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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롭게 개선해야 할 것이 표기 교육과 갇은 규범 교육의
개선 강화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 영어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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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1. 국어과 내적 요구: 국어과 교육과정의 요구

문법 교육은 상위 과목인 국어과의 목표를 구현하여야 한다. 문법 교육
과 국어과 영역 간의 관계는 이미 졸고(없E) 에서 국어과와 문볍 교육의

위상을 다음 3단계 구조로 본 바 있다.
(기) 문법 영역: 언어 요소를 이해하고 언어 요소에 따라 정확하고 효과적
인표현을할수있는문법 능력을기르는것을목표로하

는교과이다.

(L) 기능 영역: 문법 능력의 토대 위에서 전 교과와 언어생활의 기본 능력
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함OJ: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이다

(亡) 문학 영역: 문법， 기능 영역에서 함양한 능력을 토대로 예술언어 능력

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이다.

또한 여기서 기본 전제로 강조할 것은 국어괴는 도구 교과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눈 점이다. ‘문법’ 영역과 ‘기능’ 영역을 통해 길러지는

능력이 모든 교과의 지적 능력 성장에 기여하는 범 도구 교과의 성격을
가지지만， 국어과의 목표는 이러한 도구 교과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

라 도구 교과의 성격과 대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국어과 고유의 종합
국어 능력을 보여 주는 영역은 ‘문학 능력’을 함%봐게 하는 ‘문학’ 영역임

을 잊지 말아야 한다)l 국어과는 문법， 기능 영역이 전 교과의 도구적 성
1) 이에 대해서는 기능 중심론자틀은 문학 영역의 독립이나 문학 중심론에 반대하며
기능 중섬의 서구행 교육과정처럼 읽기나 쓰기 영역 속에 문학 읽기， 문학 쓰기도
흡수할 수 있다고 기능 영역의 상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민족의 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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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보여 주지만 이러한 도구 능력의 토대 위에서 예술언어 곧， 문학언
어의 종합 사용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 다른 교과로는 얻을 수 없는 국어

과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목표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국어과가 지향}는 인간형은 ‘문법， 기능， 문학’의 3대 영
역을 통해 각각 ‘문법적 인간， 기능적 인간， 문학적 인간’의 육성에 있다고
본다，2) 여기서 ‘문법적 인간’과 ‘기능적 인간’을 ‘문해인’(文解人，

a man of

lit없cy)3)으로 묶을 수 있고， ‘문학적 인간’은 문학인(文學人，

a man of

liter때)으로 표현할 수 있다，4) 문해인은 일상 언어생활과 전문(직업) 언

전통이 오랜 우리가 다언어 다민족의 언어 통합이 중요한 목표인 서구 근대 시민국

가들에서 추구해 온 기능 중심주의를 반드시 추종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적
어도 단일민족의 우리가 다민족국가들보다 언어 통합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우
리는 기능 교육을 더 빨리 수준 높게 성취할 수 있어 유리하고 그 여유를 국민의 문
학 능력을 진흥하는 데 쏟아 국민의 문학적 교OJ을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문법적 인간’은 생소한 표현이지만 ‘어법을 얄고 지커려고 노력히여 정확하고 효율

적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인간형이며， 평생 자기 말과 글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공공
의 언어 문제나 언어문화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가장이 되어서는 자녀 언어 문제를
얄고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문법적 교양인’으로 부를 수 있다.
3) ‘문해인’은 달리 ‘문식인’(文識人)으로 부를 수 있다

4) ‘문학인’이란 전문 작가군과 같은 문인들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평범한 보통사람들로
달리 ‘문학적 교양인’으로 부를 수 있다 문학적 교양인이란 문학을 사랑하교 작품을
즐기교 펀지를 쓸 때나 인사말로 소개를 할 때와 같은 생활언어 상횡이나， 직업적으
로 공직자가 정책 표어를 만틀거나， 광고홍보 전문가가 전문적인 광고문이나 홍보문
을 기획하는 엘이든， 가게의 손님 안내 표현이나 공장의 안전구후 인화단결의 게시
표현에서이든 딱딱하거나 무미건조하며 살별한 표현보다 의미 있는 비유 표현을 인

