘고등학교 1학년 집단 C와

D’를 대상으로 각각 집단 간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초6: p=.247, 고1: p=.295)

[표 27] 문장 구조에 관한 평가 결과

학교급 학교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초등(초6)
A 145 10.56 1.81

B 65 10.44 1.94

중등(고1)
C 100 18.27 2.95

D 120 19.33 2.64

[표 27]에서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의 평균 점수는 10.5점(24점 만점, 정

답률 43.75%),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의 평균 점수는 18.8점(40점 만점, 정답률

47%)으로 나타났다.95) 이는 최선희·구본관(2019ㄴ)의 결과(초등 정답률: 41%, 중등

정답률: 45%)와 매우 유사하다. 문항별 정답률을 다음과 같다.

[표 28] 문항별 정답률

95)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2차에 걸친 예비 조사와, 학교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교급별 학습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남녀 간 차이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문항 학교급 핵심 개념/하위 요소
정답률(%)

초등 중등

1 초중등 문장의 짜임(구조) 40.6 52.2

2 초중등 문장의 짜임(구조) 52.0 55.8

3 초중등 문장의 짜임(구조) 53.2 53.8

4 초중등 문장의 짜임(구조) 62.0 64.8

5 초중등 문장의 짜임(구조) 61.5 65.6

6 초중등 문장의 짜임(구조) 30.5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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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답률을 내용 범주에 따라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 ‘문장의

확대’로 나누어 평균하면 [그림 29]와 같다. 물론 동일한 내용 범주 안에서도 문항별

정답률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문장의 짜임 - 문장 성분 - 문장의 호응 - 문장의

(1) 중등 문장 성분/절 41.0

7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50.0 55.2

8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32.8 37.2

9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목적어 50.2 55.4

10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목적어 45.4 46.5

11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서술어 50.2 52.0

12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서술어 41.0 50.0

13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목적어, 서술어 50.2 55.6

14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34.8 50.0

15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서술어 40.2 55.8

16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목적어, 서술어 40.0 56.8

17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서술어 31.8 51.8

18 초중등 문장 성분/주성분-주어, 목적어, 서술어 50.0 53.5

19 초등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분석

(2) 중등 문장 성분/격조사 38.5

(3) 중등 문장 성분/부속 성분의 개념 44.2

(4) 중등 문장 성분/부속 성분-관형어 50.0

(5) 중등 문장 성분/부속 성분-부사어 50.2

(6) 중등 문장 성분/부속 성분-독립어 51.4

(7) 중등 문장 성분/주성분-보어 44.3

(8) 중등 문장 성분/서술어 자릿수 50.0

(9) 중등 문장 성분, 기본 구조 분석

20 초중등 문장의 호응/목적어, 서술어의 호응 33.6 38.8

21 초중등 문장의 호응/피동 호응 40.5 55.4

22 초중등 문장의 호응/주어, 부사어, 서술어의 호응 40.8 50.2

23 초중등 문장의 호응/주어, 서술어의 호응 31.2 38.2

23-1 초중등 문장의 호응/주어, 서술어의 호응

(10) 중등 문장의 확대/문장 확대의 개념 35.2

(11) 중등 문장의 확대/어미 42.4

(12) 중등 문장의 확대/겹문장 50.0

(13) 중등 문장의 확대/대등하게 이어진문장 45.2

(14) 중등 문장의 확대/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43.2

(15-

1∼5)
중등

문장의 확대/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

술절,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24.2

(16) 중등 문장의 확대/문장 성분, 안은문장 43.4

(17) 중등 문장의 확대/이어진문장, 안은문장 22.8

(18) 중등 문장의 확대/안은문장, 안긴문장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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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순으로 정답률이 감소하여 지금껏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이 조직되어 온 흐름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교급에 따라 무엇에 유의하여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하는가이다.

[그림 29] 내용 범주별 정답률

전술한바, 본 연구의 평가 문항은 최선희·구본관(2019ㄴ)에 따르며, 이는 ‘내용

타당도’, ‘정답의 객관도’, ‘문항의 명료성’, ‘신뢰도’, ‘변별도’, ‘문항 반응 분포’ 등이

검증된 것이다. 이 중 지식 구조도에는 텍스트 작성 문항과 문장 성분 및 짜임을

분석하는 19번/(9)번 문항96)을 제외한 초등 22문항, 중등 39문항(초등 22문항 + 중등

17문항)에 대한 결과만이 활용된다. 제외한 두 문항은 학습자 면담에서 소용된다.

주지하다시피 지식 구조도는 학습자의 심리적인 위계(Wilson, 1985)이자 지식

상태를 보여 준다. 이때, 지식 구조도의 높이는 곧 학습자의 정답률과 직결되는데,

가장 아래 층위에 위치한 문항은 정답률이 높아 학습자가 많이 맞힌 문항이고, 위로

갈수록 정답률이 낮아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문항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슷한

층위의 문항들은 정답률이 유사함을 뜻한다. 물론 정답률과 교육 내용의 난도는

96) 초등 19번 문항이자 중등 (9)번 문항은 주어진 문장의 성분을 분석하고 해당 문장의 짜임을

적는 것으로, 이분 문항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다양한 답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아 지식 구조도 도출에서 제외하고, 면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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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있으나, 주지하듯 지식 공간론에서는 문항은 곧 특정 개념에 대한 문법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며, 이에 평가 결과를 통한 학습자의 지식 상태이자 심

리적 위계를 교육 내용 구성 시 주요하게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 구조도에서 나타나는 문항 간 연결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문항끼리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학습자는 해당 문항들을 관련지어 인지하고 있음을

뜻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각 문항에 관계된 개념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도

학습자는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뜻한다. 따라서 이 같은 지점은

교육 내용의 연결 고리를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초등 평가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의 지식 구조

도와, 초·중등 평가 문항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를 [그림

30], [그림 31]과 같이 도출하였다.97) 주지하듯 두 지식 구조도는 해당 학교급의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모두 학습한 학습자의 평균적인 지식 상태를 확인하여 초·

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연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그림 30]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97) 지식 공간론에서는 전체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를 개인별로 맞힌 문제와 틀린 문제가 표시된

지식 구조도로 변형이 가능하며, 이는 개별화 학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학습자에 관한 문제는 학교급 차원에서의 연계 문제를 해결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차원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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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98)

(2)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① 문장의 짜임

본 항에서는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술한 지식

구조도의 양상을 교육 내용 범주별로 살핀다. 먼저, 초등학교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에서 ‘문장의 짜임(기본 구조)’에 대한 부분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98) 학습자의 평가 결과를 지식 상태 분석법의 절차에 따라 Visual basic excel programming으로

구현하게 되면 위계에 따라 문항 번호가 순차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 구조도를 수월하게 파악하기 위해 결과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위계의 층위에 따라 문

항을 번호대로 배열하였다. 이는 애초에 평가 도구가 문항 번호에 따라 공통된 범주로 묶여

있으므로 해석의 편의성을 더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내용 범주에 따라 문항의 표식을

임의적으로 달리하여 개념 간의 연결 관계 또한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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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문장의 짜임’에 대한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문장의 짜임’은 평가 문항 1-6번에 해당하며, 문장의 짜임의 개념 및 종류, 주어

부와 서술부의 구분, 서술부(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에 대한 개념, 문장의 짜

임과 문장 성분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결과, 문장의 짜

임에 대한 문항은 4단계의 층위로 나뉘었다. 서술부에 대한 4, 5번 문항이 가장 하

위에, 그 위로 문장의 짜임을 문장에 적용하는 2, 3번 문항이, 이어서 문장의 짜임의

하위 종류를 묻는 1번 문항이, 그리고 가장 상위에는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묻는 6번 문항이 위치한 양상이다.

특히 4, 5번 문항의 정답률이 전체 문항 중 가장 높다는 점에서 초등 학습자는

‘어찌한다’와 ‘어떠하다’를 구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4

학년에서 제공되는 사전 교육의 영향일 것인데, 단어의 기본형과 활용형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지식을 얼마간 습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99)

그런데 학습자는 ‘어찌한다’와 ‘어떠하다’의 구별이 가능한 것이지, 서술어의 개념

으로서 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임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어지는 ‘문장 성분’에서 기술한다.

한편, 문장을 주어부와 서술부로 구분하는 3번 문항은 4, 5번 문항과 연결선이

99) 혹자는 이를 국어 교육의 영향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의 간섭

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어 교과서에서는 사전을 통해 3-4학년 때 품사를 직

간접적으로 다루는 반면, 영어 교과서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개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떠하다’, ‘어찌한다’의 특성을 아는 것은 사실상 ‘품사’와 관련

성이 깊은 것으로 문장 범주 내에서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연계의 범위를 ‘문장의 구조’로 제한하였으므로 품사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

계의 필요성을 밝히는 정도로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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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반면, 문장의 짜임을 문장에 적용해 보는 2번 문항은 다른 문항과 어떠한

연결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

누기는 하나,100) 문장의 짜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함의한다. 문장의 짜임의 하위 종류를 묻는 1번 문항과 2, 3번 문항이 모두 독립된

관계를 이루는 양상 역시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를 더해 준다.

이렇듯 학습자가 문장의 짜임과 관련된 문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은 문장이 주어부와 서술부로 구성된다는 근본적인 개념부터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101) 그렇기에 문장의 짜임이 무엇인지, 문장의 짜임이

문장 성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조적으로 체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관계를 묻는 6번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으며, 이 문항과 다른 문항

과의 연결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를 방증한다.102)

이처럼 학습자가 유관 개념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지 못한 채 낱낱을 파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태는 개념을 온전히 자신의 지식으로 구성하지 못한 결과임에 다

름없다. 무엇보다 학습의 연속성에 따른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의 연결이 중요함을

주지하면, ‘문장 성분’의 선수 학습인 ‘문장의 짜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상은

문장 구조 교육 전체를 놓고 보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문장의 짜임에 대한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양상을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기준으로 개념의 이해 수준이 양호한 경우와, 그렇지 않아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로 양분하고, 지식 상태 부족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요 양상’, ‘세부 내용’, ‘관련

개념’으로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여기서 ‘관련 개념’이라 함은 초등학교에서 학

습자가 특정 내용을 정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결이 요청되는 개념을 의미한다.

100) 평가 결과 학습자는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직관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이

또한 해당 문항의 정답률이 50% 미만에 머물러 있어 다수의 학습자가 이러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1) 이는 [그림 32]에서 드러나는 문항 간의 부분적인 연결과 정답률로부터 추론 가능하며, 면

담으로부터 더욱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Ⅲ장 2절에서 후술한다.

102) 한편, 학습자의 평가 결과가 문항 자체의 형식적, 구성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두 동일한 형식의 문항

으로만 묻는 것은 오히려 타당성이 떨어지며,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평가 도구는 검사법의 절

차에 근거하여 검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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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문장의 짜임’에 대한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양상

↓

‘문장의 짜임’인 ‘누가/무엇이+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는 그간 초등학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이해가 저조한 것은 ‘문장의

짜임’이 ‘문장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에도 양자의 연결에 주의 깊게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엄밀히 말하면 학교급 간이 아닌 초등학교 내의 문제

이나, 학교급 내의 연계는 궁극적으로 학교급 간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학교급 내의 문제 또한 학교급 간 연계의 일환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장의 짜임’은 ‘문장 성분’의 선수 학습이다 보니 문장의 짜임을 다루면서

문장 성분 개념을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없는 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술한 문

제적 현상들은 ‘문장 성분’의 학습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 즉, 문장 성분을 교육

내용화할 때 선수 학습인 문장의 짜임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상호성의 원리’에 따르면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내용 범주 주요 양상 세부 내용 관련 개념

문장의

짜임

문장 짜임의 하위

종류에 대한 이해

부족

-문장은 기본적으로 두 부분

(주어부, 서술부)으로 구성

-누가/무엇이+어찌한다/어떠

하다/무엇이다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을 문

장에 적용하는 데의

어려움

-문장(목적어가 포함된 문장,

겹문장 등)을 문장의 짜임과

연결 및 적용

�문장 성분

�겹문장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에 대한 연결

고리 부재

-‘누가/무엇이’는 ‘주어’, ‘어찌

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는 ‘서

술어’에 해당

�문장 성분

지식 상태 주요 양상

양호
∙문장의 서술부인 ‘어찌한다’와 ‘어떠하다’에 대한 이해

-‘어찌한다’와 ‘어떠하다’의 차이 인식

부족

∙‘문장의 짜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

-문장의 짜임의 하위 종류에 대한 미흡한 이해

-문장의 짜임을 문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결여

-문장의 짜임과 주어, 서술어에 대한 연결 고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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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학습 간격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통

상적으로 문장의 짜임은 중학년에서, 문장 성분은 고학년에서 다루다 보니 학습

시기의 격차가 문제로 부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가영(2012: 29)에서는 문법 개념이

학습자에게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지식이 되는 주된 이유로 교육과정의 특성상 교육

내용이 시차를 두어 분절된 채 교수·학습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은 바 있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학습 시기의 조정이 어렵다면, 유관 개념 간 긴밀한 연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관 개념의 연계가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의 평가 결과로부터도 증명된다. 다수의

학습자는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누구나

건강을 / 지킬 수 있다.’와 같이 목적어를 주어부에 포함하여 구분하는 오류를 범

하였다. 이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문장의 짜임에서 목적

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게 된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개념의 핵심적인 공통 속성을 포착해 가는 과정임(이관희,

2015: 71)을 주지할 때, 유관 개념 간의 연결 고리는 학습자의 내면화된 이해를 담

보하기 위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선수 학습인 문장의 짜임과 후속 학습인

문장 성분을 긴밀하게 연동하여 다루지 않는 이상 현재의 교육 내용만으로는 학습

자에게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에 ‘상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 둘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개선안이 요구되는 바이다.

② 문장의 주성분

초등학교에서는 그간 문장 성분 중 ‘주성분’만을 학습 범위로 상정하여 왔다. ‘문장

성분’과 관련한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를 살펴보자.

[그림 33] ‘주성분’에 대한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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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에서 보다시피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 8번 문항,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찾는 14번 문항, 문장의 주성분이 무엇인지 묻는 17번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아 상위에 위치하였다. 그 아래에는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는 문항, 특정 문장 성

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주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을 고르는 문항이 위

치하였다. 그리고 가장 낮은 층위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항,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는 문항,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쓰는 문항, 목

적어가 요구되는 서술어를 찾는 문항 등이 자리하였다.

이 같은 양상은 개념의 정의를 단편적으로 묻는 문항보다는 개념을 적용하는 차

원의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심리적 위계가 높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는 문장

제반 개념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는 적용과 활용 차원으로의 원활한 발전을 견인하지

못하여 문장 능력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는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 8번 문항이다. ‘친구의

작은 가방이 귀엽다.’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초등 학습자의

대부분은 [그림 34]와 같이 ‘친구’ 또는 ‘친구의’를 주어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유관 개념인 목적어, 서술어 등을 이해할 때도 영

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후 이러한 영향은 필히 상위 학교급의 학습에도 관여하게

되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림 34] 8번 문항에 대한 학습자(㉮-A-48, ㉮-A-79)의 평가지

한편, ‘옷이 예쁘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주어로 ‘옷이’나 ‘옷’을 고르는 비율이 확

연하게 높았는데, 이는 [그림 34]의 현상과 더불어 학습자들이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을 주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렇듯 학습자들은 주

어의 변별적 속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개념을 적확히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03)

103)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주어의 개념을 얼마큼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 학습자의 발달 수준, 상위 학교급의 선수 학습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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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주어의 생략을 찾는 14번 문항의 정답률이 저조하고 다른 문항들과 연결

선이 부재한 것,104) 주어의 정의를 묻는 7번 문항과 문장에서 주어를 고르는 8번

문항 간의 연결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 또한 이 같은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상위 학교급에서는 초등 학습자의 이 같은 지식 상태를 전이해105)로서 주요하게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주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불완전한 지식은 ‘주어+목적어’, ‘주어+목적어+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찾아내지 못하는 실태로 이어졌다. 개념에 대한 불명

료한 이해는 해당 개념을 확대하여 이해하는 상황이나 인접 개념을 추론하여 이해

하게 하는 가늠자 역할을 봉쇄함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결과이다. 주성분 각각의 정

의를 묻는 문항의 정답률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이나, ‘목적어’를 묻는 문항과

‘주어’, ‘서술어’를 묻는 문항 간의 연결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점도 학습자들이 유관

개념 간의 관계적 지식을 구성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

상술한 주어의 사례처럼 개념의 주변적인 속성만을 그 개념의 전부로 치부하는

학습자의 특성은 ‘서술어’에 대한 문항에서도 발견되었다. 12번 문항은 ‘하늘에는

나비가 날고, 땅에는 강아지가 뛰어다닌다.’에서 서술어를 찾는 것인데, 대다수의 학

습자는 문장의 가장 끝에 위치한 ‘뛰어다닌다’만을 선택하였다. 이에는 불충분한

개념 설명을 비롯하여 교과서에서 단문으로 이루어진 예문만을 제공하고 있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등 학습자들은 이미 저학년과 중학년 때 문장을 자세하게 늘여 쓰는

방법을 비롯하여 문장을 이어 주는 말에 대해서 학습한다.106) 무엇보다 초등 학습

자들이 정확한 구조와 의미 관계로 복문을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학습자들이 산출한

위상 등의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며, 자세한 내용은 Ⅳ장에서 논의한다.

104)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최선희(2019ㄴ: 80)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에서 주어가 없음을

인지한 초등 학습자는 50명 중 단 한 명도 없었음을 밝힌 바 있다.

105) ‘전이해(前理解)’는 전숙경(2005)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새로운 지식은 의식적이고 명확한 이해

이전의 이해인 전이해에 비추어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전 학교급 학습자의

전이해는 교육 내용 연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10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1학년 2학기 ‘3. 문장으로 표현해요’ 단원에서는 수식하는 말을

첨가하여 문장을 자세하게 늘여 쓰거나, ‘-(아)서/(어)서’를 통해 앞뒤로 말을 붙여서 문장을 쓰는

것을 다루고 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4학년 1학기 ‘2. 내용을 간추려요’ 단원에서는

쓰기 영역과 관련하여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으로서 이어 주는 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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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중 단문의 비율이 극히 낮다는 사실107)은 홑문장만을 대상으로 한 문장 성분의

교육 내용이 다른 영역과의 연계나 학습자의 실제적인 문장 구성 수준을 간과한

처사임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학습했음에도 개념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개별 학습자와 교사 등의 변인을 차치하고 ‘교육

내용’에 집중하여 보면, 일단 개념의 변별적인 속성이 두드러진 교육 내용으로 제공

되지 못한 것을 주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누가/무엇이’를 ‘주어’로,

‘무엇을’을 ‘목적어’로,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를 ‘서술어’로 설명하고 있다.108)

그러나 ‘조사’가 초등학교의 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격조사에 주목하는 발문

이나 활동이 부재하다 보니 학습자들은 주어나 목적어의 형태적인 속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가’, ‘무엇을’의 ‘대상’과 의미에만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또, 교과서의 예문이 ‘토끼가 뜁니다.’, ‘아이가 공을 던집니다.’처럼 필수 문장 성

분만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이고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러한 형태를 벗어난

문장의 경우 학습자들은 난관을 겪었다. 이관희(2015: 72)에서도 학습자들의 입장

에서 전형성이 부족한 사례가 제시될 경우 학습자들은 해당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

워함을 역설한 바 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 50명 중 단 한 명만이 겹문장에서

주성분을 맞혔다는 최선희(2019ㄴ)의 연구 결과도 이와 연속선상에 있다.

혹자는 전형적인 예문이 초등학교 단계에는 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전형적이고 단조로운 문장만으로 구성된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정확한 이해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109) 이에 종적 연계 원리 중 ‘실제성의

원리’에 주목하면,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문장 생성 수준을 반영하여 부속 성분이

107) 평가 도구의 마지막 문항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간단한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인데,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끊어 본 결과, 홑문장에 비해 겹문장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108) 언뜻 보면 선수 학습인 ‘문장의 짜임’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나 단지 문장 성분의 통사적 속

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 ‘문장의 짜임’에서 문장을 주어부/서술부로 구분하면서 문장의 짜임을

다루는 것과는 연결되어 제시되고 있지 않다.

109) 한편,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을 다루면서 여타 부속 성분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의 부속 성분은 명시적인 교육 내용으로 제공된다기보다 필수 성분과의

비교 대상으로서 등장한다. 그런데 막상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필수 성분이라는 것을 학습하는

상황에서는 부속 성분이 제시되지 않고, 학습 후반부의 확인 문제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오히려

학습자의 이해에 혼란을 가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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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문장, 겹문장 등을 단계적인 예문으로 구성하여 학습자의 명료한 이해를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학습자들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문장의 필수 성분

이라는 상위 범주 내에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지식의 구조는 가장 포괄

적인 개념이 최상단에 자리하고, 개념 속성의 공유 혹은 변별에 따라 하위 개념들이

점차 계열적으로 분화되는 형태로 형성된다는 점(이관희, 2015: 130)을 고려하면,

학습자가 각 요소를 상위 개념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은 해결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는 ‘문장에서 (주어/목적어/서술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와 같은 발문을 통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임을

알도록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누락에 따른 ‘의미 전달 여부’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다른 부속 성분과 비교하여 필수적

성격을 갖는지는 체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주성

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상 개선이 필요하다. 각 요소는

전체 속에서 고유한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지식(홍은숙, 1999: 306)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주성분’과 앞선 ‘문장의 짜임’에 대한 문항 간 연결 관계를 살펴보자.

[그림 35] ‘문장의 짜임’과 ‘주성분’ 관계에 대한 지식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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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에서 보듯이 몇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문항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 이는 앞선 [그림 12]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양상에서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관련 개념어 간의 링크가 부재한 것과 일치한다. 특히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개념을 관련짓는 6번 문항에서 문제의 보기 중 ‘‘누가/

누엇이’는 서술어를 말한다.’, ‘문장의 짜임은 주어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와 같은

단순하고도 명백한 오답을 적절한 답으로 선택하는 학습자도 흔히 발견되어 학습

자의 단절된 지식 상태를 알 수 있다.

요컨대, ‘문장의 짜임’이 ‘문장 성분’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이 됨은 학적 논리로도

자명하다. 시기상으로도 ‘어찌한다’와 ‘어떠하다’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에 ‘서술어’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그림 35]처럼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단절된 양상은 문장의 짜임이 선수 학습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문장 성분을

학습할 때 학습자가 문장의 짜임을 연결소로 삼는 데 실패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연결선이 활발히 나타난 8번 문항(문장에서 주어 찾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역으로 상위에 위치한 8번 문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들이 전제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결과적으로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개

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성분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과, 주성분을

이해하기 위해 연결이 요구되는 개념을 적요하면 다음과 같다.

[표 30] ‘문장 주성분’에 대한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양상

↓

지식 상태 주요 양상

양호
∙문장 주성분의 단편적 정의에 대한 이해

-개념의 변별적, 전반적 속성이 아닌 일부 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개념에 대한 적확한 이해 부족

-개념의 변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 결여

-겹문장 및 다양한 문장 성분이 포함된 문장에서 주성분 분석의

어려움

∙‘문장의 주성분’이라는 상위 범주에 대한 이해 결여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주성분에 속한다는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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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전술하였듯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선수 학습인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간의 연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단편적인 지식은

전체 속에서 구조적으로 이해될 때 유의미한 지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에

특정 지식을 올바른 형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개념 구조의 망을 이해한 상태

(Hirst, 1975)를 뜻한다. 따라서 개념의 범주적 속성 속에서 변별적 속성을 부각해야

하는 ‘초점화의 원리’에 따라 학습자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문장의 주성분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초등학교에서부터 전체적인 구조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주성분이라는 상위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은 문장

성분 학습 과정에서 주성분과 부속 성분을 상위 범주로 구조화하여 문장 성분 간의

관계성을 부여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부속 성분은 초등학교에서 직접적

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성분이라는 상위 범주의 인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장 성분이라는 상위 범주 내에서 각 성분의 변별적 속성을 교육할 때,

초등학교에서도 격조사에 주목할 수 있도록 ‘시각적 입력 강화’110)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주어, 목적어의 형태적 속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도록

110) ‘시각적 입력 강화(Visual Input Enhancement)’는 Smith(1991, 1993)에서 제안한 ‘입력 강화’

로부터 발달된 개념으로 제2언어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 입력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타이포

그래피 단서를 사용하는 입력 강화 전략(글자에 밑줄을 긋는 것, 글자를 굵게 쓰는 것, 글자를

이텔릭체로 쓰는 것, 글자에 색을 입히는 것, 글자의 크기를 달리하는 것 등)의 하나로 다루

어져 왔다. 국어 교육에서는 노하늘(2017)에서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동

및 사동 표현 예시에 대한 강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내용 범주 주요 양상 세부 내용 관련 개념

문장의

주성분

개념의 변별적 속

성에 대한 이해 부족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개

념의 연결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개념

�문장의 짜임

�격조사

문장에서 주성분 분

석의 어려움

-문장(겹문장, 부속 성분이 포

함된 문장)에서 주성분 분석
�겹문장

상위 범주로서 주

성분에 대한 이해

결여

-부속 성분 범주와 구별되는

주성분 범주의 특성

�부속 성분

(범주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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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성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에 따라 전형

적인 문장을 시작으로, 학습자의 문장 구성 수준과 유사한 겹문장을 차례로 제시

하여 학습자가 개념을 확장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풍부한 상황 속에

들어 있는 사례는 예시한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상의 요소와 정보가 포함

되므로(Sierpinska, 1994, 권석일 외 역, 2010: 112) 다양한 형태의 예문은 학습 시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③ 문장의 호응

다음으로, ‘문장의 호응’에 대한 지식 구조도를 살펴보자.111)

[그림 36] ‘문장의 호응’에 대한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표 28]에서처럼 ‘문장의 호응’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물론

초등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로서 문장 성분의 불호응으로 인한 문장의 어색함을 얼

마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문장을 생성할 때에도 일정 수준까지는 호응의 직관적인

체득이 가능할 것이다.112) 그러나 문장의 호응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 성

분에 대한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장에서 어떠한 성분끼리

호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긋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1) ‘문법적 호응’은 20, 21, 23번 문항에서, ‘문법적 호응’과 ‘의미적 호응’을 포괄한 내용은 22번

문항에서 다루었다. 물론 문법적 호응과 의미적 호응은 정확히 양분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문

법적 호응은 문장을 고정된 표지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구조로 파악하거나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해당하며, 의미적 호응은 특정 명제가 그에 수반하는 대상을 의미적으로 제약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송현정(1994, 1996), 박혜림(2018), 최선희

(2019ㄴ) 참고.

112) 이와 관련하여 최선희(2019ㄴ: 83)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문장의 호응의 종류와 그 범

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학습자들이 문장을 쓸 때 해당 문장이 문법적인지 아닌지, 호응이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식을 정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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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식 구조도의 상위에 자리한 20번, 23번 문항에 대한 결과에서 확인된다.

20번 문항은 ‘내 짝은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를 잘 쓴다.’에서 ‘그림을’과 호응을

이루는 말을 찾는 것이며, 23번 문항은 ‘삼계탕은 맛과 영양이 많습니다.’가 어색한

이유를 지적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두 문항에 모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였는데,

문장 성분을 조회 지점으로 삼지 못하여 문장 성분과 호응 사이에 단절이 발생한

것이 그 원인이다. 특히 20번 문항에서 목적어와 호응을 이루는 서술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서술어의 행위나 작용의 대상이 목적어라는 지식의 부재를 함의한다.

요컨대, 그간 문장 성분과 호응은 초등학교에서 핵심적인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어

왔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6국04-06] 국어의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호응 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처럼 문장 성분과 호응이 하나의 성취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이 성취 기준이 구현된 교과서에서는 동일한 단원에서 문장 성분

교육 내용을 먼저 제시한 후 이어지는 차시에 호응을 다루고 있으며, 또 글쓰기

단원에서 호응만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여 문장의 호응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3)

문제는, 문장의 호응은 두 학기에 걸쳐 다루는 데 반해 호응을 이해하는 데 토

대가 되는 문장 성분은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만 제시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단순히 문장의 호응이 어색하다는 것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문장의 호응이 바르지

않은 이유, 서술어와의 호응 관계에 주의해야 할 말, 부사어와 ‘-지 않다’, ‘-지 못

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서술어의 호응 등을 이해할 것을 요구받으며, 이는 모두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21, 22번 문항이 20, 23번 문항보다 위계상 하위에 나타난 것도 21, 22번은 문장

성분 개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얼마간 직관으로 문항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1번 문항은 피동 호응에 관한 것으로, 학습자들은 이를 정

확히 알고 있다기보다 ‘동작을 당하는 주어’에서 ‘당하는’과 같은 표현이나,114) 보

11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학년 1학기 4단원 ‘글쓰기의 과정’에서는 문장 성분을 먼저 다

루고 이어지는 차시에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 쓰기’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5학년 2학기 4

단원 ‘겪은 일을 써요’에서는 문장 성분에 대한 복습이나 심화된 내용 없이 문장 성분의 호응

만을 별도로 반복하여 싣고 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높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은 공통적으로 반복되며, ‘피동 호응’은 1학기 때, ‘꾸며

주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은 2학기 때만 다룬다는 점이 차별된다.

114) 학습자들이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이해했다기보다 ‘당한다’라는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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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제시된 다른 문장과의 비교를 통해 답을 추론한 경우가 많았다. 최선희(2019ㄴ:

68-69)에서도 교과서에서 피동 호응을 다루고는 있지만, 막상 학습자는 문장을 산

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피동 표현을 쓰지 못함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

22번 문항은 각기 다른 종류의 호응에 해당하는 여러 문장 중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고르는 것이다. 그 결과, ‘결코-아니다’, ‘전혀-없다’, ‘별로-아니다’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문제점은 책을 정리하기 힘들었다.’와

같이 ‘주어-서술어의 의미적 호응’(송현정, 1996)의 이해도는 낮았다. 또, ‘나는 어제

빵을 먹을 것이다.’에 해당하는 ‘시제 호응’, ‘동생이 화가 난 까닭은 필통을 잃어버

렸다.’와 같은 ‘부사어-서술어의 호응(왜냐하면-때문이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발견되었다. 이처럼 대체로 규칙화된 문법적 호응에서조차 상당한 오답률을

보이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장의 짜임’, ‘문장 주성분’, ‘문장의 호응’에 대한 연결

관계를 조망해 보자.

[그림 37] ‘문장의 짜임’, ‘주성분’, ‘문장의 호응’ 관계에 대한 지식 구조도

주목하여 문항을 해결한 것은 면담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다. 한편, 문항에서 ‘당하는’과 같은

표현처럼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소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피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교과서에서 제시한 표현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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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간 관계를 보면, 내용 범주끼리 활발하게 연결되기보다는 특정 문항에 한

하여 연결 관계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는 앞서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이 적극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독립된 범주로 나타난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 같은 문제는 일차적으로 초등학교 내에서의 논의를 필요로

하나, 주지하다시피 특정 학교급 내에서의 연계 문제 또한 궁극적으로는 종적 연

계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띠어야 하므로 해결이 요청된다.

문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장의 호응’ 범주가 평가 결과 상위 위계에

위치한 점은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이 ‘문장의 호응’의 선수 학습으로서의 지

위를 지님을 말해 준다. 이때, [그림 37]에서 보듯 연결선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출된

문항은 23번인데, 이 문항은 대부분의 문장 성분 관련 문항, 그리고 일부 문장의

짜임에 대한 문항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반대로 23번 문항을 맞힌 경우라면 하위에

있는 대다수의 문항을 해결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그림 38]은 23번 문항의 대표적인 오답 사례로 학습자의

불완전한 지식이 문제 해결 및 이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림 38] 23번 문항에 대한 학습자(㉮-A-3)의 평가지

학습자가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기한 내용에 주목해 보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습자는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온 부분을 주어로, 중간 부분을 목적어로, 마

지막 부분을 서술어로 간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항은 교과서 예문을 차

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문장 성분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구성해 가기 위해 켜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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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야 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지식은 소거된 채, 구성의 최종 결과물을

요약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교육 내용화가 진행되어(이관희, 2019; 50) 왔기

때문이며, 더하여 그간 추상적인 인지 발달 단계나 일반적인 교육 목표만을 참고

하여 학습자의 현재를 추정하는 지표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문장의 호응과 관련하여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 나타난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문장의 호응’에 대한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양상

↓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호응이 올바른 문장을 생성하는 데에도 난항을 겪었다.115)

‘삼계탕은 맛과 영양이 많습니다.’를 호응이 올바르게 수정하는 23-1번 문항의 낮은

정답률도 이를 방증한다. 요컨대, 교육 내용 자체가 학습자로부터 출발되어 이끌

어져야 한다는 점(Puchta & Schratz, 1993: 3)을 주지하면, 초등학교에서 문장 구조

교육의 종착점인 문장의 호응의 교육 내용은 필히 문장 성분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을 고려한 상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등 학습자의 지식 상태

역시 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의 구성을 위한 시작점으로 삼아야 함이 마땅하다.

115) 간단한 텍스트를 작성하는 평가 문항에서 학습자들은 필수 문장 성분이 생략되거나 호응이

어긋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내용 범주 주요 양상 세부 내용 관련 개념

문장의

호응

주어-서술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에

대한 이해 부족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개념

-문장 성분 간 관계
�문장 성분

호응이 올바른 문

장을 생성하는 데

의 어려움

지식 상태 주요 양상

양호
∙호응이 어색한 문장에 대한 인지

-일부 문장에서 호응의 자연스러움과 어색함 인지

부족

∙호응을 이루는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 결여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대한 이해 부족

-호응이 올바른 문장을 생성하는 데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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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제공된

교육 내용을 모두 학습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지식 구조도는 학교급 간 연계를 구

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표가 된다.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를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와 비교하여 볼 때 자연스러운 발달 혹은 교육의 결과로 해결되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한다. 따라서 [표 32]와 같이 문

항의 정답률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를 중심으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표 32] 중등 학습자 지식 구조도 분석의 중점 사항

정답률 학교급 범위 세부 항목

낮음

초등학교와의

비교 분석

-초등에서 상위의 위계로 나타난 문항이 중등에서

여전히 상위에 위치한 경우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와 비교하여 문항의

위계 관계가 달라진 경우

중등학교 내
-초등과 중등 문항 간의 연결선이 부재한 경우

-중등 문항 간의 연결선이 부재한 경우

높음

초등학교와의

비교 분석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와 비교하여 문항의

위계 관계가 달라진 경우

중등학교 내
-초등과 중등 문항 간의 연결선이 부재한 경우

-중등 문항 간의 연결선이 부재한 경우

우선, 중등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을 기준으로 평균점보다 낮은 경우와 높은 경

우로 양분한 후, 다시 초등학교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와 비교 분석이 필요한 경우와

중등학교 내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세분하였다. 본 연구는 이 중 정답률이

낮아 교육 국면에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하는 사례에 주목한다.

즉,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 상위에 위치한 문항이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도 상위에 위치한 경우와,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는 하위에 위

치하였으나 반대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는 상위로 나타나 위계 관계가

달라진 경우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초등 문항과 중등 문항 간의 연결선이

나타나지 않아 단절된 양상을 보이거나, 중등학교 내에서 유관 개념임에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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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결선이 부재한 경우를 함께 점검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각각이 독립적

이라기보다는 문항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경우별로 나누어 기술하

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취한다.

① 문장의 기본 구조

‘문장의 기본 구조’는 ‘문장의 짜임’을 말하는 것으로,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

장의 구조’ 단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나 교과서에 따라 교육 내용으로

구현하고 있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런데 그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것과

차이가 없어 완전한 ‘반복’을 보인다. 일례로 어느 교과서에서는 ‘우리말 문장의 기본

구조는 ‘누가/무엇이 +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

도의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교과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초등 학습자와 중등 학습자의 문항별 정답률은 어떠할까?

다음 [표 33]을 보자.

