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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법 교과서에 대한 종합적 검토 

1 서론 

박정규·이종덕**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들은 이제 그 수명이 다해 가고 있 

다. 교육과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교 

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이하 7차 

* 본 연구는 교학사와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7차 국어 · 문볍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때6년 12월 14일，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였다. 

** 박정규(서울 청량고등학교)， 이종덕(김포 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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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교과서로 약칭)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더 나은 교과서를 만뜰 수 

있기를바라기 때문이다 

7차 문법 교과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선택 교과인 문법 교과의 채택 

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문법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고 학교에서 교육과 

정을 짤 때，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설제로 채택되 

는 비율은 극히 낮으며， 선택된다 하더라도 3학년에서 선택하게 되므로， 

대학 입시 준비의 필요성이라는 상황에 밀려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없 

는 경우가 많다. 채택률이 낮다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문법 교과서 자체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문볍 교 

과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론적인 측면이나 학문적인 측면에서 교과서를 검토하는 것또 기능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교과서를 사용하는 수용재교사와 학생들의 관 

점에서 문볍 교과서에 대해 갖는 불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1꽉 이런 불만 

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동 

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구자 사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 

여 앞부분에서는 교과서 전체의 방향 섣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 

룬다 

2. 본론 

(1)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 

1) 교과서의 성격적 측면 

문법 교과서의 성격을 논의해 보기 위해 문볍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부터 보기로 하자 학생들은 문법 교과서라고 하면 딱딱한 어학 지식 

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생각한다.7차 문법 교과서논 학생들의 흥미를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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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학 지식에 대한 설명문을 대폭 줄이고 탐구 

문제를 넣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딱딱한 

어학 지식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교과서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 

고 있다. 학생들에게 어학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교과서의 내용이 딱딱하게 느껴져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7.00년대의 국어학 개론서를 생각하고 0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오는 국 

어학 개론서를 보면 그 체제나 내용 기술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딱딱한 설명 위주의 기술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 

록 부드렵게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어학 개론서는 대학에서 국 

어국문학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책인데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한다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과서의 학습 내용은 크게 변 

화하지 못하고 있다 어학 지식에 대한 딱딱한 설명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다만 탐구 문제 등의 예시 자료에서만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말이다 고등학생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문법 교과서를 볼 수 있 

게 하려면 먼저 쉽게 얽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제재로 본문을 삼는 교 

과서가 기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완 

전하게 소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채택률이 극히 낮 

다는 점에서나， 입시 제도로 말미암아 소홀하게 지도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에서 학생들이 문법 교과서의 전체 내용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어학적 지식의 펼요성을 깨닫지 못하 

고 어학적 지식을 늘리며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조차 포기 

할수도 있다는 점이다. 

1) 고등학교 교과서 지도서 문법(이하 ‘문법 지도서’로 약칭) 9쪽. 

“따라서 이 교과에서는 단순히 문볍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국어를 탐구하는 활동 
에 한층 강조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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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문법으로서 학교 문법의 지식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규범 문법 전체가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 

육되어야 승운가’에는 의문이 생긴다. 과거 6차 교육과정에 따론 문법 교 

과서가 문법을 공부하는 데는 더 좋다고 말하는 교사틀을 가끔 보게 된 

다. 문법 지식을 잘 정리해 놓은 교과서라는 점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학생틀이 사용해야 할 교재라고 한다면 결코 7차 

문법 교과서보다 좋을 수 없다.6차 문법 교과서와 같은 책을 지금의 학 

생들에게 보여 준다면 학생들은 단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싫증을 낼 것 

이다. 결국 규범 문법을 집대성한 내용이 학생틀의 교과서로서는 적합하 

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로 제공되어 문 

법 교육에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지도서가 교과 

서를 가르치기 위한 자습서 구실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탐구 문 

제 풀이집처럼 되어버렸지만 문법 교과서의 지도서는 문제 풀이와 아울 

러 규범 문법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께 담고 있어야 한디고 생각 

한다 

결국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만틀어질 문법 교과서(흑은 문법을 가르치 

기 위한 교과서)는 기존의 문법 교과서와 그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것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먼저 제재가 지금처럼 언어 

지식을 설명하는 설명문으로 채워지지 말고 다양한 형식의 제재로 채워 

져야 한디눈 점이다. 펼요하다면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2)도 고려되어 

야 하고 멸티미디어 시대라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글도 

제재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7차 국어생활 교과서가 시사하는 

2) 국어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제재로서는 문학적 제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 

수영의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같은 시 작품은 접속 관계를 가르치기 위한 좋은 

제재가 될 수 있다. 또한 고전문학 작품이 고전 문볍 지식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김완진(l~)과 갈은 논문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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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크다. 교육과정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었기에 그 동안 다른 

심화 선택 과목(작문， 독서， 화법)에 비해 채택되는 비율이 높았던 국어 

생활의 교재는 다양한 제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교재의 기술 내용 

자체가 학생틀이 흥미를 잃게 하지는 않았다 새로 나올 교과서는 국어 

생활 교과서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성격의 제재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특히 7차 교과서에서 약간의 설명문과 탐구 문제로 되어 있는 형태 

에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지문을 제시하고 탐구 문제를 통 

해 언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규범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 

활에서 접할 수 있는 지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어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 

게 한다면 학생들이 어학 지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언어 사 

용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게 되리라 생각한다 

2) 교과서의 형태적 측면 

문볍 교과서가 일상적 제재를 과감하게 수용한다면 더욱 그렇겠지만 

현재의 상황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문법 교과서는 국어과의 다른 심화 과 

정 선택 과목 교과서에 비해 불친절한 점이 눈에 띈다. 

국어 교과서나 국어 생활 교과서를 보면 본문 주위의 여백 부분을 이 

용하어 어휘를 설명하거나 용어에 대한 해설을 싣고 있다. 그런데 문법 

교과서는 훨씬 어려운 용어가 많이 사용되면서도 이러한 해설이 없다. 한 

X써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요즘 학생들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용어 자체 

가 한자어로 되어 있는 문법 용어들은 학생들이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것은 할 수 없더라도 본문 중에 나오 

는 중요 개념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학습 활동의 경우에도 국어 교과서에서는 알아두기와 짝을 맺어 학습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법 교과서에서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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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다루는 본문이 있고 이어지는 탐구 활동이 있는데 본문의 설명은 전 

체적인 설명으로 되어 있고 탐구 활동은 섣생활과 관련된 용례를 중심으 

로 기술되어 바로 대응시키기가 어렵다. 학생들에게 문볍 지식을 폭넓게 

연결 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지식을 탐구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 

는 것은 국어 교과서만큼 긴밀하지 못하다.，'3) 

교과서 본문에 행수(行數)를 표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어찌 보면 사 

소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것조차도 사용자에 대한 배려리는 차 

원에서 더욱 신경 쓸 부분이다. 국어 교과서는 물론이지만 심화 선택 과 

목의 교과서틀도 출판사에 따라 본문의 행수(行數)를 표시한다. 행수의 

표시는 수업 중에 교사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교과서가 너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쉬 

운 일이 아니겠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마땅히 행수 표 

시는틀어기야한다. 

3) 교과서의 내용적 측면 

7차 문볍 교과서는 6차 문법 교과서에 비해 탐구활동에 큰 특정이 있 

다. 섣제 언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원용한다든지， 만화 등 다양 

한 매체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전반적 문볍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룬디는 

형식으로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역으로 생각 

해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담은 다양한 형식의 본문을 제시하고 

3) 문법 교과서에서 학습 활동의 풀이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상대높임 
법의 설명에서 국어(하) 교과서(145쪽)나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178쪽)에한 서법에 

따른 어미의 활용 형태를 ‘하다’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감탄법의 활용형을 ‘히구나， 

하구먼， 하구려’로 제시된다. 이것은 ‘하는구나 또는 해는)구나’로 제시하여야 설제 

사용하는 어미라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다 문법 교과서(1견쪽)에서는 동사인 ‘가다’ 

를 예로 틀어 이것을 제대로 정리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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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통해 어학적 지식을 습득할 필요를 느끼는 수준까지 진행되는 형 

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제2단원 ‘말소리’ 제8단원 ‘표준어와 표준 발음’ 등은 단순히 

문자 언어를 통해 설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다. 제재의 내용으로 보아 청 

각적 자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단원이다. 영어 교과서를 만틀 때， 그 

것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녹음테이프를 제작하는 것처럼 문법 교과서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형태의 

수업에 벗어나게 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것이다. 

4) 중학교 교과서와의 관계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로 크게 나누어진다. ‘국어’ 

는 ‘문략 읽기’ 영역이 편성되어 있고， ‘생활국어’는 ‘말하기， 듣기， 쓰기， 

국어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국어지식’은 ‘생활국어’에서만 다루 

어지는데， 거의 탐구활동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고등학교 문볍 교과서 

와 비교하면서 국어지식 관련단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탐구활동 문 

제집이라 할 만큼 문제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많다. 