용하거나 창의적으로 섞어 쓸 수 있는 호엔\invention)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펼자가 때%년 10월 12일 이곳 워싱턴 주랩대 (University of Was뼈땅ton) 방문교수
환영의 학교 측 공식 모임에 참가했을 때， 각국 참가자들이 자기를 소개하던 중 한

인 교수틀은 “1 caræ from Korea."라는 상투적 방식으로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대
개 그렇게 특색 없는 통과의례적 소개를 하였다. 그런데 시인인 한 한국인 교수가

“I 때æ from beautiful Korea."로 소개하자 사람들이 한바탕 웃으며 분위기를 밝게

했던 적이 있다 그가 튀는 표현을 하였는지， 국수주의적 의식을 가진 발"'J-이었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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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생활에서 기초적 문해력(=문식력)을 갖추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인간이며， 문학인은 일상 언어생활어나 직엽(전문) 언어생활에
문학적(예술적) 향취를 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이다 문
해인은 궁극적으로 문학인의 능력에 내포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

은 ‘문학인’P로 묶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국어 교육이 지향한 인간형
은 문해적 인간과 문학적 인간을 기르는 것이다. 이상을 졸고(때1))의 표
에 더하여 보이변 다음과 같다.
하위 영역 이름 교과가치 대상언어 목표특성

목표능력

목표인간형

[1차 능력]
기
조

영

문법 영역
(말소리，단어，문
장，담화)

역

국어과 내
부의 도구
및지식교
과적가치

문법 능력.

일상언어
전문언어
여}술언어

정확성

적절성

력 + 표기력

기능영역

-I] Tj•

해

담화 능력

인

[2차 능력]

@이해 영역

핵 (듣기，읽기，보기) 범도구
여。 @표현 영역
교과가치

일상언어

유창성

전문언어

효율성

(말하기，쓰기，보

어「

적
띤간

@문장능력

@
τ;<.

문볍

φ 발음능력

@ 단어 능력， 어휘

@ 표현력: 말하기， 기능
쓰기，보여주기능력

적

@ 이해력: 듣기， 읽

인간

기， 보기 능력

。 17])

[3차 능력]

CD 문예(문학)

종
합
여
Q
여-，

종합언어
문학영역

예술교과 예술언어
적 가치

창의성

예술성

능력.

문예감상능력+문

예창작능력
@문화능력: 문화

투rl
→ i51L

문

저「

학

인간

인

•

이해력 + 비판력 +
창의력

우리는 국어과라는 나무를 문법이라는 뿌리가 기초 분야가 되고 기능
경우 다른 나라 사람들의 회용론적 속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 짧은 소
개의 순간에도 이런 ‘수사적’ 표현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문학적 능력이따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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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줄기와 가지가 되는 중간 핵심 영역이고 문학은 꽃과 열매가 되는

종합 영역이라고 본다. 문법， 기능 영역만으로는 국어과가 도구 교과라고
하는 사질을 보여 주지만 국어과는 도구 교과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며 국어과만의 독자적 영역인 문학을 통해서도 교과 의의를 구현하고 있
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전제할 것은 ‘문법’ 영역이 기초 분야라고 승배 기

능， 문학 영역에 종속되는 상하 종속 관계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신체의
머리， 심짚 발끝이 서로 종속되는 듯하면서도 섣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대등하게 귀중한 관계이듯， 문법도 다른 영역틀에 종속되는 듯하면
서도 전혀 대등 관계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2. 국어과 외적 요구. 일반 교육과정의 요구
그동안 문법 교육은 국어과의 요구에 따라 국어과 내적 요구를 구현하