[표 33] ‘문장의 짜임(기본 구조)’에 대한 집단 간 정답률

문항 초등 정답률 중등 정답률 집단 간 차이

1 0.406 0.522 0.116

2 0.520 0.558 0.038

3 0.532 0.538 0.060

4 0.620 0.648 0.028

5 0.615 0.656 0.041

6 0.305 0.412 0.107

평균 0.499 0.555 0.056

표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중등학교 학습자의 정답률이 더 높기는 하나 0.05 정

도로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6번 문항은 중등 학습자의 전체 평균 정답률인

약 47%보다 낮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계열을 구성할 때 무엇이 어떠한

기초 위에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Sierpinska, 1994, 권석일 외

역, 2010: 11). 이렇게 볼 때, 문장의 짜임은 향후 등장하는 문장 구조 제반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 된다. 그러므로 가장 처음에 배우는 문장의

짜임에 대한 문항은 지식 구조도상 가장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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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문항이 그렇지 않아 불안정적이다. 우선,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를 살펴보자.

[그림 39]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인 [그림 32]와 비교해 보면, 2, 3번 문항의 위치와

연결 관계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식 구조도의 위아래에 자리한

문항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6번 문항의 저조한 정답률은 중등 학습자도 여

전히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을 정교하게 관계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주지하듯 문법 개념 간 관계는 단원, 내용 범주, 학교급을 넘나들면서 유기적으로

맺어지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연결 고리를 보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6번 문항과 다른 문항 사이의 상호 관련성이 약한 원인을 학습자의 오답

에서 추정할 수 있어 주목된다. 중등 학습자는 초등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기본 구조는 주어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116) ‘문장의 기본 구조에서 ‘어찌한다’는

목적어에 해당한다.’를 맞는 답으로 고른 경우가 꽤 있었으며, 심지어 ‘문장의 기본

구조에서 ‘누가/무엇이’는 서술어를 말한다.’를 선택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는 학

습자가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이 연관되어 있는 방식을 체득하지 못한 결과이며,

다음 [그림 40]과 같은 3번 문항의 오답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이 사례는 초등

학습자의 오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116) 서술어가 자신의 고유한 논항의 개수와 종류에 근거하여 만들어 내는 문장의 기본적 뼈대를

‘문형(sentence pattern)’이라 한다. 문형은 단순하게 나눌 수도,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으나 필

수적 문장 성분의 종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다(구본관 외, 201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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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3번 문항에 대한 학습자(㉯-C-38, ㉯-C-55)의 평가 문항지

그렇다면, 학습자가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관계를 꼭 알아야만 할까? 만일

이 물음에 문장의 짜임을 몰라도 문장 구조 제반 개념을 학습하는 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문장의 짜임은 교육 내용으로서의 가치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문

장의 짜임의 부정어(否定語)인 ‘무엇, 어떠하다, 어찌한다’ 자리에 단어를 대치하면

구체적인 문장이 이루어진다는 점(고영근·구본관, 2008/2018: 260), 문장의 짜임은

수없이 많은 문장을 기본적인 뼈대로 간추려 실용적이고 교육적인 필요에 의해 분

류된 것이며, 문장 성분과 연관을 맺어 통사적 형식의 대표성을 드러낸다는 점(구

본관 외, 2015: 250)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문장의 짜임의 교육적 의의는 분명하다.

이에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상호 관련성을 높이는 방안을 궁구해야 한다.

이상으로 중등 학습자의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한 지식 구조도 양상을 적요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양상

↓
내용 범주 주요 양상 세부 내용 관련 개념

문장의

기본 구조

문장 기본 구조와

문장의 성립 간

-문장은 기본적으로 두 부분

(주어부, 서술어부)으로 구성
�문장 성분

지식 상태 주요 양상

양호

∙문장의 서술부인 ‘어찌한다’와 ‘어떠하다’에 대한 이해

-‘어찌한다’와 ‘어떠하다’의 특성 이해

∙문장의 기본 구조의 종류에 대한 이해

-문장의 짜임의 하위 종류를 구별하여 인식

부족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 성분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결여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의 성립 간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문장의 기본 구조의 부정어와 주어, 서술어에 대한 관계적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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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중등 학습자에게 문장의 짜임에 대한 지식이 풍부히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초등 학습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는 문장의 짜임에 대한 교육 내용이 초

등학교에서부터 동일하게 반복됨에도 적절히 연계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러

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 내용을 재정비하고, 중학교와 구조적으로 연계하여

심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전술한바, 초등학교에서는 문장의 짜임을 교육 내용화할 때, 해당 개념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언어 자료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된 비전형적 언어

자료(주세형, 2008: 313) 제공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이후 문장 성분을 학습할 때

해당 개념을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이 X라는 대상을 이해했다는 것은 X가 실제로 이해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

X를 본질 혹은 기초로 하여 다른 무언가를 이해하였다는 것(Sierpinska, 1994, 권

석일 외 역, 2010: 10)을 뜻하므로, 문장의 짜임이 어느 정도 내면화된 지식으로

자리 잡아야 문장 성분과 상응하는 지점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교에 이르러서는 학습자의 심화된 이해를 추동

하고, 문장의 짜임이 문장 성분 인식의 기제로 확고히 기능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일관성의 원리’에 따라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문법 용어 자체는

불완전하여 개념 정의가 쉽지 않으므로(민현식, 1991: 1) 학습자의 이해에 방해 요

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초등학교에서의 ‘문장의 짜임’과 중등학

교에서의 ‘문장의 기본 구조’가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임을 상기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용어의 일치를 꾀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전술하였듯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문장의 짜임’, ‘문장의 성립’,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세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껏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축적해야 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에 다름없다. 상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Ⅳ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관계적 이해 부족
-누가/무엇이+어찌한다/어떠

하다/무엇이다

문장의 기본 구조

와 주어, 서술어의

관계적 인식 부족

-‘누가/무엇이’는 ‘주어’, ‘어찌

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는

‘서술어’에 해당

�문장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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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장 성분

중학교 학습자는 초등학교 때의 학습에 이어 문장 성분 전반에 대한 지식을 보다

충분히 내재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117) 그러나 다음 [표 35]처럼 대체적으로

높지 않은 정답률은 문장 성분에 대한 학습자의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 준다.

[표 35] ‘문장 성분’에 대한 집단 간 정답률

한편, 주성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하여 중학교에서도 반복되거나 혹은 2015

개정 교과서의 네트워크 분석에서처럼 기학습된 상태를 전제하고 문장의 확대를

위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문항의 정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 일부 문항은 평균 정답률에 비해 그 수치가 매우 낮아

해결을 요구한다. 문장 성분에 대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를 살펴보자.

117)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교 1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학습자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문항 초등 정답률 중등 정답률 집단 간 차이

7 0.500 0.552 0.052

8 0.328 0.372 0.044

9 0.502 0.554 0.052

10 0.454 0.465 0.011

11 0.502 0.520 0.018

12 0.410 0.500 0.090

13 0.502 0.556 0.054

14 0.348 0.500 0.152

15 0.402 0.558 0.156

16 0.400 0.568 0.168

17 0.318 0.518 0.200

18 0.500 0.535 0.035

평균 0.424 0.516 0.086

(1) 0.410

(2) 0.385

(3) 0.442

(4) 0.500

(5) 0.502

(6) 0.514

(7) 0.443

(8) 0.500

평균 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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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문장 성분’에 대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지식 구조도를 이루고 있는 문항을 보면, 초등 문항과 중등 문항(괄호 표시)의

층위가 뒤섞여 있다. 다만,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 비해 문항 간의 연결 관

계가 복잡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주어를 분석하는 8번 문항은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처럼 가장 높은 위계를 차지하였고, 여전히 [그림

42]와 같이 학습자의 불충분한 이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그림 42] 8번 문항에 대한 학습자(㉯-D-16, ㉯-D-102)의 평가 문항지

위의 사례에 더하여 ‘가방’, ‘가방이’와 같은 오답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관희(2015)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어 교육 전공의 대학교 학습자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어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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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년이 무지개를 바라보았다.’의 경우 ‘그 소년이’까지 주어인지 ‘소년이’만

주어이고, ‘그’는 관형어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애매하다.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된다고 하였으니 ‘그’는 관형어일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그 소년이’까지를

주어로 설정하고 있어 이해가 어렵다.

(이관희, 2015: 123)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등 학습자의 답변이나 위의 대학생이 토로한 어려움은 근

본적으로 문장 성분을 어절 단위로 분석하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다. 이와 유사하게

이지수(2016: 98)에서 또한 ‘예쁜 꽃을’에서 ‘예쁜’은 ‘꽃을’이 아닌 ‘꽃’을 꾸며 주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분을 ‘어절’ 단위로 인식하다 보니 수식 성분의

대상이 되는 피수식어 역시 학습자들은 어절 단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주어라고 생각하였던 초등 학

습자와 비교하면 중등 학습자의 답변은 발전적이나, 그럼에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때, 상대적으로 ‘서술어’에 대한 초·중등 학습자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할 수 있다. 특정 개념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전이력을 동반할뿐더러, 특히 서술어는 문장 구조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서술어를 핵으로 교육 내용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습자들이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현상은 격조사와 관련된

(2)번 문항의 정답률이 낮은 것과 연속선상에 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초

등학교와 달리 대부분 ‘동작, 상태, 성질의 주체’,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성분’,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과 같이 문장 성분의 의미적 속성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통사적 속성이나 형태적 속성은 부차적으로 덧붙이고

있다. 이에 격조사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가 낮은 것은 문장 성분의 변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며, 그나마 명시적 표지가 없는 서술어에 대한

초·중등 학습자의 이해가 높은 것도 연속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에 따라서는 의미적 속성으로 문장 성분을 명료하게 파악하기에 한

계가 있다. 다음의 이병규(2016ㄴ)의 설명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잘 드러난다.

목적어를 ‘서술어의 동작 대상’으로 설명하면 ‘그는 의사를 사위로 삼았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의사’ 또한 동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병규, 2016ㄴ: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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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격조사는 성분격을 부여하므로, ‘격’에 조회하여 문장 성분과 그 관계를 파

악하는 것은 문장 성분 이해에 필수적이다. 일례로 보어의 경우 ‘‘되다, 아니다’ 앞

에서 주어를 제외하고 ‘이/가’가 붙는 성분’과 같이 다른 성분에 비해 비교적 명확

하게 설명된다. 그럼에도 관련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낮은 것은 문장 성분은 서로

맞물려 정의된다는 점에서 문장 성분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가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문장 성분에 대한 학습자의 불충분한 지식 상태는 ‘절’ 개념의

이해에도 방해 요인이 되었다. 후술하겠으나 ‘문장의 확대’와 관련된 대다수 문항의

정답률이 매우 저조한 것도 학습자가 ‘절’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직결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문장 성분’에 대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양상

↓

내용 범주 주요 양상 세부 내용 관련 개념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의 형태적

속성의 이해 결여

-문장 성분의 표지로서 격조

사의 종류 및 특성
�격조사

부속 성분에 대한

이해 결여

-문장에서 부속 성분의 역할,

부속 성분과 품사와의 관계
�품사118)

어절 단위의 문장

성분 분석의 어려움

-문장 성분 분석 단위로서의

어절
�어절, 단어, 구

지식 상태 주요 양상

양호

∙문장 성분의 단편적 정의에 대한 이해

-개념의 변별적, 전반적 속성이 아닌 일부 속성에 대한 이해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이해

-두 자릿수 서술어에 대한 이해

∙주성분으로 구성된 문장에 대한 이해

부족

∙문장 성분의 형태적 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

-격조사에 대한 개념 부족

∙부속 성분에 대한 이해 부족

-관형어, 부사어의 문장에서의 역할, 품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 부족

∙어절 단위의 문장 성분 분석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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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여전히 중등 학습자가 문장에서 주어를 적확히 분석하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해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해결의 초점은 종적 연계 원리 중 ‘구조화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등 교육 내용 범주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구조화의

원리’를, 학습자가 문장 성분의 변별적 속성을 체득하지 못한 데에 격조사가 영향을

미친 것은 ‘초점화의 원리’와 ‘반복·심화의 원리’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간 문장을 어절 중심의 평면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학습자가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데 난항을 초래한 현상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③ 문장의 호응

문장 성분의 호응은 전 학교급을 통틀어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것이 전부이다.

이에 중학교에서 문장 성분의 호응이 아닌 문장 구조에 의한 중의적 표현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는 이유에는 현실적 여건의 제약도 있겠지만, 그만큼 학습자가 문장의

호응을 체득했으리라는 가정도 전제되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중등의 학습 내용은

학습자가 이미 초등학교 때 해당 개념을 배워서 획득한 상태라는 가정하에 구성된

것이라는 이지수(2016: 97)의 설명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표 37]에서 보듯 20번, 23번 문항의 정답률이 약 38%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태는 위와 같은 전제의 타당성이 부족함을 비판하는 결과이다.

[표 37] ‘문장의 호응’에 대한 집단 간 정답률

118) 중등 학습자들은 문장에서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를 문장에서 나름대로 구별하는 모습을 보

였는데, 면담 결과 품사와 문장 성분 간의 연결 고리를 촘촘하게 형성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를 벗어나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문항 초등 정답률 중등 정답률 집단 간 차이

20 0.336 0.388 0.052

21 0.405 0.554 0.149

22 0.408 0.502 0.094

23 0.312 0.382 0.070

평균 0.365 0.456 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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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43]의 중등 학습자의 문장 호응 문항에 관한 지식 구조도 또한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 ‘문장의 호응’에 대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묻는 20번 문항, 주어와 서술

어의 호응 관계를 분석하는 23번 문항이 상위에 위치하였으며, 전체 평가 문항 중

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계를 차지하였다. 이에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높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꾸며 주는 말(결코, 전혀, 별로)과 서술어의 호응’, ‘피동 호응’ 등이 중학교에 이르러

소멸되는 것은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다. 더하여, 이 같은

연계 양상은 앞선 [표 19]에 따르면 ‘비연계’에 해당하므로 종적 연계상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어서 문장 성분과 문장의 호응 문항과의 연결 관계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에서 보듯 문장 성분 간 호응을 분석하는 20번, 23번 문항은 그보다 하위에 위치한

대부분의 문장 성분 문항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문장 성분의 호응을 이해한 학습

자라면 문장 성분 지식 또한 갖추고 있음을 함의하며, 다른 한편으로 문장의 호응에

대한 교육은 문장 성분의 명료한 이해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무엇보다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은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교육한다는 사실을 고

려하면, 문장의 호응 역시 문장 성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심화된 교육 내용이 제

공되어야 하며, 이는 ‘반복·심화의 원리’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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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문장 성분’과 ‘문장의 호응’에 대한 지식 구조도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문장의 호응’에 대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양상

↓

내용 범주 주요 양상 세부 내용 관련 개념

문장의

호응

주어-서술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에

대한 이해 부족

-문장에서 문장 성분 분석

-문장 성분 간 호응 관계
�문장 성분

지식 상태 주요 양상

양호
∙피동 호응에 대한 이해

∙호응이 어색한 문장과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별

부족
∙호응을 이루는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 결여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대한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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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장의 확대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에 대한 지식 구축은 최종적으로 지식 구조

확장 범주(주세형, 2008)인 문장의 확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때, ‘문장의 확대’는

복문의 구조에서 문장이 연결되고 또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기는 방식을

말한다. 혹자는 ‘문장 구조’를 ‘복문의 짜임’으로, ‘단문의 구조’는 ‘문형’으로 처리하

기도 한다. 그러나 조진수(2018ㄱ: 56)에서는 단문 구조 역시 문장의 구조에 해당

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는 단문의 구조와 복문의 구조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고,

‘문장의 확대’는 복문의 구조만을 가리키는 경우로 보았으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입장을 따르는 바이다.

‘문장의 확대’에 중등 학습자의 정답률과 지식 구조도를 살펴보면 [표 39], [그림

45]와 같다.

[표 39] ‘문장의 확대’에 대한 정답률

[그림 45] ‘문장의 확대’에 대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문항 초등 정답률 중등 정답률 집단 간 차이

(10) 0.352

(11) 0.424

(12) 0.500

(13) 0.452

(14) 0.432

(15) 0.242

(16) 0.434

(17) 0.228

(18) 0.212

평균 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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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문장의 확대’는 분석적 사고력의 발달뿐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문장으로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증진에 교육적 목표가 있다. 그러나 [표 39]와 같이

학습자가 문장의 확대에 관한 대다수의 문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 잘 마련되고 조직되었는가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먼저, (10)번 문항은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고, ‘겹문장’은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으로, ‘안은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으로, ‘이어진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하

위분류된다는 명제적 지식에 해당된다. 문장의 확대에서 이는 계속적으로 교과서

등에 기술되어 왔음에도 학습자들은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안은문장을 절에 따라

분류하거나, 문장을 특정 방식으로 확대하는 데에 난관을 겪었다. 특히 문장을 확

대하는 방식에 대한 (17)번 문항은 다른 문항들과 연결 관계가 일절 나타나지 않

았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개념망 속에서 각 문법 개념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

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절’((1)번 문항)과 ‘어미’((11)번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 상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명사절,

관형절,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간의 관계를 구조화할 수 있다. 이때, 상위 개념인

안은문장의 분류를 위해서는 전성의 역할을 하는 ‘절 표지’가 비교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는 교과서에 노출하고 있음에도

특정 표지가 등장하지 않는 서술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부재하다. 안은문장이

라면 ‘절 표지’가 드러나야 하고, 그에 대한 명명이 곧 하위분류의 과정인데도(이

관희, 2015: 139) 일관되고 친절하지 않은 기술이 아쉬운 지점이다. 상대적으로 이

어진문장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가 높은 것도 딱히 절이나 연결 어미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양자 간의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며, 문장의 의미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

별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119)

이렇듯 문법 단위, 문장 성분, 문장의 확대에는 ‘절’ 개념이 중요한 연결소로 기

능함에도 학습자들은 ‘절’을 ‘안긴문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는 등 개념 간 관계를

체계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안긴문장이 절이 되는 경우는 안은문장에서만 유효한

기술이며, 이어진 문장의 선후행절은 포괄하지 못한다. 학습자의 이 같은 양상은

119) 그러나 학습자의 이 같은 양상은 ‘안은문장’ 대 ‘이어진문장’과 같은 상위 범주로 제한되며,

학습자는 이어진 문장에 관여하는 연결 어미의 세부 기능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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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위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들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이 일관성을 잃은 데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전술한바 교과서에서의 기술이 그러하다.

한편, 체계기능 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표현된 결과가 아닌 표현 이전의 선택

가능한 체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문장의 확대와 관련한 선택항의 체계가 보다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학습자가 원 텍스트에서 사용된 대등 접속절을 관형

절로 바꾸어 쓸 때, 학습자에게는 표현 이전의 단계에서 접속과 내포라는 기제를

통한 선택항 체계가 잠재적인 영역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조진수(2015, 2018ㄱ)에서 논의된 바 있다.120)

그러나 학습자가 문장 확대 방식의 세밀한 의미 기능을 인식하고 부려 쓰는 수

준까지 나아가려면, 문장의 확대와 관련한 충분한 지식을 내재한 상태여야 할 것

이다. Ⅱ장에서 논의하였듯 지식은 문법 능력 발달을 위한 기저에 자리하기 때문

이다. 앞서 [그림 31]인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도 문장의 확대 관련 문항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문장의 확대를 초등학교에서부터 연계하여

교육 내용화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을 적요하면 다음과 같다.

[표 40] ‘문장의 확대’에 대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양상

↓

120) 조진수(2015: 281)에서는 문장 확대 방식의 변화가 어떠한 기능적 차이를 유발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예컨대 ‘정의된 값을 가지는’과 같이 해당 명제 내용이 관형절로 표현될 경우, 원

텍스트에서와는 달리 ‘전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전제는 문장에서 화자가 청자와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정보를 가리키는데, 관형절을 일종의 전제 유발 장치(presupposition

trigger)로 본다면, 관형절이라는 문장 확대 방식을 선택한 것은 필자가 해당 명제 내용을 독

자와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식 상태 주요 양상

양호 ∙홑문장과 겹문장의 구별

부족

∙문장의 확대의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

-겹문장 유형의 분류 체계에 대한 이해 결여

-문장의 확대 방식에 따른 문장 분류 및 생성의 어려움

∙문장 확대를 위한 연결소에 대한 이해 부족

-절, 어미에 대한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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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 시급한 것은, 초등학교에는 ‘문장의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수 학

습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문장의 확대가 초등학교 학습자 수준에 적합

하지 않다는 판단이나 그간의 관례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지식

상태로 미루어 볼 때, 문장의 확대를 단계적인 과정 없이 전적으로 중학교에서만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후속 학

습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장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문장을 연결

하는 차원에는 주력하지 않고 있어 문제적이다. 이에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의 연결

고리에 주목해야 하는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문장의 확대에 대한 종적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더하여, 학습자가 절이나 어미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문장의 확대 방

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결소를 중심

으로 제반 개념을 구조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에

전술하였듯 ‘일관성의 원리’에 따라 학습자가 겹문장의 유형 분류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절 표지’에 대한 기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궁구해야 할

것이다.

개념 주요 양상 세부 내용 관련 개념

문장의

확대

겹문장 유형의 분류

체계에 대한 이해

결여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등

�홑문장, 겹문

장, 절, 어미,

품사 등

문장의 확대 방식

에 따른 문장 분류

및 생성의 어려움

-대등적으로 이어진문장, 종

속적으로 이어진문장,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

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등

절, 어미에 대한

이해 부족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

절, 서술절, 전성 어미, 연결

어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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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습자 지식 구조도 양상의 초점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항에서는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을 이수한 중등 학

습자의 지식 구조도를 중심으로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초점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등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을 기준으로 지식

구조도의 층위를 ‘하-중하-중상-상’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전술하였듯 본 연구는

학습자가 배웠음에도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내용을 종적 연계상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간주하는바, ‘중상’, ‘상’에 위치한 문항은 모두 학습자들의 정답률이 낮아

심리적 위계가 높은 경우이므로 주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학(2017)에서는 학습자들이 평면도형 넓이와 관련하여 주요한

3단계의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식 구조도로 보이고, 상위 위계에 위치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을 논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간 일반적으로

선행 지식이라고 여겨 왔던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또한

효과적인 종적 연계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기준으로 학습자에게 요구

되는 교육 내용을 판단하고, 무엇에 초점을 두어 연계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살핀다.

하

중상

상

중하

[그림 46] 중등 학습자 지식 구조도의 문항별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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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층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되는 내용임에도

중등 학습자들이 중상 이상의 심리적 위계를 보여 문제시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2) 중상 이상의 위계에 위치한 내용 중 중학교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 경우 중학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교수·학습해야 하는가?’와 같다.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그림 46]을 층위와 학교급에

따른 ‘내용 범주별 문항 수’로 나타내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중등 학습자의 문항별 이해 수준

* ▪: 초등학교 문항

   ▫: 중등학교 문항

종적 연계의 이상적인 형태는 초등학교의 학습 내용이 ‘하’ 또는 ‘중하’ 단계에

위치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나 [표 41]을 보면,

중상 이상의 층위에 속하는 초등학교의 문항이 적지 않아 불안정적인 양상을 띤다.

한편, ‘문장의 확대’와 관련한 문항은 대부분 높은 층위에 자리하고 있어 학습자의

어려움을 예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표 41]을 문항별 내용으로 정리

하여 살펴보자.

[표 42] 중등 학습자 평가 결과에 따른 문항별 내용

단계 내용 초등 중등

1-하

문장의 짜임 ∙문장의 짜임과 문장의 연결 √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의 개념 √

∙서술어로서 동사, 형용사의 구별 √

∙두 자릿수 서술어 √

∙주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 √

문장의 호응 ∙피동 호응 √

상 ▪▫ ▪▪ ▫▫▫▫

중상 ▪ ▪▫▫▫ ▫▫▫▫

중하 ▪▪
▪▪▪▪▪

▫▫▫▫
▪ ▫

하 ▪▪▪ ▪▪▪▪▪ ▪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 문장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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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표 42]를 기반으로 ‘(1) 초등학교에서 학습했음에도 중등 학습자의

심리적 위계가 높은 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①, ②, ③을 학교급 간 종적 연계상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로 주목한다. 상기하였듯 이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등 학습자가 어려워한 것이므로 [그림 47]과 같이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

해당 문항을 표시하여 문제를 한눈에 살펴보기로 한다.

2-중하

문장의 짜임 ∙문장의 짜임의 종류 √

문장 성분

∙서술어의 개념 √

∙문장에서 서술어 분석 √

∙문장 성분의 생략 √

∙필수 성분과 부속 성분의 구별 √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 생성 √

∙문장에서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분석
√

∙서술어의 자릿수 √

문장의 호응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 구별 √

문장의 확대 ∙겹문장의 개념 √

3-중상

문장의 짜임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관계 √

문장 성분

∙문장에서 목적어 쓰기 √

∙부속 성분의 개념 √

∙문장에서 보어 분석 √

문장의 확대

∙절의 개념 √

∙어미의 개념 √

∙이어진문장의 개념 √

4-상

문장 성분
∙문장에서 주어 쓰기 √

∙격조사의 개념 √

문장의 호응
∙목적어와 호응을 이루는 문장 성분 √

∙문장 성분 간 호응 관계 분석 √

문장의 확대

∙문장의 확대의 개념 √

∙문장에서 안은문장 분석 √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생성 √

① 문장의 짜임: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간 관계

② 문장 성분: 문장 성분 분석

③ 문장의 호응: 문장 성분 간 호응 관계



- 144 -

[그림 47] 초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 중등 학습자가 어려워한 문항

[그림 47]과 같이 중등 학습자들이 중상 이상의 위계를 보인 문항의 대부분은

초등 학습자도 해결하기 어려워한 것이며, 유관 문항과의 연결 또한 활발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초등 학습자의 어려움이 중등에 이르러서도 해소되지 못한

것은 종적 연계에서 마땅히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라 하겠다. 한편, 목적어를 분석

하는 10번 문항의 경우 초등 학습자의 정답률은 높은 반면, 중등 학습자의 정답률은

낮아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2) 지금껏 중학교에서만 다루어 온 내용 중 중등 학습자의 심리적

위계가 ‘중상’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의 ④, ⑤에 해당한다. 문장 성분 범주에

서는 ‘격조사’, ‘부속 성분’, ‘보어’ 등이 포함되며, ‘문장의 확대’ 범주에서는 문장의

확대와 관련된 전반이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모두 선수 학습이 부재한 데에 따른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므로 학교급 간 차원에서 교육 내용을 단계화하여 연결 고리를

마련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④ 문장 성분: 격조사 및 부속 성분의 개념, 문장에서 보어 분석

⑤ 문장의 확대: 절, 어미, 이어진 문장, 문장의 확대의 개념, 안은문장 분석,

두 문장을 특정한 문장 확대 방식으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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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논의한 종적 연계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

‘중하’나 ‘하’에 위치한 내용은 배척된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하’에 자리한

중등학교 내용(‘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분석’, ‘서술어의 자릿수’, ‘겹문장의 개념’)에

대한 초등학교에서의 교육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초등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에서 부속 성분과 겹문장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이어

지는 항에서는 상술한 ①-⑤의 쟁점을 구체화하하여 종적 연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을 명확히 하기로 한다.

(1) 개념의 관계적 연결

‘①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간 관계’, ‘③ 문장 성분 간 호응 관계’는 ‘개념의

관계적 연결’에 실패한 사례이다. 먼저, ①의 문제와 관련하여 ‘문장의 짜임’과 ‘주

성분’은 학교급 간 공통적인 학습 요소임에도 초·중학교 학습자가 양자 간의 관계적

지식을 구성하지 못하여 문제적이다. 이는 전술한바, 문장 성분을 다룰 때 선수 학

습인 문장의 짜임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로 자리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문장의 짜임을 교육 내용화하고 있는 교과서 중에서도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의 연결 고리를 서술하고 있는 사례는 드물었으며,121) 그나마

한두 교과서 정도만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그림 48] 박영목 외(2016) ‘2. 문장 구조와 표현 방식’ 중 일부

12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 14종 중 3종에서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을

연결 지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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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마저도 교과서 하단에 소략하게 제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영

향력이 미미하다. 무엇보다 그림에서와 같은 단편적인 설명은 오히려 이어지는 교육

내용에 배치되어 학습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즉, 교과서에 실린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를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누어 보면, 해당 문장은 ‘누구나

(누가) +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어찌한다)’와 같이 구분된다. 이때, [그림 48]에

따르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가 ‘어찌한다’와 동격이고, 이때 ‘어찌한다’는 곧

‘서술어’와 일치한다. 이에 ‘서술부’와 ‘서술어’가 구별되지 않아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관계를 명료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더하여, 앞선 2015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 ‘누가/

무엇이+어찌한다/어떠하다’의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평균 약 0.356으로 ‘문장’(0.4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표로 도출된 것을 고려하면,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적극적인 연결은 학습자가 개념 간 관계적, 구조적 지식을 구성하고, 종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표 43]과 같은 방향으로의 교육적

설계가 필요하다.

[표 43]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연결 고리

주지하다시피 ‘서술어’는 여타 성분과 구별되는 문장 성분 중 하나이자, 문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서

술부’라 명명한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서술어’와 ‘서술부’를 구별하여 다루지

않아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로 지칭되는 서술어 안에서 주어를 제외한 다른

성분들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어려워진다. 문제는, 이 같은 양상이 중학교에 이르러

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에 ‘상호성의 원리’와 ‘반복·심화의 원리’에 근

거하여 종적 연계안이 요구되는 바이다.

문장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문장의 짜임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주어부)

어찌한다

(서술부: 주어를 제외한 부분)

문장 성분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어

|

누가/무엇이

목적어

서술어

|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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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③ 문장의 호응’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초·중등 학습자는 공통적으로

문장 성분 간 호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짧은 문장

에서조차 목적어와 호응을 이루는 서술어를 찾지 못하는 실태는 문장 성분과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연결하여 이해하지 못한 총체적 지식의 부족임에 다름없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강조한바, 문장의 호응은 문장 성분의 후속 학습으로서 학습

자가 적확하고 명료한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문장의 호응 교육은

단순히 문장의 어색함과 모호성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문장의 호응이 바르지 않은

이유, 문장 성분 가운데 서술어와의 호응 관계에 주의해야 할 성분 등을 다루어

학습자의 문법 능력 증진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문장의 호응을 학교급에 따라 반복하지 않아 교육상 단절이 발생한 것

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문장의 호응에 대한 교육 내용이 초등학교와 중

학교에 걸쳐 단 한 차례만 제시되어 학습자의 배울 기회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

이다. 이는 종적 연계 원리 중 ‘반복·심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아도 타당성이 떨

어진다. 그러므로 이 원리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주성분 간의 호응부터 문장 성분

전반으로 확대된 호응 관계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급 간 단계적인 교육

내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2) 문장의 계층적 분석

‘② 문장 성분 분석’의 문제는 문장의 계층적 분석과 관계된다. 요컨대, ‘문장 성

분’은 최현배(1937/1971)로 대표되는 학교 문법 정착 이후에 ‘서술격 조사’, ‘보어’,

‘필수 부사어’ 등이 논쟁거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안정적인 교육 내용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학교급에 따라 도달해야 하는 교육 목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장

성분 교육의 핵심은 문장을 이루는 개별 성분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 성

분을 올바르게 분석할 줄 아는 것이다.122)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 확보한 안정성과

달리 학습자가 문장 성분을 적확히 파악하지 못한 다수의 사례를 살펴보면, 문장

성분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했는지 돌아보게 한다.

앞서 기술하였듯 이러한 실태에는 교과서의 기술상 측면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

122) 이에 더하여 제민경(2015: 131)은 문장 성분에 대한 앎은 문법하는 인간의 문법하기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동원되는 교육 내용으로, 장르성의 인식을 언어화하는 데 중요한 비계 역할을 한

다고 언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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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즉, 문장 성분의 의미적 속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로 하여금

문장 성분 파악의 불분명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때,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에는 ‘격조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표지가 드러나는 문장 성분의 형태적 속성을 ‘반복·심화의 원리’에 따라 초등학교

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등 학습자조차 문장 성분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탐색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이를 위해 ‘어절’을 기본 단위로 하여 문장 성분을

평면적으로 분석하는 현 교육 내용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어절’은

문장의 단위로서 문장의 최소 자립 형식을 말하며, 주시경(1910)의 ‘듬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정렬모(1946)의 ‘감말’을 들 수 있다.123) 이후 ‘어절’이라는 용어가

정착된 것은 이희승(1949/1957)을 통해서다.

이렇듯 전통 문법에서 학교 문법에 이르기까지 문장 성분은 대개 어절마다 그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고영근·구본관(2008: 272)에서 어절이 문장

가운데서 차지하는 기능을 문장 성분이라고 명시한 점, 허웅(1995)에서 어절 개념에

준하는 ‘말도막’에 문장 성분을 부여한 점이 그러하다. 더하여, 일반적인 통사 분석

층위에서 ‘단어–어절–구’와 같이 어절을 단어와 구 사이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

또한 어절이 문장 성분의 기본 단위임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위 설정은 계층적 문장 구조를 반영하기 어려워 꾸준히 논

란이 제기되어 왔다.124)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본 연구의 평가 도구 중 8번

문항에 제시된 문장을 현 교육 내용에 따라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으로 분석해

보자.

123) 정렬모(1946)에서 말하는 ‘감말’이란 ‘말(=문장)의 감(재료)’이 되는 요소로 문장의 최소 자립

요소를 가리키는 말이며, 지금의 띄어쓰기 단위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김양진, 2015: 23).

124) 예컨대,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를 중심으로 평면적 구조를 제시하는 데 반하여, 문장의 확

대에서는 ‘홑문장’, ‘겹문장’이라는 계층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주로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인용절과 같은 ‘절’ 단위를 분석해 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문장의 구조에 대한 메타적 앎을 견인하지 못한다는(제민경, 2015: 142) 문제가 따른다. 이 외에도

어절을 문장의 최소 자립 단위로 볼 때 단일한 어절과 복합적 어절이 존재하고, 복합 어절의

문제는 최소 자립 단위로서의 어절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해 왔다는(김양진, 2015:

27) 비판도 존재한다. 즉, 최소 자립 형식이 또 다른 최소 자립 형식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개

념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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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구와 어절에 의한 문장 분석 양상

[표 44]에서 보듯 어절 단위로 문장을 분석하면 ‘친구의’와 ‘작은’이 ‘가방이’를

수식하게 되어 주격 조사가 ‘가방’이 아니라 ‘친구의 작은 가방’에 결합한 것을 반

영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유현경 외(2014: 161)에서도 어절 단위로 문장 성분을

분석하면, ‘빨간 장미가 아주 예쁘게 피었다.’에서 ‘빨간 장미가’가 주어임에도 ‘빨

간’은 관형어가, ‘장미가’는 주어가 된다는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보다 문제적인 것은 학교급 간, 또 특정 학교급 내에서도 교과서마다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다음 [그림 49]를 보자.

[그림 49] 교과서별 문장 성분 분석 내용

왼쪽의 교과서에서는 ‘차가’만을 주어로 보고 있으며, 오른쪽의 교과서에서는 ‘착한

철수는’을 주어로 분석하고 있어 그 양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관계형 교사125)의

경우 교과서에 매우 충실한 수업을 구성한다는(이지수, 2016: 106)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다음 (가)의 국어 교과서 집필진이자 중등 국어 교사의

인터뷰 내용 또한 이러한 혼란을 여실히 보여 준다.

(가) 문장 성분 분석이 교과서마다 다르기도 하고 애매해서 가르칠 때마다 헷갈려요.

게다가 어절 단위로 성분을 분석하게 하다가 뒤에서는 또 안은문장이 나오고...교과서

집필 관련 회의에서도 팀장님이 ‘착한 철수가’를 주어로 봐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

면서...그런데 중학교 교과서 보면 ‘철수가’만 주어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2]

125) 이지수(2016)에서는 교사의 유형을 지식형, 정리형, 관계형, 경험형, 참여형으로 구분하여 교

수학적 내용 지식을 분석한 바 있다.