고등학교에서 ‘국어생활’이라는 교과목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중학교 

의 ‘생활 국어’와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고등학교 ‘국어 생활’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국어와 우리의 삶， 국어 생활의 실천， 국어 생활과 국어 

정신’으로 편성되어 있어 제목의 유사성과는 관련 없이 중학교외 ‘생활국 

어’와는 그 내용이 사뭇 다르다. 오히려 문법 교과서의 내용 영역이 ‘언어 

와 국어， 국어 알기， 국어 가꾸기’로 되어 있어 중학교 생활국어의 내용과 

연결 짓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도 고등학교 섬화 과정 교과서와 중학교의 국어과 교과 

서를 연결 지어 본다면， 독서와 문학은 중학 국어와 연결되고 화볍， 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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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은 생활 국어와 연결된다는 식으로 정리되어 그 관련 양상윤 명확히 

드러내기 어렵다 또한 고등학교 국어도 중학교 국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것은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과 함께 정리되어야 할 

내용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고등학교 국어파 교과목과 중학교 교과목의 편제는 

단순히 그 체제를 연계 짓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영켜 있어 그 교과 

서도 상호 연관성을 잘 알기 어렵다. 앞으로 검인정 교과서 시대가 온다 

면 이런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 

등학교 교과목의 연계가 좀더 분명히 인식될 수 있도록 교과목명을 정해 

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문볍 교과서가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교과목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다른 교과목과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이며， 학생들에게 어떻게 펼요한 것인 

지를 명확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과목이나 교과서외 위상이 

나 관련 ÖJ상이 명료하게 드러날수록 학생들의 이해도나 관심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겠기 때문이다. 

5) 교과서와 평가 방법의 관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방식으로는 수행평개 지펼평가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가 있고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언어 영역)， 논술 및 구술 면접， 적 

성 평가 등의 시험이 설시된다 문법 교과서도 이러한 시험과의 연관 속 

에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학생이나 교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상은 개 

선될 수 없다 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탐구 학습 

모형의 교과서를 만틀었으나 이것이 평가 방식과 직접 연계되지 못한다 

는 문제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입수학능력시험(언어영역)에서는 매년 언어 지식과 관련된 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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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출제된다. 그런데 이때 선정되는 지문은 대체로 4-5개의 형식 단 

락으로 이루어지는 한 편의 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 

법 교과서에 사용되는 형태의 지문이라면 결코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는 

채택될 수 없는 형식이고 이는 다시 수용자틀의 관심으로부터 멸어지게 

하는요인이 된다. 

현재의 문법 교과서 형식은 교육 현장의 평가 방식으로 본다면 수행평 

가나 서술형의 지펼 평가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수행평가나 서술형의 지펼 평가가 반드시 탐구 학습 모형의 문제로 

출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탐구학습 모형에 의한 현재의 문법 교과서로는 교육 현장의 평가 방식과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논술 및 구술 면접이나 적성 평가 등의 

시험과 연관성을 논의한다면 지금의 문법 교과서 형식은 학생들에게 흥 

미를 끌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다. 

7차 문법 교과서에서 탐구학습 모형을 도입하어 학생의 흥미를 끌어내 

기 위해 노력하였다논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6차 문법 교과서 

처럼 통일 규범 문법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시키려 하기보다는 탐구 활동 

을 통해 ‘학습지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는 동시에 실 

질적인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4)은 고등학교 문법 교육 

의 방향을 위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7차에 와서도 문볍 교 

과목 채택률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르쳐야 할 국어 지 

식의 내용을 좀더 줄이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좀더 공부하 

기 쉽도록 만들어져， 교과서가 수용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형식으로 변 

화되어야한다 

4) 7차 고등학교 문볍 교시용 지도서，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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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5) 

1) 단원의 길집이6) 

단원의 길잡이에는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의 안내， 학습의 의의 등이 설 

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단원의 길잡이는 수용자를 위해 좋은 지침 

이 될 수 있다 현재 교과서를 바탕으로 좀더 보완할 부분을 지적해 보자. 

선행 학습 내용은 학생이나 교사에게 효과적인 학습/지도 전략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선행 학습하는 내용이나 고등학교의 다른 

교과목에서 학습하는 내용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이다. 현행 문법 교과서의 편제로 볼 때 단원의 길잡어에서 이러한 내용 

이 언급될 수 있다면 학생들을 지도하논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 교사용 지 

도서에서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2) 대단원 학습 목표 

대단원 학습 목표는 중단원 학습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대단원의 학습 목표는 중단원의 학습 목표에서 빠짐없이 다루어져야 하 

며 학습 목표의 진술은 명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학습 목표의 

진술은 수용자인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습 목표의 진술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5)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은 7차 문법 교과서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 
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8차 교과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에 

서 지적하는 것이므로 그 경횡t을 지적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세부적인 문 

제점의 지적은 공동 연구자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6) 7차 문법 교과서의 체제에 따라 문제점이나 보완책을 진술히고자 한다. 
7) 모든 국어과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로 바뀐다면 교육과정 상의 관련성이라또 점검할 

펼요가있을것이다 



7차 교육과정 문법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겸토 249 

있어 아래에 몇 개의 자료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교과서 10쪽 단원 학습 목표 셋째 항목을 보면 ‘국어의 음운， 어휘， 문 

법의 특질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교과서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문법이라는 용어를 전체 국어학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통사론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각주 형식의 보완 설명 

이라도 있어야 학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교과서 32쪽 단원 학습 목표에는 ‘한글의 국어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는 내용이 나온다 언어문화라는 용어를 의식하여 국어문화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언어문화라는 용어를 시용해도 충분한 부분이 

다 

대단원 학습 목표는 학습 목표의 위계로 보아 중단원 학습 목표보다 

더 중요한 내용일 것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기술되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야할것이다. 

3) 단원을 배우기 전에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면서 탐구 학습을 하도록 하기에 

가장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11쪽에서 일상생활의 사례와 영 

어 표현과 대조하는 사례， 속담을 활용한 자료 등을 제시한 것은 학생들 

에게 관심을 끌기에 적합한 학습 자료였다고 생각한다. (개 (다)의 자료 

가 제시되어 있는데， (개에서는 일상생활을 통해 단 한 마디를 하려고 해 

도 상대 높임법에 유의빼 말하게 된다는 특정을 파악하는 내용이 나오 

고， (나)에서는 언어적 표현을 중시하논 영어의 표현 방식과 달리 직설적 

이고 과장된 표현을 회피하는 우리의 표현 방식 특정을 파악하게 하며， 

(다)에서는 말과 관련된 속담을 소재로 말에 관한 한국인의 사고 방식을 

탐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문볍 교과서 51쪽에서 제시한 ‘자유자재로 말을 하고 말을 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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튿는 로봇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탐구 학습은 좀더 보완할 필요 

가 있다. ‘스타워즈’ 등의 영화나 ‘공각기동대’ 같은 애니메이션 자료를 제 

시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 의도는 좋았으나 과제 자체는 

학생의 수준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라리 ‘반어 

법’ 같은 구체적 언어 자료를 예로 들어 그것을 컴퓨터가 알아듣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준에 어울릴 만한 과제일 

것이다 학생들의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 자료를 제 

시하거나 문볍 지도서에서 쉽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펼 

요하다. 

4) 중단원 학습목표 

대단원 학습 목표를 세부화하여 진술하논 형식으로 중단원 학습 목표 

가 진술되어 있다. 학습 목표 간의 위상을 고려한 적절한 진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단원 2, ‘말소리’의 학습 목표의 진술을 보면 학습 

목표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발견된다. 

〈대단원 ‘2. 말소리’〉 
대단원 학습 목표: 국어의 음성， 음운， 음절을 이해한다. 

〈중단원 01 옴운과 음운 체계〉 
중단원 학습 목표. 음성과 음운의 개념을 구별하여 이해한다. 

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한다 

〈중단원 02 옴운의 변동〉 
중단원 학습 목표: 음운 변동의 개념을 이해한다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파악한다. 

국어의 발음을 올바르게 하는 능력을 기른다. 

대단원 학습 목표와 비교하여 보면 ‘음절의 이해’와 관련된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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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누락되어 있다. 이 중단원 01 속에 ‘음절’이라는 소단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학습 목표 진술이 없다는 점에서 목표 진술상의 착오라 생각 

된다. 수엽의 내용과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학습 목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좀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댔쪽에는 ‘표준 발음을 알교 이를 지키는 국어 생활을 한다는 목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시어 ‘이’가 가리키는 말은 ‘표준 발음’이다. 따라서 이 

목표는 ‘표준 발음을 지킨다’는 어색한 표현이 되고 만다“표준 발음법을 

지킨다’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좀더 명확한 표현을 

해 주기 바란다. 

5) 본문(내용 설명) 

본문은 학습 중심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확하고 명료해야 

하는데도 설명이 미진하거나 불명확하다든개 예시가 부적절하거나 맞춤 

법에 어긋난 표현을 하기도 한다. 또한 기호를 무신경하게 사용하는 경우 

도 있다. 세부적 내용은 다른 연구자의 지적을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 

두가지만보기로한다. 

교과서 71쪽 셋째 줄의 명령형의 예시로 ‘비어라’가 나오는데 ‘비다’는 

의미상으로 명령형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중성 모음인 ‘이’로 끝나 

는 동사를 예로 들고자 한다면 ‘기다’를 예로 들어야 한다. 

교과서 때쪽에서는 “지시 표현에는 지시 대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그 저’， ‘여기， 거기， 저기’，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와 같은 말들이 더 

있다”라고 하였다.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 거기， 저기’는 대명 

사가 아닌 듯이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지적한 예 말고도 다양한 잘못이 발견되는데 다음 교과서에서 

는 이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교과서를 

만들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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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탐구 활동 

7차 문법 교과서에서 탐구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해 보도록 함으로써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가장 특정적인 부분이기에 많은 관 

심이 가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섣명 내용이 있은 다음에 탐구 

활동이 나오고， 이어서 다시 디론 설명이 나오고 탐구 활동이 나오는 형 

식으로 되어 있다. 

문법 교과서에서는 탐구 활동 형식의 문제가 적어도 세 유형이 나오고 

있다. 교과서의 체제를 따론다면 ‘단원을 배우기 전에， 탐구 활동， 가꾸기 

활동’에서 탐구 활동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들 각각의 위상을 배려하여 

긴멸하게 구성할 펼요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탐구 활동 문제 중에는 문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지식이 틀어간 경우가 있다. 