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국어과는 국어과 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목표에 부응하는 교육의 요구에 부응하
여야 한다. 흔히 홍익인간형 육성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요구에 문법 교

과가 초연할 수는 없다. 먼저 7차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보자. 현

행 교육과정 서두에는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내용을 기
술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

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펼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논 인간상은 다음
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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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OJ=-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7찌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위 목표에 대해 문볍 교육은 국어과 안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기존 문법 교육의 내용을 보면 거의 언어 구조 분석적 학습이 대부분이라

위의 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히는 것으로 비친다.
따라서 문법 교과는 위와 같은 국가적 교육 목표 설현과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문법은 위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 내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법 교육이 위와 같은 일반 교육 목표 설현에 소홀하고 문법 구조 이해
학습에 안주한 결과 그 어느 교과로부터도 심지어 국어 교과 인접 영역틀
로부터도 긍정적 교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결괴를 초래하였다. 우리는 위
목표가 문법 교육 연구자들에게 최소한 다음의 [요구]에 밝힌 대로 국가
교육 목표에 대해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질문을 요구받고 있으며， [구현]
에 밝힌 대로 구현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관탠 학문]

에 밝힌 대로 이미 이에 관련한 질문틀이 우리 주변에 학제 간 연구로 상
당히 개척되어 온 측면도 있으브로 문법 교육자들은 이런 요구에 답하고

구현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들 관련 학문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히는 사람

[요구] 전인성， 개성의 정체는 무엇이고 전인성， 개성에는 어떤 언어 요
소가있는개

[구현] 언어와 전인성 또는 인간 성장 관계를 다룬 내용. 인격과 언어 의
식 관련 내용.

[관련 학문] 언어습득론， 언어발달론， 언어철략 언어심리략 언어윤리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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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요구] 창의성의 정체는 무엇이고 창의성에는 어떤 언어 요소가 있는가
[구현] 언어와 창의성 관련 내용
[관련 학문] 창안론， 영재교육론， 예술론 등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요구] 교양의 정체는 무엇이고 교양에는 어떤 언어 요소가 있는가
[구현] 언어와 교양 관련 내용， 언어 능력과 직엽 전문성 관련 내용.
[관련 학문] 인문학， 교양론， 직엽론 등，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요구] 문화와 가치의 정체는 무엇이고 문화와 가치에는 어떤 언어 요소
가있는가.

[구현] 언어와 문화 관련 내용 언어 연구가 문화 창달에 기여한 내용.
[관련 학뭔 가치론， 언어윤리학， 인류언어학， 문화론 등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현하는 사람
[요구] 민주 시민 의식의 정체는 무엇이고 민주 시민 의식에는 어떤 언

어 요소가 있는가
[구현l 언어와 민주주의 관련 내용

[관련 학문] 사회언어학， 정치언어론， 언어정책론 등.

위의 교육 목표별 요구와 구현 사항을 검토해 보면 이틀 관련 학문 영

역이 대략 파악되므로 국가 교육 목표가 요구하는 사항틀을 위해서는 문
법 연구는 언어 내적 세계의 탐구 외에 국가 일반 교육 목표의 구현을 위

해 언어 외적 세계의 탐구도 균형 있게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문법 학
습도 전인 성장과 창의적 능력， 교양과 진로， 문화 창달， 민주 공동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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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학습이라는 인식과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
존의 문법 연구가 언어 구조 지식 학습만으로 안주할 수 없고 현대 사회
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언어 연구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런 결