8번 문항 친구의 작은 가방이 매우 귀엽다

구 친구의 작은 가방이 매우 귀엽다

어절 친구의 작은 가방이 매우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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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제민경(2015: 143)에서는 어절 단위로 문장 구조에 접근하면 조

사나 어미와 같은 형태소 단위가 어떤 지점에서 의미 기능을 발휘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 그의 연구에서는 문장이 복잡할수록 ‘무엇이 무엇을 어찌

한다’와 같은 문형에서 ‘무엇이’와 ‘무엇을’이 ‘어찌한다’와 맺는 관계가 설명의 대

상이 되지 못하므로 구조 문법의 직접구성성분(IC, Immediate constituent) 분석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논의하였다. 이 같은 입장은 문장 분석에서 어절이 조사,

어미와 같은 교착소가 미치는 작용역과 불일치한다는 점뿐 아니라 음운, 형태, 통사,

의미 층위에서 어절의 다양한 정의로 말미암아 층위 간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과도

연관된다.126)

이처럼 최소 단위인 어절마다 문장 성분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어절 단위의 문장 성분 분석은 성분 관계 포착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 이에 조사를

단어로 보는 관점에 따른 어절의 도입 이유를 고려한다면, 문장 성분 분석 시 통사

층위에서 ‘어절’이라는 용어와 독립된 개념에 기대기보다는 ‘자립 형식’의 개념을

부각하는 것이 더욱 유효할 것이다. 이는 다음의 사례에서 보다 선명해진다.

∙ 나 저녁에 김밥 먹었어. → 어절: 저녁에, 먹었어

그간 문법 교육에서는 ‘음운-음절-형태소-단어-어절-구-절-문장’과 같이 문법

단위의 확대 양상을 제시해 왔다. 이때, ‘어절’은 문장 분석 단위로 ‘단어’와 ‘구’ 사

이에 존재하는 단계적 개념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조사는 선행 요소와 수의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어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성

분을 분석할 때에는 ‘나’, ‘저녁에’, ‘김밥’, ‘먹었어’처럼 단어와 어절을 동일한 층위

에서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127)

따라서 형태와 통사 층위를 과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문장이나

절의 구성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단어’ 혹은 ‘구’ 단위가 문장 층위에서 문장

126) 어절이 ‘문장 성분이 되는 최소 단위’라는 것은 ‘통사론적 기준’에, ‘말할 때 그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없다는 것’은 ‘음운론적 기준’에 해당한다. 그밖에 띄어쓰기 단위와 어절을 일치시킨 것은

정서법적 단어를 어절로 본 것이며, 조사나 어미 등이 앞말에 붙어 한 어절을 이룬다는 기술은

형태론적 자립성으로 어절을 정의한 것이다(강계림, 2015: 418).

127) 이러한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강계림(2015: 426)에서는 어절을 ‘협의의 어절’과 ‘광의의 어절’로

나누어 ‘광의의 어절’을 문장에서 형태적 자립성을 가진 최소 단위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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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어절은 Bloomfield의 ‘최소 자립

형식’과 동일한 것으로 통사적 구성과 형태론적 구성의 다름과 그 경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최소 자립 형식은 그 내부에 다시 통사적인 구성을 포함할 수

있어 사실상 형태론과 통사론의 구분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최소 자립

형식이 단어와 동격일 수 없다는 것 역시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 예컨대 ‘King

of England’s daughter’의 ‘King of England’s’를 직접 성분으로 분석하면 ‘King of

England’와 ‘-s’로 나뉘므로 최소 자립 형식에 해당하지만, ‘King of England’는 또

다시 통사적 구성(남기심, 1985: 7)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술어 구성에 관하여 논의한 안희제(2019)를 참고하면, 학습자의 혼란을

가중하는 어절 중심의 설명보다는 ‘문장 성분은 ‘문장/절’의 층위에서 문장과 절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요소로, 이는 ‘단어/구’ 층위에서 단어나 구가 문장

구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설명이 더욱 명료할 것이다.

즉, 문장은 자립 형식인 단어나 구가 통사 층위에서 문장 성분이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며, 단어/구 층위에서의 조사는 문장 층위에서 형태적 표지로서 성분격을 부

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명사구란 말이 명사를 포함한 복수적인

구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절이란 말은 쓸 필요가 없다는 고영근·구본관

(2018: 262)의 언급과도 맞닿는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설명은 다음 사례와 같이 문장의 계층적 구조128)를 적극적

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더하여, 이는 문장의 확대에서 홑문장, 겹문

장과 같은 계층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일관된 논리를 이루어 교육적인 의

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친구의 작은 가방]이] 귀엽다.129)

128) 어떤 연쇄 ABC에 대한 ‘이분지/계층적 분석’은 ‘[[A B] C]’와, ‘선형적/평면적 분석’은 ‘[A] [B]

[C]’의 형태와 같다(안희제, 2019: 36).

129) 한편, ‘친구의 작은 가방이’를 ‘주어’라 하면, ‘매우 귀엽다’ 역시 전체를 서술어로 볼 수도 있으며,

사실상 이는 ‘복합 서술어’로 설명될 수 있는 단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문장 성분 체

계를 따르면서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설명력을 갖추고자 하는바, ‘매우 귀엽다’는 일차적으로

‘서술부’이며, 다시 ‘부사어’와 ‘서술어’로 분석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친구의 작은 가방이’라는

주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층위를 달리하여 관여하는 ‘관형어’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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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술한 입장을 취하면 부사어의 경우 문장 층위에서 기능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관형어는 관여하는 층위가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제

시한 문장에서 ‘작은’은 단어/구 층위에서 ‘가방’을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그

러한 예이다. 즉, 관형어는 기능상으로 볼 때 일차적으로는 명사를 꾸며 주고, 그

다음으로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여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므로(고영근·구본관, 2018:

261), 명사 혹은 명사구를 수식하여 더 큰 명사구를 만드는 성분인 것(안희제,

2019: 44)이다. 따라서 관형어를 완전히 문장 층위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독립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장 내의 성분과 문법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성분으로 설명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문장 혹은 절’ 내에서 기능하는 문장 성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안희제(2019)에서는 관형어와 독립어를 문장 성분

에서 배제한 바 있다.

그러나 관형어와 독립어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 및 층위가 다른 성분들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문장 성분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설명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습자가 결과적으로 대면하는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와 같은 주성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성분들이 남게 되며, 이러한 성분들이

비록 단어와 구 층위, 혹은 문장의 외부에서 작용한 것일지라도 문장 구성의 과정과

결과의 어디서든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그림 50]과 같이 기존의 성분 체계를 수용하되 각 성분이

관여하는 층위상의 차등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며, 문장 성분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연계할 때 이 같은 지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문장 주어부 서술부

주어

명사구

목적어, 보어, 부사어, 서술어

명사구 동사/형용사

관형어

+=

독립어

[그림 50] 문장 구성의 계층적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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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개념 중심의 구조화

중학교에 이르러 처음 등장한 내용 중에 학습자의 심리적 위계가 높게 나타난

‘④ 격조사, 부속 성분, 보어’에 대한 문제는 문장 구조 제반 개념의 구조화에 실패한

데서 기인한다. 전술한바, 학습자들은 주성분과 격조사를 결부시켜 이해하지 못하

였고, 주성분에 대한 이 같은 불충분한 이해는 부속 성분과 보어의 이해에도 필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서술어의 개념, 서술어의 자릿수와 같이 ‘서술어’의 경우

학교급별 학습자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여타 성분과

비교할 때, 서술어는 문장에서 ‘서술 기능’을 행하며, 흔히 용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학습자에게 보다 명료하게 다가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서술어’를 교육 내용 개선의 실마리로 주목해 볼 수 있다. 특히 ‘서술어의

자릿수’는 주제 확장적 범주(주세형, 2008)에 속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며, 앞선 2009

개정, 2015 개정 중학교 교과서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도 서술어의 연결

정도 중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을 연결해서 보는 안목을 익히게 되면, 다른 사실이나

현상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Bruner(1960)의 설

명과도 맥을 같이한다.

요컨대, 서술어는 문장 구성에서 핵이 되는 성분으로 주어에 더하여 다른 문장

성분들의 논항과 격을 결정한다. 주어-서술어 관계가 몇 번 이루어지는가는 대체로

문장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수를 세어 보면 알 수 있다는(고영근·구본관, 2018: 316)

기술처럼 서술어의 수는 곧 주어의 수, 또 주어-서술어 관계의 수와 일치한다. 이에

서술어는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확대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7차 교육

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에서 서술어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도 문장의

중핵 성분을 서술어로 보고 있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술어가 어떤 문법적 특성을 갖고 어떤 문법 형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문장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성분 체계도 달라지므로 문장 내에서 서술어를 파악하는

인지적 작용은 전체 문장의 구조와 의미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

(김정은 외, 2020: 107). 따라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 구조 제반 개념의 효과적인

이해를 꾀하는 일은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과 학교급 간 유기적인 연계의 실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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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그림 51]과 같이 서술어를 중핵적인 매개 개념으로

부각하여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130)

서술어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확대

이어진

문장

안은

문장

연결

어미

전성

어미

비종결

어미

종결

어미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어미 어간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조사

품사

누가

/무엇이

+

어찌

한다

누가

/무엇이

+

어떠

하다

누가

/무엇이

+

무엇

이다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주격, 목적격, 서술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조사

[그림 51]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문장 구조 교육의 구조화

이는 오현아(2016ㄴ)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중심으로 형태와 통사 단위를 연

결할 것을 제안한 것, 제민경(2015)에서 직접구성성분 분석을 수용하여 문장을 어절

130) 다만, 본 연구는 문장 구조와 관련되는 품사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분석한 결과 품사 개념이 내재되지 않아 비롯된 문제보다는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등 문장 단위 내에서 관련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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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중심이 아닌 다층적인 구조로 접근한 것과 연속선상에 있다. 다만, 오현아

(2016ㄴ)은 통사 구조를 중심으로 형태와 통사 단위를 넘나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본 연구가 통사 단위 내에서의 연계에 주목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제민경

(2015)에서와 같이 직접구성성분 분석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하여 상술한 논의 모두 ‘학습자 이해의 촉진’이라는 목적을

공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연동하는 것은 종적 연계 원

리인 ‘구조화의 원리’에서 명세화될 수 있다. 더하여, 이는 전술한 문장의 계층적

분석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통사 층위에서 모든 서술어는 그것이 이끄는

절 내부의 요소에 문장 성분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계층적 문장 구조로 귀결된다.

한편, 다음 문장의 경우 전통 문법에서는 ‘사 준’이 ‘네가’에 대한 서술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옷’을 꾸미는 관형 성분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

였다. 대표적으로 최현배(1937/1971), 허웅(1995) 등에서 용언의 관형사형을 서술어와

관형어 역할을 함께 행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 그러하다.

∙ [나는 [네가 사 준] 옷을 입었다.]

이에 문장 성분 분석의 범위를 다시금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전술한바 문장

성분은 문장이나 절 안에서의 기능에 따라 분석되는 단위이다. 즉, 문장 성분의 기

능이 미치는 범위는 문장 성분이 속한 문장이나 절 내부로 한정된다(안희제, 2019:

35). 이렇게 보면, ‘옷’은 절 외부에 있기 때문에 ‘사 준’이 ‘옷’에 대해 가지는 기능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단지 관형사절의 주어인 ‘네가’에 대한 서술어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옷’을 수식하는 것은 ‘사 준’이 아닌 ‘네가 사 준’이라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문장을 계층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반면에 전통 문법에서 ‘사 준’이 관형

성분의 기능까지 가진다고 한 것은 문장을 평면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주지하다

시피 문제는, 평면적 분석은 무엇이 어떻게 성분을 이루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계층적으로 분석해야 [네가

사 준]에서 ‘사 준’과 ‘네가’의 관계만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문장 성분과 그 관계를 명료하게 파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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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층적 구조를 극단적으로 분석해서 조사와 어미를 독립된

통사 단위로 취급하고자 하는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문장 성분 분석에서 조사와 어미를 분리했을 때 얻는 이점이 뚜렷하지 않기 때

문에 교착소는 그것의 선행 요소에서 분리하지 않기로 한다.132)

그럼에도 어절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다수의 학습자들이 ‘친구의 작은 가방이’에서

주어를 ‘가방’, ‘작은 가방’과 같이 격조사를 배제하여 대답하였고, 보어의 경우 ‘‘되다,

아니다’ 앞에서 보격 조사를 사용하는 성분’과 같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표지로 설

명됨에도 이를 명료하게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133) 이는 조사의 도움을 받아

형성된 ‘어절’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여 사실상 ‘어절’이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기

능하지 못함을 함의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은 ‘조사’에 대한 교육적 개선의 필요성을 알려 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때 조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 중등 학습자에게 선수

지식이 부재한 것은 상술한 문제적 현상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학습자의 개념화 양상에서 후술한다.

(4) 범주 기반의 개념 변별

‘⑤ 문장의 확대’ 전반에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과

같은 선수 학습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기인하며, 근본적으로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 내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교육과정

설계가 가르칠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비판하면서, 학습자의 이해를

131) 안희제(2019)는 문장 성분의 ‘이분지/계층적 분석’ 방법을 취하여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주성분과 부속 성분을 구분하지 않는 관점을 택하면서 관형어, 독립어를 문장

성분에서 제외하고, 보어 역시 주어와 동일한 표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어로 편입하여 다

루었다는 차이가 있다.

132) 물론 교착소는 결합 관계나 통사적 기능 등의 통사론을 넘어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며,

박재연(2007)에서는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과 관련한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의 접면 현상을

다룬 바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나 어미를 통사론적 관점에서 문장 성분 분석에

대한 문제로 제한하여 접근한다.

133) 기본적으로 격조사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부족한 점, 더하여 보격 조사와 주격 조사의 형

태가 같다는 점 등이 학습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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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규준으로 삼아 교육 실천이 논의되어야 함을 역설한 Wiggins & McTighe

(2005, 강현석 외 역, 2008)의 주장과 접맥한다.

특히, 학습자들은 ‘절’, ‘어미’처럼 문장의 확대를 이해하는 데 연결소가 되는 개

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등 다양한 종류의 문장을 ‘안은문장’이라는 상위 범주 체계 내에서 변별

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애초에 ‘관형절’, ‘명사절’,

‘서술절’, ‘부사절’, ‘인용절’에 대한 지식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일차적으로 교과서에서 ‘절’을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교과서마다 ‘절’을 ‘어절’, ‘구’, ‘문장’과의 비교

속에서 설명하는 경우, 단순히 ‘문장’과의 관계만 설명하는 경우, 아니면 ‘절’의 정

의를 기술하지 않으면서 ‘명사절, 관형절, 인용절’ 등을 언급하는 경우 등 그 방식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한 것이다. 이렇듯 특정 개념이 속한 범주나 해당 개념이 다른

개념과 맺고 있는 관계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일부만을 설명하게 되면 개념의

정합적 이해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서술절’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주지하다시피 서술절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등과 달리 ‘전성 어미’, ‘연결 어미’, ‘인용격 조사’와

같은 특정 표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

내용이 부재하여 각 개념이 상위 범주 내에서 층위를 같이함에도 개념의 변별과

관계 인식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절’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홑문장’과 ‘겹문장’의 구분을

‘절’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절’을 ‘안긴문장’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역시 범주 기반의 개념 간 변별에 실패한 사례이다. 요컨대,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형식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지만 접속이나

내포와 관련되어 있어 ‘자립성이 없는 의존적인 형식’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134)

이렇듯 학습자가 범주를 기반으로 특정 개념을 다른 개념과 변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초점화된 방향의 교육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134) 정희창(2014: 245)에서는 절은 달리 말하면 복문 속에 들어 있는 단문인데, 복문에서 쓰일

때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과 같이 형식이 변화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문과 절을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기술한 바 있다. 또, 안희제(2019: 55)에서는 ‘절’이

의존적이라는 것은 더 큰 문장 안에서 접속과 내포 등의 방식을 통해 성분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이러한 점을 교육적으로 참고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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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장 구조에 대한 학습자의 개념화 양상 분석

앞서 논의한 지식 구조도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가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학

교급 간 종적 연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의 단초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이분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 도구만으로는 학습자의 지식 구성 양상을 세

밀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본 연구는 초등 학습자 20명, 중등 학습자 20

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학습자의 수준 차를 고려하고자 평가 결

과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어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궁극

적으로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해 통해 [표 45]와 같이 지식 구조도에서 나타난 현상을

확인하고,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표 45] 개념화 양상 분석의 초점

지식 구조도 분석 → 개념화 양상 분석

∙지식 구조도로 도출된 쟁점 중 면담을 통해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지식 구조도로 세밀한 파악이 어려운 이해 양상, 인지적 단절을 겪는 지점

학습자의 개념화135) 양상은 대표적으로 김미나(2015), 이관희(2015)에서 연구된

바 있다. 초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김미나(2015)는 학습자가 보이는 개념 이해

양상을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문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의 세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또,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습자를

중심으로 문법 지식 구성 양상을 분석한 이관희(2015)에서는 ‘표상 변환을 통한 단일

개념의 구성’, ‘표상 구조화를 통한 개념 관계의 구성’, ‘연결소 부여를 통한 개념

관계의 구성’으로 항목화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개념을 어느 정도 ‘수준’

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본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135) 개념화는 오현아(2017), 오현아 외(2018)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다. 이 논의에 따르면 ‘개념화’는

인지 언어학적 차원에서 개념 화자의 의미 획득 과정에 주목한 용어로서, 문법 지식의 수렴,

발산 과정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개념화는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입각점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연속선상에 있으며, 과정

적인 속성을 지니는 학습자의 개념화 양상은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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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결과, 초·중등 학습자들은 수준상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초·중등 학습자에게서 나타난 개념화

양상을 ‘(1) 개념의 변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 결여’, ‘(2) 용어와 개념의 자의적 연결’,

‘(3) 유관 개념의 관계적 인식 부족’, ‘(4) 개념의 상위 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이때, (1)과 (2)는 타 개념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하나의 개념

자체에만 집중된 ‘단일 개념’에 해당하는 개념화 양상이다. 반면, (3)과 (4)는 둘 이

상의 개념이 관계된 ‘개념 관계’ 해당하는 양상이다.

이를 앞선 지식 구조도 분석으로 도출된 쟁점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

하면 [그림 52]와 같다. 지식 구조도 분석 결과 ‘① 개념의 관계적 연결’이 요구되

었던 현상은 학습자의 ‘(2) 용어와 개념의 자의적 연결’, ‘(3) 유관 개념의 관계적

인식 부족’으로 상세화되었다. 한편, ‘② 문장의 계층적 분석’은 다소 독립적이나,

‘격조사’를 단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 개념의 변

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 결여’와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③ 핵심 개념 중

심의 구조화’는 ‘(3) 유관 개념의 관계적 인식 부족’으로, ‘④ 범주 기반의 개념 변

별’은 ‘(1) 개념의 변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 결여’와 ‘(4) 개념의 상위 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결 관계가 나타났다.

① 개념의 관계적 연결

② 문장의 계층적 분석

③ 핵심 개념 중심의 구

조화

④ 범주 기반의 개념 변별

(1) 개념의 변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 결여

(2) 용어와 개념의 자의적

연결

(3) 유관 개념의 관계적

인식 부족

(4) 개념의 상위 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

지식 구조도 양상 개념화 양상

단일

개념

개념

관계

[그림 52] 초·중등 학습자의 개념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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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념의 변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 결여

‘개념의 변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 결여’는 타 개념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단일

개념 자체에 집중된 개념화 양상에 해당한다. 학습자들은 특히 ‘문장 성분’과 관련

하여 이 같은 양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문장 성분이 각기 그 나름의 변별되는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속성을 지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개념별 세부

속성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나, 학습자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문장 주성분의 대표적인 특성만을 간략히 기술하기로 한다.

먼저, ‘주어’는 형태론적으로는 체언에 주격 조사가 붙어서 형성된다는 점, 통사

론적으로는 우리말의 어순에서 문장의 첫머리에 놓이며, 존경의 주어 명사구에 대한

정보가 서술어에서 반영되어 일치가 일어난다는 점, 재귀칭은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주어 명사구를 대용하는 기능을 띤다는 점(고영근·구본관, 2008/2018: 268-269) 등의

특성을 가진다. 또, 의미론적으로 주어는 상태/성질의 대상이 되고, 행위의 주체이며

때로는 행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목적어’는 형태론적으로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붙는 것이 특징이다. 통사론적으

로는 자동사가 같은 어근을 지닌 목적어 명사구를 취하고, 목적어가 거듭 출현하는

일이 있으며, 목적어 명사구는 피동문, 심리형용사문, 인용절을 가진 문장에서 주

어로 실현된다는(고영근·구본관, 2018: 279-280) 것이 특징적이다. 또 의미론적으로

목적어는 서술어의 행위나 작용의 대상 혹은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낸다(구본관 외,

2015: 223).

마지막으로 ‘서술어’는 형태론적으로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기본 문형에서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한다. 의미론적으로는 주어의

행위/작용, 상태/성질 따위를 풀이하거나 주어의 정체를 밝히는 기능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통사적, 의미적 속성을, 중학교에서는

의미적 속성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급 간 기술 방향이 일관적

이지 않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조사’를 명시적으로

교육하지 않아 주어의 설명을 ‘무엇이’, ‘누가’로 대신하며, 의미론적으로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된다.’와 같이 핵심적인 특성만을 제시한다. 다른 성분 역시

유사한 모습으로 구현된다.136) 이렇듯 초등학교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성분의

136) 목적어 역시 ‘무엇을’과 같이 지칭하며, ‘문장에서 동작이 대상이 된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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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어느 정도 교육 내용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다)는 개념의

변별적 속성을 체득하지 못한 초등 학습자의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으려면 문장의 의미를 봐야 찾을 수 있는데,

‘친구의 작은 가방이 귀엽다’에서 문장의 중심이 가방이니까 주어는 ‘작은 가방이’,

서술어는 ‘귀엽다’, 목적어는 ‘친구의’인 것 같아요. ‘나는 친구랑 영화를 봤다.’에서

문장의 중심은 영화니까 주어는 ‘영화’예요.[㉰-A-7]

(나) 주어는 문장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말이고, 목적어는 문장을 끝내는 말이고,

서술어는 잘 모르겠어요. ‘친구의 작은 가방이 귀엽다’에서 주어는 ‘친구의’예요. 목

적어는 ‘귀엽다’이고, 서술어는 없는 것 같아요.[㉰-A-11]

(다) 문장을 읽어 보고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을 수

있어요.[㉰-A-10]

물론 주어가 문장에서 중심이 된다거나 문장의 처음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학습자의 답변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불완전한 이해를 넘어 부적절한 지식이 상당히 고착된 채 발견된다는 점이다. 주

어가 문장의 첫머리에 등장한다는 것을 확고한 법칙처럼 적용한다거나, 더 나아가

문장을 끝내는 말이 목적어라고 아예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학습자의

이 같은 양상은 지식 구조도에서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문항이 상위 층위에 자리할

수밖에 없고, 범주 기반의 개념 변별이 어려움을 입증한다. 또, 학습자가 ‘어제 새

신발을 샀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에서조차 주어가 생략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규명은 최선희 외(2020)에서 이루어진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137)

한편,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개념별 속성을 심화해서 다룸에도 중등 학

습자가 보인 양상은 초등 학습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라)-(바)를 보자.

서술어의 경우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를 일컫는 것으로,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한다.’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137) 최선희 외(2020)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가 지닌 문장 제반 지식과 학

습자가 산출한 문장의 정확성 사이에 높은 상관성을 보임을 통계적으로 보인 바 있다. 특히 이

논의에서는 다수의 학습자가 문장의 처음에 나오는 것을 주어라고 인지하고, 문장에서 필수 성

분의 생략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현상을 나타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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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어는 문장의 핵심 단어고, 목적어는 서술어를 도와주는 단어고, 서술어는 문장을

끝내 주는 단어예요.[㉰-D-9]

(마) 주어는 문장의 주체, 목적어는 서술을 당하는 것, 서술어는 문장을 서술해 주는 것,

부사어는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에요.[㉰-D-19]

(바)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찾고 분석하려면 문장을 해석해서 뜻에 따라서 찾아야 해요.

단어의 뜻을 이미지화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D-10]

위와 같은 실태는 교육 내용이 학습자를 간과한 채 표면적으로 다루어지면 인식

주체는 모든 것을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상태의 언어적인 것으로 만든다(Wiggins

＆ McTighe, 2005, 강현석 외 역, 2008: 294)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학습자가

개념의 변별적 속성을 체득하지 못한 양상은 불완전한 비유적 표현138)과 구어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외현된다. 요컨대, 친숙하지 않은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알고 있는 것과 학습해야 할 새로운 지식 사이의 유사점을 이끌어 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때, 비유는 이러한 과정을 매

개하는 인식 기제(이관희, 2012: 110)로 동원된다.

다음의 사례는 초·중등 학습자가 문장 성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름대로 이해

하고자 자신에게 친숙한 대상에 조회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사례여서 주목된다.

(사) 주어는 주인공이고, 목적어는 주인공이 하고 싶은 거예요.[㉰-A-22]

(아) 주어는 중심이고, 서술어는 문장에서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끝내는 말이에요.

[㉰-A-91]

(자) 부사어는 문장 성분에서 나머지들 같은 존재예요..[㉰-D-14]

(사)-(자)는 학습자가 ‘주어 : 주인공, 중심, 핵심’, ‘서술어 : 마침표’, ‘부사어 :

나머지’와 같이 추상적인 문법 개념에 일상적이고 친숙한 개념을 사상(mapping)한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지하다

138) 수사적 차원에서의 비유는 직유, 은유, 환유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의인, 활유,

대유, 풍유, 제유 등으로 더 세분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등 학습자가 보인 비유가

대부분 직유와 은유에 한정되었기에 수사학적 구분에 따라 비유를 세밀하게 나누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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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피 생경한 대상을 비유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의

일부이다. 문제는, 일부의 공통점만을 선택적으로 사상하여 일대일로 대응할 뿐,

해당 개념이 지니는 다양한 속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으며, 이는 다음 사

례와 같이 문장 성분 분석에서의 혼란을 유발하게 된다.139)

(차) 주어는 문장에서 주인공이니까 ‘친구의 작은 가방이 귀엽다’에서 주인공인 ‘친구’가

주어예요.[㉰-A-22]

(카) ‘친구랑 영화를 봤다.’라는 문장의 중심이자 주제는 영화니까 ‘영화’가 주어 같아요.

[㉰-A-91]

위의 경우는 주어가 문장의 ‘주인공’이자 ‘중심’이라는 의미에만 함몰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개념의 변별적 속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이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에서 ‘주인공’, ‘마침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 성분을 교수·학습하지 않음

에도 학습자가 위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해결을 촉구한다.

더하여, 학습자가 개념을 정교한 학문적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친숙

하고 일상적 의미로 설명하는 것 또한 개념의 변별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이다. 즉, 학습자는 구어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을 통해 개념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학습자는 문법 개념의 표상을 위해 문법 용어를 이루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조회 지점으로 삼아 일상어로 풀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타)-(하)를 보자.

(타) 주어는 사람이고, 목적어는 목적이고, 서술어는 설명하는 거예요.[㉰-A-5]

(파) 겹문장은 문장이 겹쳐져 있는 문장이고, 이어진문장은 문장이 이어진문장이에요.[㉰

-D-7]

(하) 안은문장은 문장이 다른 문장을 따뜻하게 품어 주는 거고, 종속적으로 이어진문

장은 같은 위치가 아니라 약간 문장 하나가 다른 문장에 착취당하는 거예요.[㉰-D-82]

139) 물론 개념이 지니는 전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비유는 불가능하다. Lakoff & Johnson(1980,

노양진·나익주 역, 2006)이 비유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부각과 숨기기를 꼽은 것도 이와 관련

된다. 그러나 학습자가 비유를 통해 이해한 개념의 단편적인 속성을 해당 개념의 전부로 치환

하고 있는 양상은 마땅히 문제적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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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는 ‘목적어’에서 ‘목적’을, ‘서술어’에서 ‘서술’을,

‘겹문장’에서 ‘겹치다’를, ‘이어진 문장’에서 ‘이어지다’를, ‘안은문장’에서 ‘안다’의 뜻을

포착하여 개념을 의미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물론 용어는 개념을 적합하게 표상

하고 있어야 하며, 학술 용어는 단어를 보고 그 뜻을 짐작할 수 있게끔 고안되고

선정된다는 점(류근식·권경일, 2014: 59)을 주지하면, 위와 같은 양상은 일견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법 용어와 일상어로서의 의미는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대명사’가 그러하다.140) 따라서 이 경우 문법 용어로서의

의미를 일상어로서의 의미로 대치하면 오개념이 고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직관적인 이해 수준이 올바르게 확장되지 못하면 조직화된 스

키마 구성이 어려워지므로, 학습자가 비형식적으로 구성한 지식은 학교급에 따라

연계된 교육 내용을 통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2.2. 용어와 개념의 자의적 연결

용어는 개념을 표상하는 음가적 또는 상징적 표현물이며, 개념은 용어를 통해 소

통되고 구성된다(이관희, 2015: 98). 이전에는 초등학교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와

같은 문법 용어를 표면화하지 않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용어를 명시한

것도 문법적 내용을 담은 문법 용어의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곧 문법 개념의 학습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김은성 외, 2007: 23)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용어와 개념을 적절히 관련짓는 일은 그 자체로 교육적 중요성을 갖는데, 다음과

같이 용어와 개념을 자의적으로 연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해결을 요한다.

(가) 주어는 문장에서 중심 같은 주인공이고, 목적어는 서술어를 꾸며 주는 말이고,

서술어는 문장을 해석하는 말이에요.[㉰-A-6]

(나) 목적어는 설명하는 목적이에요.[㉰-A-12]

(다) 서술어는 문장을 수식하는 거 아닌가요?[㉰-A-36]

140) 이관희(2015: 103)에 따르면 일상어에서의 대명사는 단어 단위 이상의 표현들에서도 사용되

므로 품사 범주로서 대명사의 문법적 핵심 속성을 대표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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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는 목적어의 ‘목적’과 서술어의 ‘서술’이라는 단어에 조회하여 개념을

표상한 경우이다.141) 다만, 용어를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상한다기보다

‘목적어 → 목적’, ‘서술어 → (설명) → 수식’과 같이 단순하게 일대일로 대응하여

유추할 뿐이라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 외에도 ‘문장의 호응’의 경우 ‘호응’이라는

어휘의 의미 중 ‘반응’에 동화하여 ‘반응하는 말’, ‘맞장구 치는 것’과 같이 엉뚱한

대답을 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듯 용어가 개념의 이해를 돕는 매개체로

기능하지 못하면, 해당 개념은 학습자에게 유효한 지식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 앞선

지식 구조도에서 학습자가 유관 개념 간 관계를 연결하는 데 실패한 것도 애초에

용어를 통해 개념을 표상하지 못한 문제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등 학습자는 초등 학습자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즉, (라)-(마)의

사례처럼 상위 범주로서의 특성을 지닌 ‘문장의 짜임’, ‘문장의 확대’, ‘문장의 호응’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보인 것이다.

(라) 문장의 짜임은 주어, 서술어, 관형어 등을 말하거나 아니면 주어에서 역할을 나눈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D-6]

(마) 문장의 호응은 말에 호응해 주는 것이고, 문장의 짜임은 문장의 완벽해질 때를

말해요.[㉰-D-4]

문법 용어는 학술적 의미만을 내포하기도 하나 일상어에서 목적에 맞게 전용한

경우도 상당수이다. 그럼에도 용어는 그 자체로 생경함을 주어142) 학습자들은 자

신이 구성한 지식으로부터 용어에 접근하거나 용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일상적 의

미를 끌어오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141) 이와 같은 양상은 이관희(2015: 97-104)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학습자들은 주성분과 대비

되는 부속 성분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부속실’이라는 일상어의 의미를 표상하였다. 즉, 논

항을 이루어 필수적 성분으로 기능하는 문장 성분들에 ‘딸림’의 의미를 일상어에 조회하여 표

상하면서 ‘수의성’, ‘수식성’을 담아낸 것이다. 다만 이 논의에서의 연구 대상은 국어 교육과 3학

년에 재학 중인 대학교 학습자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142) 이는 비단 학습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최선희(2017ㄴ)에서는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담화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일상적이고 사전

적으로 쓰이는 의미와, 담화 교육 내에서 다루어지는 언어학적 차원에서의 의미 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교과서마다 담화 관련

단원에서의 용어가 상이하고,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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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 국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문장의 짜임’의 경우

학교급에 따라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데서 연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선 [표 16]

에서 논의한바, 초등학교에서는 주어부와 서술부의 결합 구조인 ‘누가/무엇이+어찌

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를 ‘문장의 짜임’으로 명명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에서는

이를 ‘문장의 기본 구조’라 칭하거나 이마저도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용어와 개념을 자의적으로 연결하는 양상을 고려하면, ‘일관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학교급 간 통일된 용어의 사용을 도모해야 한다. 무엇보다 용어와

개념을 대응시키지 못하면 용어가 표면화된 문제의 접근에 걸림돌이 되는데, 일례로

학습자들은 용어를 통로로 관련 지식을 활성화하지 못하여 주성분이 누락된 문장을

찾지 못하거나, 그보다 심각하게는 아예 문제 자체를 해석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는 결국 문장의 호응이 어색하다거나 본인이 쓴 문장을 문법적으로 올바

른지 메타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143)

(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어떤 데서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문법적으로 어

색한 문장은 없는 것 같아요.[㉰-A-116]

한편, 학교급 간 용어의 통일 문제에 더하여 용어의 수적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용어가 문법 개념에 접근하게 하는 매개체이자 문법 개념의

학습과 대적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주지하면, 용어의 양적 측면 역시 종적

연계 차원에서 중요하게 자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서도 논의하였듯 중등학교에서 다루는 문법 용어는 초등학교에 비해 수적으로 월

등하였으며, 양자 간 중첩되는 용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정도로 매우 제한적

이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어느 정도의 개념과 용어를 더 다루어야 하

는가는 중등학교와의 연계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학습자의 지식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143) 이와 관련하여 최선희 외(2020)에서는 학습자가 산출한 문장을 ‘문장의 호응’과 ‘문장 성분

생략’에 유의하여 고쳐 쓰게 하였다. 그 결과, 문장 구조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은 학습자는 문장

성분 생략과 호응의 오류가 존재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는 등 문법적 오류를 스스로 발

견하지 못하였다. 반면, 평가 점수가 높아 문장 구조 제반 지식이 충분한 학습자는 단순히 문

법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표현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관련 지식의 내면화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 167 -

2.3. 유관 개념의 관계적 인식 부족

앞에서 논의한 (1), (2)는 단일한 개념에 주목한 것이라면, ‘유관 개념의 관계적

인식 부족’은 개념화 과정에서 둘 이상의 개념이 동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무엇

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각 개념에 대한 앎을 전제로 개념들이 서로에게 얽혀 있는

형태에 대한 인지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인식은 사실들의 무작위적인

목록이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구조화한 연결망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Glynn

et al., 1991, 권성기·임청환 역, 2000: 6).

특히 ‘문장의 구조’는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확대’와 관련된 개념들이

능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범주 간의 유기적인 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 제시한 학습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가) ‘누가 + 어찌한다’는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타내는 거고,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

어서 쓸 때 필요한 거 같아요.[㉰-A-27]

(나)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히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A-52]

(다)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뭐 이런 거고, 문장의 호응은 자연스러운 말 같은 건데,

문장 성분이나 문장의 호응이 어떻게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둘 다 알아야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어요.[㉰-A-61]

(가)-(다)는 학습자가 내용 범주 간의 관계를 부여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분석 결과 핵심 개념 중심의 구조화가 요구되는 현상과

초등학교 교과서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 내용 범주 간 연결선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관련된다. 문제는, 이처럼 인접 개념 간의 연결 고리가 부재

하면 각 개념을 분절하여 이해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인데,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묻는 6번 문항의 오답률이 가장 높아 지식 구조도의 상위에

위치한 것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 ‘문장의 확대’에 대한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문장이 형성되는 구조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문장이 확대되는 방식 등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 때, 이들 간의 관계를 표상하는 일은 중요하게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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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습자의 이 같은 실태는 문장 구조 교육의 연속성과 관련성이 깊다. 남가

영(2012: 29)에서 낱낱의 문법 개념들이 학습자들에게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지식

으로 머무는 주된 이유로, 교육과정 특성상 교육 내용들이 시차를 두어 분절되어

교수·학습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장의 짜임’은 4학년 때, ‘문장 성분’은 5학년 때 제시되어 1년여의 격차가 발생

한다. 이처럼 각 내용을 학년별, 단원별로 쪼개어 다루면 문법 개념들 간 일련의

연결 고리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그런데, 이와 무관하게 ‘문장 성분’과 ‘문장의 호응’은 지금껏 연이은 차시로 구

성되어 왔다. 그럼에도 초등 학습자들이 문장의 호응에 대한 평가 문항을 잘 해결

하지 못한 것은 ‘선행 조직자’의 문제가 관여하며, 이는 ‘상호성의 원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술한바, 문장의 호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수 학습인

문장 성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요구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학습자는 다음 (라)와

같이 호응이 올바른 문장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어색한 부분에

인지적으로 주목하여 고쳐 쓸 수 없게 된다.