문볍 교과서 15쪽의 탐구 문제 2번을 보면 ‘역사성’의 예를 음운， 어휘， 

문법， 의미의 유형별로 찾아보자는 과제가 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자료 

를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비슷한 것끼리 묶게 하고 그 이유를 찾는 형태 

로 제시되는 것이 학생의 수준에 어울릴 것이다. 물론 이 책의 부록에 있 

는 국어의 변화를 참고하여 탐구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미 

유형별로 정리된 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탐구활동의 참고 자호료-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문법 교과서 24쪽 탐구 문제 2번을 살펴보면 표현을 바탕으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알아보고 있다. 예문으로 ‘저기여기’는 부자연스럽지만 ‘여 

기저기’는 자연스럽다논 점을 들어 친근성의 순서로 어순이 이푸어진다 

는 점을 알게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그 예문으로 ‘here and there' 같은 영 

어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굳이 언어의 보편적 특질을 말하려고 하지 않 

는 한 영어의 예는 제시할 펼요가 없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표현이나 문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설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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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부분에서는 영어 표현을 굳이 자료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문법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령 

객체 높임법의 ‘객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영어 문법에서 시용하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개념을 활용 

하면 ‘객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또 국어의 자음 동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원리’라는 단어의 발음과 ‘o띠y’라는 단어의 발음을 연결 

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탐구 활동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도 볼 수 있다. 교과서 %쪽 수사를 공 

부하는 ‘탐구 1’에서 ‘다섯 시 오십오 분 십이 초’라는 예를 들고 있는데， 

이때의 ‘다서， 오십오， 십이’는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이다. 또 ‘탐구 2’에 

서 가축의 나이， 날짜 이름， 달 이름 등을 언급하는데 이들도 수의 개념을 

가진 ‘명샤이지 ‘수샤가 아니다. 수와 관련된 관형사 또는 명사를 수사와 

동일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혼 

란을일으컬수있다. 

탐구 활동이 학생들의 참여 욕구나 호기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 

습 목표나 학습 내용과 잘 연결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만들기 위해 힘써 

야할것이다 

7) 가꾸기 활동 

가꾸기 활동은 중단원마다 제시되는 것으로 문법 지도서 31쪽에 따르 

면 ‘기초 학습과 탐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직접 설생활에 적용하 

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변 언어 현상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갖는 태 

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함’이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탐구 활 

동’이 ‘학습할 내용을 탐구하여 보는 활동 학습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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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해 나가는 부분으로， 이를 통하여 원리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봄소 

체득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취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탐구 활동과 구분되는 가꾸기 활동의 특정은 실생활에 적용하고 

주변 언어에 관심을 갖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형태의 활동이 선택되어야 

한다 아울러 탐구 활동보다는 좀더 포괄적이며 태도 형성과 관련된 문제 

가나와야할것이다 

76쪽의 가꾸기 활동은 이러한 취지에 비교적 부합되는 활동이지만 64 

쪽의 가꾸기 활동은 그렇지 못하다. 이 가꾸기 활동은 ‘다음 자료를 보고 

현대 국어의 발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다음 자료를 보고 국어 지음의 발 

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로 되어 있다. 이런 활동은 이 단원에 있는 탐구 활 

동 문제와 비교 해 볼 때 설생활의 적용이라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 

이라할수 있다~) 

%쪽의 가꾸기 2의 세부 활동 지시문에서 접사 ‘ 답←’을 ‘-답다’로 적었 

는데 연관되는 본문에서는 이런 유형의 접사를 ‘-하’， ‘←거리←’， ‘-좁’으 

로 적고 있다. 동열한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형식으로 기록해 주는 

것이 혼란을 피하는 길이 될 것이다. 

8) 단원의 마무리 

문법 지도서 31쪽 설명에 따르면 단원의 마무리는 각 중단원에서 학습 

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는 간단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효과 

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자칫 활동 중심의 문 

법 교과서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즉 ‘활동은 많이 했으나 정작 무엇을 

8) 62쪽의 탐구활동이 오히려 ‘현실 생활에 적용해 보기’라는 취지에 더 부합된다 
‘다음 두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발음해 보자’ 

· 어머니께서 옷에 묻은 솔잎을 솔로 털어주셨다. 
· 허리가효응 할아버지께서 도자기를굽고 계셨다 



7차 교육과정 문법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255 

배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해당 단원의 중심 개념과 지식 

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설정된 부분이다 

교과서를 탐구 활동 중심으로 만틀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런데 이 부분을 빈 칸 매우기 방식이나 다른 방식의 문제 형태로 제시하 

고 있으나 해당 단원의 앞부분에서 이미 탐구 활동이나 가꾸기 활동이 있 

다는 점에서 곧이 문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다면 오히려 빈칸이 없는 형태가 자연스러울 

것 같교 앞부분의 탐구 활동이나 가꾸기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형식으로 자세하게 정리된 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9) 부록 

옛말의 문법은 부록으로 제시되는데 여기에도 내용 진술이 잘못되거나 

예시 자호응가 잘못된 시정할 부분이 있다. 상세한 자료는 다른 연구자의 

지적을참고하기 바란다 

10) 시각 자료 제시의 문제점9)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 자료는 설명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설명에서 비약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 펼요 

하다. 아래에 몇 개의 자료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문볍 교과서 18쪽 사진 자료 설명을 보면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대샤 

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는 언급이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섣명이 교과서 본문에도 지도서에도 진술되지 않는다. 이는 

영화 속 대사가 ‘시나리오’라는 형식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9) 이하의 내용은 문볍 교과서의 체제와 관계없이 더 나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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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구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세하게 섣명해 줄 펼요 

가있다 

11) 내용 서술의 문제점 

국어과 교과서는 다른 교과목의 교과서에 비해 국어 어문 규정을 철저 

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좀더 나은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서술에도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 

과서 제작 과정에서 반복적인 검토와 퇴고라는 절차가 펼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교과목의 교과서에 비해 국어과 교과서는 내용 검토나 퇴 

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교과서 내용 서술 그 자체가 팎어 

교육의 한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교과서 내용 서술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다른 연구자의 발표 

로 미루고 전체적 방향을 가능한다는 점에서 교과서 17쪽 탐구 문제 1번 

을보도록 하자. 

“다음은 한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이 쓴 문장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규칙성에 대하여 탐구해 보자 

여기서 ‘막 배우기 시작한’에 나타나는 ‘막’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자 

‘갓 배우기 시작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 처음 표현이나 바꾼 표 

현은 의미차를 거의 느낄 수 없는 형태이다. 그러나 ‘막’보다는 ‘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준다. 특히 ‘막’이라는 말 

이 ‘마구’라는 말을 연상시키므로 ‘갓’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 

다. 우리 교과서의 진술이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러한 표현 

까지 결러낼 수 있도록 만틀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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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어 교과서(문법 관련 부분)의 문제점 

국어(상， 하) 교과서에도 문법과 관련된 진술이 있다. 이들은 문법 교과 

서와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 국어 교과서에서 문법을 다루는 단 

원의 제재 중에는 문볍 내용을 효과적으로 익히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국어(하)의 ‘어느날 심장이 말했다’라는 단원에서는 드 

라마 대본을 바탕으로 상대 높임법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 구어가 등장 

할 수 있는 드라마 대본을 바탕으로 상대높임법을 공부하도록 연결한 취 

지는 좋았으나 실제 대본의 내용에서 보이는 인물간의 대회를 보면 친구 

간의 대화， 선생님과 학생 시아의 대화 아버지와 학생 사이의 대화만 나 

와 있어 그 인물 관계가 너무 단순하다. 좀더 다양한 인물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는 내용이라야 효과적인 상대 높임법 공부가 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7차 문볍 교과서의 문제점을 통하여 8차 교육과정에서 제작 

되는 문법 관련 교과서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문법 

교과서의 채택률이 극히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교과 

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특히 학생틀이 흥미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8차 교과서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 

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나 

누어 살펴보았는데 세부적 문제점은 문법 교과서의 체제와 관련하여 보 

완할 방향을 지적하는 정도로만 언급하였다. 자세한 문제점은 다른 연구 

자의 지적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앞으로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 보완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 

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 모든 국어과 교과서들이 검인정 교과서로 제작된다면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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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과서를 심사하여 검인정 교과서로 승인하눈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을 갖춘 교과서를 수시로 심사해 검인정 교과서로 승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더 나온 검인정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면 수용자들의 욕구를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법 교과서도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제작 비용 

을 들여 만틀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R 문법 교과서에 대한 세부적 검토 

læ5년 제5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가 편찬되면서， 고등학교 

‘문법’은 단순한 학교 문법 교과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 문법을 대 

변하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 따론 문법 교과서 또한 이와 다르지 않 

았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도 역시 문법을 전면적으 

로 다룬 단일 교과서라는 점에서 규범 문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문볍 교과서의 내용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충분하고도 신중 

하게 반영하여 일목요연하게 진술되어야 할 것이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과서라는 점에서 대학의 전공자들이 논의하는 수준과 달리 

잘 정리되고 개념이 분명하고 체계에 혼란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예시 문 

장뿐 아니라 구체적인 문법 내용을 진술하는 문장 자체도 어법에 맞고， 

논리적이며， 어문 규범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문법 교과서는 이러한 기대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 

시켰다고 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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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상의 문제점 

문법 교과서 %쪽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설명하고 이어서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겹받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겹받 

침은 단독으로 발음되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두 자음 중에 

서 하나만 발음되는데， 이때 발음되는 것은 일곱 개의 자음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근본적으로 국어의 음절 구조상 첫소리나 끝소리 