과를 학교 문법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하며 그동안의 언어학은 위에
제시한 관련 학푼들에서 보듯 이런 토대를 충분히 갖추어 왔다고 하겠다.
위 요구 사항은 독서， 화법， 작문， 문학 영역에서도 추구할 수 있는 변도
있어 일부 중복적이지만 문볍 영역의 지식 위에서 위 사항들을 독자적으
로 조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점에서 문법 교과 특유의 고유한 교
육 내용을 발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룩 문법 교육은 위와 같은 학제 간 연구틀의 성과를 문법 지식
의 체계로 능동적으로 개발하여 글감 등으로 ‘직접’ 개발 반영함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국어 교과서의 문법 단원이나 선택 교과로서의 문법 교과
에 등재되거나 활용되는 글감들이 위 교육과정 정선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글갑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군샤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글감틀을 수록할 수 있어
야 함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문법 단원에서 문징F이나 어휘의 쟁확성을
다루면서 문장의 완결성이 높은 ‘헌법’ 조문 같은 것도 틀어갈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영어 교재들에서는 글감으로 ‘헌볍’ 전문을 다푸는 것도 볼
수있다.

B따ke(때3)도 영어 문법 교육을 논하면서 영어의 동격 (a마X)sitive) 구성

을 학습할 때 두 문장을 동격 구성으로 결합하는 훈련을 마치고는 반드시
다양한 분야의 글을 보여 주어 그러한 글들에서 동격 구성이 어떻게 구현

되고 있는지를 보여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문법 범주가 실
제 언어생활과 밀접함을 깨닫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런 사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건만 문법 교육자들은 이에 무섬했거나 교육과정에 따라 개
발한 교과서를이 너무 경직되어 이런 언어의 현실태를 구석구석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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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 따라서 문법 지식을 분석적으로 훈련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

식이 사용되는 언어생활의 현상을 글감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이런 ‘문법
지식 : 문볍 생활’의 소재를 다루는 비중은 앞으로 새 문법 교육과정과 교

과서에서는

5 : 5 정도의

비중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다루는 방식도

‘지식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문법 지식의 설명 과정 속에서 언어 현실
이 연계되고 적용되는 현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m 기존문법

교육의 문제

앞에서 기존 문법 교육의 목표 구현을 국어 교육의 목표 관점에서 살
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국어과와 선택 문법 교육과정의 문법(국어

지식) 영역의 전반적 문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국어 문법 지식의 단계별 위계화 전략， 전통의 부재 5)

현재 문법 교육은 교육과정의 1-10년 공통과정의 항목이나 내용이 개

발자틀의 주관적 판단과 임의성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 점은
미국 문법 교육이 유치원부터 12년까지 일관되게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

을 위한 기초 교육으로 작동하여 음운론적 원리에 따른 음운 교수법

(pho띠cs) ， 총체적 언어(때lo1e lan밍age) 교육， 스펠링 교육， 문장 구조 교
육， 문체 교육， 문장부호 교육， 어휘 교육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위계화
하고 점진적으로 지식의 분량과 훈련의 갚이를 반복하며 늘려가는 것과

는 매우 대조적이다.
5) 국어 문볍 지식의 위계화 방안은 졸고(2001， 2002) 에서 시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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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어디서 어떤 내용의 문볍 지식을 반복하여 교육， 적용해야
한다는 위계화의 이론과 철학과 경험이 전통이 보이지 않아 유치원 언어
교육， 초등 6년간의 문볍 교육이 중고교와 연계성이 드러나지도 않고 교

육과정 개발자나 그에 따르는 교과서 개발자들이 문볍 지식을 주관적， 임
의적으로 배치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문법 지식이 위계화된 단

계별 전략이 보이지 않고 철학도 보이지 않으니 이무 도움도 안 되는 단
편적 문볍 지식이나 배웠다는 푸넘만 툴리며 교육과정은 개발자에 따라
지식의 수준과 내용이 요동치게 마련이다. 가령 7차 초등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북한어 학습(1학년 쉽터)이 1 학년에 나오고6) 높임법은 3학년
에 나오며， 어순은 4학년에 나오고 시간 표현은 5학년에 나오며 표준어

항목은 5， 6학년에 나오는데 그 근거가 없다. 근거 이론을 제시함이 어려
우변 경험적으로 그렇게 행한 교육의 결과를 평가 반성하는 경험적 이론
화가 펼요한데 개발기관인 교육부나 허부 개발기관틀이 그런 반성을 정