(라) 고쳐 쓰기 전 문장: 이 시장에서 처음 알라딘을 만나는 곳이다.[㉰-A-52]

고쳐 쓴 문장: 이 시장에서 처음 알라딘을 만나는 곳이었다.[㉰-A-52]

따라서 유관 개념들이 독립된 망을 이루지 않도록 교과서는 개념을 설명할 때

선수 학습이나 후속 학습의 교육 내용과 개념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144)

유개념과 종차를 어떻게 활성화하는가에 따라 문법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

습자들의 지식 구성이 달리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관희, 2015: 129). 중등 학

습자 또한 유관 개념임에도 상호 간의 맞물린 이해보다는 그렇지 못한 양상을 보여

주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마) 주어는 행동의 주체예요. 목적어는 당하는 것, 즉 대상이에요. 그리고 서술어는

문장을 서술하는 말이에요.[㉰-D-8]

(바) 절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홑문장은 혼자 쓰이는 문장이에요.[㉰

-D-2]

144) 관련 내용은 Ⅱ장의 초등학교 교과서 네트워크 분석 자료인 [그림 5], [그림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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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주어는 주체, 목적어는 대상, 서술어는 서술하는 것’과 같은 답변은 유관

개념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례이다. 서술어는 단지 ‘서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서술 대상인 ‘주어’를 전제함에도,145) 다수의 학습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환기하지 못하였다. 이는 문장의 형식적 조건으로서의 주어와 서술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 (바)의 사례처럼 학습자는 ‘절’ 개념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홑문장’의 개념을

절과 연관 지어 설명하지 못하는 분절적인 양상을 보였다. ‘절’이 문장의 확대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결소임을 주지하면 이 같은 양상은 해결을 촉구하는데,

전술한바 초등학교에서 문장의 확대와 관련한 교육 내용이 부재한 것부터 해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호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유개념을 잇는 연결 고리와 선수

학습 및 후속 학습의 관계에 주목한 교육적 연계 방안을 궁구해야 하겠다.

2.4. 개념의 상위 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

개념은 다른 개념과 관계를 맺으면서 체계를 구성하며, 이에 각 개념은 하나의

체계를 전제로 한다(Vygotsky, 1986, 윤초희 역, 2011: 302).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개념에 대한 지식을 구성했다는 것은, 낱낱의 개념에 대한 앎뿐만 아니라 해당 개

념이 위치한 범주에 속하는 여러 개념들에 대한 구조적·체계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을 특정 범주로 인식하는 순간 개념 체계 내의 한

요소로 소속되어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박혜진, 2019: 70) 설명 또한

동일한 맥락이다. 이에 주목하여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가)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주어랑 목적어예요. 서술어보다는 주어랑 목적어가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A-71]

(나) 문장에서 꼭 있어야 하는 건 서술어예요. 서술어가 없으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

하기 어려운데 주어가 없어도 문장의 해석에는 어려움이 없으니까요.[㉰-A-8]

145) 이와 관련하여 임홍빈(1985/1998: 65)에서는 주어의 전제 조건으로 모든 서술어는 반드시

주어를 가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생성문법에서 역시 EPP(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라는 원리를 들어 이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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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는 초등 학습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특성이다. 교과서에서 ‘문장에서

(주어/목적어/서술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와 같은 학습 활동146)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습자는 ‘문장의 주성분’이라는 범주를 기반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개념화하지 못하였다. 이는 ‘매콤한 떡볶이가 익은 고추처럼 빨갛다.’에서 문장의

필수 성분만을 추출하는 문항의 정답률이 극히 낮은 이유와도 직결된다. 요컨대,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문장 성분이라는 범주 속에서 긴밀한 관련성을 맺으므로

특정 성분만 정확히 이해할 확률은 희박하다. 이는 앞서 지식 구조도에서 논의한

‘범주 기반의 개념 변별’과 종적 연계 원리 중 ‘초점화의 원리’와 접맥한다.

또, 학습자들이 문장에서 꼭 있어야 할 성분을 ‘주어’,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라고 하는 등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부터 학습자가 평소에 문장을 어렵지

않게 말하고 쓴다 하더라도 문장 구성 방식을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147) 단편적인 지식은 전체 구조에 비추어 이해되고 가르쳐질 때 비로소

논리적으로 의미 있는 지식(홍은숙, 1999: 306)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상기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어서 중등 학습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다) 문장에서 필요한 성분은 서술어예요. 주어보다는 서술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D-33]

(라) 목적어는 타동사가 있을 때 있어야 하는 거고, 서술어는 명사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D-3]

(마)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명사랑 동사예요.[㉰-D-59]

(바) 절은 안긴문장이랑 똑같은 걸 뜻해요.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D-64]

146) 2015 개정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다루는 차시에서 ‘엄마께

선물을’, ‘선수가 잡았습니다.’와 같이 특정 성분을 누락하여 문장이 어색한 까닭을 말해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활동 이후에 곧바로 ‘예쁜 꽃이 들판에 피었습니다.’에서 꼭 있어야 하는

부분만을 남기고 문장을 줄여 보게 하고 있어 학습자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문장의 필수 성

분이라는 범주로서 부속 성분과 구별하여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47) 어떤 학습자[㉰-A-7]는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으려면 주어와 서술어를 먼저 찾은 후에 남은

말을 목적어라 보면 된다고 대답하는 등 단편적이고 잘못된 앎의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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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상술한 초등 학습자의 답변과 별반 다르지 않은, 여전히 상위 범주로서의

인식이 부재한 경우이다. (라), (마)는 언어 단위 간 경계를 혼동하여 품사와 문장

성분을 명료하게 관계화하지 못한 경우이다. (바)는 ‘절’이 ‘안긴문장’인 것은 안은

문장에서 유효한 것임에도(정희창, 2014: 245) 이에 대한 지식이 형성되지 않은 경

우이다. 이처럼 개념들은 상호 독립적인 하나의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구조화되어(신현정, 2000: 139-140) 있기에 체계적인 이

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개념들의 범주적 관련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반대로 개

념을 범주화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상위 범주에

비추어 개념별 속성을 변별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방향

성을 띠는 교육 내용 구성과 이에 따른 종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궁

극적으로 이는 개개의 연결 고리가 역동적이고 연속적으로 합류되는 연쇄 복합체

형식을 띠는 지식 구조(Vygotsky, 1986, 윤초희 역, 2011: 2019)의 형성을 추동할

것이다.

3.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 구체화

본 절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와 개념화 양상을 종합하여 문장

구조 교육, 명확히는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학교급 간 종적 연계를 위한 원리를

구체화하기로 한다. 이에 일차적으로는 Ⅱ장에서 정립한 종적 연계 일반 원리에 학

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 나타난 쟁점과 개념화 양상이 포섭되는 경우, 해당 원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한다. 그러나 일반 원리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학습자

양상이 존재할 경우, 해당 양상에 적합한 문장 구조 교육 특정의 종적 연계 원리를

새로이 상정한다.

이러한 종적 연계 원리는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연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두루 작용하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능의 절차상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상위 차원에서 주로 작동하는 원리와, 이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 구현하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원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식 구조도와 개념화 양상을 종적 연계 원리와 대응시키면 [그림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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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화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

구조화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④ 범주 기반의 개념

변별

② 문장의 계층적 분석

③ 핵심 개념 중심의 구

조화

① 개념의 관계적 연결

(4) 개념의 상위 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

(2) 용어와 개념의 자의

적 연결

(1) 개념의 변별적 속성

에 대한 이해 결여

(3) 유관 개념의 관계적

인식 부족

계층성의 원리

지식 구조도 양상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
개념화 양상

[그림 53] 문장 구조 교육 종적 연계 원리의 구체화

우선, ‘초점화의 원리’는 ‘④ 범주 기반의 개념 변별’과 ‘(4) 개념의 상위 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원리가 된다. ‘일관성의 원리’는 기술 방식

및 용어의 통일성 측면에서 ‘④ 범주 기반의 개념 변별’, ‘(2) 용어와 개념의 자의적

연결’과 관련된다. ‘반복·심화의 원리’와 ‘상호성의 원리’는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

분의 연결, 서술어-서술부 및 문장의 호응의 학교급별 심화에 해당하는 ‘① 개념의

관계적 연결’, 그리고 격조사 문제와 관련한 ‘② 문장의 계층적 분석’, (1) 개념의

변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 결여’과 밀접한 원리이다. ‘구조화의 원리’는 서술어를 중핵

개념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는 ‘③ 핵심 개념 중심의 구조화’, ‘(3)

유관 개념의 관계적 인식 부족’과 관련이 깊다. ‘실제성의 원리’는 교육 내용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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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문장 구성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1) 개념의 변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

결여’와 연관된다.

한편, 지식 구조도 양상에서 ‘② 문장의 계층적 분석’의 핵심적 내용은 기존의

종적 연계 원리로는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장 구조

교육 특정의 종적 연계 원리로 ‘계층성의 원리’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탐구 과정의 원리’는 지식 구조도와 개념화 양상 중 어느 하나의 쟁점에 집중되는

원리라기보다 엄밀히 말하면, 전(全) 원리를 교과서 차원에서 실체화하고 구현하는

차원의 성격을 갖는다. 즉, Ⅱ장에서 논의한바, 학습 활동 차원에서 학교급 간 탐구

수준이나 방법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는 전술하였듯 ‘교육 내용 선정’과 ‘교육

내용 조직’의 층위에 따라 보다 중점적으로 관여하는 원리로 구분되며, 원리 간 상호

작용 양상을 나타내면 [그림 54]와 같다.

반복·심화의

원리

구조화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계층성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교육 내용

선정

교육 내용

조직, 구현

초등 중등

[그림 54] 문장 구조 교육 종적 연계 원리의 층위 및 관계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층위’에 관여하는 원리에는 ‘구조화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계층성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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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며, 이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몇 개의 원리가 복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 내용 조직, 구현’의 층위에서는 ‘상호성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용어, 기술 방식)’, ‘탐구 과정의 원리’가 해당된다.

이 중 ‘실제성의 원리’와 ‘탐구 과정의 원리’는 전(全) 원리를 반영하고 실체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종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조화의 원리’에

주목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육 내용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즉, 중핵이 되는

매개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 범주를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후 학교급별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근거로 어떠한 내용이 반복되고 심화되어야

하는지를 판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복·심화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상호

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층성의 원리’ 등을 고려하여 개념별, 주제별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연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과정은 ‘실제성의 원리’와

‘탐구 과정의 원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학습 활동 및 기술 방식 수준에서 조직될

수 있겠다.

요컨대, 이는 ‘문장 구조 교육’을 대상으로 한 종적 연계 원리의 작동 층위와 원리

간의 상호 관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문장 구조가 아닌 다른 주제 혹은 언어 단

위에서는 교육 목표와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따라 각 원리가 중점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층위와 원리 간의 상호 작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육 내용을 연계할 때에는 교사 변인, 학습자 개별의 변인 등 다양한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학습자 개인의 요인은 완전한

개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상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것이며, 교사 변인

역시 그러하다.148)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학교급의 변화를 거치면서 마주하는 일

반의 교육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이며, 이 중심에는 학습자가 개념을 유기적 관

계와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일이 자리

한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항에서는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별 세부 내용을 기술하기로 한다.

148) 교사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중에는 교육 실천

국면에서의 교사 지식과 관련된 연구가 포함되는데, 이지수(2016)가 대표적이다. 이 논의에서는

교수자의 교과 교육 전문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식으로 교수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에 주목하여 문법 역영에서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대상으로 이론적 체계

화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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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구조화의 원리

주지하듯 교육 내용의 구조화는 궁극적으로 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

러나 학습자의 수준과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조화하는가는

매우 어려운데, 일찍이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왔음에도 결과적으로 교육

내용의 학교급 간 체계가 가지런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인제(1996: 213)의 비판 역시

그러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비판은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급 간 차원에서 교육 내

용의 구조화가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6차 국어과 교육과

정에서 내용 체계의 영역별로 구조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으로 꼽히는

것도 영역별, 내용별 구조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무엇보다 교육 내용의 구조화는 교육 목표 성취에 기여하는 방향을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간 학교 문법에서 문장 구조 교육이 ‘문장의 짜임-문장 성분-문

장의 호응-문장의 확대’와 같은 흐름으로 유목화된 것 역시 구조화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구조화의 결과가 설득력을 확보하려면 마땅히 학습자가 축적한 지

식의 양상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구조화의 원리’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방향에서 상위 범주 체계뿐만 아니라 하위 교육 내용 간의 논리적, 구조적 관계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원리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문장 구조 교육에서 ‘구조화의 원리’를 고려하면, ‘서술어’를 중심

으로 교육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핵심 개념 중심의

구조화’ 및 ‘유관 개념의 관계적 인식 부족’에서 기술한바, ‘서술어’는 여타 성분에

비해 학습자의 이해도가 높고 학적으로도 문장 구조에서 중핵의 개념이 된다는 점

에서 ‘서술어’를 부각하여 교육 내용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장의

짜임’은 문장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문법에 부합하는 문장을 원활하게 산출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중요성 아래 문장 구조 교육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어 왔다. 이때,

문장의 짜임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유형이 나뉜다는 사실을 주지하면, 서술어의

교육적 중요성과 효과성이 더해진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한 학적 논리를 살펴보자. 요컨대, ‘문장의 짜임’은 ‘기본 문형’으로 일

컬어지는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최현배(1937/1971)는 기본 문형을 ‘무

엇이(임자말) +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풀이말)’와 같이 서술어의 품사적 성

질을 핵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내용과도 일치하는 분류이다.

문형 설정은 일차적으로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고영근(1969: 29)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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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장의 짜임에서 서술어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반면, 정인승(1974)에서는 서

술어의 품사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를 한 범주 속에 통합하여 하나의

문형으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형 설정의 차이를 차치하고, 문장의 짜

임은 적어도 문장의 중심이 되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자리한다. 사람의 말함의

목적은 무엇(임자말)에 대하여 풀이를 함에 있는 것인즉, 풀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조각(최현배, 1937 /1971)이라는 언급에서도 서술어가 문장의 중심을 이룸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서술어의 품사적 성질이나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 즉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관여자(participant)(김혜숙, 1998: 122)는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확

대를 연결하는 주요한 개념이 된다. 그러나 다수의 학습자는 서술어에 따라 문장의

짜임이 구분됨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서술어와 다른 문장 성분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 또한 내면화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는 결과적으로 (가)와 같이 문장

구조 교육에 해당하는 내용 범주들 간의 관련성과 체계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귀

결되었다는 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

(가)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히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A-52]

특정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곧 다양한 개념,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법칙의 학습임(장언효, 2002: 68)을 주지할 때, 학습자는 문장 구조 교육을 통해 문

장이 형성되는 구조,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의 역할과 기능, 문장이 확대되는 방식

등을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장 구조 교육에서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확대 간의 관계를 표상하는 것은 중요하게 자리하며, 이에 [그림 51]

처럼 ‘서술어’를 중심으로 내용 범주를 연결하는 것은 학습자의 구조적인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 ‘구조화의 원리’를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표 46]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를 위한 ‘구조화의 원리’

구조화의 원리

� ‘서술어’를 매개 개념으로 부각하여 ‘문장의 짜임-문장

성분-문장의 확대’의 교육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조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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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점화의 원리

‘초점화 원리’는 교육 내용이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방향성을 지녀야 함을 말한다.

즉, 상위 범주와 하위 요소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념 간 공통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개념별 변별적인 속성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듣기·말하기 교육의 맥락 설

정과 관련하여 논의한 박창균(2008)에서 교육 내용 선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맥락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다시 하위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초점화를 고려해야 함을 역설한 것과 접맥한다.

한편, 이병규(2019)는 초점화의 원리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내용 요소를 차별

하여 제시하는 원리로 보았다.149) 즉,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을

다루는 범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도 동의하는

바이나, 학습자 수준에 근거하여 일부의 하위 요소만을 다룰지언정 이 또한 해당

요소가 속한 상위 범주와의 관련성을 인지시켜 상위 범주 속에서 하위 요소를 인

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요컨대, ‘초점화의 원리’는 ‘구조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교육 내용의 구조화는

개념 간 상하 관계와 동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품사–체언-명사’의 관계처럼 문장 구조 제반 개념 또한 ‘문장의 확대–겹문장-이

어진 문장-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같이 초점화되는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학

습자가 개념을 범주 체계 내에서, 또 다른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다음의 (가)와 같은 현상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가) 겹문장은 문장이 겹쳐져 있는 문장이고, 이어진 문장은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에요.

[㉰-D-7]

위의 사례는 겹문장과 이어진 문장의 관계를 범주적 관련성 속에서 인식하지 못한

학습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문장의 확대와 관련하여 개념 간의 상하 관계를 묻는

(10)번 문항의 정답률이 매우 낮은 것 또한 중등 학습자는 개념을 일련의 의미망

속에서 체계화하지 못했음을 추정하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중학교 교

149) 예컨대, 이병규(2019)에 따르면 된소리되기의 경우 인지적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조음 위

치별 소리와 상관없이 된소리되기 변동 전체를 학습 내용 요소로 다룰 수 있으며, 만일 인지 부

담량의 측면에서 무리가 된다면 된소리되기의 하위 규칙들을 초점화하여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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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나타난 개념어의 불균형과 관계되어 주목된다.

예컨대, 2009 개정 중학교 교과서에서 개념어의 빈도수는 ‘서술어(16회), 주어(14회),

홑문장(13회), 문장(12회), 문장 성분/부사어/안은문장(8회), 목적어/안긴문장(7회)’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홑문장’과 ‘안은문장’, ‘안긴문장’이 고순위에 포함되었음에도

정작 ‘겹문장’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2015 개정 중학교 교과서에서 ‘문

장의 짜임’, ‘문장의 확대’가 다른 개념어들과 연결선이 나타나지 않은 것 또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사이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문장 성분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09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의 개념어

빈도수는 ‘문장(18회), 서술어(10회), 주어(7회), 호응(7회), 이어 주는 말(5회)’로,

2015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의 빈도수는 ‘문장(9회), 문장 부호(7회), 호응(5회), 주어/

서술어/누가(무엇이)+어떠하다/누가(무엇이)+어찌한다(3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상위 범주로서의 ‘문장 성분’, ‘필수 성분’, ‘꼭 필요한 성분’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이 개념의 범주적, 변별적 속성에 대한 내재화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나)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주어랑 목적어예요. 서술어보다는 주어랑 목적어가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A-71]

(다)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찾고 분석하려면 문장을 해석해서 뜻에 따라서 찾아야 해요.

단어의 뜻을 이미지화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D-10]

개념은 상위 범주 내에서 긴밀한 관계로 얽혀 있으므로 그중 특정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상위 범주-개별 개념–하위 속성’의 흐름을 따르는

‘초점화의 원리’는 학교급 간 차원뿐 아니라 학교급 내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즉, 상술한 ‘문장 성분’의 문제를 비롯하여 ‘절’ 개념의 설명을 건너뛴 채 ‘명사절’,

‘관형절’과 같은 절의 종류를 기술한다거나,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의 경우 다른

안은문장들과의 표지 유무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 동위 관계에 있는 개념과의 변별을

어렵게 하는 경우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 내용을 구성하게 되면, 주지하듯

학습자는 촘촘한 개념망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여 각 개념을 낱낱이 인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문장 성분’에서, 중학교

에서는 ‘문장의 확대’에서 ‘초점화의 원리’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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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를 위한 ‘초점화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 개념의 상위 범주에서 개별 개념의 학습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따르고, 개념 간의 범주적 관련성 속에서

개념별 변별적인 속성을 강조한다.

� 초등학교에서는 ‘문장 성분’에, 중학교에서는 ‘문장의

확대’에 중점적으로 적용한다.

� 문장 성분의 경우 ‘주성분’, ‘부속 성분’ 등의 상위 범주

내에서 개별 성분의 속성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절’을 ‘어절, 구, 문장/안은문장’의 체계 속에서 정의한

후, 안은문장과 관계된 절의 종류는 동위 관계 내에서

변별적으로 다룬다.

3.3. 상호성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란 학습에 효과적인 선행 조직자(advanced organizer)를 가져와

개념 간 연결 고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원리를 말한다. 거시적으로는 학교급 차

원에서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의 연결부터 미시적으로는 교육 내용을 잇는 연결소

차원까지를 망라한다. 이 원리의 이론적 근간은 Ausubel(1963)의 유의미 학습으로,

이 이론은 논리적으로 유의미한 학습 과제가 학습자의 인지 구조와 관련되게 하는

것을 학습의 관건으로 본다. 즉, 교과의 내용을 계열적으로 조직하여 선행 학습을

분명하게 제시할 때 후속 학습이 촉진되므로, 새로운 개념은 이전에 학습된 개념과

의도적으로 조화되고 긴밀한 관련성을 맺게끔 조직되어야 한다.

기실 선행 조직자 이론은 구성주의 이론이나 교수·학습 이론에서도 주요한 학습

원리로 꼽혀 왔다(김재춘, 2005ㄱ; 변영계, 2005). 다만 Ausubel(1963)의 관점에 서면

선행 조직자는 설명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는 학습 내용과 지식을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다. 반면, 구성주의 입장에서 학습자는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주체로, 이때 선행 조직자는 유관 개념을 매개하는 ‘조직자’와 이로 인한

인지 구조의 변화인 ‘유의미’(조주연·강문선, 2014: 2-3)에 방점이 놓인다. 본 연구

역시 구성주의 입장에 서서 선행 조직자의 개념을 차용한다.

특히, 학교급 간 종적 연계 차원에서 기학습된 선행 지식들은 이후 학습될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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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자(subsumer) 역할을 하기에 중요하며, 따라서 학교급별 학습자 사이에 단절된

지점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성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구조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구조화의 원리’와 상호 관련된다.

문장 구조 교육에서 상호성의 원리에 집중하면, 우선 문장 성분과 관련하여 ‘격

조사’를 초등학교에서부터 연결소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습하려는 개념의 일

부가 이전에 배운 적이 있어 인지 구조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이는 관련 정착

의미(relevant anchoring idea)가 되어 이후의 원활한 학습을 돕는다. 그러나 전술

하였듯 초등학교에서는 격조사에 주목하는 발문이나 활동이 부재하다 보니 학습자

들은 문장 성분의 형태적 속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 속성만을 사상하여 (가)와

같이 성급한 일반화를 시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 주어는 주인공이고, 목적어는 주인공이 하고 싶은 거예요.[㉰-A-22]

그러나 주어, 목적어와 같이 형태적 표지가 나름대로 뚜렷한 경우, ‘격조사’는 문장

성분의 관계적 이해를 돕는 연결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문장 성분에 대한 지

식을 상대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다음 학습자의 사례를 통해 더욱 뚜렷해진다.

(나)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으로 ‘나는 매점을

좋아한다.’에서 ‘매점을’과 같이 ‘을, 를’이 붙어서 형성돼요. 주어는 서술의 주체인데

주로 ‘은, 는, 이, 가’가 붙고요.[㉰-A-123]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격조사를 본격화하지 않더라도 연결소로서의 중요성에 입

각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후술할 ‘반복·심화의 원리’와도

관계된다. 주지하다시피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존재하는 관련 정착 의미는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때 인지 구조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며, 파지 과

정에서는 그 개념의 의미가 저장되도록 해 주는 구실을 한다(권기, 2001). 따라서

격조사를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만 중학교에서의 격조사에 대한 학습 내용은

잠재적 유의미가(potential meaningfulness)150)를 지닐 수 있게 된다.

150) ‘잠재적 유의미가(potential meaningfulness)’는 ‘잠재적 유의미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학습

과제의 논리적 유의미가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관련 정착 의미만 있다면 '잠재적 유의미가' 상태

이고, 학습 태세까지 갖추어져야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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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입장에서 ‘연결 어미’ 역시 문장의 확대를 위한 연결소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 연결 어미는 초등학교에서도 일부 다루기는 하나 문장 구조와는 별개로 교육

되고 있어 문제적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중등의 ‘문장의 확대’에 대한 초등학교의

선수 학습 내용이 부재한 데서 연유한다. 이에 ‘상호성의 원리’에 따르면, 초등학교

에서는 ‘문장의 확대’의 선수 학습으로서 ‘문장의 연결’ 범주를 새로이 상정하고,

문장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연결 어미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중학교에서는 ‘절’과 ‘전성 어미’ 개념을 현재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문장의 확대’에서 홑문장과 겹문장의 구분, 이어진 문장과 안은문장의 분류 및 체계

등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중등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연결 고리를 활성화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특정 학교급 내의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의 문제 또한 ‘상호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개선이 요청된다. 계속적으로 강조한바,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간의

관련성이 그것이다. 전술하였듯 교과서에서는 양자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표면

화하지 않아 다음 (다)와 같이 학습자가 선수 학습인 ‘문장의 짜임’과 후속 학습인

‘문장 성분’을 개별적으로 인지하는 양상을 나타냈기에 이를 보완하는 교육적 연계

방안을 궁구해야 하겠다.

(다) ‘누가 + 어찌한다’는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타내는 거고,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

어서 쓸 때 필요한 거 같아요.[㉰-A-27]

이상으로 ‘상호성의 원리’를 정리하면 [표 48]과 같다.

[표 48]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를 위한 ‘상호성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 유개념을 잇는 연결소와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의 연결

고리를 부각하여 다룬다.

� ‘문장의 짜임’과 후속 학습인 ‘문장 성분’ 간의 관련성을

표면화한다.

� ‘문장의 확대’의 선수 학습으로 초등학교에서 ‘문장의

연결’에 대한 교육 내용을 마련한다.

� ‘격조사’와 ‘연결 어미’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연결소로

도입하고, ‘절’과 ‘전성 어미’는 중학교에서 연결소로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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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반복·심화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란 학습자의 능력 발달을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이 반복되면서

단계적으로 확충되고 심화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초·중학교 간

‘문장 구조 제반 개념의 현저한 양적·질적 격차’는 단계성이 결여되어 문제적이며,

‘초·중등 학습자가 특정 개념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음에도 해당 내용이

학교급 간 반복되는 것’은 인지적 비계를 제공해 주지 못하여 부적절하다.151)

전자의 경우 ‘반복·심화의 원리’는 상술한 ‘구조화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를 실

체화하는 데 방점이 놓인다. 예를 들어, ‘상호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에서

‘격조사’를 교육해야 한다면, ‘반복·심화의 원리’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시각적 장치’나 ‘발문’ 등을 통해 초등 학습자가 단계적으로

격조사를 주목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확대의

선수 학습으로 초등학교에서 ‘문장의 연결’을 교육해야 할 때, ‘연결 어미’ 또한 학

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방향을 띠도록 교육 내용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따라 교육 내용의 폭과 깊이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문장의 짜임’이 대표적이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관계’를 제외하고 ‘문장의 짜임’에 대한 대부분의

문항은 초·중등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 가장 낮은 층위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문장의 짜임에 대한 교육 내용은 초등학교와 차이가 없는 동일 반복

혹은 동일 축소로 설계되어 있어 개선이 요청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지식 상태와 ‘반복·심화의 원리’를 고려하면, 중학교에서는 문장

성분과 관계된 ‘주어부 + 서술부’에 방점을 두어 교육 내용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가 ‘서술부’와 ‘서술어’를 구별하지 못하여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소해 주는 방안으로 기능할 것이다.

반면, 학습자가 특정 개념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상위 학교

급에서 해당 교육 내용이 소멸되어 ‘반복·심화의 원리’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문장의 호응’이 바로 그 경우이다. 앞서 분석하였듯 초·중등 학습자 모두 문장의

호응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문장의 호응은 중학교에서 교육

151) 비계는 ‘정서적 비계’, ‘인지적 비계’, ‘메타 인지적 비계’로 나눌 수 있다. ‘정서적 비계’는 학

습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격려를, ‘인지적 비계’는 학습자의 사고의 확장을, ‘메타 인지적

비계’는 탐구 활동에서의 상호 작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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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문장 구조 교육 전반에서 문장의 호응이 상대적

으로 덜 중요하다든가 또는 학습자의 이해도가 높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비추어 보면 ‘문장의 호응’은 상술한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어 해결이 요구된다.

특히 문장의 호응은 문장 성분을 복습하고, 이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심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해진다. 학습자들이 ‘주어-서술어의

호응’, ‘목적어-서술어의 호응’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장 성분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상태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식 구조

도에서 상위에 위치한 문장의 호응 문항이 다수의 문장 성분 문항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증명되며, 이에 문장의 호응은 문장 성분의 정교한 이해를 견인하므로

반복될 필요가 있다. 이때, 부속 성분, 독립 성분 등은 초등학교에서 다루지 않으

므로 중학교에서는 주성분 간 호응 관계뿐 아니라 문장 성분 전반을 대상으로 한

호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하여, ‘반복·심화의 원리’는 교과서 차원에서 학습 활동 및 예문에도 주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일례로 초등학교에서는 ‘문장 성분’을 교육하는 장면에서 ‘토끼가

뛴다.’ 혹은 ‘토끼가 물을 마신다.’와 같이 두세 단어로 이루어진 예문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술한바, 이러한 예문만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명료한

이해에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반복·심화의 원리’에 따른 예문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반복·심화의 원리’를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표 49]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를 위한 ‘반복·심화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

� 주요 개념들을 학교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 및 예문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 내용의 비약과 단절에 유의한다.

� ‘문장의 호응’은 중학교에서 반복하되, 문장 성분 전반

으로 범위가 확대된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 ‘격조사’와 ‘연결 어미’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각적 장

치와 발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구성한다.

� ‘문장의 짜임’은 중학교에서 ‘주어부 + 서술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내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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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계층성의 원리

‘계층성의 원리’는 문장 구조 교육 시 문장의 계층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을 마련

하고 연계하는 데 주목해야 하는 원리를 말한다. 이는 문장 구조 교육 특정의 종적

연계 원리이며,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에서 쟁점으로 도출된 ‘문장의 계층적 분석’과

직결된다. 요컨대, 이 원리의 초점은 문장 성분 분석이 서술어와 자립 형식을 중심

으로 한 계층적 구조로 행해져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초·중등 학습자들이 문장 성분 분석에 난관을 겪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앞에서 설명하였듯 학습자들은 주어의 범위를 ‘가방’, ‘작은 가방이’, ‘친구의’ 등과

같이 다양하게 인지하고 있어 정확성이 결여된 양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실태는

교과서마다 주어를 분석하는 내용이 상이하고, 어절 및 문장 성분 개념에 대한 학

습자의 불충분한 지식이 복합적으로 관여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문장 성분을 수월

하게 분석하는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문장 구조 제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문장 성분 분석에 대한 교육 내용은 학교급 간

종적 연계상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절 단위를 중심으로 문장 성분을 평면적으로 분석하는 현 교육

내용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통사 층위에서 조사가

미치는 작용역이 어절 단위와 어긋나는 모순은 전통 문법의 평면적인 문장 분석과

생성 문법의 계층적 문장 분석이 충돌하기(강계림, 2015: 420) 때문인바, 어절보다는

‘자립 형식’을 내세워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계층적으로 분석하는 교육 내용으

로의 변화가 적합함을 논구하였다.

그런데, 생성 문법 관점에 서면 조사나 어미가 선행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범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문장 성분 분석에서

조사와 어미를 분리했을 때의 이점이 뚜렷하지 않기에 본 연구는 교착소를 그것의

선행 요소와 떼어 내지 않기로 한다. 한편, 최웅환(2010)에서는 조사의 경우 전통

문법의 관점에 따라 선행 요소와 결합시키고, 어미의 경우 생성 문법의 관점을 수

용하여 독립된 단위로 보는 관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와 어미는 교착소로서

동일하게 취급되는(이기갑, 1990: 2) 것이 합당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어절은 그간 학적 논쟁이 있어 왔으나,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어절이

가지는 심리적 실재성을 비롯, 조사를 단어로 간주하는 데에 따른 이유 등으로 문법

교육에서 독립적인 단위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문장 구조 교육에서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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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는 문제 현상은 어절이 문장 성분 분석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끼치는 혼란스러

움에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반드시 해결될 필요가 있는 터, 본 연구는 [그림 50]과

같이 ‘문장은 크고 작은 자립 형식인 단어나 구가 통사 층위에서 문장 성분이 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문장 성분은

문장 혹은 절에서 분석되는 단위로 문장과 절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이는

단어나 구가 문장 구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궁극적으로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문장의 계층적 구조를 반영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특히, 문장 성분의 후속 학습인 ‘문장의 확대’에서 ‘홑문장 - 겹문장’과 같은 계

층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문장 성분’ 역시 계층적 문장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문장 구조 교육의 일관된 논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더하여, 이렇듯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관계의 정립은 앞서 설명한바, ‘서술어’를 매

개로 문장 구조 교육의 내용 범주를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구조화의 원리’와도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무엇보다 자립 형식을 내세워 형태와 통사 층위를 과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문장

성분 분석 절차는 학습자가 (가)와 같이 단어와 문장의 층위를 혼동하는 문제 또한

얼마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명사랑 동사예요.[㉰-D-59]

이상으로 ‘계층성의 원리’를 정리하면 [표 50]과 같다.

[표 50]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를 위한 ‘계층성의 원리’

계층성의 원리

� 문장의 계층성 반영을 위해 문장은 어절이 아니라 자립

형식인 단어나 구가 통사 층위에서 문장 성분이 되는

것으로 본다.

� ‘문장 성분’의 이분지/계층적 분석은 ‘문장의 확대’에서

‘홑문장-겹문장’의 계층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일관된 논리를 형성하며, ‘서술어’를 매개로 하여 문장

구조 교육의 내용 범주를 유기적으로 구조화하는 것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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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관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란 학교급 간 용어나 기술 방식이 일관되어야 함을 말한다. 주지

하듯 용어의 통일과 기술 방식의 일관성은 학습 과정에서의 혼동과 학습 부담량의

가중을 막아 교육의 효율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용어의 경우, 일부 용

어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으나 문법 통일안 공포 이후 대체로 통일된 체계와 용어에

의한 문법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정달영, 2012: 83).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학교

문법 통일 전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여 문법 용어를 정함을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학교 문법 통일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원칙을 살려 절충식으로 통일한다.

∙문법 교육상 무리 없는 말을 채택한다.

∙외국어 문법 교육과의 관련성을 고려한다.

∙일반 사회의 통용성을 고려한다.

∙일반 용어와 세부 용어는 정하지 아니한다.

∙부자연스러운 용어는 수정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정된 학교 문법 용어의 일람표를 살펴보면, 문장 구조 교

육에서도 전반적으로 통일된 용어가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용어는 때때로 문제시되는데, 하나의 개념을 표상함에도 서로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와, 특정 용어가 상이한 개념을 지칭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술한바, ‘문장의

짜임’과 ‘문장의 기본 구조’는 전자에, ‘문장의 짜임’과 ‘문장의 짜임새’는 후자에 해

당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렇듯 용어의 혼란스러운 사용은 다음의 (가)와 같이 학

습자의 적확한 이해를 방해하므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용어를 통일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가) 문장의 짜임은 주어, 서술어, 관형어 등을 말하거나 아니면 주어에서 역할을 나눈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D-6]

한편, 기술 방식의 경우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 구현하는 차원에서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에 파생되는 기준의 일관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다)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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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은문장은 그 안에 어떤 절(안긴문장)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나뉜다(박영목 외, 2016: 79).