위치에 하나의 자음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덧붙 

여서 겹받침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듯 

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설명은 겹받침을 이루는 두 개의 자음 중 하나 

가 탈락하는 현샘 일어나논 이유를 말한 것일 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겹받침의 경우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음절의 끝소리에서 실현되는 일곱 개의 

자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음이 섞인 겹받침을 예로 틀어야 한다. ‘흙， 없다’ 

같은 것이 아니라 ‘옳지’와 같은 예를 듬어야 ‘표’이 ‘ H ’으로 교체되는 현 

상， 즉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71쪽 셋째 줄에 ‘비어라’라고 명령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비다’는 의미 

상 명령형이 가능하지 않은 동사로 보인다. 중성 모음인 ‘ 1 ’의 예를 들고 
자 한다면 ‘기다’로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74쪽에서，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사잇소리 현^J-이 일어나는 경우 

에도 대부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고 다만 여섯 개의 한지어에만 사어 

시옷을 적는다고 했다. 이 단원은 사잇소리 현상을 설명하는 음운론 단원 

이므로 이런 내용은 8-2 한글맞춤법에서 다루는 게 좋고 교육의 편의상 

다룰 만한 사항이라고 여긴다면 참고 자료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 아무 

튼， 여섯 개의 한자어에만 사이시옷을 적는다논 이 규정은 참으로 학생틀 

에게 규정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魚點’은 ‘춧점’이라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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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데， ‘貴房’은 왜 ‘셋방’이라고 적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다. ‘회수(回 

收)’와 ‘횟수(回數)’의 대립을 예로 든다면， ‘전세방(傳貴房)’은 왜 ‘전셋방’ 

이라고 적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고 ‘소수(小數)， 소수(少數)’와 ‘소수(素 

數)’의 대립을 들어 반박할 것이다. 외래어 표기에서， 가령， ‘스쿨버스 

(school busl'를 ‘스쿨버쓰’로 적지 않는 까닭은 냥에 대응하는 한달 표기를 

둘로 하논 것보다는 하나로 하는 것이 알파뱃과 한글 자모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것처럼， 한지음과 한자의 대응 부담을 덜기 위하여 

모든 한자어는 λ에시옷을 쓰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ð7쪽에서， ‘나뭇잎’을 ‘명사+사이시옷’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합성어 

라고 설명하였다 ‘사이시옷’은 ‘나무’와 ‘잎’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L’이 

첨가되는 현상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태소가 아니므로， ‘나뭇잎’이 

라는 합성어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나뭇잎’의 구성 요소는 ‘나무’와 

‘잎’이니， 구성 요소상 전혀 복잡하지 않다. 구성 요소상으로는 ‘등불’과 전 

혀 다르지 않다 표기와 언어 형식을 훈동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쪽， 수사를 공부하는 탐구 1에서 ‘다섯 시 오십오 분 십이 초’라는 예 

를 들고 있는데， 이때의 ‘다섯， 오십오， 십이’는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이다. 

또 탐구 2에서도 가축의 나이 날짜 이름 달 이름 등은 ‘명샤이지 ‘수샤 

가 아니다 수와 관련된 관형사 또는 명사를 수사와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100쪽에서， 어말 어미를 크게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누 

고， 연결 어미를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 

로 나누었으며， 전성 어미에서 ‘ 게’를 예로 들며 부사형 어미를 섣정하고 

지도서 1싫 135쪽에서 부사절과 종속절(더 나깅까 대등절)을 동엘시하는 

견해를 교과서에서 수용하였음을 밝혀 놓았다10) 연결 어미를 부사형 어 

미에 포함하여 놓고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를 문장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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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로 보고， 보조적 연결 어미와 ‘一게’와 같은 어미를 단어 수식 어미로 

본 셈이다 이제 국어 문법에서 ‘접속’의 개념은 ‘내포’의 일종이 된 셈이 

다.11) 그러나 보조적 연결 어미가 단어 수식의 일종으로서 ‘보조 용언 수 

식’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개를 가웃하게 만든다. 아무리 보아도 본 

용언이 보조 용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반 

용언 수식’ 기능을 하는 부사형 어미는 ‘ 게’ 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 

다. ‘-게’만 하더라도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문장 수식으로 보O바 할 

것이다. 

148쪽에서는 ‘문장’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문장이란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으로 문징L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가 온전하게 이해되려면，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의 구체 

적인 의미가 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추상적인 규정은 

주어와 서숨어 등의 문장 성분음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과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불이야!”， “정말”과 같은 예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주 

어’와 ‘서술어’와 같은 ‘문장 성분’을 갖추는 것이 어째서 ‘의미상으로 완결 

된 내용’이 되는지， 또 “불이야1"나 “정말?"이 어째서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직관에 미루고 있을 뿐이다. 교사에게 문법이 

10) 지도서 짧쪽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은 같이 처리하여 
도 무방하다라고 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익섭 · 임홍빈(1쨌)에서는 종 
속 접속과 부사회를 동일시하였고， 대등 접속은 종속 접속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하였는데，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1) 이와 관련하여 1æ쪽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다고 했 

다. 부사절은 안긴 문징L이므로1 이어진 문장을 안은 문장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 된 

다. 앞에서 ‘안은 문장’을 ‘연결되어 이루어진’ 또는 ‘이어진’ 것으로 진술한 까닭이 

이 견해와 상통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어진 문장’을 ‘안은 문장’의 일종으로 보 

는것은혼란스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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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분해지는 것은 바로 이렇듯 개념을 불명료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문장 개념의 규정 중， ‘형식상으로 문징F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표현도 의아한 생각을 갖게 한다. 표기상으로 느낌표나 물음표와 같은 마 

침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언어의 본바탕이 음성인 점을 고려하면 마땅히 

문장 부호가 아닌 음성적 실현을 바탕으로 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이다 문자 언어도 언어임은 분명하나 핵심 개념의 설명에서 음성 언어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사한 혼란은 ‘어절’의 설명에서도 나타난 

다 ‘어절은 띄어 쓰는 단위와 대체로 일치하는데’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어절이니까 띄어 쓰는 것이지， 띄어 쓰기 때문에 어절이 되는 것은 아니 

지 않은가 

1(j)쪽에서 문장 성분의 종류를 설명할 때 ‘주성분’을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성분이라고 했다. 그런데 ‘골격’이라는 개념 또한 모호함에 

도 불구하고 ‘골격’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는다. 골격은 본디 ‘동물의 체형 

(體型)을 이루고 몸을 지탱하는 뼈의 조직’을 뜻하며， 확장되어 ‘어떤 사 

물이나 일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틀이나 줄거리’를 뜻하는 말이다. 이 

로 미루어 문장에서 ‘골격’이란 문장을 이루고 지탱하는 기본 요소 정도 

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문장을 이루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즉 펼수 

적인 요소인 셈이다. ‘문장’은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런데 서 

술어에 따라서 주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이 문장을 이루는 데 ‘펼수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필수적인 부 

사어’라는 공색한 표현을 사용한다 필수적인 것임에도 주성분이 되지 않 

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 아마도 이 장면에서 ‘개방적인 

논의’를 운위할지 모르겠다. 

153쪽 탐구 2의 에문은 다음과 같다 

(1) 물이 얼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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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이 열음으로 되었다. 

‘되다’는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를 뭇한다. 그런 돗에서 (1)과 

(2)는 의미가 같다. 그리고 ‘얼음이’나 ‘얼음으로’가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 

는 데 모두 펼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하나는 주성분인 보어이고， 다른 

하니는 부속 성분인 부사어이다. ‘열음으로’를 보어로 보지 않는 까닭은 

‘펼수적’인가 아닌가에 있지 않고 엉뚱하게 ‘으로’라는 조사가 ‘집으로’와 

같이 펼수적이지 않은 성분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는 점에 있다. 주성분 

을 정의할 때 ‘필수성’을 핵섬 개념으로 사용했다면， 주성분 여부를 판단 

할 때는 일관되게 ‘필수성’을 기준으로 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법 교 

과서는 형태에 대한 이해(조사 체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주성분’에 대 

한 개념의 혼란을 못 본 척하고 있다. 형태에 대한 이해의 혼란이 (1)의 

‘물이’와 ‘열음이’에서 동열한 형태인 ‘이’가 주격 조사가 되기도 하고 보격 

조λ까 되기도 한다고 히는 데서 용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혼란의 빈도가 

낮은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이해되기는 한다)2) 그러나 

‘집으로 (가다)’와 ‘얼음으로 되었다’를 비교하면 ‘으로’가 부사격 조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구체적인 기능은 같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듯싶다. 

1~쪽， 탐구 2의 예문 (나)는 디음과 같다. 

연71 앉아라. 

연긴멤 놓아라 

이 두 문장에서 ‘여기’의 품사가 조사 ‘에’의 결합 유무만으로 하나논 부 

12) ‘나는 고향이 그렵다.’나 ‘나든 고향이 보고 싶다.’와 같은 문장까지 관련시키면 ‘이’ 
의 기능에 대한 혼란은 더욱 기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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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꿰고 다른 하나는 대명사라고 설명하는 것도 설명의 일관성이 결여되 

는 흠이 었다. ‘나 지긍 서울(에) 간다.’라는 문장에서 ‘서울’에 조사 ‘에’가 

결합하지 않아도 ‘서울’을 부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 e}아 

라.’의 ‘여기’도 대명사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지시대명사 ‘여기’의 용례로 “여기 앉아 이야기 좀 하자”도 제시하여 놓 

았다 

문법 교과서 때쪽에서는 “지시 표현에는 지시 대명사만 있는 것이 아 

니다 ‘이， 그， 저’， ‘여기， 거기， 저기’，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이렇다， 그 

렇다， 저렇다’와 같은 말들이 더 있다"라고 하였다. 이 문장은 ‘여기， 거기， 

저기’가 마치 지시 대명사가 아닌 듯이 진술한 것이며，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와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에서는 활용형과 기본형을 마치 다른 

단어인 듯이 진술한 것이다. ‘여기， 거기， 저기’ 대신 ‘이리， 그리， 저리’， ‘이 

렇게， 그렇게， 저렇게’ 대신 ‘이리하다， 그리하다， 저리하다’를 제시하는 것 

이낫다. 