기적으로 꾸준히 해 온 노력이 드물고， 교과서 개발 후 반성을 하려다 보
면 국어 교과서는 오류투성이라는 여론 비판이 나오게 되어 그런 결과를
두려워하므로 매번 교과서 개발 시 새로 시작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7)
6)[초등 1학년 쓰기] 쉽터 참고 아래 교과서 내용을 보면 초등 1학년에 북한어 사항이

이렇게 일찍 들어갈 펼요가 있는지 근거와 효용쟁이 의문이다. 이런 것이 과도한 통
엘 의식화 교육이 아닌가 한다

‘단짝과 ‘딱친구’. 어러분은 ‘떡親舊’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딱친구’는 북한
어린이가 친한 친구를 부를 때에 쓰는 말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단짝’이라고 하

지요 여러분과 북한 어린이가 쓰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시다. 단짝 - 딱친
구， 전기 밥솥

7)

전기 밥가마 놀이감

장난감.

문법 영역뿐 아니라 디론 영역에서도 임의성이 보이는데 가령， 현행 7차 교육과정의
말하기， 듣기 과정을 보면 ‘유머’가 초등 1학년에서 나온 것은 황당함조차 느끼게 한

다. 1 학년이 무슨 유머를 즐겨 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7차 초등， 1학년 듣기 : (4) 즐겨 듣눈 습관을 지닌다

[기본】 말놀이， 유머， 수수께끼 등을 즐겨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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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계성의 부족과 개발자들의 주관성과 임의성의 문제는 7차 중

학 국어의 문법 단원들에서도 나타난다. 국문법의 체계적 지식은 7차 ‘생
활국어’ 교과서의 문법 교육이 처음이자 P}지띤호 행해지는데， 7차 중

학 ‘생활국어’의 다음 단원 배치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중

1-1>

4. 국어 생활의 반성(국어지식)
1)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2) 국어 생활 반성하기

부록: 교정부회혼동하기 쉬운 말

〈중

1-2>

2. 낱말과 형태소(국어지식)
1) 음절과 어절， 낱말 2) 형태소

5. 낱말의 의미(국어지식)
1) 동음이의어

2) 다의어

부록: 띄어쓰기/국어의 로마자 표기볍/표준 호칭어

〈중

3.

2-1>

국어의 언어적 특정과 음운(국어지식)

1) 국어의 언어적 특정

2) 국어의 음운

6. 바르게 쓰기(쓰기， 국어지식)
1) 바른 문장 쓰기

〈중

2-2

2) 올바른 국어 생활

생활국어〉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국어지식)
1) 낱말 형성법

2) 국어의 관용어

5. 발화의 기능과 표현(국어지식， 말하기)

298

국어교육연구 제19집

1) 발화의 여러 가지 기능

〈중

3-1

2) 발화의 기능을 고려 E애 말하기

생활국어〉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쓰기， 국어지식)
1) 맞춤법의 기능

4.

2) 맞춤법에 맞게 쓰기

음운의 변동(국어지식)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a 음운의 동화

3 음운의 축9파탈락

6. 남북한의 언어(말하기， 국어지식)
1) 남북한 언어의 차이

2)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부록: 한글 맞춤법끼f추린 표준어/북한어 알기

〈중

2.

3-2

생활국어〉

문장의 구조(국어지식)

1) 문장의 구조

2) 문장의 주성분

3) 문장의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

5.