(다) 절은 안긴문장이랑 똑같은 걸 뜻해요.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D-43]

(나)에 따르면 ‘안긴문장’은 곧 ‘절’과 같은데, 이를 ‘어절-구-절-문장’의 확대 양

상에 비추어 보면 절은 문장이 아니라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무엇보다 이

러한 모순은 (다)와 같은 실태를 유발하게 되어 문제적이다. 요컨대,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문장과 공통적인 속성을 공유하나, 문장 속에 포

함되어 형식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절의 형

식적 특성보다는 절은 더 큰 문장, 즉 복문 안에서의 접속과 내포와 관계된 개념

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술의 모순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이럴 경우, 안긴

문장이라는 개념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희창, 2014: 245)

더하여, ‘서술절’ 역시 기술 방식상의 해결이 요구된다. 전술한바, 특정 표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서술절의 특성임에도 교재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을 설명할 때 ‘절 전체가

문장에서 (주어/목적어/부사어/관형어) 기능을 한다. (명사형/관형사형/부사형) 어

미를 붙여 만든다.’와 같이 기술하고 있는 데 반해, ‘서술절’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와 같이 설명할 뿐이다. 각 개념이 공통 범주 내에서 동일한

층위를 가짐에도 기술 방식이 상이한 것은 문제적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문장 성분’ 또한 일관성의 원리에 기댄 개선이 요구된다. 앞에서 기

술하였듯 초등학교에서는 문장 성분의 통사적 속성을 먼저 제시하고 뒤이어 의미적

속성을 제시하는 반면, 중학교에서는 대체로 의미적 속성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비

일관적인 기술 방식의 해결안은 ‘상호성의 원리’에서 그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인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은 긴밀한 연

결성을 지녀야 하며, 이로부터 문장 성분의 ‘통사적 속성’이 우선적으로 설명되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서술어를 비롯한 문장 성분을 일차적으로는 통사론적,

형태론적으로 정의하고 의미론적 특성은 부차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이

병규(2016ㄱ: 396)의 주장과도 맞닿는다.

이상으로 ‘일관성의 원리’를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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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를 위한 ‘일관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 학교급 간 상이하게 쓰이는 ‘문장의 짜임’, ‘문장의 기본

구조’, ‘문장의 짜임새’의 용어를 통일한다.

�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파생되어 적용되는 기

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문장’과 ‘절’ 개념의 관계를

명료히 한다.

� ‘서술절’과 여타 ‘안긴문장’ 간 기술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문장 성분 기술의 내적 일관성과 상호성의 원리를 고

려하여 문장 성분의 ‘통사적 속성 - 형태적 속성/의

미적 속성’의 제시 순서를 따른다.

3.7. 실제성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란 학습자가 배운 바를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실제를 반영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을 뜻한다. ‘실제성’은 ‘실세계 접근법

(real world approach)’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지현숙, 2009: 586), 의도적인 교수·학습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형식과 표현이 일반적으로 실제 언어 사용과 다르지 않아

자연스러운 상태여야 함(전은주, 2012: 556)을 의미한다. 요컨대, 문장 구조 교육에서

이 원리는 학습자가 산출하는 문장 구성 수준의 반영과 직결된다.

이는 대다수의 초등 학습자가 문장 성분을 적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개념의 변

별적 속성을 인지하지 못한 양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즉, 교과서에서 ‘주어+목적어

+서술어’와 같이 세 단어 이내로 구성된 단순하고 전형적인 문장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확대된 문장에서 문장 성분 개념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실제로 6학년 학습자들이 산출한 문장인 (가), (나)를 보아도 세 단어로만 이루어진

단문은 거의 없어 교육적인 해결이 요구된다.

(가)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최대한 타지 않고 에너지를 지키며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B-97]

(나) 나는 이번 시험에 잘 보지는 못했지만 다음 시험에 잘 보기 위해 더 열심히 공

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B-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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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문장에서 발견되는 조사의 오용이나 호응의 문제를 차치하고, 학습자가 생

성하는 문장은 홑문장에 머물러 있지 않다. 무엇보다 초등 학습자들은 이미 저학

년과 중학년 때 문장을 자세하게 늘여 쓰는 방법과 문장을 이어 주는 말에 대한

학습 경험을 갖는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문장 구성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문만을

대상으로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적용해 보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학습을 견인하지

못할 것인바, 해결책을 궁구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중학교에서는 ‘겹문장’을 다루므로 상대적으로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예문과

학습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쓴 문장을 메타적으로 분석해 보는 활

동이 부재하여 본인의 언어생활에 관련 개념을 적용해 볼 실제적인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실제성의 원리’를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표 52]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를 위한 ‘실제성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 초등학교에서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세 단어 이내

로만 이루어진 전형적인 단문뿐 아니라 학습자의 문장

구성 수준을 반영한 예문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 중학교에서는 ‘자신이 쓴 문장’의 문장 성분을 메타적

으로 분석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언어생

활과 밀접한 학습 활동을 마련한다.

3.8. 탐구 과정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는 탐구 논리와 탐구 경험 과정에 따른 탐구의 단계, 수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종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통해 선별되고 정제된 교육 내용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에 학습자가 주어진 지식을 암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탐구하여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데 효과적인 학습

활동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제민경(2012)에서 문법 설명 텍스트의 내러티브는 교육

과정에 형성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조회하되, 학습자가 지식의 구조를 이루어

가는 인지적 과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역설한 것도 연속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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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탐구 과정의 원리’는 문장 구조 교육에서 다름 아닌 ‘문법 탐구’를 중심

으로 실현될 수 있다. 문법 탐구는 학교급에 따라 계열적인 탐구 활동을 제공함으

로써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Patrick & Middleton, 2002),

궁극적으로는 개념과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게 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

능한다. 이 과정에서 탐구는 전술한바, 다음 [표 53]과 같이 ‘확인 탐구’,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열린 탐구’의 네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은 연속체

(continuum)를 이룬다는(Banchi & Bell, 2008: 27) 점에서 학교급 간 종적 연계 시

주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표 53] 탐구 수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무152)

이와 관련하여 앞선 Ⅱ장에서 초·중등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문법 탐구 활동의

학교급 간 종적 연계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특정 학교급 내에서도 대부분

‘확인 탐구’와 ‘구조화된 탐구’에 그 수준이 한정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교급에 따라 ‘확인 탐구’부터 ‘열린 탐구’까지 상이한 수준의 탐

구를 다양한 과정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궁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탐구 과정의 원리’를 정리하면 [표 54]와 같다.

[표 54]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를 위한 ‘탐구 과정의 원리’

152) Banchi & Bell(2008)에 따르면 ‘열린 탐구’는 학습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인지적 노력을 요

구한다. 그러나 만약 ‘1수준(확인 탐구)’부터 ‘3수준(안내된 탐구)’의 탐구를 충분히 수행한 경

험이 있고 적절한 수준의 문제를 탐구한다면, ‘열린 탐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도 성공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탐구 수준

정보
확인 탐구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열린 탐구

문제 ○ ○ ○

절차 ○ ○

해결안 ○

탐구 과정의 원리

� 전(全) 원리를 토대로 ‘확인 탐구’부터 ‘열린 탐구’까지

탐구 수준과 방법을 고려한 학습 활동을 마련하여

학습자 주체의 계열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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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실제

1. 문장 구조 교육 종적 연계안 설계의 개요

1.1. 종적 연계안 설계의 중점과 절차

(1) 종적 연계안 설계의 중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

하였다. 주지하듯 이는 학교급에 따라 중점적으로, 또 교섭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거로 작용한다. 본 장

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문장 구조 교육의 초·중학교 종적 연계안을 구성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학년까지 세분화하기보다는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안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중핵의 요소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보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음 [그림 55]를 주목해 보자.

[그림 55] 교수·학습 연계의 기본 방향(김태은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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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종적 연계 요인은 ‘학생’, ‘교사’, ‘환경적’, ‘제도적’ 차원(김태은 외, 2015:

76)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림 55]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는 ‘개인 역량 강화’로,

‘환경적’, ‘제도적’ 차원은 ‘환경적 기반’으로 귀속된다. 본 연구는 이 중 교육 국면

에서 해결을 요구하는 제도적 차원이자 환경적 기반인 ‘교육 내용’ 연계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 내용을 연계하는 것은 학교급 간 차이를 급격한 절벽으로 느끼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경사로를 제공하는 것이다(김태은 외 2014: 189). 그간 ‘학교

교육 목표’, ‘교사 양성 교육 체제의 분리’, ‘초등 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문화적 신념’,

‘중학교의 교과 위주 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요인은 초·중등 교육의 단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최선희, 2019ㄱ: 109). 무엇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 어느

한쪽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한 연계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종적 연계의 실현을 위해

양자가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국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코틀랜드는 만 3세-18세까지 아동의 연

속적인 학습을 위해 ‘Curriculum for Excellence’를 실행하고 있다. 호주는 2009년

정부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만 5세-10학년까지 ‘The First Phas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을 운영 중이다. 뉴질랜드는 국가 수준의 유아 교육과정인 ‘Te whāiki’와

1-13학년의 초·중등 교육과정인 ‘The New Zealand Curriculum’이 연계되어 있다.

또, 뉴욕은 Pre-K에서 12학년까지 ‘Common Core Learning Standards(CCLS)’를

채택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최근 국가 수준의 정책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학교급이 연결되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상의

종적 연계성 확보이다.

한편, 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실제로

접하는 교과서의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아무리 잘 연계된다고 하더

라도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학교급별 교과서끼리 연계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연계의 실질적인 의미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주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고시하는 지방 분권적인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교과서는 몇 개의 출판사들이 미국 전역을 독과점하여(천경록, 2014: 412)

초·중·고 교과서를 하나의 일관된 체재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의 연계성은 낮을 수 있지만 학교급 간 교과서의 일관성과 접합성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은 일원화되어 있는 데 반해 교과서의

국정, 검정 방식을 혼합하고 있고, 개발 주체 또한 상이하여 학교급 간 교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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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크다.153)

물론 그간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이나 검정 기준은 계속적으로 제

시되어 왔다.154) 그러나 [표 5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열성이 주로 학년과 학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나마 중학교 국어 교과서 편찬 기준의 <내용 수

준과 범위>에서 학교급 간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역시 5-6학년 교육과

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할 뿐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명료한 이

해가 어렵다. 이와 같은 실태는 ‘연계성’이 갖는 중요성은 마땅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준거에 대한 합의점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에 천경록(2014: 418)에서는 교과서의 접합성 분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

153) 이와 관련하여 민병곤(2014)에서는 영국과 비교하여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통제하기보다

학교 단위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154)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 교과서 편찬 기준(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 55]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국어 교과서의 편찬 기준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 자료(교육부, 2017) 중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내용의 선정 및 조직’에서는 [표 55]와 같이

‘상·하위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을 학년 간, 학기 간의 계열성과 교과 간의 관련

성을 고려하여 조직하되, 지나친 학습 내용의 중복이나 내용 전개상의 논리적인 비약이 없도록

유의한다.’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

2. 교과서의 구성 체제

(2) 교과서 간의 계열성이 잘 드러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5.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상·하위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활동과 방

법을 학년 간, 학기 간의 계열성과 교과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조직하되, 지나친 학습 내

용의 중복이나 내용 전개상의 논리적인 비약

이 없도록 유의한다.

2. 교과서의 구성 체제

(2) 교과서 간의 계열성이 잘 드러나도록 체

계적으로 구성한다.

<내용의 수준과 범위>

(1) 5∼6학년군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준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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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국어 교과서의 접합성 분석 기준(천경록, 2014: 418)

[표 56]의 ‘체재’, ‘내용’, ‘제재’는 모두 교과서의 접합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체재’와 ‘제재’는 ‘내용’이 잘 선정되고 구현된 이후에 고려해야 하는 이차적

층위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체재’와 ‘제재’를 아무리 효과적으로 연계한다

하더라도 ‘교육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는 생산적 논의가 어려우며, 연계 문제의 근

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용’ 측면에 주목한다.

한편, ‘내용’은 천경록(2014)의 경우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목표’와 ‘활동’

으로 이분하였으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모두를 범위로 하면 크게 ‘교육 내용 선정’

차원과 ‘교육 내용 조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 내용 선정’ 차원은 명명 그

대로 학교급에 따라 교육 목표와 종적 연계 원리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며, ‘교육 내용 조직’ 차원은 선정된 내용을 성취 기준, 내용 요소, 활동 등의

측면에서 알맞게 배치하고 실체화하는 것이다. 이때, 조직 결과를 학습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가운데 문법 개념들을 배열하는 방식과 연결 고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이관희, 2015: 186).

한편,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에는 종적 연계 원리뿐 아니라 전술한바,

국어과 내용 선정의 일반 원리인 ‘적합성의 원리’, ‘적절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정당성의 원리’, ‘공평성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155) 물론 이러한 일반 원

리는 교육 내용 구성 시 거시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고려되어 왔기에 현재의

155) ‘적합성의 원리’는 국어 교과서의 내용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성의 원리’는 국어 교과서의 내용은 언어적·심리적 기준에서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취향, 요구, 사전 경험에 적절하게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성의 원리’는 국어 교

과서의 내용은 제도적·교육 공학적 기준에서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성의 원리’는 국어 교과서의 내용은 학문적 기준에서 객관적인 진실이어야 하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평성의 원리’는 국어 교과서의 내용은 사회적 기준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5).

대영역 소영역 지표

체재
외적 체재 관형, 명칭, 권 수, 외적 분량, 활자 크기, 표지, 디자인 등

내적 체재 단원의 구성 방식, 단원 성격, 단원의 수, 단원의 크기 등

내용
목표 학습 목표, 개념, 용어 등

활동 학습 활동, 비계 장치 등

제재
텍스트 장르, 난이도, 주제, 길이, 흥미 등

그래픽 기능, 비중, 구현 방식, 색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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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은 상술한 일반 원리를 만족하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성의

원리’의 경우 학습자 조사가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는 ‘적합성의 원리’를 실현하고,

그 외 원리 작용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가

중핵으로 자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종적 연계안 설계의 절차

교육 내용을 종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와 성취 수준 차원에서 그

방향과 절차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세형(2006: 124)에서는 학

습자의 알아 가는 과정에 착목하여 ‘전체를 개략적으로 구획하기 → 각 부분의 가

치를 부여하면서 역할 분명히 하기 → 부분 간의 관계 그려 나가기 → 전체의 모

습을 좀 더 분명히 그려 가기’의 단계로 종적 구조 체계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참조할 수 있다. 물론 주세형(2006)은 학습자의 ‘알아 가는’ 과정에 초점이 있어 학

교급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교육이 점차 정교화되고 구조화된다는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초·중학교 종적 연계안을 설계하기 위해 거

시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구조화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

∙계층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학습자의 지식 상태 분석

교육 목적 및 목표 확인

교육 내용의 선정

교육 내용의 조직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구현

1단계

2단계

3단계

↓

↓

↓

↓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

⥂

[그림 56] 문장 구조 교육 종적 연계안 설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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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 연계안 설계는 [그림 56]과 같이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같은 절차는

회귀적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 중 1-2단계에 방점을 두어 연계안을 구성한다.

요컨대, 교육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지향에 대한 판단에서 시작되는바, 교육 내용을

논의하게 앞서 그 목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박혜진, 2019:

161). 이에 1단계의 학습자 지식 상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2단계에서는 학교급별

문장 구조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여 방향성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목표 층위

에서 어떻게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에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

수준에서 학교급별 중점적, 학교급 간 교섭적인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다.

아울러 선정된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활동 차원의 실현 및 조직 양상도

일부 보이기로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계속적으로 강조한바, 종적 연계 원리와의 상호 영향 관계

속에서 수행된다. 더하여, 연계안 설계의 적합성 및 타당성 입증을 위해 전문가 검

토를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하였다. 그간 문법 단위

중심의 교육 내용 구성이 공고하게 자리 잡아 온 터, 본 연구는 이를 변혁하는 관

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학교급 간 개

선이 필요한 지점을 발견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보완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1.2. 전문가 검토 과정

전술하였듯 본 연구에서 설계한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안은 전

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된다. 전문가 인터뷰는 대면과 이메일을 통한

서면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인터뷰에 대한 세부 정보는 [표 57]과 같다.

[표 57] 전문가 인터뷰의 세부 정보

연번 전문가 방법 시간

[㉱-1] -국어 교육 석사, 경력 7년 이상의 초등 교사 서면

[㉱-2]
-국어 교육 석사, 경력 7년 이상의 중등 국어 교사,

중등 국어 교과서 집필진
대면 30분

[㉱-3] -국어 교육 박사 수료, 국어교육과 강사 서면

[㉱-4] -국어 교육 박사 수료, 국어교육과 강사 서면

[㉱-5] -국어 교육 박사 수료, 국어교육과 강사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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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타당한 검토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바,

전문가 집단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 설계 및 과정, 연구 결과 도출된 학습자의

지식 상태 및 종적 연계 원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

육의 종적 연계안이 제공되었다. 이 중 전문가 검증은 구체화된 연계안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와 질문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계안의 ‘내용’, ‘활용 가

능성’, ‘교육적 효과’와 관련한 다음 네 가지의 질문이 주가 되었다.

� 초·중학교 종적 연계안이 문장 구조 교육 목표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 초·중학교 종적 연계안이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초·중학교 종적 연계안이 기존의 교육안과 비교하여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예상하는가?

� 초·중학교 종적 연계안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그 결과, 위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내용은 [표 58]과 같은 양상으로 정리

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여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의 최종적인 종적 연

계안을 완성하였다. 인터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제적인 연계안을 기술하는 절

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며, 여기서는 상술한 질문별로 대표적인 의견의 일부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표 58] 전문가 인터뷰 내용의 범주화

질문 범주 내용

� 교육 목표에 적합함.

[㉱-1] 교육 목표를 고려하면 중등에서 문장의

확대에 대해 학습할 때 초등에서 ‘문장의

연결’을 상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나선형

학습 또한 가능해질 것입니다.

�
학습자의 지식 상태가

반영됨.

[㉱-1] 교과서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각각에

대한 활동을 하다 보니 주어, 목적어, 서

술어가 뭔지 아는 데만 치중해서 정작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문장에서 꼭 필

요한 성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학습 활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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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고려하면, 초

등학교에서 미리 ‘격조사’를 간접적으로

체득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중등에서

배울 문장 성분에 대해 보다 빠르게 이

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5] 학습 활동 예문이 학습자의 문장 구성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1] 용어의 통일은 학습자와 교사의 혼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초등 국어 교과서 6학년

1학기 3단원의 단원명은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이고, 단원 학습 목표는 ‘다양한

자료를 체계 있게 짜서 발표해 봅시다.’로

‘짜임새 있게’와 ‘체계 있게’를 혼용하여

쓰고 있어 학습자와 교사의 혼동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학교 문법은 어절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하니까 가르칠 때마다 애매해져요. 그래서

연구자가 설계한 방안처럼 계층적으로

분석하게끔 하는 게 학생들한테 더 이

해가 쉬울 것 같아요.

[㉱-3] 문장 성분과 관련한 기술 방식의 개선은

초등과 중등의 학습 내용의 일관성과

상호 관련성도 강화되어 동의함.

[㉱-4]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문장의 호응이 반

복되면 중등 학생들의 문장 성분 전반에

대한 이해의 심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의 짜임을 공부

하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좋다.

�
학습 활동에서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

[㉱-1] 제시한 언어 자료에서 격조사를 모두 굵은

글씨로 표시하는 것이 격조사에 더 주

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어의

예시로 ‘은’도 나와야 하고, ‘은/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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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 내용 종적 연계의 층위

(1) 교육 내용 선정 차원

교육 내용 연계의 층위는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의 차원으로 양분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의 선정 차원에서 보면,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은 그간 ‘어절’의 상정이나

‘이다’의 문법적 정체 등의 세부적인 차원에서의 학적 논쟁은 있어 왔으나 학교 교

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육 요소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자리 잡아 왔다. 그럼

에도 교육 내용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선정의 준거로 작용할

틀(frame)을 설정해야 한다(제민경, 2015: 92). 주지하듯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교육 내용 선정을 위한 핵심 준거로 상정하였으며,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기반으로 구체화되고 초점화된 종적 연계 원리가 교육 내용 선정 시 능동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요컨대, 교육 내용은 교육 목표에 비추어 구성된다. 즉, 교육 목표는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므로 교육 목표가 상정된 후에라야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순차적이나 또 동시에

순환적이어야 하는데, 획일적 흐름을 통한 중앙 통제의 구조로 교육과정을 파악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제공된 지식을 전달받는 존재로 전락하기(이관희, 2008: 66) 때문

이다. 이에 교과서가 교육 내용을 얼마나 잘 표상하는가의 중심에는 ‘학습자’가 놓

여야(남가영, 2012: 4)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고려한 학교급별 문장 구조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여 교육

내용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야 학생이 공통적인

부분을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같은 이

유로 목적어의 예시도 ‘를’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3] 예문의 실제성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 자

체가 학습자의 국어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실제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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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 문장의 확대’ 범주와 관련된

여러 개념에 대한 문법 지식은 Ⅱ장에서 기술한 ‘명제적 지식’에, 문장 구조 제반

개념의 앎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소용되는 지식은 ‘방

법적 지식’에 해당한다. 주지하다시피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은 서로 맞물려

있어 명제적 지식의 정교화는 방법적 지식의 형성과 활성화를 촉발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식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상정하는 바이다.

①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의 위계 결정을 위해 학교급 차원의 목표가 요구되는 경우, 대체로 인지

발달 이론에 기대어 논지를 전개하고는 한다.156) 그러나 인지 발달 이론은 사고

수준을 추상적으로 알려 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고, 모어 화자의 구체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우리의 교육의 장으로 가져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57) 이에 본 연

구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능동적인 기준으로 고려하되, 교육 목표의 합리성과 타

당성을 확보하는 일반론적 차원에서 발달 이론을 참조하기로 한다.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학교급 간 종적 연계에 초점이

있으므로 학교급에 따라 문장 구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우

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교육목표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방법적(절차적) 지식의 획득은 ‘인지(cognitive) 단계’, ‘연합(associative) 단계’, ‘자율

(autonomous) 단계’로 구분된다(Anderson, 1983; Marzano & Kendall, 2007, 강현석

외 역, 2012).

‘인지적 단계’는 학습자가 절차를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나 수행은 미숙한 상태

이며, ‘연합적 단계’는 언어적 시연 조정에 의해 초기 오류가 사라지고 수행이 부

드럽게 이루어지는 상태이며, ‘자율적 단계’는 절차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이다(조진수, 2018ㄱ: 188). 각 단계는 순차적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이전 단

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방법적 지식이 명제적 지식의 내면화를 전제로 함을 주지

156) 속담의 위계화 방안에 대해 기술한 이관희(2017)에서는 학습자의 발달을 주요하게 고려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셀만의 사회적 인식 발달론 등을 토대로 하였다.

157) 발달 이론 자체가 모형 중심적이어서 개별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경향들을 간과하기 쉽고,

인간의 인지적 발달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크기의 계단을 오르는 일이 아니라는 이관희(2008: 41)의

설명 또한 본 연구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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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문장 구조 교육은 학교급에 따라 [그림 57]과 같은 단계를 향해 가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는 그 시작점에 위치해 있다.

인지적 단계 연합적 단계 자율적 단계

[학교급 간 문장 구조 교육]

문장 구조 지식의 내면화 → 문법 능력의 증진

∙명제적(선언적) 지식

∙방법적(절차적) 지식

[그림 57] 학교급 간 문장 구조 교육의 방향

모어 화자라 하더라도 통사적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학습자나, 생득적인

통사 능력 정도에 머물러 있는 학습자의 경우 어려운 문장을 맞닥뜨리면 해당 통사

구조를 자동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에 문장 구조 교육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관련 지

식의 내면화를 통해 문장 구조를 부려 쓸 수 있는 수행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문장 구조 교육의 학교급별 목표는 이해와 수행을 돕는 데 기반이 되는 명

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여기서 방법적 지식은 문장 구조를

분석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을 산출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지식이다. 이는 윤

여탁 외(2011: 238)에서 방법적 지식을 학습자가 시를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과정

중에 작용하는 것으로 본 것과 상통한다. 한편, 교육 목표는 지식 차원 외에 태도

차원에서도 세분화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문법 능력의 주요한 하위 능력이자 요

인인 ‘지식’에 주목하므로 지식에 해당하는 목표에 방점을 둔다.

우선, 초등 학습자들은 발달 단계상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므로 대상을 직관적

이며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사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대상을 분류, 유목화,

나열할 수 있다(이현림·김지혜, 2006: 71).158) 특히, 이 시기의 언어 능력은 성인의

158) 다만, 분류와 관계에 대한 인식이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

에서 언어를 대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 자료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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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 근접하기는 하나 완벽하게 발달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촉진하는 교육’이

요구된다(김대행, 2007: 18). 이에 초등학교에서는 문장 구조 제반 개념을 직관적,

분류적, 관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초적 수준에서 문장 구조를 분석하며 정확하면서도

적절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문장 구조 교육의 목표를 학습자의 지식 상태와 종적 연계

원리를 고려하여 정리하면 [표 59]와 같다. 여기서 상세 목표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견주면 세부 성취기준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박혜진, 2019: 175). 무엇보다

이 같은 교육 목표는 초등학교에서 이상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수준에 해당하며,

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학년(군)의 세부적인 차원까지는 본 연구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표 59] 문장 구조 교육의 초등학교 교육 목표

지식 상위 목표 상세 목표

명제적

지식

문장 구조 제반 개념의 직관적,

분류적, 관계적 이해

∙문장의 짜임의 개념을 이해한다.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문장 주성분을 문장 성분의 범주

체계 내에서 이해한다.

∙문장에서 문장의 주성분을 특성이

같은 것끼리 분류하고, 분석한다.

∙문장 주성분의 형태(격조사), 의미,

통사적 속성과 그 관계를 이해한다.

∙문장의 연결 차원에서 연결 어미를

인식한다.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이해한다.

방법적

지식

기초적 수준에서의 문장 구조

분석 및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

구성

∙문장에서 주성분의 생략을 찾아내고,

주성분이 생략되지 않은 문장을 구

성한다.

∙문장 성분 간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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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등학교의 교육 목표

중등 학습자란 본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자를 모두 일컬으나, 본 연구는 중

학교급에 초점을 둔다. 전술한바, 지금껏 문장의 구조와 관련한 모든 개념들은 중

학교에서 다루어 왔으며, 고등학교 학습자는 선택 과목이 아닌 이상 문장 구조 내

용을 학습할 기회가 부재하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문장 교육은

이미 형성된 문장 제반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가

중학교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법 지식을 내면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가중된 중학교 학습자에

방점을 두어 교육 목표를 상정하기로 한다. 중학교 학습자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

당하며, 이 시기에는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즉, 개념을 분석적이고 논리

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발전된 지식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개념을 직관적이고 분류적인 차원에서 이해했다면, 중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를 바탕으로 개념 간의 관계를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하여, 초등학교에서의 기초적 수준의 문장 구조

분석과 문장 구성을 토대로 중학교에서는 그 수준을 심화하여 기본적 수준에서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표현 의도를 고려한 문장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60] 문장 구조 교육의 중등학교 교육 목표

지식 상위 목표 상세 목표

명제적

지식

문장 구조 제반 개념의 분석적,

구조적, 체계적 이해

∙문장의 짜임을 문장 구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문장 성분 전반의 개념과 속성을

관계적으로 이해한다.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을 이해

하고, 문장 성분을 적확히 분석한다.

∙문장 성분 전반의 호응 관계를 이

해한다.

∙문장이 확대되는 과정과 절, 어미의

개념을 이해한다.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 호응,

문장의 확대를 구조적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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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의 이와 같은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에서의 평가적 사고와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한 문법 활동의 실현을 전제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궁극적

으로 학습자가 ‘자율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인식적 단계’와 ‘연합적 단계’의 바

탕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즉, 의식적인 자각 단계를 넘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

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무의식적 유능감(unconscious competence)’(Ambrose et al.,

이경옥 역, 2012: 115-116)의 정립을 지향한다.

이상으로 문장 구조 교육의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지식의 획득 과정’과 ‘문법

능력 증진’이라는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문장 구조 제반 개념의 직

관적, 분류적, 관계적 이해

∙기초적 수준에서의 문장

구조 분석 및 정확하고 적

절한 문장 구성

인지적 단계

중등학교

∙문장 구조 제반 개념의 분

석적, 구조적, 체계적 이해

∙기본적 수준에서의 문장

구조 분석 및 표현 의도에

걸맞은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 구성

종적 연계

문법 지식의

획득을 통한

문법 능력 증진

연합적 단계 자율적 단계

[그림 58] 학교급에 따른 문장 구조 교육의 목표

방법적

지식

기본적 수준에서의 문장 구조

분석 및 표현 의도에 걸맞은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 구성

∙문장 성분과 호응 간의 관계를 분

석하고 호응이 적절한 문장을 산출

한다.

∙문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여

표현 의도에 걸맞은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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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내용 조직 차원

선정된 교육 내용은 체계적인 조직 과정을 거친다. 이때, 학습자에게 의미 있으

면서도 실제적인 변화를 담보하려면, 각 교육 내용 간의 연계를 통한 전체적인 구

조화와 하나의 교육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상세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제민경, 2015: 185). 교육 내용의 조직 방식을 논하기 위해 Tyler(1949)의 합

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종승, 1991; 김동환, 1995; 이성호, 1997; 홍후조, 2002;

김재춘, 2005ㄱ)을 참고하여,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조직 과정에 관여하는 ‘조직

요소’, ‘조직 원칙’, ‘조직 원리’를 관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최고 수준 조직 구조

중간 수준 조직 구조

최저 수준 조직 구조

문장 구조 교육 목표

초등 중등
종적 연계

조직 원리: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

조직 요소: 지식

조직 중심 조직 원칙: 학습자 지식 상태

+ 교과 내적 논리

[그림 59] 학교급 간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조직 방식

요컨대, 교육 내용의 조직은 크게 수평적, 수직적 조직으로 양분된다. ‘수평적 조

직’은 같거나 비슷한 시간대에 연관성이 있는 교육 내용을 배치하는 것으로 ‘스코

프(scope)’와 관계되며, ‘수직적 조직’은 ‘시간적 연속성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배치

하는 것’으로 ‘종적 연계’와 맞닿는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급 간 ‘수직적 조직’에

주목한다.

[그림 59]에서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는 곧 ‘조직 요소’로, 이에는 ‘지식’, ‘기능’,

‘가치’가 포함된다(Hyman, 1973). 이러한 조직 요소는 교육 목표에 비추어 선정되며,

교육과정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주지하듯 ‘문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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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연계하므로, 조직 요소는 ‘지식’이 된다.

이어서 ‘조직 중심’은 상술한 조직 요소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조직 원칙’을 바

탕으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직 원칙은 그간의 교과 내적 논리뿐 아니라 학습자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Dewey, 1937/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직 중심’을 이루는

주요 기준은 학습자의 지식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조직 과정에는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라는 조직 원리가 관여한다.

이러한 ‘조직 요소’, ‘조직 중심’, ‘조직 원리’는 ‘조직 구조’에 반영된다. ‘조직 구

조’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조직하는 기본적인 틀이며, ‘최고–중간-최저’ 수준의

조직 구조는 각각 ‘교육과정/과목–단원/대주제-과/소주제’에 해당한다. 조직 구조는

최고 수준 조직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흔히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 차원인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 중심의 조직에 더하여 구현 층위의 성격을

갖는 중간-최저 수준의 활동 차원의 조직을 함께 보이기로 한다. 이는 제민경(2015)

에서 조직의 층위를 중핵 교육 내용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조망인 ‘거시적 구조의

조직’과, 이러한 거시적 구조를 활동 차원으로 상세화하는 ‘미시적 조직’인 ‘구현’

층위로 양분한 것과 맞닿아 있다.159)

기실 교육과정 차원에서 선정되고 조직된 교육 내용과 요소는 학교 현장에서 학

습자가 실제적으로 마주하는 교과서에서 구현된다. 교과서는 교육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서 적절성이 평가되는 실체이며, 그 자체로 교수·학습을 일정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주요 경로이다(남가영, 2012: 2-3). 따라서 교육과정이 거시적인 틀과

방향성을 안내해 준다 하더라도 이를 교과서로 구체화하는 일은 또 다른 작업을

요구한다.160) 따라서 교육 내용을 종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학습 활동’과

‘기술 방식’에 대한 조직적 논의가 한데 행해져야 한다.161)

159) 다만, 제민경(2015)은 장르 문법 교육의 구조화를 다른 지식과의 연계성의 확보에 초점을 맞

추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문장 구조 교육 자체의 구조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160) 초등학교의 경우 성취 기준과 교과서가 일대일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

과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161) 이와 관련하여 박혜진(2019: 186-187)에서는 ‘설명’과 ‘활동’의 교육적 필요성을 기술하면서 다음

[그림 60]과 같이 ‘설명’과 ‘활동’의 상승적인 상호 작용 구도를 설정한 바 있다. 즉. ‘설명’을 통해

외부적 지식을 깨닫고, ‘활동’을 통해 지식을 내적으로 체화하는 것은 역동적인 순환 구성을 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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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 활동의 종적 연계

학습 활동은 학습자가 지식을 발견하고 내면화하는 데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교육 내용의 구현태로서 학습 활동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

는데, ‘지식을 교육 내용화하는 경로’로서의 활동과, ‘활동으로 구조화된 경험’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박혜진, 2019: 191)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학습자는 학습 활

동을 통해 문장 구조 제반 개념에 대한 지식을 인식하고 명료화할 수 있으며, 후

자의 경우 학습자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문장이 구성되고 분석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문법 탐구’ 활동으로 실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활동의 성격은 학교급 간의 종적 연계를 염두에 두고 실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교육목표 분류 체계에 따르면 지식의 구분에 따른 교육 목

표는 서로 다른 인지적 기능을 요구한다. 일례로 ‘인지 과정 차원’162)의 경우 ‘기억

하다’에서 ‘창안하다’로 갈수록 복잡한 속성을 띠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하위 학교급에서는 ‘기억하다’나 ‘이해하다’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만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 목표에 따라 학교급 간 학습

활동이 인지 과정을 고려하여 연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 목표에 따른

학습 활동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 활동의

흐름과 관계를 학교급 간 종적 연계를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그림 60] 설명과 활동의 역동적 순환(박혜진, 2019: 187)

162) 인지 과정 차원에는 유목별로 하위 유형이 포함된다. ‘기억하기’에는 ‘인지하기, 상기하기’가,

‘이해가기’에는 ‘해석하기, 예를 들기, 분류하기, 요약하기, 추론하기, 비교하기, 설명하기’가, ‘적용

하기’에는 ‘집행하기, 활용하기’가, ‘분석하기’에는 ‘구별하기, 조직하기, 귀인하기’가, ‘평가하기’에는

‘점검하기, 비평하기’가, ‘창안하기’에는 ‘생성하기, 계획하기, 산출하기’가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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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앞서 초·중학교 교과서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던 [표 14]를 학습 활동의 종적

연계를 위한 틀로 사용하기로 한다.

더하여, 학습 활동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으로 남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남가영

(2012)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남가영(2012)는 ‘문법 학습자’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의 기획과 실천을 도모할 때에는 ‘경험’, ‘오개념’,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문법 교육의 개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 또한 학습 활동을 구성

하는 과정에서 상술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각각의 요인과 관계된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표 61]과 같이 명시하였다.