1없쪽에서는 다음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문법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인위적인 문징L이 아니라 현실의 문장을 다룬 

다고 했는데 이 문장은 매우 인위적인 인엠 짙다 ‘그곳은 아름다운 그 

림으로 장식되었다’ 또는 ‘그곳은 그림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다.’와 같은 

문엠 보다 현설적인 자료일 듯하다. ‘아름답게’라는 형용λ까 서술하는 

대상은 ‘그곳’이지， ‘그림’이 아닐 것이다. 그림은 본디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는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림이 아름답게’가 부사절이라면 이 안은 문장의 모문은 ‘그곳은 장식되 

었다.’가 되고， ‘그곳’이 장식된 상태를 서술하는 문쟁l ‘그곳’의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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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그림’의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는 셈이 되어 어색하다 

165쪽， 탐구 1의 예문에서， “나는 네가 좋다의 ‘네캐가 과연 주어인가? 

이 문장은 ‘나는 기분이 좋다.’와는 다른 구조로 보인다. ‘좋다’뿐 아니라 

‘싫다， 맙다， 그립다， 무섭다， 정그럽다’ 등의 심리 형용사 바로 앞 성분에 

결합되는 ‘이/까가 과연 주어인지 의심스렵다. ‘좋다， 싫다， 맙다， 그립다， 

무섭다’와 같은 섬리 형용사는 주어 외에 또 다른 명사 성분을 필수적으 

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이것틀을 ‘되다’나 ‘아니다’처럼 

보어를 취하는 서술어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1ffi쪽에서， 이상하게도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절다.”， “비가 오는 가운 

데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와 같은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보았다. 이것은 내포와 접속의 혼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가 오기’는 

명사절이고 ‘비가 오는’은 관형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명사절과 관형 

절이 ‘길이 절다’나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라는 문장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어지는， 또는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때문에’와 ‘가운 

데’에 있다.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였으므로 ‘때문에’는 당연히 부 

사어가 된다. ‘가운데’도 사실은 ‘가운데에’의 ‘에’가 생략된 형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당연히 부사어가 된다. ‘비가 오기’라논 명사절이 명사 

‘때문’의 관형어가 된 것이고 ‘비가 오는’이라는 관형절이 ‘가운데’라는 명 

사의 관형어가 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질다다’ 

‘“‘비가 오는 가운데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와 같은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없다. ‘예쁜 꽃이 피었다.’를 두고 관형절이 주어가 

된다고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75쪽에서， 높여야 할 주체가 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용 

되는간접 높임의 예로， 

선생님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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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와 같은 문장을 들었다 높여야 할 주체와 멸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어 

는 간접 높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X)쪽에서 ‘과장 

님， 넥타이가 아주 예쁘십니다.’를 잘못된 표현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도 

서에 따르면(때쪽) ‘넥타이가 높여야 할 대%에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높여야 할 대상인 ‘과장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과연 이 문장에서 ‘넥타이’가 높여야 할 주체인 ‘과장님’과 멸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일까? ‘선생님’과 ‘말씀’의 관계는 밀접하고 ‘과 

장님’과 ‘넥타이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보지 못할 까닭이 없다 ‘넥타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과장님의 넥타이’이기 때문이다 13) ‘우리 아버님은 직 

장이 머시다.’와 같은 표현도 같은 이치로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184쪽에서， ‘ 되다’를 피동문 형성 기제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저것 

과 관련된다에서 ‘관련된다’가 과연 피동인개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능동문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이것’을 저것과 관련시키는 것일까? 하지 

만 ‘두 사건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누군7l-(또는 무엇인개가 두 사건 

을 관련시킨 것을 전제하는 피동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게 되다’를 통사적 피동문을 구성하는 언어 형식으로 보았다.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가 피동문이라면 ‘누군가에 의해’ 정도의 동작 

주가 숨겨졌을 듯싶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능동문은 어떻게 될까? 

‘(누군7까 곧 사실을 드러나게 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13) ‘말씀’， ‘귀’가 ‘넥타이’와 구분되는 점을 찾으면， ‘말씀’， ‘귀’는 높임의 대^d-이 되는 사 

람에게서 유래한 것이거나 그 사람의 일부이지만， ‘넥타이’는 그 사람의 소유리눈 

특성의 ~)-Ö l가 있다. 그러나 소유인 ‘집’을 높여 ‘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소유라 

고 하여 높이지 못할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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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듯하다. ‘-게 하다’ 능동문을 ‘-게 되다’ 피동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곧 사실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문 

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문징L이 피동문이라면 ‘누구’가 피동주가 

되어야 하고 숨겨진 동작주를 찾아내어 ‘누구’를 목적어로 하는 능동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밝혀지지 않은 어떤 원인이 ‘누구’로 하여금 곧 사 

실을 드러내게 만들어 준다고 하여 동작주를 상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 

라가 협상을 주도하여 마침내) 우리나라는 곧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게 된 

다.’는 피동문일까? 어떤 원인(동작주: 우리나라의 주도적 협상?)이 우리 

나라로 하여금 동맹을 맺게 만틀고， 우리나라는 동맹을 맺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백번 양보등배 ‘-되 ’가 피동문을 형성하는 파생 접사라고 하여도 ‘ 게 

되다’를 피동문 형성 기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되다’나 ‘←게 되다’는 

둘 다 ‘-되-’ 때문에 피동문이 되는 것이다. ‘ 게’는 지도서(221쪽)에서 잠 

깐 언급한 예정상과 밀접한 요소이지 피동에 관여하는 요소가 아니다. 

188쪽에서는 부정문에서 중의성이 나타나는 점을 설명하고 보조사 ‘는， 

도1 만’을 넣어서 그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는’이 지닌 주제화 

의 기능이 부정의 초점을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도 

만’은 그 니름대로 독특한 의미가 있어서 중의성이 해소되는 것이지， 중 

의성을 해소하는 단순한 빙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를 결 

합하면 또 다른 것도 부정하는 의미가 첨가되고 ‘만’은 부정되는 대상을 

단독으로 한정하는 의미가 첨가되기 때문에 중의성 해소에 그치지 않고 

문장의 의미가 사뭇 달라진다. 

지도서 껑7쪽에서， 짧은 부정문인 ‘안 못’ 형태에 에 비하여 긴 부정문 

인 ‘않다， 못하다’ 형태에서는 의미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 

런데 ‘의미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가 뜻하논 B까 무엇인지 모호하다. 이 

익섭 · 채완(1뺑)에서 단형이 장형보다 의미가 직접적이라고 하였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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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사동 표현에서 ‘먹게 하다보다 ‘먹이다’ 쪽이 의미상 주체의 작용이 

더 직접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정’의 의미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이라 

는 것은 무슨 뭇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안 간다’와 ‘가지 않는다’， ‘안 

아프다’와 ‘아프지 않다’， ‘안 줍다’와 ‘줍지 않다’ 등이 어떤 점에서 긴 부 

정문이 ‘간접적’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지도서 껑7-2졌쪽에서는， 짧은 부정문의 형태가 관용 표현으로 균 

어진 경우도 있다고 하며， “그런 말을 하면 못써요”의 ‘못쓰다’를 예로 들 

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못쓰다’논 합성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고 덧붙 

였다. 관용 표현과 합성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해도 좋은지 EL르겠다. 

임반적으로 ‘작은형， 큰아버지’ 등을 관용 표현이라고 하지 않는다 ‘못쓰 

다’를 관용 표현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합성어는 관용 표현이 될 것이 

다. 이런 식이라면 모든 단어가 관용에 의해서 의미가 굳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단어를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쪽，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단원에서， ‘사전적 의미’의 개념을 

‘어떤 낱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라고 규정하였 

다. 과거에 ‘사전적 의미’는 ‘어떤 낱말에 대하여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는 

의미’로 설명된 일이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단어가 구체적인 문맥 속에 

서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면， 그 의미를 ‘문맥적 의미’라고 하였으며 문맥 

속에 사용되어 연상되는 의미를 ‘함축적 의미’라고 하였었다 

‘이슬’을 예로 틀어보자. ‘이슬’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풀이 

되어 있다 

이슬:(D공기 중의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영 

겨서 생기는 물방울.@여자의 월경이나 해산 전에 조금 나오는 

누르스릅한울.@‘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덧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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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는 @일 것이다.(2)도 @이나 

@처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일 듯싶다. 문법 교과서의 개념에 따르면 @ 

이 사전적 의미이고 (2)，@，@는 함축적 의미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함 

축적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맥에 따라 ‘슬픔’이나 ‘연민’ 등도 될 

것이다. 과거의 개념에 따르면 q 이 사전적 의미이고 ‘그의 눈에는 이슬 

이 맺혔다.’와 같은 문맥에서는 @‘눈물’이라는 문맥적 의미， ‘슬픔’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법 교과서에서는 ‘사전적 의미=개념적 의미=외연적 의미=인 

지적 의미’로 제시하였고 ‘사전적 의미에 덧붙어서 연^J-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를 ‘함축적 의미=연상적 의미二내포적 의미’라고 제 