4) 중의적 표현

품사의 종류(국어지식)

1) 단어의 분류

2) 품사의 특성

부록’ 비꿔 써야좋은 말을아름답고 정겨운우리말둡빗파 냄새 등에 관한 말들

위에 따르면 우리 문볍 교육은 초등 단계에서 문볍 품사와 성분 지식

의 용어와 개념의 제공이 없이 용어 제시를 극도로 억제해 오는 기이한
전통을 엄수하고 있다가 중1 때부터 문법을 체계적 P보 다루는데 음운

현상과 품사와 성분 개념을 중3이 되어서야 ‘생활국어’에 처음 제시하는
체계이니 한국 학생의 음운과 품사 인식은 16세가 처음이라 하겠다 그런
데 문장의 오류를 섣명하려면 중1 국어부터 품사나 성분 지식 학습이 초
등학교에서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학습이 없으니 오류를 설명할 도구
용어와 개념이 없어 눈짓 손짓으로나 해야 할 상황이다. 그나마 조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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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육으로 영어 품사 지식이 선행되어 있는 덕분에 그 토대에서 국어를
유추하며 바라보는 상황어 되어 버렸다
그 밖에도 맞춤법을 중 3-1 에서야 다루는 것도 대단히 임의적인 배치

이고 너무 늦은 학습이며 반대로 로마자 표기는 중 3-1의 맞춤법 교육보
다 먼저 중 1-2에 나오는 것도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부록도 3-2에
숱한 어휘군 중에서 ‘맛과 냄새에 관한 어휘군’만 제시함도 임의적이다.

그동안 문법 연구의 전통은 있으나 설질적 효용성이 있는 문법 교육의
구체적 연구와 전통은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유치원， 초등， 중학， 고교 문

법 교육을 연결하는 문볍 지식의 위계적 배열과 반복 심화의 방법론이 이
번 개정 교육과정과 문법 교과서 개발에는 개발 지침에서 제시， 반영되도
록하여야할것이다

고1 국어의 경우도 개념과 용어의 설명은 억제한다는 기이한 교과서
개발 지침에 따라 장님 코끼리 더듬듯 문법 학습을 하는 상행μl 루어지
고 있다. 또한 고1 문볍 지식 부분은 1년간 압축허여 과도하게 하는 부담
이 크다. 가령， 국어의 역사 지식 부분은 9월 학기 들어 단 2， 3주에 숨 가
쁘게 하고 국어의 역사 부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니 이런 교육에서
국어문화의 역사를 이해할 안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 규범 교육의 부재
문법 교육의 동기를 유발승}는 소박하면서도 실질적인 동기는 실생활에
서 맞춤법이라도 정확히 맞추어 쓰고， 띄어쓰기， 표준어 표기를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8) 따라서 국어의 정서법에 따론 바른 표기

8)

사실 이런 소박한 생각은 규범 교육을 매우 저차원으로 오해하게 한다. 우리는 문법

교육을 맞춤법이나 열깨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의 자국어교육에서는 읍운 교
수법 (pho띠cs)， 총체적 언어(때lole 1뻐밍age) 교육， 스펠링 교육， 문장 구조 교육， 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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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고 문장 구성에서 올바른 조직의 문장 원리와 같은 각종 문어(글말)

규범이나 호칭어， 지칭어， 높임법 사용과 같은 각종 구어(입말) 규범을 익
혀 사용하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와 동기로라도 제시해 주어야 히는데 기
존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그런 것을 제시하는 데 체계적 노력을 제대로 기
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설정이므로 학생틀이나 성인들의 규범적 글쓰기

나 언어예절은 갈 불안한 상태로 평가받는다. 이런 현상은 언론의 단골
메뉴이거니와 이런 실태를 보면 학생들의 표기 능력은 심각한 위기에 빠

져 있다. 가령， 다읍과 같은 학생들의 국어 사용 문제에 대한 언론의 규범

오용 사례 예시는 그대로 규범 교육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영어 배우느라 한글 잊었냐’ .. ，초중고생 국어 교육 소홀{동이펠보

anJ.

τ 8)

(,) ::m;년 12월 서울， 인천， 충남 천안시의 6개 중학교 작문 오용 실태
‘나는 약간 삼만함니다{산만합니다). 나서는 결 좋아하지만 아페못나감
니다{앞에 옷 나갑니다).’
•

‘내꿈은 기술자였는대(데) 지금은 꿈이 밖였슴니디{바뀌었습니다).’