[표 61] 학습 활동 구성을 위한 고려 사항

경험

-다양한 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문법 지식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귀납적, 탐구적 접근 및

과제 환경 강화

-‘나’와 ‘우리’의 언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텍스트 중심의 실제 언어 자료 제공

-도전 가능한 형태의 문법 과제 구성

⋯

�탐구 과정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

오개념

-불명료한 설명이나 소략한 설명 유의

-적절하지 않은 예문, 예시, 도표, 그림 유의

-학습자의 앎을 파악하여 교육 내용 조직

⋯ �일관성의 원리

이야기

163)

-이야기를 통해 학습 활동에 상황 맥락 부여

-이야기를 통해 문법 지식 자체에 맥락 부여
⋯

�구조화의 원리

�계층성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163) 남가영(2012: 7)은 문법 지식은 단편적이라기보다 구조적이고, 주요 개념들이 서로 밀접히 얽혀

있음에도 교수·학습 과정에서 손쉽게 파편화되어 독립적으로 다루어짐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현

상은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현격하게 드러남을 역설하면서, 문법 개념을 일련의 흐름 안

에서 유기적으로 꿰어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스토리’라기보다는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를 연결하여 유기적 흐름을 만들어 주는 ‘플롯’에 가깝다. 이를 문장 구조

교육에 대입해 보면, 교육 내용이 구조화되어 체계적이면서 일관된 흐름을 구성하고, 전체에서 부

분으로의 방향성을 띠며,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의 연결을 강화하는 ‘구조화의 원리’, ‘계층성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와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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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 방식의 종적 연계

‘기술 방식’ 차원에는 어떠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또 나중에 설명하는가에 대한

지식의 설명 순서뿐만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기술하고 설명하는가(남가영, 2013:

11)의 문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대표적으로 개념의 ‘설명’ 측면과 해당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법 개념 학습의 두 가지 요소는

‘개념 그 자체를 제대로 배우는 일’과 ‘표현 방법, 즉 개념의 이름, 어휘, 단어를 배

우는 일’(허경철 외, 2001: 277)로 대별된다는 기술도 같은 맥락이다.164)

‘설명’ 측면과 관련하여 남가영(2008: 11-12)에서는 유의해야 할 교과서의 설명

방식으로 ‘주요 개념에 대해 명료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설명만을 제시하는 경우’,

‘주요 개념에 대해 불일치하는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 ‘주요 개념에 대해 비유를

활용해 설명하는 경우’, ‘주요 개념에 대해 부적절한 도표나 그림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는 경우’를 든 바 있으며, 이는 앞선 [표 61]의 ‘오개념’과 관계된다.

다만, 본 연구는 오개념 형성 요인으로서의 설명 방식이 아닌 학교급 간 종적

연계를 위한 기술 방식에 방점이 있다는 점에서 상술한 논의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기술 방식의 명료성’을 지향하는 것은 연속적인 학습 과

정에서 학습자의 오개념 형성을 방지하는 일임에 다름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

습자의 문법 능력의 증진을 돕는다는 점에서 연결되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한편, 개념 설명의 정합성뿐만 아니라 언어 수행의 절차 측면에 관한 기술 방식의

종적 연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목해야 하는 사례로는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절차, 문장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실상 교과서에서

문장 구조 관련 단원을 살펴보면, 학교급에 관계없이 대부분 여러 개념들을 설명

하고, 활동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적용해 보는 수준으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표현 의도에 걸맞은 문장 구조를 통해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을 산출하는

데에는 방법적 지식이 주요하게 관여한다. 따라서 문장 성분을 분석하고 문장을

확대하는 과정적인 지식이 단계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문법 탐구가 강조되었던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이관규 외,

2014)의 문장 단원 중 활동의 발문이 방법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어 주목된다.

164) 더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의 설명 방식이 위계를 가져야 한다는 최영환(1995)의 주장도

‘기술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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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홑문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에 주

목하기

↓

②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단어를 살펴

문장의 확대 방식

결정하기

↓

③ 안은문장을 만드는

세부적인 절차 수행

하기

↓

④ 홑문장을 연결하여

확대한 안은문장 완

성하기

⇢

[그림 61] 방법적 지식을 포함한 학습 활동 사례(이관규 외, 2014: 110)

물론 [그림 61]의 사례는 ‘학습 활동’이라는 점에서 학습 활동 차원의 종적 연계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기술 방식’의 범주 속에서 제시한 것은, 방법적 지

식이 꼭 교재의 본문에서 설명 텍스트의 형식이 아니라 활동 차원에서도 간접적으로

기술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이는 [그림 60]에서 전술한바, 설명과 활동의

상승적 상호 작용과 직결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그림 62]와 같이 기술 방식 차원의 조직을 크게 ‘개념의 설

명’과 개념을 표현하는 ‘문법 용어’ 측면으로 나누어 학교급 간 종적 연계안 구성에

적용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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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방식

⋮

-문법 개념의 명료성,

일관성, 완전성, 상호

관련성, 단계성

⋮

-문법 용어의 통일성

1. 문법 개념의 설명 2. 문법 용어

[그림 62] 학교급 간 기술 방식 차원의 연계

특정 개념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개념의 적절한 속성과 사례, 해당

개념과 관계된 상위, 동위, 하위 개념 등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주지하면, 학습자가 개념을 언어로 대상화하여 마주하게 되는 것은 교재에 표상된

교육 내용이라는 점에서 기술 방식은 학습자의 이해와 직결된다.

따라서 학교급별 학습자가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데 불충분한 설명만을 제공한

다거나 기술의 명료성, 완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학교급 간 종적 연계의 관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유관 개념과의 관련성을 표상하지 못하고 특정 개념

만을 독립적으로 설명하여 상호 관련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파생되어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기술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개념의 설명 수준은 학교

급별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학교급에 따라 단계적인 수준을

밟아 갈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하겠다.

한편, 문법 개념을 표층화한 문법 용어는 그 자체가 내용어인 동시에 또 다른

학습을 위한 도구어의 역할을 하므로 문법 교과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 된다. 이에

학교급 간 용어의 통일된 사용에 주의하여 용어가 학습에 혼동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165)

165) 품사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명사’, ‘동사/형용사’를 각각 ‘형태가 변하지 않는 낱말’, ‘형

태가 변하는 낱말’과 같이 용어를 직접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채 설명하고 있는 것도 유사한 예

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주지하듯 학습자의 수준과 발달을 고려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 학습자에게 ‘동사’, ‘명사’, ‘형용사’와 같은 단어를 제시하지 않는 것과, ‘문장의 짜임’에 대한

의미가 학교급에 따라 각기 달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상이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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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장 구조 교육 종적 연계안의 설계

2.1.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선정

종적 연계안을 설계하기 앞서 그간 관례적으로 구성되어 온 문장 구조 교육 내

용의 초·중학교 간 연계 양상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표 19]의 종적 연

계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166)

문장의 짜임

초등

중등 동일 축소

문장 성분

상향 축소

초등

중등

문장의 호응

초등

중등 단절(소멸)

문장의 확대

초등

비약중등

[그림 63] 기존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실태

전술한바, ‘문장의 짜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의 범위와 수준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축소된 형태를 보여 결과적으로 ‘비연계’ 중 ‘동일 축소’에 해당

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지식 구조도에서 ‘문장의 짜임’에 대한 문항이 가장 하

위에 위치하여 학습자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학교에

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심화된 교육 내용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166) 박교식·김지원(2015: 181)에서는 유·초 수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계의 성

격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바 있다. 본 절에서는 이를 참고하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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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문장 성분’ 역시 ‘상향 축소’의 비연계 형태에 해당한다. 물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상향 확대’라는 적절한 연계 형태를 보이나, 실제로 초·중등 학

습자는 문장 성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문장 성분을 적확히 분석하지도 못하였으며,

이는 이후 문장의 호응 및 확대에 대한 학습의 어려움으로 귀결되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교육 내용이 상향

축소되었다는 것은 학습자 지식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임을 보여 준다. 설득력

있는 종적 연계안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호응’과 ‘문장의 확대’는 각각 ‘단절(소멸)’과 ‘비약’인 ‘비연계’

형태에 해당되었다. 특히 ‘문장의 호응’은 중등 학습자의 이해가 불충분함에도 초

등학교에서만 다루고 있어 문제적이며, ‘문장의 확대’는 문장 구조의 전체 교육 내용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음에도 초등학교에서 관련된 선수 학습이 부재하여 해

결이 필요함을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점에 주목한 종적 연계안 마련이

요청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문장 구조 교육의 학교급 간 종적 연계를 위해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교육 내용을 종적 연계 원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반복·심화의

원리

구조화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계층성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1) 문장 구조 교육의 구

조화를 위한 교육 내용

(3) 개념의 초점화를

위한 교육 내용

(2) 문장 구조의 계층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

(4) 개념의 반복적·단계적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

(4) 연결소를 부각한

상호 관련적 교육

내용

[그림 64] 종적 연계 원리에 근거한 교육 내용 선정



- 214 -

‘구조화의 원리’는 ‘(1) 문장 구조 교육의 구조화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계층성의

원리’는 ‘(2) 문장 구조의 계층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으로, ‘초점화의 원리’는 ‘(3)

개념의 초점화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상호성의 원리’는 ‘(4) 연결소를 부각한 상호

관련적 교육 내용’으로, ‘반복·심화의 원리’는 ‘(5) 개념의 반복적·단계적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각 원리는 복합적으로 기능하므로 특정 원리와 교육

내용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원리별로 주요하게 주목해야 할 교육

내용을 제안한 것이다. 이어지는 항에서는 상술한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문장 구조 교육의 구조화를 위한 교육 내용

우선, 그간 문장의 구조가 교육 내용화되어 온 양상을 정리하면 [그림 65]와 같다.

문장의 짜임 문장 주성분

누가

/무엇이

+

어찌

한다

누가

/무엇이

+

어떠

하다

누가

/무엇이

+

무엇

이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반복/교과서에 따라

선택적으로 다룸

문장 성분

[초등]

[중등]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문장 기본 구조

연결 고리 부재

누가

/무엇이

+

어찌

한다

누가

/무엇이

+

어떠

하다

누가

/무엇이

+

무엇

이다

문장의 호응

문장의 확대

주어

목적어

서술어

홑문장/겹문장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호응

[그림 65] 기존 문장 구조 교육의 구조화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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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듯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 ‘문장의 확대’는 학습

순서가 어느 정도 순차적이며, 상호 간 밀접한 연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 학습자들은 이들을 ‘문장 구조’라는 일련의 범주 속에서 체계적이고 구조적

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는 [그림 67]과 같이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관

련성이 드러나지 않고, 일부 내용은 학교급 간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이 단절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

문장 구조 교육에서는 학적 논리를 반영하여 지금껏 ‘문장의 짜임’을 가장 먼저

제시하여 왔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4국04-03]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

해하고 사용한다.’에 이어 ‘[6국04-05] 국어의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호응 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를 배치하고 있는 것 역시 이 같은 흐름이 관례적이고 당

연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성취 기준의 계열성과 달리 학습자들은 양자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여 해결을 필요로 한다. 이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선

정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교육 후의 학습자의 머릿속에 구조화될 결과를 적극적

으로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적으로 처치되지 않은 지식은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상태의 것이 아니며(제민경, 2012: 181), 지식은 학습자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관계’의 발견은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도와주어 문법 지식들이

학습자 내부에서 긴밀한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최소영, 2019: 166). 따라서

문장 구조 교육 또한 내용 범주 간의 구조화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 지식의 구조화를 추동하기 위한 매개로 ‘서술어’에 주목

해야 함을 논구하였다. 학습자는 ‘서술어’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술어를 유관 개념과 연결 지어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문장 구조

교육에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내용 범주를 연동하지 못한 결과임에 다름없다. 그

러나 서술어가 문장 구조 교육에서 중핵의 개념으로 작용함을 고려하면, 다음 [그림

66]과 같이 서술어를 매개체로 하여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효과적인 종적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술한바, 오현아(2016ㄱ, 2016ㄴ)에서 범주 간의 경계적

속성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의 문법적 성질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에 다가가고자

한 것과 연속선상에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언어 단위 범주 간이 아니라 문장 구조

교육 내에서의 하위 내용 범주 간 구조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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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어

문장의 짜임 문장 주성분

누가

/무엇이

+

어찌

한다

누가

/무엇이

+

어떠

하다

누가

/무엇이

+

무엇

이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결정

문장 성분

[초등]

[중등]

문장: 주어부

+

서술부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문장의 호응 문장의 연결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호응 서술어 및 일부

연결 어미 중심

의 문장의 연결

문장의 호응 문장의 확대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호응

홑문장/겹문장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수

→주어-서술어 관계의 수

문장의 짜임

[그림 66] 문장 구조 교육의 구조화를 위한 종적 연계안

우선, 초등의 경우 ‘문장의 짜임’은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에 의해 분류됨을

명시하고, ‘누가/무엇이’는 ‘주어’,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는 ‘서술어’임을 직접

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 ‘주어-서술어의 호응’, ‘목적어-서

술어의 호응’인 ‘문장의 호응’과 직결된다. 한편,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초등학교

에서는 중등의 ‘문장의 확대’에 대한 선수 학습으로 ‘문장의 연결’을 상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서술어’를 매개로 연동된다.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중학교에서는 ‘문장의 짜임’을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제시

하는 것이 아닌, ‘주어부+서술부’로 구성되는 ‘문장의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 심화할

필요가 있다. 즉, ‘서술부’의 개념에 초점을 두어 다루고, 동시에 초등과 연결되는

지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장 성분’과, ‘서술어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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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주어-서술어 관계의 수’로 ‘문장의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과 관련성이 깊

으므로 이를 강조하여 다루어야 하겠다.167)

(2) 문장 구조의 계층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

‘문장 성분’은 문장 구조 교육에서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을 모두 갖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으며, 이에 교육과정의 개정과 상관없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

왔다. 다음 [그림 67]을 보자.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누가

/무엇이

+

어찌

한다

누가

/무엇이

+

어떠

하다

누가

/무엇이

+

무엇

이다

<문장> 나비가 하늘을 날다.

문장 성분

[초등]

[중등]

[주어][목적어][서술어]

<문장>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문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

문장의 짜임

누가

/무엇이

+

어찌

한다

누가

/무엇이

+

어떠

하다

누가

/무엇이

+

무엇

이다

<문장>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 구 >

<어절>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관형어][주어]) [부사어] [서술어]

[그림 67] ’문장 성분 분석‘의 기존 교육 내용

167) 이에 대해 전문가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의 짜임을 공부하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좋다.[㉱-5]’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설득력을 더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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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초등에서는 문장의 주성분을, 중등에서는 문장 성분 전체를 교육 내

용으로 삼아 왔다. 그런데 전술한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문장 성분에 대한

교육 내용을 직접적으로 실체화하기보다는 문장의 확대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정

도에 그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문장 성분 교육이 주성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주지할 때, 이 같은 변화는 부속 성분이나 독립 성분에 대한 앎을 고려한 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문장의 확대에는 주성분뿐 아니라 문장 성분

전체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장 성분을 적확하게 분석하는 초·중등 학

습자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근본적인 원인을 [그림 67]과 같이 문장 성분을

평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에 초등학교에서는 선수 학습 내용인 ‘문장의 짜임’과 연계하여 우선 문장을

주어부와 서술부로 구분한 후에 문장 성분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중학교에서는 문장 성분 전반을 교육 내

용화하고, 더하여 학습자의 혼란을 가중하는 ‘어절’을 문장 성분 분석의 중심에 두

기보다 ‘문장은 크고 작은 자립 형식인 단어나 구가 통사 층위에서 문장 성분이

되는 과정을 거친 것’168)이라는 설명을 토대로 문장 성분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은 주지하다시피 층위의 분석에 소홀하여 구조 분석에 이상을 보

이는 문제(임홍빈·장소원, 1995: 222), 최소 자립 단위로서의 어절 개념이 주는 혼란

(김양진, 2015: 27), 무엇보다 문장 성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의 상태를 근

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후속 학습인 ‘문장의

확대’에서 ‘홑문장-겹문장’과 같은 계층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문장

성분 분석에서도 ‘[[A B] C]’와 같은 ‘이분지/계층적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논리적

으로 일관되기에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 다음과 같은 전문가의 답변 역시 본 연

구의 판단에 설득력을 보태 준다.

(가) 그동안 중학교에서는 ‘친구의 작은 가방이 귀엽다’를 어절별로 ‘관형어/관형어/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사실 ‘친구의 작은 가방이’ 전체를 주어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층위를 달리 따져서 분석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법

개론서에서는 ‘단어’, ‘구’, ‘절’ 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친구의

작은 가방이’ 전체를 주어로 보는데, 학교 문법은 어절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하니까

168) Ⅲ장의 1.2절에서 ‘문장 성분은 문장이나 절에서 분석할 수 있는 단위로 문장과 절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문장 성분은 단어 층위에서 단어나 구가 문장 구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임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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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칠 때마다 애매해져요. 그래서 연구자가 설계한 방안처럼 계층적으로 분석하게끔

하는 게 학생들한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2]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층성의 원리’를 반영한 [그림 68]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연결하는 ‘구조화 원리’가 한데 반영된 것이다. 이 같은 연계안은 단

어와 문장 층위의 직간접적 관계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문장의 계층적 구조를 반영하여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데에 동반되었던 학습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연계안으로 기능할 것이다.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누가

/무엇이

+

어찌

한다

누가

/무엇이

+

어떠

하다

누가

/무엇이

+

무엇

이다

<문장> 나비가 하늘을 날다.

[초등]

[중등]

[무엇이] [어찌한다]

<문장>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문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

<문장 층위>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서술어

나비가 하늘을 날다.

[주어] [목적어][서술어]

문장: 주어부 + 서술부 [주어부] [서술부]

[주어] [부사어] [서술어]

[관형어]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단어 층위> [명사구] [명사구] [형용사]

주성분/부속 성분/독립성분

[그림 68] ’문장 성분 분석‘의 종적 연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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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의 초점화를 위한 교육 내용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은 ‘초점화의 원리’에 근거하여 상정되어야 한다. 물론 교육

내용에 따라서는 부분에서 전체로의 학습 방향을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개념 학습은 ‘상위 범주’에 대한

학습자 지식 상태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169)

요컨대, 개념의 이해는 해당 개념이 속한 범주 차원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Merrill & Tennyson(1977)의 ‘일반화’와 ‘변별’에 상응한다. 특히 문법 개념은 정의에

의한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하위 개념 요소들의 일반화를 통해 상위 개념을 형

성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에 ‘분석’을 통한 개념의 형성이 더 일반적이다(박인규,

2013: 16).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개념 간의 상하 관계를 형성한다.

문제는, 분석을 통한 하위 개념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상위 범주에는 주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한바, 다수의 학습자들은 상위 범주 속에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개념 간의 관계를 체득하기 어려워하였다. 초등 학습자의 경우

‘문장 성분’에서, 중등 학습자의 경우 ‘절’을 비롯한 ‘문장의 확대’에서 이 같은 문

제가 두드러졌다.

특히 초등 학습자의 실태는 지금껏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각각을 설명하는 데에만

집중하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전체가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의 자격을 가진다는

점이 부각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그러나 상위 범주와 하위 개념을 관련짓는 것에

소홀하면, 해당 학교급 학습자의 이해뿐만 아니라 이후 상위 학교급의 학습자가

형성하는 지식의 구조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니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문장 성분’과 ‘문장의 확대’는 다음

[그림 69]와 같이 초등에서 중등으로 갈수록 ‘부분’과 ‘깊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화해야 할 것이며, 각 학교급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교육 내용이 전체에서

부분으로 초점화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하겠다.

169) 본 연구에서 계속적으로 학습자의 일반적인 지식 상태를 중시하는 것에 대한 의의는 최소영

(2018)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소영(2018: 335)에서는 학습자는 교과 교육 연구의 시작

점이자 종착점과 같다고 하면서 중등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가장 평범한 일반고 학

습자의 문법 교육에 대한 반응과 내적 성장을 살피는 일은 문법 교육이 상정하는 보편적 다수의

학습자 집단과 개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편적

다수의 학습자 집단이 보이는 현상을 중심으로 종적 연계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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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범주 →

개별 개념 1
상위 속성

하위 속성

개별 개념 2
상위 속성

하위 속성

개별 개념 3
상위 속성

하위 속성

⋮ ⋮

[그림 69] 개념의 초점화를 위한 교육 방향

[그림 69]를 문장 구조 교육에 적용해 보자. 먼저, 상위 범주인 문장 성분과 관

련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주성분이라는 개념 속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다루되,

앞선 ‘상호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격조사’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본격적으로 교육 내용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성분 범주 속에서 간접

적으로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고, 중학교에 이르러 ‘조사’라는 상위 범주에서 격조

사를 초점화해야 하겠다.

중학교에서는 전술하였듯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등의

개별 개념을 ‘문장 성분-주성분/부속 성분/독립 성분’이라는 상위 범주와 관련짓는

데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문장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절’이 상위 범

주와 맺는 관련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앞서 본 연구는 ‘초점화 원리’에서 ‘절’ 개념

기술의 생략에 유의하여야 함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절’을 ‘어절-구-문장’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며, 홑문장과 겹문장, 안은문장의 범주에서 부각하여

다룰 필요가 있겠다.

한편, [그림 69]에 따른 학교급 간 교육 내용 요소의 상정은 미시적 층위의 교육

내용 조직인 내용 요소 수준에서의 조직(이관희, 2015: 217)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문장 구조 교육 전반에서 주요 개념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조직되어야 하는가는

교육 내용의 조직을 논하는 절에서 정리하기로 한다.170)

170) 이관희(2015: 217)에서는 내용 요소 수준에서의 교육 내용 조직은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들 사

이의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지점에서 연결소를 부여하는지를 양상화한 결과와 직결된다고

한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이와 기본적인 관점을 전제하나, 그의 논의에서는 단원 내에서의 조직

방식과 여타 단원과의 관계 속에서의 조직 방식으로 나누어 논지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학교급

간을 상정하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초등 중등

초등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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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소를 부각한 상호 관련적 교육 내용

주지하듯 문장 구조는 개념 간 상호 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문장 구조 개념의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개념 사이의 연결 고리를 표상하는 일이 중요하게 자리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 있듯 학교급 간 차원에서 이러한 연결 고리가 섬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적이다. 다음 [그림 70]을 보자.

<문장> 나비가 하늘을 날다.

문장의 확대

[초등]

[중등]

[주어][목적어][서술어]

문장 성분

<문장>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 구 >

<어절>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관형어][주어][격조사] [부사어][서술어]

문장 성분

∙형태적 속성(격조사) 언급 부재

<문장> 나비가 하늘을 날다.

[주어][목적어][서술어]

∙읽기 영역 등에서 이어 주는 말

(그래서, 그러나, 왜냐하면 등)을

다루고 있으나 연결 어미에 대한

내용은 부재

문장의 확대

홑문장

겹문장

‘절’의 개념

(선택적으로 다룸)

안은문장

이어진문장

전성 어미

연결 어미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그림 70] ’문장 성분‘, ’문장 확대‘의 기존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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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연결소는 ‘개념을 잇는 연결소’와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의 연결’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다. ‘격조사’와 ‘절’은 전자의 대표적 사례이다. 앞에서 기술하였듯

문장 성분의 이해에는 격조사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림 70]처럼 초

등학교에서는 문장 성분의 형태적 속성을 배제하고 문장 성분을 정의하다 보니,

불완전한 설명으로 인하여 학습자가 관련 지식을 체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특정 문법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어떠한 연결소를 상정하는가와 밀접한 관

련을 맺음(제민경, 2012: 198)에도 이 같은 고려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절’은 학교급 간 차원이 아닌 중학교 내의 문제에 해당한다. 안은문장에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며, 무엇보다 중등 학습자들이 홑

문장을 ‘절’ 개념을 들어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이 문장의

확대를 학습하기 위한 연결소로 기능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어서 후자에는 중등의 ‘문장의 확대’에 관한 선수 학습이 초등학교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속한다. ‘문장의 확대’에서는 ‘절’, ‘연결 어미’, ‘전성 어미’ 등을 기반

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제시된다. 이때, ‘절’, ‘연결 어미’,

‘전성 어미’는 문장 구조의 체계와 특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문장의 확대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된 선수 지식의 체득이 전

제될 필요가 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할 지식은 하위 요소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보여 주는 구조 체계로 파악되어야(김호정 외, 2009: 225)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규(2016ㄴ)의 논의를 주목할 수 있다. 그의 논의에서는 초등

학교 시기는 물론 고등학교 시기까지 문장의 연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텍스트성이 약한 글을 쓰게 되는 학습자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학습자의 텍

스트 구성 능력을 신장하려면 초등학교에서 문장의 연결 지도 내용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이 같은 주장은 본 연구에서 문장의 확대의 선수 학습으로 ‘문

장의 연결’을 상정하는 것과 접맥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그림 71]과 같이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선행 조직자로서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의 연결을 부각하고, 개념 간의 연결소를 표면화한 교육 내

용을 중심으로 초·중학교 종적 연계안을 구성하였다.171)

171) 본 연구는 ‘상호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간의 연결성 또한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야 함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문제는 ‘문장 구조 교육의 구조화를 위한 교육

내용’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그림 71]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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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나비가 하늘을 날다.

문장의 확대

[초등]

[중등]

[주어][목적어][서술어]

문장 성분

<문장>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빨간 떡볶이가] 고추처럼 맵다.]

[주어][격조사] [부사어][서술어]

[관형어]

문장 성분

∙형태적 속성(격조사)의 시각적 인식

<문장 층위>

∙주어와 서술어를 한 번씩 사용하여

두 문장 생성

∙두 문장을 ‘-고’, ‘-지만’, ‘-(아)서’

등을 통해 연결

∙주어와 서술어가 포함된 문장으로

대상을 수식하는 문장 생성

문장의 연결

홑문장

겹문장

‘절’

안은문장

이어진문장

전성 어미

연결 어미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서술어

나비가 하늘을 날다.

<단어 층위>

[명사구(조사)] [명사] [형용사]

[주어부] [서술부]

[그림 71] ’문장 성분‘, ’문장 확대‘의 종적 연계안

위에서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두 문장을 일부 연결 어미를 통해 한 문장으로 만

들어 보는 ’문장의 연결‘에 대한 교육 내용은 이후 문장의 확대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학교에서는 문장의 확대와 관계된 개념을 명시적으로 다

루고, 특히 ‘절’과 ‘전성 어미’는 연결소로서 자세히 부각한다. 한편, 초등학교에서

격조사는 다음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 내용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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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지식 상태를 고려하면, 초등학교에서 미리 ‘격조사’를 간

접적으로 체득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등에서 배울 문장 성분에 대해 보다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계안처럼 ‘조사’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도 밑줄이나 굵은 글씨, 학습 활동만으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이 문장

성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

이상에서 논의한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표 62]와 같다.

[표 62] 연결소를 부각한 ‘문장 성분’과 ‘문장의 확대’의 교육 내용

범주 초등 중등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의 형태적 속성으

로서 ‘격조사’를 인식하기
→

-문장 층위에서 성분격을 부

여하는 ‘격조사’를 이해하기

↓ ↓ ↓

문장의

연결

-주어와 서술어를 한 번씩 사

용하여 두 문장을 구성하기

-두 문장을 이어 주는 ‘-고’,

‘-지만’, ‘-(아)서’에 주목하여

문장을 이어 쓰기

-주성분을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늘여 쓰기

→

-‘주어’, ‘서술어’와 ‘절’ 개념을

연결 지어 이해하기

-‘서술어/절’의 개수로 홑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기

-‘연결 어미’가 관여하는 ‘이어

진문장’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성 어미’와 ‘절’이 관여하는

‘안은문장’의 개념을 이해하기

문장의

확대

(5) 개념의 반복적·단계적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

교육과정의 ‘나선형 조직’은 교과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지식의 구조를 반복하여

가르치되, 학습자의 연령이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폭과 깊이를 더하는 것으로

모든 교육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념은 본 연구의 ‘반복·심화의 원리’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앞서 기존 교육 내용의 연계 실태를 도식화한 [그림 63]에 따르면 ‘문장의 짜임’은

반복된 반면, ‘문장 주성분’은 상향 축소되었으며, ‘문장의 호응’은 초등학교에서만,

‘문장의 확대’는 중학교에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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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 같은 구성이 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의

‘문장의 짜임’은 초등학교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심화하여 제공하여야 함을, ‘문장

성분’은 중학교에서 전반을 교육해야 함을, ‘문장의 호응’은 중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다루되 그 범위를 문장 성분 전반으로 확대하여 제시해야 함을 논구하였다. 본 연

구의 이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전문가 검토 의견을 통해 설득력이 더해진다.

(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문장의 호응이 반복되면 중등 학생들의 문장 성분 전반에

대한 이해의 심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4]

(나) 기본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은 문장을 능숙하게 잘 쓰기는 하지만 비문을 보면 대

부분 호응에 대한 문제라서 호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5]

마지막으로 ‘연결소를 부각한 상호 관련적 교육 내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

등학교에서 ‘문장의 확대’에 대한 선수 내용이 부재한 것은 단계적인 학습을 막아

중등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 중등 학습자의 평가 결과 ‘문장의 확대’와

관련된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저조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문장의 연결’에 대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학습을 꾀하는 것은 일차적

으로 ‘상호성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며, 부차적으로는 ‘반복·심화의 원리’에도 준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문장 구조 교육의 내용 범주 간 종적 연계는 [그림 72]와

같이 ‘상향 확대’의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

∙문장의 확대

초등

중등

∙문장의 짜임

∙문장 주성분

∙문장의 호응

∙문장의 연결

[그림 72] 문장 구조 교육 종적 연계를 위한 내용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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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조직

(1) 성취 기준의 계열적 조직

성취 기준이 학습자가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임(임유나·

홍후조, 2016: 281)을 주지할 때,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한 교육 내용은 학교급 간

종적 연계를 마땅히 고려한 계열적 조직 형태를 보여야 한다. 그간 일반적으로 초

등학교에서는 문장 구조에 세 개 내외의 성취 기준이 배당되었던 반면, 중학교에

서는 대부분 하나 혹은 두 개의 성취 기준으로 통합되어 제시되어 왔다. 이에 촘

촘한 연결 고리를 알 수 없게 하여 학교급 간 밀접한 연결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취 기준의 수를 늘릴 수 없다면, 수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 간 성취 기준이 계열적으로 짜여

있는가’,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상세화할 때 종적 연계상 어떠한 지

점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이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종적 연계상 주목이 요구되는 지점을 밝혀 보였다.

초등 중등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문장의 구조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

용한다.

국어의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호응

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

문장이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문장을 연결하여 나타낸다.

[그림 73] 문장 구조 성취 기준의 계열화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

→서술어

-문장: 주어부+서술부 → 문장의 짜임

-서술어의 자릿수 →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

-서술어의 수 → 문장의 확대

서술어

연결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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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는 기존의 성취 기준 수와 본질적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되, 초등학

교의 경우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의 연결인 ‘상호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문장의

연결’에 관한 성취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더하여, 성취 기준 간의 연결 고리를

명시하여 종적 연계를 위해 초점화하고 주목해야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전술하였듯 성취 기준을 교육 내용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적 가치관

이나 사고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비단 교사나 교과서 개발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주지하다시피

성취 기준을 교육 내용으로 실체화할 때 학교급 간 적절한 종적 연계를 위해 무엇을

고려하고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나 안내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 73]은 그간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성취 기준의 계열적 조직은 교육 내용의 구조화와 밀접하게 맞

닿는다는 점에서 그림에 명기한 사항은 앞선 ‘구조화의 원리’와 ‘문장 구조 교육의

구조화를 위한 교육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정리하면, 문장 구조 교육 내용 조직

시 ‘서술어’, ‘서술부’,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수’를 연결 고리로 삼아 학교급

간 종적 연계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상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문장 성분에

적용하여 상세화한 예시를 보이면서 갈무리하기로 한다.

[표 63] ’문장 성분‘의 계열적 교육 내용 

초등 ⇒ 중등

국어의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호응

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

⇣

-문장을 ‘누가/무엇이+어찌한다/어

떠하다/무엇이다’로 양분하기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에는

‘서술어’를 포함한 주어 외의 성

분이 포함되며, ‘누가/무엇이’는 주

어임을 알기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문장

에서 꼭 필요한 성분임을 알기

-문장에서 주성분의 생략을 파악

하기

⇒

문장의 구조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

용한다. - 문장 성분

⇣

-문장을 ‘주어부’와 ‘서술부’로 구

분하기

-‘서술부’는 주어를 제외한 부분으로

여타 문장 성분이 포함됨을 알기

-‘문장/절’에 미치는 서술어의 범위

확인하기

-‘단어/구’가 문장 층위에서 문장

성분이 된 과정 및 서술어가 미

치는 범위를 중심으로 문장 성분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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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요소의 체계적 조직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내용 요소를 명시하고 있

으며, 성취 기준 아래에는 학습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습 요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인데, 이를 별도로 언급한 이유는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제시한 학습 요소가 교과서 집필이나 수업 구상 시 학습의 양과 깊이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이지수, 2018: 96).

이러한 학습 요소는 초등의 경우 ‘문장 부호 바르게 사용하기’, ‘문장 성분 이해

하기’처럼 간략하지만 행동 목표 차원에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중등의

경우 ‘문장의 짜임(홑문장과 겹문장,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 ‘언어의 본질(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과 같이 핵심적 개념을 나열하는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급 간 학습 내용 범위상 누락된 바가 없어야

하고, 개념이 개념이 단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장 구조 제반의 내용 요소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표 64]를 보자.

[표 64] 문장 구조 내용 요소의 체계화

상위 범주 개념

문장의 짜임 →
초등 -누가/무엇이+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

중등 -주어부+서술부

문장 성분 →

초등 -주성분
-격조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등

-조사 -격조사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문장의 호응 →
초등 -주성분 간의 호응

중등 -주성분, 부속 성분 전반의 호응

문장의 연결

→

초등 -연결 어미(일부), 이어진 문장

문장의 확대 중등

-홑문장, 겹

문장
-절

-겹문장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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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는 앞선 ‘개념의 초점화를 위한 교육 내용’에서 논의한 바 있는 [그림 69]의

‘개념의 초점화를 위한 교육 방향’을 기반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가

‘상위 범주-개별 개념-하위 속성’과 같은 위계 구조에 주목하는 것은 학습자가 상위

개념에 조회하여 문법 개념 사이의 관계를 연결적으로 구성하는(이관희, 2015:

140) 데에 초점화된 체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장언효(2002: 68)에서 개념은 일

련의 의미망 속에서 체계와 구조를 이루므로 특정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법칙의 학습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도 연속선상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 (나)의 전문가 인터뷰 내용 또한 문장 구조 제반의 상하위 개념

간 관계가 중요함을 방증한다.

(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문장에서 꼭 있어야 하는 성분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문장 성분을 가르치고 나서 확인 문제를 풀려

보면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따지고 보면 교과서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

어의 공통적인 점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1]

(나) 생각보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상하 관계의 체계와 연결점이 잘 드러

나지 않아서 교사가 그 관계를 설명해 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개념을

초등에서부터 가르치고 중등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4]

전술한바, 그간 학습 범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나

학습 요소를 명시하여 왔으나, 기실 이러한 배열과 위계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이나

심리적 위계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조화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를 반영한 내용 요소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교

육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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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활동의 유기적 조직

선정된 교육 내용은 보다 세부적으로 교과서의 단원과 소주제에서 학습 활동으로

조직되고 구현된다. 제민경(2015: 214)에 따르면 활동은 학습자의 의식적 유능감이

무의식적 유능감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이며,172) 이에 활동의 성격은 설계 층위

에서부터 고려될 필요가 있다. 더하여, 학습 활동은 단원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

소인 동시에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과제의 형태로 제시하여 학습자의 지식 습득,

기능 정착, 태도 형성(정혜승, 2002: 112)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학교급 간 종적 연

계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교육과정 수준에서 학교급 간 종적 연계를 명시하였을 뿐

학습 활동의 연계에는 주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습 활동으로 표상된

문법 지식은 설명 층위에서 표상되었던 교육 내용과 관계되므로 양자 간의 유기적인

계기성을 확보해야(이관희, 2015: 261) 한다. 이에 학습 활동의 종적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 활동 설계를 위한 틀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학습 활동은 ‘지식 요소’, ‘인지 과정’, ‘탐구’라는 세 축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그림 74]와 같은 구도로 나타낼 수 있다.