시하였다. 연상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가 ‘연상적 의미’임은 이해가 되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까지 ‘연상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인 

지는 의문스럽다. 그리고 ‘외연’과 ‘내포’는 논리학에서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라는 용어의 의미는 논 

리학에서 사용하논 의미와 거리가 멸다. 왜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222쪽， 발화의 기능을 설명했는데， 문맥으로 보아 ‘선언， 명령， 요청， 질 

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작， 칭찬， 비난’ 등의 행위가 발화의 기 

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제목은 ‘발화의 기능’이라고 해 놓고 본문에서 

‘직접적인 발화’와 ‘간접적인 발화’를 핵심어인 양 볼드체로 인쇄하여 놓 

았다. 하여튼， 발화의 기능에 어떤 것이 있는지 대강은 짐작할 수 있으나，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다. 가령 ‘명령’과 ‘요청’을 명료하게 구분하는 기준 

은 무엇인가? 껑3쪽에서， 

좀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 

좀 조용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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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조금만 낮춰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한 발화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좀 조용히 해 주세요1"와 같은 기능 

을 하지만， 좀 더 공손하게 요청하는 말들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위에 제시된 발화의 기능을 모두 ‘요청’으로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좀 조용히 해 주세요1"는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논가? ‘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요청’인 것인가? 교과서의 섣명만으로는 맹령과 요 

청을구별하기 어렵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이처럼 발화에는 행위를 수반하는 기능이 있’다 

고 하였다 ‘행위를 수반하는 기능’이 발화의 기능의 전부인지， 벌-화의 여 

러 가지 기능 중 하나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야좁슨이 설명한 언어의 여 

섯 가지 기능과 여기서 설명하는 발화의 기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 

호하다. 

때쪽에서， 현행 맞춤법에서 일부 단어는 소리대로 적는 경우도 보인다 

고 하고 소리대로 적는 예로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백분율’의 발 

음은 [백뿐늄]이다 집필자는 [백뿐률]이 아니므로 ‘率’의 원음인 ‘률’이 아 

니라는 점에서 소리대로 적는 예로 틀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있 

다 14) 

부록인 정4쪽에서 선어말 어미로 느낌의 ‘ 옷’을 설명하며 ‘한도소이 

다， 향도소녀， 항도다’를 예로 제시하고 이어서 어말 어미 중 감탄형의 예 

로 ‘향도다， 창도소이다’를 제시하였다. 감탄형 어말어미는 ‘ L뎌， 근써’ 

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쟁쪽 문장의 종결 표현 설명에서 언급 

하고 있어서 앞뒤가 상충한다. ‘항도다 항도소이다’는 선어말 어미에 기 

대어 감탄문이 형성되는 사례이다. 

14) 참고로1 ‘일원론’의 경우 발음이 [이훤논]이다 이 예에 비추어 보면 [백뿐늄]을 ‘백분 

률’이라고 적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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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상의 문제점 

교과서는 내용을 기술할 때， 국어 어문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어과 교과서는 

그 자체가 국어 사용의 전범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본문의 서술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잠 다듬어진 문장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는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검토와 퇴고 절치를 거쳐야 한다. 

10쪽， 단원 학습 목표 셋째 항목에서 ‘국어의 읍운， 어휘， 문법의 특질’ 

을 언급하고 있는데， ‘문법’을 음운이나 어휘를 포함하지 않.JL， 형태 • 통 

사론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15) 문법이라는 용어를 전체 국 

어학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고등학교의 현실에서 형태 · 통사론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정하-여 사용하려면 적어도 각주 형식의 보완 설명이 

라도 있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32쪽， 단원 학습 목표에， “한글의 국어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가 있다. 

언어문화라는 용어를 의식하여 국어문화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 

반적인 언어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충분하다. 

%쪽， 단원 학습 목표에서 “파생어와 합성어의 형성을 이해한다라고 

하교 82쪽， 소단원 학습 목표에서는 “단어가 형성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안다라고 했다. 단원 학습 목표의 ‘형성’은 ‘형성법’으로 고치는 것이 정 

확한표현이 된다. 

%쪽， 71꾸기 2의 세부 활동 지시문에서 접사 ‘→답 ’을 ‘ 답다’라고 적어 

놓았다. 본문에서 이런 유형의 접사를 ‘ 하’， ‘ 거리 ’, ‘-롭-’처럼 적었으 

므로， 여기에서도 ‘-답 ’이라고 적어야 한다. 

%쪽， 학습 목표에서 “품사 분류의 기준에 대하여 안다라고 진술하였 

15) 부록인 쨌쪽에서도 ‘문법’을 형태 • 통사론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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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알다’는 타동λ에며， 실제 학습에서 알0싸 하논 대%에 ‘품사 분류 

의 기준’이므로 ‘기준에 대하여’ 대선 ‘기준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 

‘품사 분류의 기준에 대하여’라고 한다면 알。싸 하는 내용은 품사 분류 

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왜 그렇게 세워야 하는지 등이 펼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적절하게 ‘에 대하여’를 사용한 곳이 몇 곳 더 있다~ 114쪽 단 

원 학습 목표에서는 “국어의 어휘 체계를 이해한다"라고 진술하교 116쪽， 

학습 목표에서는 “국어의 어휘 체계에 대하여 이해한다. , “고유어， 한자 

어， 외래어의 기능에 대하여 안다"라고 진술했는데 ‘에 대하여’를 쓸 이유 

가 없다~ 128쪽 학습 목표의 “국어 어휘의 다양한 양식에 대하여 안다도 

마찬가지다. 또， 194쪽， 단원 학습 목표에서는 “언어의 의미와 의미의 종 

류를 이해한다라고 하고 1~쪽， 학습 목표에서는 “언어의 의미에 대하 

여 얀다라고 한 것도 무선경한 표현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 자료는 설명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설명에서 비약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 펼요 

하다.18쪽 사진 자료 설명에 ‘영화 속 등장인물블의 대새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는 언급이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이 교과서 본문에도， 지도서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시나리오’라는 

형식이 매개됨으로써 ‘정형화된 구어’를 사용한디는 점을 설명해 줄 펼요 

가있다. 

현실 자료를 이용하다 보면 문법에 어긋난 표현이나 표기를 그대로 보 

여 주는 경우가 있다. 187쪽에 현실 자료인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림 

속의 글 ‘하지 않아서 못한 것이다.’는 ‘하지 않아서 못V한 것이다’로 띄 

어 써야 한다. ‘공부를 못하다.’와 ‘공부를 못 하다.’가 다른 것처럼.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못하다’를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거나 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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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라고 풀이하고 ‘술을 못하다/노래를 못하다/물음에 답을 못하다’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여기서 ‘답을 못하다’가 맞는 것이라면 ‘못한 것이다’ 

가 맞는다. 그러나 ‘수준에 못 미침’을 뜻하는 ‘못하다’와 달리， 능력의 부 

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못’과 ‘하다’를 띄어 써야 할 것이다. ‘못 간다. 못 

먹는다’ 등은 띄어 쓰면서 ‘못하다’만 붙여 쓴다면 엘관성을 상실하게 된 

다. 이는 ‘공부블 안{아니) 한다.’에서 ‘안’과 ‘한다’를 띄어 쓰는 것과 마찬 

가지다 그리고 그림 속 두 문장의 관계가 비논리적이다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둘 다 ‘있다고 긍정해 놓고， 뒤 문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앞 문장을 ‘세상에는 하지 않는 것이 있 

을 뿐，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해야 논리가 맞는다. 현실 자료를 이용 

할 때는 단원의 내용과 관련된 요소만 취하고 있는데， 문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 필요하다. 

7차 문법 교과서에서 탐구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해 보도록 함으로써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과 불필요한 지식이 들어간다 

면 그 문제의 설정 취지는 퇴색하고 말 것이다. 

15쪽 탐구 문제 2번은 “유형별로 찾아보자， 변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라 

고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하는 이유를 찾는 것은 고등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질문따. 비슷한 것끼리 묶어 보고 그렇게 묶은 이유를 말해 보 

는 형식이 더 적절하다 

17쪽 탐구 문제 1번 활동 지시문에서 “한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문맥에서는 ‘막’보다눈 ‘갓’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막을 ‘갓’으로 바꾸어도 의미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으나， 

‘막’보다는 ‘갓’이라는 표현을 사용히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준 

다. 특히 ‘막’이라는 말이 ‘마구’라는 말을 연상시키므로 ‘갓’이라는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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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것이 낫다. 

24쪽 탐구 문제 2번에서 ‘여기저기’ 같은 말의 어순이 친근성의 순서로 

배치된다고 할 때 그 예문으로 ‘here and th없’을 제시하였는데， 언어의 보 

편적 특질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한 굳이 영어의 예를 제시할 펼요가 없 

다 

물론 탐구활동은 학생틀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 

에서 영어 문볍 지식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령 객체 높임법의 ‘객 

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영어의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개 

념을 활용할 수 있고1 국어의 자음 동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원리라는 단 

어의 발음과 ‘o띠y’라는 단어의 발음을 연결 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라생각된다 

탐구 활동 지시문에는 ‘모둠별로’ 하라는 지시가 종종 나옹다. 그런데 

탐구 파제의 자료로 보아 굳이 ‘모둠별로’ 해야 할 까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뭄별로 하는개 전체적으로 하는개 개인적으로 하는가 하 

는 것은 그것을 지도 교사가 지정할 몫이다. 정 모둠별로 하도록 지시하 

려면， 탐구 자료가 모둠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로 한정해야 할 것이 

다 

%쪽， 탐구 2에서 통시적 변화로서의 구개음화를 탐구하기 위허-여 ‘턴 

지(天地)→천지， 부터→부처’를 예로 들었다. 예 자체는 적절한 것이지 

만， 기호 ‘→’는 흔히 공사적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통시적 변화를 나 

타내는 기호 ‘〉’콸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본문의 진술은 학습의 중심 내용을 다루는 것이므로 더욱 더 정확하고 

명료해야 한다. 그런데 설명이 미진할 때도 있고，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도 있으며， 단어의 활용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호를 무신 

경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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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쪽에서，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에는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적어야 한다는 ‘적 

는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 어문 규정에서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 

문에 ‘적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잇소리 현상을 설명한 단원에서 

어문 규정의 강제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규칙을 아직 찾기가 어렵다"라 

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규칙을 찾 

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규칙을 세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 

직 찾기가 어렵다’는 ‘세우기가 어렵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ffi쪽에서， ‘ 거리 ’를 섣명하면서 

“동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을 더효배 주고 

라고 하여 따옴표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따옴표를 시용할 이유가 없다 

딱히 더하여 주는 의미를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하면 작은따옴표를 사용 

히는 게 맞춤법에 맞을 것이다. 