2학년 학생 %여 명이 장래 희망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결과 맞춤법이

하나도 툴리지 않은 학생은 2명뿐이었다.

(L) 인천의 모 중학교 이모(38) 교사는 지난해 12월 영어 시험문제를 채

점하면서 당황했다 cat때빠(애벌레)의 철자와 한글 뜻을 쓰라고
했더니 3m명 중 7rP/o 정도가 영어 철자를 맞게 썼지만 한글은 ‘에벌
레’ 또는 ‘애별래’로 썼다.
(c) 13일 인천 A고교 문학시간. 교사가 “지문 속 등장인물이 회의적(懷

疑的)"이라고 말하자 학생들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오」르는 눈치였
다

교육， 문장부호 교육， 어휘 교육 같은 교수학습법들이 표기법 교육 자체에 목표가 있
지 않고 읽기， 쓰기 능력 흔빵의 기초로 강조되고 제공하는 데 있어 그 목표 지향점
의 인식 기저가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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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대학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B대학 이모(45) 교수는 “강
의 도중 군도(群島)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3분의 2 정도가 돗을 몰

랐다’며 “학생의 어휘력이 부족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푸념했다.

(미 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ll%가량이 1, 2학년생에게 특기적성시간을
통해 영어를 가르친다 재량수업시간 과목을 한자에서 영어로 바꾸

는학교가늘었다

위 기사는 학생들의 표기력과 어휘력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여 주고 한

자 교육은 더욱 쇠퇴하여 재량교육에서도 퇴출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 어
휘력 약화가 한자 교육 부재로도 한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어 교육이 독서， 작문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표기력， 어휘
력， 문장력과 같은 문법 교육을 통한 기본 훈련에는 매우 소홀하고 있음
을반영하고있다
아마도 우리의 이런 규범 소홀 현상은 한글이 너무 배우고 익히기 쉬
우며 표음성이 뛰어나다 보니 역으로 표기법에 대한 경시가 불러얼으킨

현^J-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는 세종대왕과 한글 예찬이 한글 표기
규칙도 저절로 학습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분
명 영어 철자법보다 익히기 쉽고 표음성이 뛰어난 한글이기에 알파뱃 문

명권 학습자들만큼 맞춤법을 안 배우고도 문맹률이 낮은 우리는 행복하
고 세종에 감사해야 할 것이지만 위 언론이 고발한 국민의 맞춤법 실태는

문법 교육이 해결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3. 기능 교육과의 연계 부재
문볍 교육가들조차 문법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그동안 4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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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나 문학 교육과 유리된 문법 교육을 해 왔기에 그런 주장은 공허하게

비쳐지기 일쑤였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7차 국어 교육과정의 분법 영역
과 선택 문법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개발자들은 문법이 독서， 작

문， 화법， 문학과 어떤 연계를 갖고 해당 분야의 기능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오히려 고교
문법 교과서의 경우는 독서 화법 작문 과목을 하나 선택하는 것보다 고

교 문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목이라고 평
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문법을 통해 독서， 화법， 작문 교과의 기초

능력을 제공히는 교과로 인식된다면 다른 선택과목보다도 경쟁력 있는
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교육에서는 작문과 문법， 화법과 문법， 독서와 문법의 공존 속에
서 독서， 화법， 작문 교과서들에서 품사 분류나 어휘 학습 사훈}이 나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우리가 조사한 미국 교과서틀을 보면 많은 작
문 교재틀이 문법을 교열 (proofrea마19) 단원 안에서 배치하고 있는데 우

리 작문 책이 맞춤법 요약 학습， 툴리기 쉬운 말이나 문장 고쳐 쓰는 연습
중심으로 구성한 데 반해 이들 영어 작문 책은 영문볍 지식을 온전한 체
계 그대로 딱딱하게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후술 예시 자료 참고). 이는