교육 목표

인지 과정

탐구 수준
학습 활동의

종적 연계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
⥃지식 요소

[그림 74] 학습 활동의 종적 연계 구도

172) 교육 목표에서 기술하였듯 ‘무의식적 유능감’은 자신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지식도 지니지 못한

단계, ‘의식적인 무능감’은 충분한 지식을 지녔지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단계, ‘무의식적 유능감’은

의식적이지 않아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단계이다(Ambrose et al., 이경옥 역, 2012: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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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습 활동의 종적 연계를 꾀하려면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지식

요소’, ‘인지 과정’, ‘탐구 수준’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전반에는 종적 연계 원리가 관여해야 한다. 이때, ‘지식 요소’와 ‘인지 과정’은 다시금

[표 14]의 신교육목표 분류 체계에 주목을 요하는데, ‘지식 요소’와 ‘인지 과정’ 차

원의 하위 유목은 종적 연계를 위한 주요한 기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식 요소’의 경우, ‘A. 명제적 지식’에는 ‘용어에 대한 지식’, ‘세부 사항과 요소에

대한 지식’, ‘분류와 유목에 대한 지식’, ‘원리와 일반화에 대한 지식’, ‘이론, 구조에

대한 지식’이, ‘B. 방법적 지식’에는 ‘교과의 특정 기능과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

‘교과의 특정한 기법과 방법에 대한 지식’, ‘언제 적절한 절차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준거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인지 과정’ 범주에는 [표 65]와 같은 유목

(Anderson et al., 2001, 강현석 역, 2005)들이 하위에 속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세부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

[표 65] 인지 과정의 하위 유목

인지 과정

지식 요소

1.

기억

하다

2.

이해

하다

3.

적용

하다

4.

분석

하다

5.

평가

하다

6.

창안

하다

사실적

지식
A.

명제적

지식 -인지

-상기

-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

-설명

-집행

-활용

-구별

-조직

-귀인

-점검

-비판

-생성

-계획

-산출

개념적

지식

B. 방법적 지식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습 활동을 종적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지식 요소’와 ‘인지 과정’을 고려하고자 다음 [표 66]과 같이 코드를 부여한 설계

틀을 상정하였다. 이 같은 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표 67]과 같은 모습이 되는데,

이는 학교급 간 종적 연계의 관점에서 모종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

시적인 수준에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의 흐름 및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입장을 실현하여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화 과정은

‘실제성을 반영한 탐구 활동’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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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학습 활동 종적 연계를 위한 설계 틀

[표 67] 학교급 간 학습 활동 설계의 실제

초등

인지 과정

지식 요소

1.

기억

하다

2.

이해

하다

3.

적용

하다

4.

분석

하다

5.

평가

하다

6.

창안

하다

사실적 지식 A.

명제적

지식

활동

1

활동

2

활동

4개념적 지식

B. 방법적 지식
활동

3

⇓

중등

인지 과정 차원

지식 차원

1.

기억

하다

2.

이해

하다

3.

적용

하다

4.

분석

하다

5.

평가

하다

6.

창안

하다

사실적 지식 A.

명제적

지식

활동

2

활동

4

활동

5개념적 지식

B. 방법적 지식
활동

1

활동

3

활동

6

한편, ‘탐구 수준’은 전술하였듯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교사의 안내

정도에 따라 구분되므로, 이에 따라 계열적으로 학습 활동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 정도’와 ‘교사나 자료를 통한 안내 정도’는 지금껏 성취 기

준을 수준별로 구분하는 데 활용되어 왔기에 관련 개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조진수, 2018ㄱ: 218) 것이다. 이어지는 항에서는

교육 내용을 학습 활동으로 조직하고 실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개진하기로 한다.

인지 과정 차원

지식 차원

1.

기억

하다

2.

이해

하다

3.

적용

하다

4.

분석

하다

5.

평가

하다

6.

창안

하다

사실적 지식 A.

명제적

지식

A1 A2 A3 A4 A5 A6
개념적 지식

B. 방법적 지식 B1 B2 B3 B4 B5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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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화성을 반영한 탐구 활동

문법이 언어가 운용되는 원리이며, 원리 역시 지식의 일종임(구본관·신명선, 2011:

263)을 주지할 때, 학습자는 문법 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문법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문법 교육에서 제공

하는 핵심적인 경험이자 문법 교육의 주요 철학적 관점인 ‘문법 탐구’(박종관,

2020: 116), 정확하게는 ‘문법 탐구 경험’에 의해 가능해진다.173)

무엇보다 문법 탐구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내재화된 앎은 주체적 성격이 짙

기에 학습자의 국어 생활에 유의미할 것이며, 문법 지식과 탐구를 통해 얻은 언어

작용의 원리는 문법적 판단력(이기연, 2013: 112)을 활발하게 작동하게 한다는 점

에서 탐구 활동의 종적 연계는 더욱 중요하게 자리한다. 문법 탐구 과제의 해결

경험에 따른 학습자의 반응을 논의한 문영은 외(2014)에서도 탐구 학습이 문법 학

습의 높은 난도와 부담감을 심리적으로 완화시켰음을 역설하면서, 문법 탐구를 둘

러싼 문법 교육 연구는 학습자 변인을 주요한 고려 요인으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특히, 문법을 탐구하는 과정에는 문장 또는 그 이상의 언어 단위를 유의미한

의미 단위로 분절하는 과정이 전제되어 있어(박진희 외, 2018: 52)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에 주목하는 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이러한 탐구는 전술하였듯이 ‘확인 탐구’,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열린

탐구’의 네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탐구 수준에 따른 위계적 설계는 본 연구에서 주

목하는 초·중학교 간 학습 활동의 종적 연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조

진수(2018ㄱ)에서도 탐구의 네 수준을 고려하여 문법 문식 활동을 위한 교육 내용을

조직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술한 [그림 74]의 구도에 입각하여 종적

연계안의 실제를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반복·심화의 원

리’와 ‘탐구 과정의 원리’에 따른 ‘심화성을 반영한 탐구 활동’의 종적 연계안을 구

성하고자 하였으며, 세부적인 절차는 [그림 75]와 같다.

173) 문법 탐구 경험은 남가영(2008)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문법 탐구 경험 요소를

‘자율적 구조체로 다루기’, ‘실천적 작용소로 다루기’, ‘관념적 반영체로 다루기’와 같이 상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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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 선정

지식 요소 인지 과정

탐구 수준

결정

결정

반복·심화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

활동 구현을 위한 세부 요소

결정

㉠ 주요 구현 방식

㉡ 관련 자료 및 유의점

㉢ 활동 및 발문의 흐름

[그림 75] 심화성을 반영한 탐구 활동 설계 절차

먼저, ‘반복·심화의 원리’와 관계된 교육 목표를 [표 59], [표 60]에서 추출한 후,

이에 해당하는 지식 요소를 다음과 같이 한데 기술하여 설계 대상을 명료히 하였다.

[표 68] 탐구 활동 설계 대상

범주 지식 요소 상세 목표

문장의

짜임
명제적 지식

초등
� 문장의 짜임의 개념을 이해한다.

�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중등 � 문장의 짜임을 문장 구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문장

성분
명제적 지식

초등
� 문장 주성분의 형태, 의미, 통사적 속성과 그

관계를 이해한다.

중등
� 문장 성분 전반의 개념과 속성을 관계적으로

이해한다.

문장의

호응
방법적 지식

초등
� 문장 성분 간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중등
� 문장 성분과 호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호

응이 적절한 문장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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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 ‘문장의 연결-문장의 확대’의

각 내용 범주에서 탐구 활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문법 지식의 일부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목표 차원에서의 인지

과정과 탐구 수준을 고려하여 유기적이고 단계적인 조직안을 마련하였다.

[표 69] 탐구 활동의 종적 연계 조직안

[표 69]를 바탕으로 내용 범주에 따라 학습 활동이 연계되는 양상을 ‘학습 활동의

주요 구현 방식’, ‘세부 활동 및 발문의 흐름’, ‘관련 자료 및 유의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종적 연계안의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는 문법서나 문법 교과서의 사례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문장의

연결
명제적 지식

초등 � 문장의 연결 차원에서 연결 어미를 인식한다.

문장의

확대
중등

� 문장이 확대되는 과정과 절, 어미의 개념을

이해한다.

범주 지식 차원 세부 문법 지식
인지

과정

탐구

수준

문장의

짜임

명제적

지식

초등

� 문장의 짜임에 대한 지식

�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관련성에 대한 지식

이해

하다

확인

탐구

중등 � ‘주어부+서술부’에 대한 지식
이해

하다

구조화된

탐구

문장

성분

명제적

지식

초등
� 격조사에 대한 인식 차원의

지식

이해

하다

구조화된

탐구

중등
� 문장 성분의 형태적 속성과

격조사에 대한 지식

이해

하다

구조화된

탐구

문장의

호응

방법적

지식

초등
�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의

구성 과정에 대한 지식

적용

하다

확인

탐구

중등
� 문장의 호응을 분석하여 적절한

문장 구성 과정에 대한 지식

적용

하다

구조화된

탐구

문장의

연결 명제적

지식

초등
� 문장의 연결 차원에서 연결

어미에 대한 지식

이해

하다

구조화된

탐구

문장의

확대
중등

� 문장의 확대 차원에서 어미에

대한 지식

이해

하다

안내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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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문장의 짜임

‘반복·심화의 원리’에서 언급한 바, 문장의 짜임은 중학교에서 ‘주어부 + 서술부’에

초점을 두어 교육 내용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장의 짜임에 대한 초등

학습자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학습자는 문장의 유형이 서술어에 따라

나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구조화의 원리’에

근거하면 ‘서술어’는 문장 구조에서 중핵의 매개 개념이 되는 바, 초등학교에서 문

장의 짜임이 ‘서술어’에 따라 유형화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그림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의 짜임을 다루고 있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 활동 사례여서 주목된다.

[그림 76] 문장의 짜임의 유형에 대한 학습 활동 사례(박영목 외, 2016: 70)

물론 위의 학습 활동은 학습자가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문장 성분을 접하지 않은 초등학교 학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표면화하지 않더라도

단어의 품사적 특징에 따라 문장을 분류해 보는 활동 등을 마련하여 문장의 짜임은

서술어를 기준으로 유형화된다는 사실을 체득하도록 도울 수 있겠다.

이상을 바탕으로 ‘문장의 짜임’에 관한 학습 활동을 구성할 때 종적 연계의 관점

에서 학교급에 따라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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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0] ‘문장의 짜임’에 대한 학습 활동 종적 연계안

㉠

주요 구현

방식

[초등]

-문장의 짜임이 서술어를 기준으로 유형화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문을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학습자가 언어 자료를 ‘관찰’, ‘분류’,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

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중등]

-학습자가 문장의 짜임과 주어부 서술부가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내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서술부의 의미를 문장 성분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 자료

및 유의점

[초등]

-일기 텍스트, 기행 텍스트, 학급 누리집 등 학습자의 실제와

맞닿는 언어 자료를 제시한다.

-‘따뜻하다’, ‘지나다’, ‘행복하다’, ‘가다’, ‘어둡다’ 등 단어의 품

사적 성질을 비교적 파악하기 쉬운 사례를 활용한다.174)

[중등]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상기하는 언어 자료를 제공하되,

인지적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한다.

-앞선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다음 문항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한다.

㉢

활동 및

발문의 흐름

초등

∙빈칸을 채워 문장 완성하기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

∙나눈 문장을 ‘누가/무엇이’, ‘어찌한다/어

떠하다/무엇이다’에 맞게 연결하기

∙문장의 짜임의 유형에 따라 문장 분류

하기

∙문장의 짜임이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

이다’에 의해 유형화됨을 알기

확인

탐구

중등

∙문장의 짜임의 개념 알기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

∙문장의 두 부분을 ‘주어’와 ‘서술어’에 대

응할 때의 문제점 파악하기175)

∙주어부와 서술부의 의미 탐색하기

구조화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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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문장 성분

본 연구는 격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는 개념임을

논구한바, ‘문장 성분’ 범주에서는 ‘격조사’를 중심으로 문장 성분의 형태적 속성에

관한 학습 활동의 종적 연계안을 구성하여 보이고자 한다. 문장 성분의 형태적 속

성을 설명하고 있는 다음 교과서의 사례를 비교해 보자.

�

-박영목 외(2016: 72), 중학교 국어

�

-7차 <문법> 교과서, 152쪽

[그림 77] 형태적 속성에 대한 교과서의 사례 비교

위에서 제시한 그림은 ‘목적어’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서로 다른 교과서의 장

면을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시각적 장치를 목적어 전체에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목적격 조사에만 적용하고 있느냐이다.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학습자의 이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 문장 성분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전자와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물론 체언에 격조사가 붙어 주어나 목적어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면, 격조사가

결합한 부분까지 밑줄로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한하여서는

다수의 초등 학습자가 문장 성분에서 격조사를 배제하고 인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격조사에 더욱 주목할 수 있도록 후자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174) 예를 들어 ‘날씨가 따뜻하다.’, ‘시간이 지났다.’와 같이 학습자가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

다’의 특성을 보다 쉽게 구별하고 인지할 수 있는 단어와 예문을 활용하도록 한다.

175) 예컨대, ‘귀여운 다연이가 노래를 부른다.’와 같은 문장을 문장의 짜임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

누면 ‘노래를 부른다’를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에 대응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부른다’만

서술어가 되어 문장의 짜임에서 말하는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부분과 문장 성

분에서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로 설명하는 ‘서술어’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서술부’, ‘서술어’의 의미를 탐색하는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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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문장 성분에 관한 초·중학교 학습 활동의 종적 연

계안을 설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71] ‘문장 성분’에 대한 학습 활동 종적 연계안

위에서 설계한 ‘주요 구현 방식’과 ‘관련 자료 및 유의점’을 토대로 초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언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177)

176) 예를 들어, ‘나는 과자를 동생에게 주었다.’에서 ‘과자를’의 조사 ‘를’과, ‘나는 과자를 동생을 주

었다.’에서 ‘동생을’의 조사 ‘을’은 어떻게 다른지 탐구하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구현

방식

[초등]

-언어 자료에 시각적 장치(밑줄, 굵은 글씨)를 활용하여 학습

자가 격조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적인 격조사를 기준으로 문장 성분을 분류해 보게 하여

관련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중등]

-초등학교에서 인식한 격조사를 조사의 범주 속에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장 성분의 형성 과정과 격조사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한다.

㉡

관련 자료

및 유의점

[초등]

-격조사가 반복적이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료를 활용한다.

-격조사별로 두 번 이상 반복되어 학습자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유의한다.

[중등]

-조사의 다양한 특성을 탐구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17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사의 검색 결과 장면 등을 자료로 활

용한다.

㉢

활동 및

발문의 흐름

초등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분류하기

∙주어와 목적어에서 격조사 인식하기

∙형태적 속성에 근거하여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찾아보기

구조화된

탐구

중등
∙문장에서 격조사의 역할 알아보기

∙조사의 특성 탐구하기

구조화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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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바, 그간 낱낱의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전형적으로 위치한 자

리와 문장 성분의 의미적 속성에 제한적으로 주목하다 보니 형태적 속성에 대한

인지는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언어 자료는 시

각적 장치를 통해 학습자가 각 성분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구조화된

탐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이러한 학습은 이후 중학교에 이르러

한층 수월하면서도 심화된 문장 성분의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ㄷ. 문장의 호응

‘문장의 호응’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주성분 간 호응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활동을 구안하고, 이를 토대로 중학교에서는 문장 성분 전반을 대상

으로 한 호응 관계에 대한 활동을 설계하여 종적 연계 양상을 보이기로 한다. 전술

하였듯 지금껏 중학교에서는 문장의 호응에 대한 교육 내용이 부재하였으나, 중등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미루어 보면 문장 호응의 교육적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 다음의 7차 문법 교과서 사례를 통해 학습 활동 구성을 위한 방

향성을 탐색할 수 있다.

177) 본 연구에서 예시로 보인 언어 자료에 대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검토한 바 있어 추후 학습

활동 마련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시한 언어 자료에서 격조사를 모두 굵은 글씨로 표시하는 것이 격조사에 더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어의 예시로 ‘은’도 나와야 하고, ‘은/는/이’도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야

학생이 공통적인 부분을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목적어의 예시도 ‘를’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셨다. 아버지가 햄버거를 가져오셨다. 햄버거가 짬조름하였다.

그래도 햄버거는 참 맛있었다. 그런데 가족이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나는 밤새도록 물을 마셨다. 동생은 주스를 마셨다. 엄마는 꿀물을 마셨다. 음식이

짜면 힘들다. 가족은 밤을 지새웠다.

q 다음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수집된 어색한 문장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른

문장을 쓰는 안목을 길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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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소단원의 마무리마다 ‘가꾸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위에서 제시한 사례처럼 ‘문장의 호응’에 대한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어 문장의

호응에 대한 교육적 중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호응이 어색한 문장에 대하여

문장이 어색한 이유를 ‘문장 성분’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는 발문이 명시적

으로 기술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178)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문장의 호응에

관한 초·중학교 종적 연계안을 설계하면 [표 72]와 같다.

[표 72] ‘문장의 호응’에 대한 학습 활동 종적 연계안

178)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문장의 호응’과 관련한 문제를 다양한 형태의 학습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어 참조점이 된다. 예컨대, 부자연스럽거나 잘못된 문장을 다듬은 결과를 제시하고 원문의 문

제점을 파악해 보게 한다든가, 문장의 호응이 어긋나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를 모두 말해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시가지 평균 주행 속도를 10% 이상 줄이며, 운전자로 하여금 20~30% 연료를 

     절약시켜 줍니다.

� 위의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문장 성분과 관련하여 설명

하여 보자.

� 위 문장들을 바른 문장으로 고쳐 보자.

-7차 문법 교과서, 157쪽(밑줄은 연구자)

㉠

주요 구현

방식

[초등]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적절한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과정적인 발문을 제시한다.

-탐구 과정을 통해 문장의 호응 관계를 파악하고, 주성분 간의

호응 관계가 적절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한다.

[중등]

-특정 호응 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문장 성분 전반의 호응 관

계를 이해하여 호응이 어긋나지 않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구현한다.

㉡

관련 자료

및 유의점

[초등]

-호응이 어긋난 문장이 들어간 사례를 이야기 속에서 제시한다.

-호응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드러나는 대화 텍

스트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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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토대로 중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습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구조화된 탐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살아

있는(authentic) 국어 자료라는 점에서 국어 생활과의 관련성을 강화하여 교육 내

용을 학습자 자신의 삶 속으로 밀접하게 끌어들이는(신명선, 2007: 61) 데 보탬이

될 것이다.

ㄹ. 문장의 연결-문장의 확대

본 연구는 ‘문장의 확대’와 관련하여 ‘상호성의 원리’에 입각하면 초등학교에서

문장의 확대의 선수 학습으로 ‘문장의 연결’ 범주를 상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연결 어미’와 관련된 초등학교의 학습 활동을 고안해 보고,

[중등]

-‘온라인가나다’와 같이 문장의 호응에 관한 질문들을 탐구 과

정을 통해 해결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구조화된 탐구 수준에 따라 질문과 탐구 과정은 제공하되, 해

결책은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활동 및

발문의 흐름

초등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의 적절성 판단하기

∙문장이 어색한 이유를 문장의 호응에

주목하여 탐구하기

∙호응이 적절한 문장 구성하기

닫힌

탐구

중등

∙두 문장 간의 의미 차이 알아보기

∙문장 성분 간 다양한 호응 관계를 탐구

하여 호응이 적절한 문장 구성하기

구조화된

탐구

q 다음은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문장 성분의 호응’에

유의하여 적절한 답변을 달아 봅시다.

‘안시성은 성이 험하고 정예병들이 지키고 있다.’문장은 문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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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 어미’를 ‘어미’라는 상위 개념 속

에서 심화하여 다루는 탐구 활동을 설계하여 보이고자 한다.179)

주지하듯 연결 어미는 문장의 확대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연결소가 되므로 중등

학습자는 문장의 확대를 학습한 후 아래에 제시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등 학습자는 문제의 해결에 요구되는 제반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연결 어미를 통해 문장이 연결되는 것을 인

지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더하여 ‘반복·심화의 원리’를 한데 고려하면, ‘문장의

연결’에서 ‘문장의 확대’로 이어지는 초·중학교 학습 활동의 종적 연계안은 다음

[표 73]과 같이 조직되고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179) 초등학교에서의 ‘문장의 연결’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동의한

바 있어 주목된다.

[㉱-1] 문장 구조 교육의 교육 목표를 고려하면 중등에서 문장의 확대에 대해 학습할 때 초등에서

‘문장의 연결’을 상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나선형 학습 또한 가능해질 것입니다.

q 다음 자료로 명사절을 탐구하여 보자.

  그는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음을/ *지나갔기를} 알았다.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옴을} 기다린다. 

� 위 문장들에 들어 있는 명사절을 분리하여 보고, 명사절을 구성하는 요소를 찾

아보자.

� 명사절을 구성하는 두 요소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자.

� 명사절 구성 요소와 서술어의 관계를 알아보자.

-7차 문법 교과서, 162쪽(밑줄은 연구자)

q 다음에 대해 토론해 보자.

� 겹문장을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으로 분류해 보자.

� 어미 분류와 문장 분류의 관련성에 대해 말해 보자.

-고영근·구본관(2018: 358)(밑줄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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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문장 연결-문장 확대’에 대한 학습 활동 종적 연계안

이상의 ‘심화성을 반영한 탐구 활동’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이해와 문법 능력의

발달을 견인하기 위해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내면화하는 ‘인식 경로’(박혜진,

2019: 191)로 기능하기를 추구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보인 가능태 외에도 학습

자의 주체적인 탐구 경험을 촉발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구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구현

방식

[초등]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는 요소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결 어미를 중심으로 문장이 연결되는 과정을 인지할 수 있

도록 단계적인 발문을 마련한다.

[중등]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을 어미를 중심으로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한다.

㉡

관련 자료

및 유의점

[초등]

-특정 맥락 속에서 문장의 연결을 다룰 수 있는 삽화, 이야기

등을 활용한다.

-홑문장 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했을 때,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 차이에 주목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연결 어미’라는 문법 용어는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되, 문장을

연결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중등]

-다양한 형태의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을 제시하되, 학습자가

탐구하여 양자를 분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안내된 탐구 수준에 따라 질문은 제공하되, 과정과 해결책은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활동 및

발문의 흐름

초등

∙두 개의 홑문장 완성하기

∙연결 어미에 주목하여 문장을 연결하기

∙연결된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의 개수

알아보기

구조화된

탐구

중등

∙다양한 형태의 겹문장 완성하기

∙겹문장에 활용되는 어미 탐구하기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 탐구하기

안내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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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성을 반영한 탐구 활동

주지하다시피 학습자가 배운 바를 언어생활에 원활하게 적용하고, 학습 효과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성의 원리’를 고려한 학습 활동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장 성분’을 대표로 실제성의 원리가 반영된 초·중학교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급별 상세 목표에서 ‘문장 성분’과 관련된

부분을 [표 74]와 같이 추출하고, 관련된 세부 문법 지식을 [표 75]와 같이 정리하

였다.

[표 74] ‘문장 성분’의 학교급별 상세 목표

[표 75] ‘문장 성분’의 학교급별 세부 목표 지식

지식 차원 세부 문법 지식

명제적 지식

초등
� 문장 주성분의 범주에 대한 지식

� 문장 주성분의 속성과 관계에 대한 지식

중등
� 문장 성분의 개념과 체계에 대한 지식

� 문장 성분 간 관계에 대한 지식

방법적 지식

초등
� 문장 성분 생략의 파악을 위해 문장 성분을 분석하고,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

중등

� 문장에서 문장 성분과 호응 관계를 분석하여 호응이

적절한 문장을 산출하는 방법

�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

지식 차원 상세 목표

명제적 지식
초등

� 문장 주성분을 문장 성분의 범주 체계 내에서 이해한다.

� 문장 주성분의 형태적, 의미적, 통사적 속성과 그 관계를

이해한다.

중등 � 문장 성분 전반의 개념과 속성을 관계적으로 이해한다.

방법적 지식

초등
� 문장에서 주성분의 생략을 찾아내고, 주성분이 생략되지

않은 문장을 구성한다.

중등

� 문장 성분과 호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호응이 적절한

문장을 산출한다.

� 표현 의도에 알맞은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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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 성분 분석 및 적확한 문장 구성’ 과정에 해당하는

‘방법적 지식’을 전술한 [표 66]의 학습 활동 연계 틀을 적용하여 학교급 간 학습

활동의 흐름을 설계하면 다음과 같다.180)

[표 76] ‘문장 성분 분석’의 학교급 간 학습 활동 흐름181)

초등

인지 과정 차원

지식 차원

1.

기억

하다

2.

이해

하다

3.

적용

하다

4.

분석

하다

5.

평가

하다

6.

창안

하다

사실적 지식 A.

명제적

지식

활동

1개념적 지식

B. 방법적 지식
활동

2

활동

3

활동

4

⇓

위의 틀을 기반으로 초·중학교 학습 활동의 ‘㉢ 활동 및 발문의 흐름’을 나열하면

[표 77]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80) [표 76]의 학교급 간 학습 활동 연계의 틀은 ‘문장 성분 분석’을 대상으로 예시를 보인 것이며,

실제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는 학습 활동의 수나 인지 과정 차원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주제로 학교급 간 학습 활동을 구안할 때, 상세 교육 목표부터 관련

문법 지식, 그리고 학습 활동의 흐름까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181) 인지 과정은 앞선 [표 69]와 같이 일차적으로 상위 수준에서 목표 차원의 분류를 설정할 수 있

으며, 동시에 해당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세부 학습 활동의 성격과 목표를 분류할 수 있는 틀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활동을 신교육목표분류

학의 인지 과정에 기대어 분석한 장미정(2019)의 논의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중등

인지 과정 차원

지식 차원

1.

기억

하다

2.

이해

하다

3.

적용

하다

4.

분석

하다

5.

평가

하다

6.

창안

하다

사실적 지식 A.

명제적

지식

활동

1개념적 지식

B. 방법적 지식
활동

2

활동

3

활동

4

활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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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문장 성분 분석’의 학교급별 학습 활동 내용

[표 77]은 ‘실제성의 원리’에 더하여 ‘문장 성분 분석’과 관련한 ‘계층성의 원리’가

반영된 학습 활동을 구안한 것이다. ‘㉡ 관련 자료 및 유의점’의 경우 초등학교에

서는 ‘실제성의 원리’에 따라 학습자의 문장 구성 수준을 고려한 예문 제공에 유의

하였는데, 이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원리에 관하여 논의한 이병규(2012)의 ‘실

제성 원리’와도 접맥한다. 이때, 이춘근·김명순(2004)의 ‘단순 구조-복잡 구조-비전형

구조’와 같은 예문 제시 방법에 따라 문장 성분 분석의 대상을 단순하고 전형적인

홑문장에서 겹문장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중학교에서 또한 남가영(2012)의 ‘경험’에 따라 ‘나’와 ‘우리’의 언어에 관심을 기

울일 수 있도록 ‘텍스트’ 중심의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해 문장 성분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목하였다. 그리고 ‘계층성의 원리’에 따라 ‘서술어’를 중심으로

단어/구 층위에서 단어나 구가 문장 성분이 되는 과정 등을 절차적으로 익혀 정확

하고 적절한 문장 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더하여, 자신이 쓴 문장의

문장 성분을 메타적으로 분석해 보게 하여 언어 생활과 밀접한 ‘실제성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을 ‘㉠ 주요 구현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구현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 활동 내용

초등

1-2

(A1-B2)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특성 상기하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인지하기

3-4

(B3-B4)

∙문장 성분을 분류해 보기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 완성하기

∙겹문장에서 서술어 분석하기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생략 찾아보기

∙문장 성분의 생략에 유의하여 정확한 문장 구성하기

중등

1-2

(A1-B2)

∙문장 성분의 개념 및 속성 상기하기

∙문장 성분을 분류하고 상위 범주의 특성 비교하기

3-4

(B3-B4)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절로 구분하기

∙문장/절을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누기

∙단어/구가 문장 성분이 되는 과정 분석하기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과 문장 성분의 생략 찾아보기

∙문장 성분의 생략에 유의하여 정확한 문장 구성하기

5

(B5)

∙문장의 구성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 생성하기

∙생성한 문장을 바탕으로 문장 성분 분석하고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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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장 성분’에 대한 초등학교 학습 활동 예시(1-2)

�.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특성을 떠올려 봅시다.

감성 로봇은 감정을 나눈다. 첫째, 감성 로봇은 감정을 이해한다. 

  [     ]    [     ]  [     ]

둘째, 감성 로봇은 감정을 표현한다. 셋째, 감성 로봇은 감정을 이끌어 

낸다. 넷째, 감성 로봇은 (마음을) 나눈다. 감성 로봇은 사람의 곁을 지

키고, 마음을 나눈다.

                     (출처: 장익준,「감성 로봇에는 네 가지가 있다!」)

� 빈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알맞게 써 봅시다.

� 앞에서 배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특성을 적어 보고 친구와 비교해 봅시다.

q ‘문장 성분’에 대한 초등학교 학습 활동 예시(3-4)

� 다음 문장 ①-③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아 밑줄을 그어 보고, 같은

것끼리 분류해 봅시다.

① 첫째, 감성 로봇은 감정을 이해한다. 

  ② 둘째, 감성 로봇은 감정을 표현한다. 

  ③ 셋째, 감성 로봇은 감정을 이끌어 낸다. 

� 위의 글을 참고하여 감성 로봇의 네 번째 특징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

루어진 문장으로 완성해 봅시다.

  넷째,                                                     .

�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④ (감성 로봇은) 이렇듯 사람의 곁을 지키고, 마음을 나눈다. 

� 문장 ①-③과 달리 문장 ④의 서술어는 몇 개인가요?

� 문장 ④에서 생략된 말이 없는지 생각해 보고, 생략된 말을 채워 봅시다.

� 생략된 말을 채운 문장 ④를 ‘서술어’를 중심으로 두 문장으로 나누어 봅시다.

� 문장 ④와 같이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이며,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자신이 만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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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장 성분’에 대한 중학교 학습 활동 예시(1-2)

� 다음 시를 보고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푹푹 눈이 나린다.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소주를 마신다.

나타샤와 나는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긔」 재구성)

-----------------------------------------------------------

� 위의 시에서 공통된 문장 성분끼리 분류해 봅시다.

� ‘주성분’과 ‘부속 성분’을 비교해 봅시다.

q ‘문장 성분’에 대한 중학교 학습 활동 예시(3-4)

� 다음의 과정을 참고하여 문장 ①, ②의 문장 성분을 분석해 봅시다.

-----------------------------------------------------------

혜진이가 나들이를 갔다.  
   

    
  ✓1단계: 문장을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누기

        → 혜진이가[주어부] / 나들이를 갔다.[서술부]

  ✓2단계: 서술부를 다시 목적어와 서술어 등으로 구분하기

       → 나들이를(목적어) 갔다.(서술어)

  ✓3단계: 서술어가 영향을 미치는 절 단위를 고려하여 문장 성분 결정하기 

        → [혜진이가(주어) 나들이를(목적어) 갔다.(서술어)]

✓4단계: 단어/구 층위에서 명사구, 동사, 형용사가 문장 성분이 된 과정 확인하기

       → 문장 층위: [혜진이는(주어)  나들이를(목적어)  갔다.(서술어)]

                         ↑               ↑               ↑

           단어 층위:  명사(조사)        명사(조사)       동사

-----------------------------------------------------------

  ①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한다.

  ②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소주를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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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학교급 간 종적 연계를 염두에 두고 구성한 학습 활동은 전문가의 다

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검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종적 연계안은 구현의 가능태를 보인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밝혀

두는 바이다.

(가) 현재 교과서에 실린 문장 성분 학습 활동보다 명쾌하고 구체적입니다. 문장 성

분을 분류해 보고 실제 글을 통해서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보게 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문장 성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합니다.[㉱-1]

(나) 학습 활동 예문이 학습자의 문장 구성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5]

� 문장 ①-②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을 찾아봅시다.

� 시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 중 생략된 성분은 없는지 알아봅시다.

� 생략된 성분을 채워 정확한 문장을 구성해 봅시다.

q ‘문장 성분’에 대한 중학교 학습 활동 예시(5)

� 위의 시에서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모두 포함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푹푹 눈이 나린다.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소주를 마신다.

나타샤와 나는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

� [활동 3-4]의 3번 문항의 과정을 참고하여 위에서 만든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

석해 봅시다.

� 친구가 만든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보고, 확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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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방식의 일관적 조직

① 개념 설명의 종적 연계

학습자는 교과서를 통해 개념을 언어로 대상화하여 마주한다는 점에서 ‘문법 개

념의 정의’와 관련한 교과서의 기술 방식 차원의 조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가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데 불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도록 설명의 명료성,

완전성, 일관성, 상호 관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되는 것이다. 남가영

(2012)에서 교과서는 학습자의 오개념 형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교과서의 불명료한 설명이나 소략한 설명을 유의해야 함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

이다. 이에 여기서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에 비추어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 ‘문장 성분

속성의 설명 순서’와 ‘절 개념의 설명 방식’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기술상의 종적

연계안을 보이는 것으로 갈무리하고자 한다.

전자는 ‘일관성의 원리’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초·중학교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문장 성분은 다음과 같은 설명 순서를 따르고 있다.

[표 78] ‘문장 성분 속성’의 기존 설명 순서

초등 통사적 속성 → 의미적 속성

∦

중등 의미적 속성 → (통사적 속성) → (형태적 속성)

[표 78]에서 보듯 초등학교에서는 문장 성분의 ‘통사적 속성’을, 중학교에서는

‘의미적 속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때, 중학교의 경우 교과서마다 통사적 속성과

형태적 속성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는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

교에서 ‘형태적 속성’은 설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같은 비일관적인 설명

방식은 학교급 간 종적 연계상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였듯 학습자들은 문장 성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내재

화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문장 성분을 적확히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초등에서 문장 성분을 불완전하게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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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과 중등에서 문장 성분의 의미적 속성을 일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관여한 것임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규(2016ㄱ)의 논의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와 연결되어 주목할 수 있는데, 그의 논의에 따르면 문장 성분의 의미적

속성을 우선시하는 것은 문장 성분 파악에 혼란을 야기하므로 문장 성분의 통사적,

형태적 속성이 일차적 기준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와 ‘일관성의 원리’를 고려한 문장

성분 속성 기술의 종적 연계안을 [표 79]와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주지하듯 이는

‘상호성의 원리’를 적극 고려한 해결안이 되는데, 이 원리에 의하면 종적 연계 시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의 연결 고리 마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수

학습인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을 연결하게 되면, 자연스레 문장 성분의 ‘통사적

속성’이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과정에서 통사적 속성은 형태적

속성과 함께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9] ‘문장 성분 속성’ 기술의 종적 연계안

초등 통사적 속성 + 형태적 속성(간접) → 의미적 속성

⇓

중등 통사적 속성 + 형태적 속성 → 의미적 속성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장 성분 속성 기술의 종적 연계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 과

정을 거친 결과, 대부분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교육적 유효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가) 문장 성분과 관련한 기술 방식의 개선은 초등과 중등의 학습 내용의 일관성과

상호 관련성도 강화되어 동의함.[㉱-3]

(나) 교과서를 보면 서술어를 설명하면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주어를 들어서 서로 맞

물려 정의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문장 성분의 의미론적 특성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서 통사적 속성과 형태적 속성을 먼저 설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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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후자인 ‘절 개념의 설명 방식’은 ‘일관성의 원리’ 및 ‘초점화의 원리’와 관

계되는 것으로, 이는 ‘절’ 개념이 등장하는 중등학교 내의 문제이다. 그러나 주지하

다시피 특정 학교급 내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이전 학교급에서의 선수 학습과 연결

되어 학습자의 연속적인 학습과 이해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전술한바, ‘절’은 ‘문장의 확대’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연결소가 된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절’에 대한 기술을 생략한 채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등을 설명하

거나, ‘절’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유관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학습자의 이해에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더하여, ‘서술절’은 ‘명

사절, 관형절, 부사절’과 달리 전성 어미, 연결 어미, 인용격 조사와 같은 특정 표

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특성임에도 관련 설명이 부재하여 기술 방식의

명료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절’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 차원에서의 개선안을 제시하며, 이를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

[표 80] ‘절’ 개념 설명에 대한 개선안

현안 → 개선안

� ‘절’ 개념 설명의 생략 � ‘절’ 개념에 대한 설명

� ‘절’ 개념 설명의 불명료함

�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나 ‘자립성이 없는 의존적인

형식’으로 ‘복문’에서만 나타나는

‘절’ 개념의 특성을 구, 문장과 비

교하여 기술182)

�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과 다른

‘서술절’에 대한 기술 방식

� ‘서술절’은 다른 안긴문장과 비교

하여 특정한 절 표지가 없다는

특성에 대한 기술

182) 이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문법개발’(유현경 외, 2014: 166)에서는 ‘빨간 장미가 예쁘게 피었다.’의

문장과 관련하여 ‘장미가 피었다.’는 모문이 아니라 모절(母節)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한 바 있어

주목할 수 있다. 즉, 모문(母文)이라는 용어는 내포절을 안고 있는 문장 전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며, 모절이 내포절을 안은 결과로 생긴 문장은 안은문장(내포문)이 된다.