‘부사어는 용언뿐 아니라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고 문징에나 

단어를 이어 준다’라는 설명(154쪽: 2-3)에서 ‘수식하고’는 ‘수식하거나’라 

고 해야 한다. 수식의 기능과 접속의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100쪽， 흘문장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물론 독립어도 아무런 영향을 끼 

치지 않는다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홀문장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는 

독립어의 ‘영향을 따질 필요가 없다 독립어도 관형어나 부사어와 마찬가 

지로 절을 구성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물론 독립어가 아무리 많이 나타난 

다 하더라도 홀문엠 겹문장이 되지 않는다.’ 정도로 진술히는 것이 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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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쪽에서 “예쁜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은 “꽃이 예쁘다와 “꽃이 

피었다"라는 홀문징에 연결되어 이루어진 겹문징L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데， 안은 문장을 ‘연결되어 이루어진 겹문장’이라고 하여 마치 ‘이어진 문 

장’인 양 진술하고 있다. ‘홀문징메 이어져 겹문징L이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쉰다.’라눈 진술에서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여기서 ‘이 

어져’는 ‘이어지거나 안기어’ 또는 ‘햄져’라고 수정해야 한다. 또 겹문장 

이 되는 ‘과정’을 ‘홀문장과 홀문징L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과 ‘홀문징L이 다른 문장 속의 한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이라고 섣명하고 

이륭 받아서 ‘이어진 문장’， ‘안은 문장’이라고 지정함으로써 ‘과정’과 ‘문장 

의 종류’라는 서로 다른 범주를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다.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163쪽에서 예문을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길이 비가 와서 질다”의 순서로 제시하교 이를 설명하는 대목 

(164쪽)에서는 “비가 오다 “발에 땀이 나다 같은 문장이 안겨 있다고 

하여 제시된 예문의 순서와 어긋나는 순서로 설명하고 었다. 

1어쪽 탐구 1의 예문 “토끼는 앞발이 짧다"는 우리말의 특정을 잘 드러 

내는 문장으로 회자되는 문조L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5~끼는 앞 

발뿐 아니라 뒷발도 짧고 토끼만이 아니라 말도 소도 발은 짧은 왜 ‘토끼 

는’ 앞발이 짧다고 할까? 사람은 발이 긴데 이와 대조적으로 토끼는 앞발 

이 짧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토끼는 앞다리가 짧다.’ 

가 될 것이다. 토끼는 다른 네발짐승과 달리 상대적으로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앞다리가 짧다’는 특정이 주목의 대상되는 것이다 ‘토끼는 앞발 

이 짧다.’는 낯익은 현실적 문장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표현인지는 의심 

스럽다. 

173쪽에서， 과거에 ‘합쇼체’라고 하던 상대 높임법의 화계를 ‘하십시오 

체’라고 명명하였다 ‘해라체’를 ‘하여라체’라고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하십쇼체’로 줄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용어는 국어 교과서 112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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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1ffi쪽， 탐구 1에서， “얼음이 녹는다의 사동문을 만드는 활동을 요구하 

였다. 그리고 지도서에는 ‘난롯붙이 얼음을 녹인다.’와 ‘(난롯불이) 얼음을 

녹게 한다.’를 답으로 제시하였다. 과연 ‘난롯불이 얼음을 녹인다.’라고 할 

수 있을까? 난롯불의 열은 얼음을 녹게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 

나 난롯불이 녹이는 능동적으로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 

다 ‘어머니가 난롯불로 얼음을 녹인다.’와 같이 사람이 난롯불로 얼음을 

녹일 수는 있겠지만. 이 예는 영어 사용자의 발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국어 사용자의 직관괴는 거리가 있다 

213쪽， 가꾸기 2의 활동 지시문을 “다음 유의어들의 의미 차이를 구분 

하여 보자”라고 하였다 ‘구분하는 것은 ‘의미’ 자체이지 ‘의미 차이’가 아 

니다. ‘의미를 구분하여 보자 또는 ‘의미 차이를 알아보자라고 하여야 한 

다. 지도서(짧쪽)에서는 ‘유의어의 의미 구별하기’라고 표현하였다. ‘구별’ 

과 ‘구분’을 훈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별’은 대싱L이 지난 성질을 파악하 

여 서로 다름을 인식하는 행위를 뭇하고 ‘구분’은 다수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갈래로 나누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 사용 

한 ‘구분’은 지도서처럼 ‘구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6) 

211-212쪽에서 단어의 의미 관계를 포함하고 포함되는 관점에서 ‘상하 

1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용례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혼동하고 있다 . 
. 인간의 특성은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그들의 주장을 
주제별로 나눠 보면 대략 37}지로 구별할 수 있다/어떤 학자틀은 사람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 이 세 문장에서는 ‘구별’ 대신 ‘구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우리는 옳고 그른 일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 이 문장에서는 ‘구별’ 대선 ‘구분’을 사용해야 한다 . 
. 얽은 책과 읽을 책을 구분송애 놓았다 
· 읽은 책과 읽을 책을 구별할 수 없었다. 

• 이 두 문장은 둘 다 ‘구분’과 ‘구별’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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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의 ‘하의 관계’라는 과거의 용어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의 상의어에 대응하는 하의어가 여렷 

인 경우가 많다 이때， 하나의 상의어에 대하-여 하의 관계에 있는 여러 하 

의어들끼리는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좋을지， 용어를 제시 

하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논리학에서 시용하는 ‘동류 관계’를 사용할 

수있을듯싶다 

214쪽， 가꾸기 3의 활동 지시문을 “다음 자료를 보고， 단어의 의미에 대 

하여 알아보자라고 하였다. 그려고는 구체적인 활동의 지시분을 “위에 

서 웃음을 지아내는 부분을 찾아보고， 국어의 어떤 현상을 활용한 것인지 

말하여 보자라고 하였다.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학습하는 단원이므로， 

응당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구체적 

인 활동에서는 ‘국어의 현상’을 탐구하도록 요구하고 지도서(2Eß쪽)에서는 

‘동음 이의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다루는 단원이 

브로 ‘동음 이의 현상’은 ‘동음 이의 관계’라고 하여 ‘단어 간의 의미 관계’ 

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껑4쪽， 탐구 1에서 김동인의 ‘감자’의 일부라고 제시한 지문이 다음과 

같이 극본처럼 되어 있다. 

아내: 뱃섬 좀 치워 달라우요. 

남편: 남 졸음 오는데， 님자 치우시관. 

아내: 내가치우나요? 

남편: 이십 년이나 밥 처먹구 그결 봇 치우? 

아내: 에이쿠， 각 죽구나 말디. 

남편: 이년， 뭘! 

소설 ‘감자를 보면 아내와 남편의 때사 부분이 따옴표 안에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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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아내:’， ‘남편:’과 같은 발화자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거짓 

이다. 그리고 ‘치우?’는 ‘치워?’의 오타이대한국단편문학전집(l~) 참조). 

241쪽에서， 발화의 연결어를 모두 생략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나서 생략 

된 연결어를 다시 넣은 문장을 제시하였는데， 사용된 연결어는 ‘먼저， 그 

래야 여기까지’이다 이에 앞서 연결어에는 지시 표현， 접속 부사어 등이 

있다고 했다 ‘그래야 여기까지’는 지시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먼저’는 

지시 표현도 아니고 접속 부시어도 아니다. 그러므로 연결어의 구체적인 

부류를 좀 더 많이 제시하여야 했다. 또 ‘그래야와 함께 ‘있어요’를 ‘있거 

든요’로 바꾸어 놓았다. 단순하게 생략된 연결어만 다시 넣은 것이 아니 

다. ‘그래야를 보충하면 ‘있어요’라고 그냥 두어도 의미 전달에는 아무런 

지엠 없다. 애초의 제시문에 ‘있거든요’를 제시히는 게 좋았을 성싶다. 

그리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먼저’가 차례를 표시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 

하여 차례라는 단어에 작은띠옴표를 쳐 놓았는데， 이는 작은띠옴표를 남 

용한것이다. 

때쪽에서， 학습 목표의 ‘표준 발음을 알고 이를 지키는 국어 생활을 

한다.’는 문장에서 ‘이’가 지시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 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표준 발음’을 ‘지키는’ 것으로 진술한 셈이다. 표준 발음법을 지키 

고， 표준 발음을 해야 할 것이다. 

g쪽， 동일한 단어의 형태가 다른 경우를 예로 든 것 중 ‘셋째 *세째’ 

는 표기의 차이일 뿐이므로 맞춤법에서 다루어야 할 예이지， 표준어에서 

디룰 예가 아니다. 쟁쪽의 탐구 3- 1 , ‘돌， 옮’도 제시된 문장만으로는 표 

기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돌이다， 옳이다’와 같이 ‘옳’의 ‘λ’이 발음될 

수 있는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또 “비표준어는 어법에 어긋나는 말이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단정 

적으로 말하고 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 

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뒤에서 방언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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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다 

261쪽에서， 탐구 4의 제시 자료 마지막 줌에서 ‘친구: 청구’는 나머지 예 

들과 이질적이므로 따로 제시하는 게 좋겠다. 다른 예틀은 (L)이 모두 표 

준 발음을 소리대로 적은 것이지만， 이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뻐쪽， 첫째 문단에서 ‘커피 숍， 슈퍼마켈， 케엌’을 ‘커피 숍， 슈퍼마켓， 

케이크’라고 적어야 바르다고 했는데 이 용례들은 받침 표기가 일곱 가 

지로 한정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케엌’ 대선 ‘케익’이라 

고 적는다면 이 원리에는 맞는데 왜 ‘케이크’라고 적는지 궁금해진다. ‘슈 

퍼마켈’을 ‘슈퍼마켓’이라고 적고 왜 ‘슈퍼마케트’라고 적지 않는지도 마찬 

가지로 궁금해진다. 그리고 ‘슈퍼’는 왜 ‘수퍼’라고 적지 않는지도 알 수 

없다. 밍대인 펼자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울 때부터 su없의 발음을 

[su:없]로 배워 왔고 한국인 대부분이 이렇게 발음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어떤 것은 영국식을 따르고 어떤 것은 미국식을 따르는 것인지 아무리 규 

정을 찾아보아도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흑 이미 굳어진 외래어 

는 관용을 존중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예인개 그 관용은 누가 관용으 

로 인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맘모스’는 관용이 아니므로 ‘매머드’를 따 

르는 것인가? 

셋째 문단 ‘뻐스’， ‘까스’는 ‘뻐쓰’， ‘까싼’로 적어야 언어 현실의 비표준 

발음과 부합하는 예가 된다.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에만 주목하 

여 ‘버스’， ‘가스’의 표준 발음이 [버쓰]， [가쓰]라는 점을 놓친 듯하다)7) 

긴3쪽 단원 마무리 1에서 ‘“흙을 밟다’는 [흐글 발따]로 발음하여야 맞 

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문장에서 ‘맞다’는 동사이브로 ‘맞는다’라고 적 

어야 맞는다18) 

1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버스(bus)' ， ‘택시 (taxi)’의 발음을 [-쓰J， [-씨]라고 밝혀 놓지 

않았다. ‘손등’， ‘뱀시’의 발음을 [ 똥]，[ 씨]라고 밝혀 놓은 것과 어긋난다. 
18)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맞다{)1’의 항목을 찾아보면， 품사를 동사라고 해 놓교 ‘(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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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1 국어의 옛 모습’， 잉9쪽에서，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은 까 

닭이 ‘종성부용초성’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규정이 있 

기 때문에 따로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따로 만들 펼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초성과 종성의 음운적 성격이 같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종성을 따 

로 만들 펼요가 없이 초성을 그대로 쓰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래서 종성부용초성의 규정을 만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듬는 게 좋다. 

•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대終聲 

復用初聲)"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Jl， “종 

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대終聲復用初聲)."라는 규정을 두었다. 

또 방점 찍기가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입성’은 방점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쪽， 밑에서 여섯째 줄에서， ‘사잇소리의 쓰임’은 ‘사잇소리의 표기’가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하는 내용은 음운 현상의 용도가 아니라， 사잇 

소리 표기에 사용된 글자ο171 때문이다. 

2m쪽에서， ‘아니홍썩’를 ‘아니향니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깐윷다’ 

는 동사이므로 ‘아니좋':;-니라’고 바꿀 수 있다고 해야 할 성싶다. 

부록， ‘02 국어의 변화’， nì쪽에서，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마 

제에 대한 답이 툴리지 아니하다.’의 돗으로 ‘네 답이 맞는다’， ‘@말， 육감 따위가 

틀림이 업다.’의 뭇으로 ‘네 말이 맞다.’리는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2)의 용례로 ‘맞 

다’를 활용형으로 쓸 수 있다면， 이때의 ‘맞다’는 품사를 형용사로 집。}야 한다 ‘맞 

다， 게보린!’이라는 선전 문구는 ‘맞다’를 형용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현실 언어， 특히 인터넷상의 글에서 ‘웃기는 이야기’， ‘와， 웃긴다!’라고 쓸 것을 ‘웃 
긴 이야기， ‘와 웃기다1’라고 써서 ‘웃기다’가 형용사처럼 잘못 사용하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사 ‘툴리다’를 ‘다르다’의 뜻으로 오용할 때는 활용형만은 통 
사 활용형을 쓴다는 것이 희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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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음인 /몽， 6/과 같은 자음이 더 있었다"에서 ‘/녕， 이의 뒤에 조사 ‘과’ 

를 사용하고 ‘'/6/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결쳐 소멸하였다에서는 

‘/6/ 뒤에 조사 ‘는’을 사용하였다. ‘ A’는 ‘훈몽자회’의 예를 준용하여 ‘ l ’ 
를 붙여 읽는 방식을 취하거나 현대식 명칭인 ‘반치음’으로 읽거나 어느 

한 가지로 일관하는 게 좋겠다. 

국어(상， 하) 교과서에서도 문법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상)， 69쪽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고쳐 써 보는 

활동을 유도하는 제시문에 사용된 외래어나 외국어를 찾아보면， ‘패스트 

푸드 아파트 호르몬， 햄버거， 피자， 슬로푸드 뉴스’ 정도이다 외래어는 

억지로 순화하면 어색하게 여겨질 예틀이고 외국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송로푸드’ 정도인데， 이것은 외래어인 ‘패스트후드’와 대조적인 의미를 드 

러내는 데 적절하게 사용된 말이어서 순화된 말로 바꾸면 표현 효과가 

떨어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패스트푸드’에 대해 ‘즉석식’이라는 순 

화어를 제시해 놓았다 그러나 어색하기 찍L이 없다. ‘즉석’은 ‘즉석 불고기’， 

‘즉석 떡쁨이’， ‘즉석 복권’과 같이 현실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인 

데， 이러한 용례가 보여 주는 의미는 ‘주문하면 즉시 완성되어 나오는 식 

품’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패스트푸드’를 

‘즉석식’이라고 고치면， ‘슬로푸드’는 어떻게 고쳐야 원문과 같은 대조 효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 

하는 것이 더 유효하고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래어와 외국어가 효과 

적으로 사용된 예를 가지고 순화 활동을 하면， 국어 순화가 무의미하다눈 

인식만커질 것이다. 

국어(하)에서 끈대 국어의 음운상의 특정을 설명할 때， ‘방점이 완전히 

소설되었다.’라고 하였는데， ‘방점’은 표기 용어이다. 표기는 소실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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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조’가 소설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방점은 성조가 소설됨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 

다. 또， 성조가 현대 국어에서는 동남 방언에만 남아 있다고 했는데， 동북 

방언에도 남아 있으며， 중세 국어의 성조는 동남 방언보다 동북 방언과 

더 7}7Jj-，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어사를 언급할 때는 북한의 언어도 포 

함하여야 한다. 문볍 교과서 부록에서는 “현대 국어의 경상도 방언이나 

함경도 방언의 일부에 성조가 아직 님아 있다고”라고 설명하였다. 

대체로 국어 교과서에서 문법을 다루는 단원의 제재는 문법 내용을 효 

과적으로 익히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지로 꿰어 맞춘 인^J-이 짙 

다 차라리 과거처럼 문법을 다루는 단원을 설정하는 게 나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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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7차 교육과정 문볍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정규·이종덕 

본고는 7차 문법 교과서의 문제점을 통히여 8차 교육과정에서 제작되는 문법 

관련 교과서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문 

법 교과서의 채택률이 극히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특히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점에 주목송애 8 

차 교과서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문제점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것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적 문제점으로는 교과서의 성격， 형태， 내용 등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세부적 문제점은 교과서 및 교육과정 체제와 관련지 

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과서의 쪽수에 따라 나타나는 세부적 문 

제점틀을 2부의 문법 교과서 세부적 검토에서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보완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 

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주제어] 국어교육， 고등학교 문볍 교과서의 문제점， 내용 및 체제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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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Critical analysis On Korean Grammar textbook of 7th 

Curriculum 

없k， Jeong폐U • Lee, Jong년eok 

퍼s Stuc!y in따lds to help 뻐11\0뼈n 내ammar textbook for 땅llor hi방1 school 

빼ch are pn따>aring in recent year by αitici때19 7th Kol1뻐1 Grarrunar textbook(the 

rest, 7th KGT). Mlst high school in Korea didn’t choose Kol1뻐1 αammar Su비ect 

in their curriculurn 따ause stu따lts didn’t care that Su비ect. This StuφT intends 

to attract the c떠'e of student for 따lova마19 pre뚱nt circurns때læs. 

The problems of 7th KGT is divi뼈 with problems of whole aspect and 

problems in detail. The problems of whole aspect involved in character and form 

and content of 7th KGT. And the problems in detail is ou마I때 in the order of 

textbook and curriculum The problems in de때 are fully desσi뼈 in the second 

part of tlris Stuc!y. We hope to innovate the problems of tlris Stuc!y in the newly 

co띠ng textbook 싸ld we emphasized that the innovation the 7th KGT n뼈s more 

미ne and efforts. 

[Key Words] Korean lan밍퍼ge 어ucation， the problems of Korean Grarrnnar 

te차book for 땅110r 뼈1 school, αiticism of contents and 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