더하여, 문장 성립의 필요충분조건을 ‘외적 독립’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준을 문장과

절 개념의 특성을 비교하는 조건으로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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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법 용어의 종적 연계

주지하다시피 교육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법 용어’의 통일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문법 용어의 문제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지식 상태를 고려하여 용어를 교재 등에 노출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나, 문장 구조 교육에서는 용어를 명시하면서도 동일한 용어가 서로

다른 개념을 지칭하는 경우로 쓰이거나 같은 개념을 상이한 용어로 사용하는 등의

비일관적 사용과 관계된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하여 문법 개론서를 살펴보면, 고영근·구본관(2008/2018)에서는 통사론을

‘문장의 구조와 성분’, ‘문장의 확장’으로 세분하여 전자에는 ‘기본 문형’183)과 ‘문장

성분’을, 후자에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 한편, 남기심·

고영근(2014)에서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을 ‘문장의 짜임새’로 표현하면서 ‘문장

성분’과 구별하여 다루고 있다. 또, 구본관 외(2015)에서는 ‘문장 구조’를 ‘문형’에

더하여 ‘문장 성분’이 형성한 구조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으며, ‘복문’과 관

련한 내용은 ‘문장의 확장’이라 명명하였다. 이렇듯 문법 개론서에서도 저마다 조

금씩 다른 용어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을 받는 상

황에 놓인 학습자를 고려하면, 학교급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여 학습의 혼란을 막고

개념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급 간 서로 다른 문법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얻은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가) 용어의 통일은 학습자와 교사의 혼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초등 국어 교과서 6학년 1학기 3단원의 단원명은 ‘짜임새 있게 구

성해요’이고, 단원 학습 목표는 ‘다양한 자료를 체계 있게 짜서 발표해 봅시다.’로

‘짜임새 있게’와 ‘체계 있게’를 혼용하여 쓰고 있어 학습자와 교사의 혼동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1]

(나)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일단 단원의 제목은 ‘문장의 구조’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를

고려하면 ‘문장의 구조’는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 확대’를 모두 함의하는

183) ‘무엇이 어떠하다/어찌한다/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무엇이

무엇이 된다’와 같이 구체적인 문장을 대표하는 골을 ‘기본 문형’이라 부른다(고영근·구본관,

2018: 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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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으로 쓰여 왔음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구조’라는 용어는 이러한 관례를 따르고,

‘누가 + 어찌하다’는 ‘기본 구조’보다는 초등학교와 통일하여 ‘문장의 짜임’으로 일

컫는 것이 좋을 듯해요.[㉱-2]

(다) 학교급 간 연계를 생각한다면 용어를 통일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문장의 짜임’과

‘문장의 기본 구조’가 학습자에게 주는 어휘의 난도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고, 보통

학계에서는 ‘기본 문형’이라 말하긴 하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문형’이라는

용어는 어려울 듯하다.[㉱-4]

(라) 일단 ‘문장의 짜임새’라는 말은 학문적으로도 잘 쓰이지 않고 ‘문장의 짜임’에서

연유해서 특정 교과서 정도에서 쓰이는 용어라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5]

물론 많은 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한 것은 아니므로 소수의 의견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대체로 학교급 간 비일관적인 문법 용어의

사용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자문 내용을 종합하면, ‘기본 문형’

이라는 용어는 초·중등 학습자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종적 연계를 고려하면

‘주어부와 서술부의 결합 구조’는 ‘문장의 짜임’으로,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

장의 확대’를 포괄하는 용어는 전체적인 통사 구조를 일컫는 ‘문장의 구조’로 통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문법 용어를 통일한 종적 연계안을 [표 81]과 같이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성취 기준에서 용어를 변형한 성취 기준의

개선안을 함께 제시하면 [표 82]와 같다.

[표 81] 문법 용어의 종적 연계안

기존

용어 초등학교 중학교

문장의

짜임

-‘누가/무엇이+어찌한다/어

떠하다/무엇이다’

-홑문장과 겹문장

-문장 성분과 문장의 종결

방식을 포괄하는 뜻

문장의

기본 구조

-서술어의 종류에 따른 문

장의 기본 유형

문장의

짜임새

-홑문장과 겹문장

-문장의 기본 구조, 문장의

확대를 포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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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문법 용어 개선안을 반영한 성취 기준184)

기존
[초등]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중등]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

개선
[초등]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중등] 문장의 구조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184) [표 82]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의 개선안은 앞선 ‘성취 기준의 계열적 조직’의 [그림 73]의 내

용에 반영된 것이다.

⇓

개선

문장의

짜임

-‘누가/무엇이+어찌한다/어

떠하다/무엇이다’

-서술어의 종류에 따른 문

장의 기본 유형

문장의

구조

-홑문장과 겹문장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확대, 문장의 종결

방식을 포괄하는 뜻



- 258 -

Ⅴ. 결론

본 연구는 문장 구조 교육의 효과적인 종적 연계를 실현하고자 ‘종적 연계성’의

개념과 원리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분석하여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초·중학교 종적 연계

안을 설계하였다. 이는 학교급 간 종적 연계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에도 여전히 종적 연계를 위한 구체태가 부재한 비판적 현실과,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과정에서 학습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해묵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여 변화를 꾀하고자 함이다.

‘학교급 간 종적 연계’는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지속적으로 명시되어 왔다. 그럼

에도 종적 연계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의 다양성, ‘종적 연계성’의 개념적 모

호함, 학교급 간 물리적 단절로 인한 상호 작용의 한계 등과 같은 다층적인 문제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종적 연계를 실현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교육 연속성 확보의 중요성은 자명한바, 본 연구는 교육 연구 국면에서

해결이 요구되는 요인이면서 종적 연계의 중핵인 제도적 차원이자 환경적 기반에

속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급 간 종적 연계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실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Ⅱ장에서는 초·중·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학습

활동의 연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현저한 양적, 질적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유기적인 지식 구조의 형성과 지식의 유의미한 활용을 어렵게 한

다는 관점 아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학습자의 앎을 살펴 교육

내용 구성의 설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논구하였다.

이렇듯 학습자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학

교급 간 종적 연계를 실현하기 위한 기준이자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로 부각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학습자의 지식 상태는 ‘지식

공간론’(Doignon & Falmagne, 1998, 2015; Albert & Lukas, 1999; Falmagne et

al., 2013)의 ‘지식 상태 분석법’에 따른 지식 구조도와 면담을 통로로 표상되며, 특히

‘지식 구조도’는 각 학교급의 교육 내용을 이수한 학습자가 특징적으로 보이는 양

상을 실증적으로 가시화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간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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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를 분석하기에 앞서 ‘문법 지식’, ‘학습자 지식’의 개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Ⅱ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문법 지식’ 및 ‘학습자 지식’의 개념과 관계를

논구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문법 지식으로서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접한 학

습자가 형성하고 있는 ‘문장 구조 제반의 주관적 지식’에 해당하는 ‘지식 1’이자

‘가르친 지식’에서 출발하여 ‘지식 2’이자 ‘학문적 지식’을 교육적으로 가공한 초·중

학교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도달하고자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학습자 성장에 기여하는 유용성을 교육 내용의 기준으로 내세운 신실용주의와 맥을

같이하며,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따른 지식 교육의 방향 전환을 행하는 것이자 궁극

적으로는 학습자의 교과를 실현하는 것이다.

학교급 간 종적 연계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본 연구는 그간 모호하게 쓰여 온

‘종적 연계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종적 연계 형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종적 연계성은 ‘계속성’과 ‘계열성’을 중핵의 의미로 내포하며, 각 개념이

함의하는 바를 따져 보았을 때 종적 연계성에는 ‘내용 범위’와 ‘수준’이 모두 관여

하므로 갖가지 연계 형태 중 ‘상향 확대’, ‘상향 반복’만이 적절한 종적 연계 형태에

속함을 규명하였다.

더하여, 본 연구는 실용적인 교육적 원리 제공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 과정에 작동하는 종적 연계 원리를 이론 연구를 통해 상정하고, 그중

문법 교과 특정의 원리로는 ‘구조화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반복·

심화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가 해당함을 밝

혔다. 이는 전 영역을 아우르는 상위 차원의 일반 원리가 먼저 상정되어야 세부

내용이나 영역별로 기본적인 틀을 토대로 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고, 더욱 체계적인

원리의 구체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Ⅲ장에서는 순차적 통합 설계 과정에 따라 학습

자의 문장 구조 지식 상태 및 개념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장 구조 교

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하였다. 학습자 분석을 위해 최선희·구본관(2019ㄴ)의

문장 구조 평가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학교급별 지식 구조도를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 ‘문장의 확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제의 초점화를 위해

초·중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교육 내용임에도 중등 학습자가 여전히 어려워

하는 교육 내용, 초등학교에서의 선수 학습 없이 중학교에서만 제시되어 학습자의

이해를 가로막는 교육 내용을 종적 연계의 해결 대상으로 주목하였다.

그 결과, 양적 접근에서 ‘개념의 관계적 연결’이 요구되었던 현상은 면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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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개념의 자의적 연결’, ‘유관 개념의 관계적 인식 부족’으로 상세화되었다.

한편, 평가 결과 포착된 ‘문장의 계층적 분석’ 문제는 다소 독립적이나 ‘격조사’를

단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에 한해서는 학습자의 개념화 양상인 ‘개념의

변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 결여’와 관계되었다. 또한 지식 구조도 분석을 통해 ‘핵심

개념 중심의 구조화’가 요구되었던 쟁점은 질적 접근에서의 ‘유관 개념의 관계적

인식 부족’으로, ‘범주 기반의 개념 변별’은 ‘개념의 변별적 속성에 대한 이해 결여’

및 ‘개념의 상위 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결 관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도출된 지식 구조도의 쟁점과 학습자의 개념화 양상을 종합

적으로 추론하여 문법 교육 종적 연계 원리별로 관련 양상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때, ‘문장의 계층적 분석’은 일반 원리만으로 설명이 어려워 ‘계

층성의 원리’를 귀납적으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는 ‘(1) 구조화의 원리’, ‘(2) 초점화의 원리’, ‘(3) 상호성의 원리’, ‘(4) 반복·심

화의 원리’, ‘(5) 계층성의 원리’, ‘(6) 일관성의 원리’, ‘(7) 실제성의 원리’, ‘(8) 탐구

과정의 원리’로 체계화되었으며, 원리별 세부 내용을 기술하는 한편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차원에서 기능하는 원리 간 상호 작용 구도를 설명하여 보였다.

즉,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나 거시적 차원에서 ‘구조화의 원리’에 주목하여 중핵이 되는 매개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 범주를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논구하

였다. 이후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근거로 어떠한 내용이 반복되고 심화되어야 하는

지를 판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복·심화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층성의 원리’ 등을 고려하여 개념별, 주제별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연계 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실제성의 원리’와 ‘탐구 과정의 원리’를 통해 한층 구체적인 학습 활동 및 기술 방식

수준에서 조직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Ⅳ장에서는 초·중학교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안을 실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때, 학년까지 세분화하기보다는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종적 연계안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중핵의 요소를 중심으로 방향성과 가능태를 보

이는 데 방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중점적, 학교급 간

교섭적인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최고 수준인 교육과정 차원에서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 측면, 그리고 중간-최저 수준의 활동 및 기술 방식 측면에서

조직안을 구안하였다.



- 261 -

그리하여 ‘구조화의 원리’는 ‘(1) 문장 구조 교육의 구조화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계층성의 원리’는 ‘(2) 문장 구조의 계층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으로, ‘초점화의 원

리’는 ‘(3) 개념의 초점화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상호성의 원리’는 ‘(4) 연결소를 부

각한 상호 관련적 교육 내용’으로, ‘반복·심화의 원리’는 ‘(5) 개념의 반복적·단계적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를 성취 기준, 내용 요소, 학습

활동, 기술 방식 차원에서 조직하고 상세화한 사례를 제안하였다. 이상의 종적 연

계안은 국어 교육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쳐 보완되고 정련되었다.

본 연구는 학습자를 중심에 둔 가운데 학교급 간 종적 연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관점하에 ‘종적 연계성’의 개념과 원리를 규명하고,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기반으로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구체화하여 종적 연계안의 실제를 구안하였다는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학교급 간 종적 연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후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문장 구조 외에도 다양한 영역과 세부 주제별로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지식을

살필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부

재하면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급별 학습자의 지식 구조도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학습자의 지식을

살피는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발

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그중 중요한 하나는 학습

자의 지식 상태에 적합하고 필요한 문법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교육 내용을 학교급의 변화와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제공하

려면 학교급별 학습자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

업이 선행되어야만 학습자의 앎을 고려한 설득력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학습의 효과 또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 내용’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급 간 종적 연계에 관여하는 다방면의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를 비롯하여 교사, 환경 요인

등에 대한 양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며, 각 변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학교급 간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종적 연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가 수행될 때, ‘학습자’를 위한 유의미한 종적 연계가 실현

되고 그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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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초등학교 학습자 설문 조사지

1. ‘문장의 짜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
입니까? ·········································( )

① 누가+어찌하다
② 누가+어떠하다
③ 누가+무엇이다
④ 무엇이+어떠하다
⑤ 무엇을+어찌하다

2. 다음중문장과문장의짜임이알맞게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옷이 예쁘다.
- 무엇이+어찌하다

② 구름이 둥둥 떠간다.
- 무엇이+어떠하다

③ 준혁이는 초등학생이다.
- 누가+무엇이다

④ 운동장에서 농구를 했다.
- 누가+어찌하다

⑤ 축구를 잘하는 민용이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 누가+어찌하다

3. 다음문장을문장의짜임에따라두부분으로
나눠 보시오.(‘/’를 사용하여 구분)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누가/무엇이+어찌하다’에서 ‘어찌하다’에
쓰일 수 없는 말은 무엇입니까? ( )

① 달리다 ② 먹다
③ 흔들다 ④ 길다
⑤ 펼치다

5. 다음 빈칸에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뒷부분에 이어질 문장을 완성하시오.

누가 어떠하다

초등학생인 지아는

6. ‘문장의 짜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누가/무엇이’는 서술어를 말한다.
② ‘어찌하다’는 목적어에 해당한다.
③ 문장의짜임은주어의종류에따라나뉜다.
④ ‘어떠하다’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간다.
⑤ ‘어찌하다/어떠하다/무엇이다’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7. 문장 성분 중 ‘주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목적어를 꾸며 주는 말이다.
② 보통 문장의가장 뒤에 오는 경우가 많다.
③문장을이루는데꼭필요한문장성분이다.
④ 문장에서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⑤ 문장에서‘무엇을’, ‘누구를’에해당하는말이다.

8.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단, 주어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시오.)

친구의 작은 가방이 귀엽다.

9. 문장성분중 ‘목적어’에대한설명으로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문장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다.
② 문장에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③문장을이루는데꼭필요한성분이아니다.
④문장에서‘무엇을’, ‘누구를’에해당하는말이다.
⑤ ‘친구의 강아지가 귀엽다.’에서 목적어는

‘강아지가’이다.

10.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단, 목적어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시오.)

초등학교 합창단이 노래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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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장 성분 중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문장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다.
② 보통문장의가장앞에오는경우가많다.
③ 문장에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④ 문장을이루는데꼭필요한성분이아니다.
⑤ 문장에서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풀이하는 말이다.

12.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는 무엇입니까?( )

하늘에는 나비가 날고, 땅에는 강아지가 뛰어다닌다.

㉠ ㉡ ㉢ ㉣ ㉤ ㉥

① ㉠, ㉣ ② ㉡, ㉤
③ ㉢ ④ ㉥
⑤ ㉢, ㉥

13.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서술어는
무엇입니까? ····························· ( )

① 날다 ② 파랗다
③ 무겁다 ④ 움직이다
⑤ 좋아하다

14.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무엇입니까? ······························· ( )

어제 새 신발을 샀다.

① 주어 ② 목적어
③ 서술어 ④ 주어, 목적어
⑤ 없음

15. 다음 중 ‘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
장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나는 물을 마신다.
② 막냇동생은 유치원생이다.
③ 강아지가 엄마를 향해 달려갔다.
④ 아빠는 새콤한 귤을 좋아하신다.
⑤ 합창부원 친구들이 노래를 불렀다.

16. 다음 중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사과가 매우 새콤달콤하다.
② 내일은 즐거운 토요일이다.
③ 수업을 시작하는 종이 울렸다.
④ 남동생이 강아지를 쓰다듬는다.
⑤ 마지막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17. 다음 문장을 꼭 있어야 하는 부분만 남기고
알맞게 줄여 쓴 것은 무엇입니까? ( )

매콤한 떡볶이가 익은 고추처럼 빨갛다.

① 떡볶이가 빨갛다.
② 익은 고추처럼 빨갛다.
③ 매콤한 떡볶이가 빨갛다.
④ 떡볶이가 고추처럼 빨갛다.
⑤ 매콤한 떡볶이가 고추처럼 빨갛다.

18. ‘주어 + 목적어 +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

19.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을
쓰고, 이 문장의 짜임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는 유물을 감상했다.

- 문장의 짜임: 예) 무엇이 어떠하다

20.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말과 호응을 이루는
말은 무엇입니까? ······················· ( )

내 짝은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를 잘 쓴다.

① 내 짝은 ② 잘
③ 그리고 ④ 글씨를
⑤ 잘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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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중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
어의 호응’ 관계를 보여 주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 ( )

① 철수가 친구를 때렸다.
②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③ 내일 나는 친구를 만날 거야.
④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⑤ 나는 어제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었다.

22. 다음 중 문장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ㄱ. 나는 결코 거짓말을 했다.
ㄴ. 나는 어제 빵을 먹을 것이다.
ㄷ. 문제점은 책을 정리하기 힘들었다.
ㄹ. 나는 여행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한다.
ㅁ. 이 이야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ㅂ. 동생이 화가 난 까닭은 필통을 잃어버렸다.

① ㅁ                ② ㄱ, ㅁ
③ ㄷ, ㅁ ④ ㄴ, ㄹ 
⑤ ㅁ, ㅂ 

23. 다음 문장이 어색한 까닭을 바르게 말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삼계탕은 맛과 영양이 많습니다.

① 주어와서술어의호응이이루어지지않았다.
② 주어와목적어의호응이이루어지지않았다.
③목적어와서술어의호응이이루어지지않았다.
④ 주어와꾸며주는말의호응이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꾸며주는말과서술어의호응이이루어지지

않았다.

23-1. 23번의 문장이 어색하지 않도록 바르게
고쳐 쓰시오.

- 다음세 가지 주제중 한 가지를골라 10문장
이상으로 자유롭게 쓰시오.

(1)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나 본 영화

(2) 자신이나 지인이 겪었던 잊지 못할 일

(3) 우리나라에서 고쳐져야 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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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고등학교 학습자 설문 조사지

1. ‘문장의 기본 구조’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
엇입니까? ······································( )

① 누가+어찌하다
② 누가+어떠하다
③ 누가+무엇이다
④ 무엇이+어떠하다
⑤ 무엇을+어찌하다

2. 다음 중 문장과 문장의 기본 구조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옷이 예쁘다.
- 무엇이+어찌하다

② 구름이 둥둥 떠간다.
- 무엇이+어떠하다

③ 준혁이는 초등학생이다.
- 누가+무엇이다

④ 운동장에서 농구를 했다.
- 누가+어찌하다

⑤ 축구를 잘하는 민용이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 누가+어찌하다

3. 다음 문장을 문장의 기본 구조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눠 보시오.(‘/’를 사용하여 구분)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누가/무엇이+어찌하다’에서 ‘어찌하다’에
쓰일 수 없는 말은 무엇입니까? · ( )

① 달리다 ② 먹다
③ 흔들다 ④ 길다
⑤ 펼치다

5. 다음 빈칸에 문장의 기본 구조를 생각하며
뒷부분에 이어질 문장을 완성하시오.

누가 어떠하다

고등학생인 지아는

6.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누가/무엇이’는 서술어를 말한다.
② ‘어찌하다’는 목적어에 해당한다.
③ ‘어찌하다’에는 형용사가 들어간다.
④ 문장의짜임은주어의종류에따라나뉜다.
⑤ ‘어찌하다/어떠하다/무엇이다’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1).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저 꽃이 매우 아름답다.
② 그것은 아주 새 옷이다.
③ 조카는 정말 자주 웃는다.
④ 철수는 산책로를 열심히 걸었다.
⑤ 나는 영희가 합격하기를 바란다.

7. 문장 성분 중 ‘주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목적어를 꾸며 주는 말이다.
② 보통문장의가장뒤에오는경우가많다.
③ 문장을이루는데꼭필요한문장성분이다.
④ 문장에서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⑤ 문장에서‘무엇을’, ‘누구를’에해당하는말이다.

8.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단, 주어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시오.)

친구의 작은 가방이 귀엽다.

9. 문장 성분 중 ‘목적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문장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다.
② 문장에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③ 문장을이루는데꼭필요한성분이아니다.
④ 문장에서‘무엇을’, ‘누구를’에해당하는말이다.
⑤ ‘친구의 강아지가 귀엽다.’에서 목적어는

‘강아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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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단, 목적어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시오.)

고등학교 합창단이 노래를 부른다.

11. 문장 성분 중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문장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다.
② 보통문장의가장앞에오는경우가많다.
③ 문장에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④ 문장을이루는데꼭필요한성분이아니다.
⑤ 문장에서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풀이하는 말이다.

12.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는 무엇입니까?( )

하늘에는 나비가 날고, 땅에는 강아지가 뛰어다닌다.

㉠ ㉡ ㉢ ㉣ ㉤ ㉥

① ㉠, ㉣ ② ㉡, ㉤
③ ㉢ ④ ㉥
⑤ ㉢, ㉥

13.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서술어는 무엇
입니까? ···································· ( )

① 날다 ② 파랗다
③ 무겁다 ④ 움직이다
⑤ 좋아하다

14.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무엇
입니까? ········································ ( )

어제 새 신발을 샀다.

① 주어 ② 목적어
③ 서술어 ④ 주어, 목적어
⑤ 없음

15. 다음 중 ‘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
장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나는 물을 마신다.
② 막냇동생은 유치원생이다.
③ 강아지가 엄마를 향해 달려갔다.
④ 아빠는 새콤한 귤을 좋아하신다.
⑤ 합창부원 친구들이 노래를 불렀다.

16. 다음 중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사과가 매우 새콤달콤하다.
② 내일은 즐거운 토요일이다.
③ 수업을 시작하는 종이 울렸다.
④ 남동생이 강아지를 쓰다듬는다.
⑤ 마지막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17. 다음 문장을 꼭 있어야 하는 부분만 남기고
알맞게 줄여 쓴 것은 무엇입니까? ( )

매콤한 떡볶이가 익은 고추처럼 빨갛다.

① 떡볶이가 빨갛다.
② 익은 고추처럼 빨갛다.
③ 매콤한 떡볶이가 빨갛다.
④ 떡볶이가 고추처럼 빨갛다.
⑤ 매콤한 떡볶이가 고추처럼 빨갛다.

18. ‘주어 + 목적어 +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

(2). 다음 중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주어는 주격 조사 ‘은/는’이 붙어
만들어진다.

②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
만들어진다.

③ 관형어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만들어진다.

④ 보어는 체언에 보격 조사 ‘이/가’가
붙어 만들어진다.

⑤ 부사어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 ‘에/에게
/으로(써)’ 등이 붙어 만들어진다.

(3). 다음 중부속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관형사는 곧 관형어가 된다.
② 관형어는체언없이단독으로쓰일수있다.
③ 부사어는 관형어나 서술어를 꾸며 준다.
④ 부사어는문장전체를꾸며주기도한다.
⑤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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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관형어가 들어 있지 않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 ( )

① 맑은 물이 흐른다.
② 나는 차가운 얼음을 먹었다.
③ 나비가 예쁜 꽃 위에 앉았다.
④ 게으른 베짱이가 낮잠을 잔다.
⑤ 지영이는 과자를 매우 좋아한다.

(5). 다음 중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 ( )

① 눈이 펄펄 내린다.
② 그 교실은 매우 조용하다.
③ 인형의 동그란 눈이 예쁘다.
④ 작은 아이들이 나란히 걸어간다.
⑤ 정말로 그녀는 훌륭한 선생님이다.

(6). 다음 중 독립어가 쓰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우리 동네
② 네, 알겠습니다.
③ 어머, 오랜만이다.
④ 동규야, 밥 먹어라.
⑤ 바다, 말만으로도 시원해진다.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보어’인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나는 기회를 얻었다.
② 나는 어머니와 닮았다.
③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
④ 언니는 화가가 되었다.
⑤ 모래가 유리처럼 반짝인다.

(8). 다음 중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가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얼음이 물이 되었다.
② 나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③ 선영이는 게으름쟁이가 아니다.
④ 나는 엄마께 사실을 말씀드렸다.
⑤ 민준이는 어제 친한 친구를 만났다.

19/(9). 다음문장의밑줄친부분의문장성분을
쓰고, 이문장의기본구조가무엇인지쓰시오.

그는 박물관에서 귀중한 유물을 감상했다.

- 문장의 기본 구조: 예) 무엇이 어떠하다

20.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말과 호응을 이루는
말은 무엇입니까? ······················· ( )

내 짝은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를 잘 쓴다.

① 내 짝은 ② 잘
③ 그리고 ④ 글씨를
⑤ 잘 쓴다

21. 다음 중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보여 주는 문장은 무엇
입니까? ··································· ( )

① 철수가 친구를 때렸다.
②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③ 내일 나는 친구를 만날 거야.
④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⑤ 나는 어제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었다.

22. 다음 중 문장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ㄱ. 나는 결코 거짓말을 했다.
ㄴ. 나는 어제 빵을 먹을 것이다.
ㄷ. 문제점은 책을 정리하기 힘들었다.
ㄹ. 나는 여행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한다.
ㅁ. 이 이야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ㅂ. 동생이 화가 난 까닭은 필통을 잃어버렸다.

① ㅁ                ② ㄱ, ㅁ
③ ㄷ, ㅁ ④ ㄴ, ㄹ 
⑤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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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문장이 어색한 까닭을 바르게 말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삼계탕은 맛과 영양이 많습니다.

① 주어와서술어의호응이이루어지지않았다.
② 주어와목적어의호응이이루어지지않았다.
③목적어와서술어의호응이이루어지지않았다.
④ 주어와꾸며주는말의호응이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꾸며주는말과서술어의호응이이루어지지

않았다.

23-1. 23번의 문장이 어색하지 않도록 바르게
고쳐 쓰시오.

(10).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겹문장은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②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
나는 문장은 홑문장이다.

③ 다른 문장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④ 이어진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나뉜다.

⑤ 안은문장에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관형절을가진안은문장, 부사절을가진
안은문장, 서술절을가진안은문장, 인용
절을가진안은문장이있다.

(11). 다음 어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아)서’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② ‘-고, -(으)나’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③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 ‘-(으)ㄴ, -는’

등이 붙어 만들어진다.
④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기’, ‘-(으)ㅁ’

이 붙어 만들어진다.
⑤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게’, ‘-도록’

등이 붙어 만들어진다.

(12). 다음 중 겹문장은 무엇입니까?( )

① 야호! 우리 팀이 이겼다.
② 농부는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③ 나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④ 강아지가 풀밭 위를 빨리 달린다.
⑤ 할머니께서는 포도를 좋아하신다.

(13). 다음 중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은 무엇
입니까? ····························· ( )

① 봄이 오면 꽃이 핀다.
② 여름이 되니 낮이 길어졌다.
③ 어제는 비가 왔지만 오늘은 맑다.
④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본다.
⑤ 서준이는 학교가 끝나자 집에 갔다.

(14). 다음 중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나는 버스를 타려고 뛰었다.
②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된다.
③ 가예는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④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배가 고프다.
⑤ 학생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15) 다음을 안은문장의 종류에 맞게 빠짐없이
분류하시오.

ㄱ. 선생님은 아량이 넓으시다.

ㄴ. 나는 동생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ㄷ. 준석이는 자기가 씩씩하다고 말했다.

ㄹ. 하연이는 새가 날아가도록 새장을 열었다.

ㅁ. 농부들은 올해 농사가 잘되기를 소망했다.

ㅂ. 정원은 꽃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ㅅ. 그곳은 내가 방문해 보고 싶던 여행지이다.

(15-1) 명사절을가진안은문장:

(15-2) 관형절을가진안은문장:

(15-3) 부사절을가진안은문장:

(15-4) 서술절을가진안은문장:

(15-5) 인용절을가진안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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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 )

이것은 내가 좋아했던 가방이야.

① 주어가 1개이다.
② ‘-던’은 부사형 어미이다.
③ 서술절을 안은문장에 해당한다.
④ ‘내가좋아했던’은관형어의기능을한다.
⑤ ‘-은’은 앞 절과 뒤 절을 연결하는

어미이다.

(17). 다음 중 문장을 확대한 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②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힌다.
③ 여기는 꼭 와 보고 싶었던 곳이다.
④ 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⑤ 엄마는 동생이 놀러 간 사실을 모른다.

(18). 다음 ㉠, ㉡을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
되도록한문장으로만들어쓰시오.

㉠ 우리는 대청소를 했다.

㉡ 미세먼지 수치가 좋다.

- 다음세 가지 주제중 한 가지를골라 10문장
이상으로자유롭게쓰시오.

(1)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나 본 영화

(2) 자신이나 지인이 겪었던 잊지 못할 일

(3) 우리나라에서 고쳐져야 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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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Vertical Connection and

Practices in the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Choi, sunhee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stablish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Vertical Connection’, embody the longitudinal linkage principle of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by analyzing the learner’s sentence structure knowledge

status from various angles, and develop a plan to establish a link for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program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s

the effective connection of educational contents across school levels is crucial

to ensure educational study,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issues regarding

vertical declarative and abstract connections.

The concept of ‘Vertical Connection’ has been used in various documents

and studies, including curriculum, without clear definition and location, in

relation to relevant concepts such as ‘structuralization’, ‘sequence’, ‘hierarchy’,

‘continuity’ and so on. This is why it has been difficult to develop concrete

and practical discussions on vertical connection. However, The fundamental

reason i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two axes involved in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 are ‘curriculum-internal logic’ and

‘learner’, the grammar curriculum has been largely dependent on the

academic logic of grammar knowledge, so the learner has not been at the

center of the effort to vertical connect educational content.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despite the consensus that the practical

composition of educational content should be us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learners’ knowledge, it failed to apply an appropriate

methodology to generalize the results by observing learners. Above all, the

absence of knowledge and the reality of the gap, which are largely inherent

in learners at each school level, implies that, as a result, the empiric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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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vertical connection of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has not been

secured. However, if the importance of knowledge education and learners,

who are the subjects of education, is noted in the changing discourse of

grammar education, it is obvious that the contents of education that fully

considers the learner should be selected and organized based on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learner’s knowledge.

Under this view, the study conducted a language network analysis to

focus quantitative differences and arbitrary changes in educational content

between school levels on the problematic aspects of vertical connections, and

to ensure a convincing education, the learner’s ‘knowledge state’ should be

highlighted as a mechanism for realizing vertical connections and as a basis

for clarifying the vertical connection principle of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At this time, the knowledge state of the learner is represented by a

knowledge structure map and interview paths in accordance with the

knowledge state analysis method.

Prior to the full-scale analysis of the state of learner knowledge, this

study overviews knowledge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in addition to

defin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learner knowledge. This is to

overview knowledge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rather than to newly

re-interpret the essence and nature of knowledge, ultimately establishing the

status of knowledge in grammar education. Accordingly, the learner’s

knowledge that this study focuses on is that objective grammar knowledge is

internalized to the learner, and is in communication with the taught (learned)

knowledge, which is the knowledge constituted by the learner after the

education is completed.

In order to materialize the vertical connection principle of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based on the learner's knowledge, it is first requested to

set the principle at the general level. Thus, the concept of ‘Vertical

Connection’ was reviewed in the literature study to identify that vertical

connection implies the meaning of ‘continuity’ and ‘sequence’, and that

‘content scope’ and ‘level’ are involved in the vertical connection. And the

features, organization, and categories of sequentially including continuity are

then theoretically analyzed to develop a principle of vertical connection.

Meanwhile, since the principle of vertical connection is generally a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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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cademic subjects, to provide an analysis specific to the grammar

curriculum, the research is further segmented into the Principle of

Structuralization, Principle of Focusing, Principle of Reciprocity, Principle of

Repetition·Intensification, Principle of Consistency, Principle of Practicality,

and Principle of Inquiry Process. However, since it is also involved in all

areas of grammar,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appropriately for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and thus by examining the learner’s knowledge, it was

intended to prepare detailed contents for each principle.

Based on the discussion, the learner’s knowledge state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sequential design of the integrated study. The quantitative

approach consisted of analyzing the knowledge structure derived based on

the knowledge state analysis method. As a result, issues such as ‘relational

connection of concepts’, ‘hierarchical analysis of sentences’, ‘core

concept-based structured structure’, and ‘category-based concept

discrimination’ were derived. Based on this, the qualitative approach was

made to identify issues that appeared in the knowledge structure diagram

through interviews, and to discover conceptualization patterns that are

difficult to grasp quantitatively. As a result, it was categorized as ‘Deficient

Understanding of Concepts’ Variable Properties’, ‘Arbitrary Connection

Between Terms and Concepts’, ‘Lack of Categoric Relationships Among

Concepts’,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Upper Category of Concepts’.

As a result of embodying the principle of vertical connection of sentence

structure by synthesizing the issues and conceptualization aspects of the

knowledge structure diagram, it was organized as follows: (1) Principle of

Structuralization; (2) Principle of Focusing; (3) Principle of Reciprocity; (4)

Principle of Repetition�Intensification; (5) Principle of Hierarchy; (6) Principle

of Consistency; (7) Principle of Practicality; (8) Principle of Inquiry Process.

The interactive dynamic among the principles is also investigated. At this

time, the ‘Principle of Hierarchy' is a newly assumed principle because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learner’s aspect with the general principle of vertical

connection. These principl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rather work in a

series of processes that connect the sentence structure educational content,

and the interaction structure between the principles was systematized at the

level of education content selection an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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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discussi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content is stratified

into ‘selection of educational content’ and ‘organ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 and the linkage plan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was designed based on the principle of vertical

connection of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which focuses on each level. In

order to link learning-oriented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we discussed

the need for ‘education contents for structuring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education contents considering hierarchy of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contents for focusing concepts’, ‘interrelated education contents highlighting

connections’, and ‘education contents for repetitive and step-by-step

understanding of concepts’, and the process in which these educational

contents are organized and detailed in terms of achievement standards,

content elements, learning activities, and technical methods showed. The

above connection plan developed in the current study was refined through

reviews conducted by a group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experts.

This study, which asserts that the starting point of grammar should be

the learner’s knowledge, ha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the

vertical connection of sentence education with the ‘learner’ as the core

criterion, and the practical performance for this is the sentence structure by

analyzing the learner’s knowledge state. The principle of vertical connection

in education is specified, and the practice of vertical connection research is

discussed. It is hoped that these results will promote a continued effort to

materialize the principle of vertical connection for a wide variety of topics,

leading to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that

are persuasive for the learner.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Education, Learner,

Sentence Structure Education, Vertical Connection, Principle of

Vertical Connection, Knowledge Space Theory, Knowledge State

Analysis, Knowledge Structure Diagram

Student Number: 2016-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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