교육과정이 4기능으로만 구성되므로 문법이 이들 기능과 필연적으로 연

계를 지어 위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실용적 평가의 부재
문법 교육의 문제점 하나는 실용적 평가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국
어 교육에서 문법 능력을 평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수능 시험 같은 국

가시험에서도 평가 비중이 미약하여 학업의 동기도 사라져 버렸다. 따라
서 평가를 위한 평 7}가 아니라 국어 능력에 섣질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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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문법 능력 평가 도구들을 개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평가형 문제는 고도의 사고력만 요구하는 문제일 펼요는 없다. 오
히려 기초적 교열 훈련을 반복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초적 평가 도구

들이 충살히 개발되어야 한다. 요즘은 문볍의 단편적 지식조차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동안 단편적 지식 강요 교육의 주범인 양 매도되어온 문법 교
육은 성분 도해， 품사 분석， 단어 분석과 같은 과거의 분석적 학습은 불행

한 시간들로 간주되어 왔으나 미국 영어 교재들에서는 오히려 문법의 경
우 때로는 단조로우면서도 반복적인 평가 문제를 여전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파닉스북’， ‘스펠링북’， ‘어휘 연습서’，

‘언어 기술’(Language Arts) 등의 문법 관련 교재에서 다소 단조롭지만 반
복 훈련형 문제들을 꾸준히 반복하여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누적 심화
확대해 가는 모습이다. 아울러 사고력 관련 문법 문제들도 현행 수능 평

가에서는 두어 문제로 끝나는 것을 앞으로는

10-15% 수준으로 상향되어

4대 기능 영역 및 문학 영역과 연계하여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문학 능
력을 문볍 관점에서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국어 문볍 교육 문제 논의의 시선을 돌려 미국의

영어 교육이 외형상

4 기능 영역 과정이면서도 문법 교육을 어떻게 중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미국 워싱턴 주의 교육과정을 간
단히 일별하면서 그들의 문볍 교육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한다~9)

9) 워싱턴 주 교육과정은 에따//빼W. kl2. wa us> 참고 그 밖에 뉴욕 주 교육과정은
<www. nys어 gov>를 참고하고 캘리포니아 주 교육과정은 <www. αie. ca gov>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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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미국의 교육과정과 문법 교육 워싱턴 주의 경우
미국의 교육과정은 주별로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워싱
턴 주의 경우 일반 교육 목표는 네 가지로 섣정하고 있다 10) 첫째， 언어 기
능을 중시하고 있다 둘째 다른 과목을 종합하여 지식과 적용 능력을 중
시하고 있다 셋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후빙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넷째， 근로의 중요성， 미래 직엽과 평생교육에 대한 실천， 노력， 결정 능력
을중시하고있다

통상 유치원(빼lderg따ten)부터 고교 12학년까지 구성되어 ‘K-12 교육과

정’으로 불리는 교육과정의 교괴눈 다음 교과 순서대로 명시되어 있다 전
체 8개 영역 중에 국어 관련이 밑줄 친 3개 영역으로 말하기， 듣기를
‘cormrurúcation’으로 통합하고 있어 실상 471 능은 3기능으로 표시되어 있
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세부사항에 들어가변 말하기， 듣기를 구분하여 기

술하고있다

10) www. kl2. wa us/CturiculumInstruct 참고 워싱턴 주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 네 가
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4개 항에 동원된 동사는 read, write, communicate, know,
聊Iy， 뼈마， m탱rate， fonn, solve, lll1ders때ld， affect 등 11 개이다. 다른 명샤 부사틀
도 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상정하고 있다

[Washington State Learning Goals]
These four leaming g때s pm띠뼈 the fOlll1dation for developrænt of the

Essen뼈

Acad밍끄C 냉ming RffItúr없mts (E따.Rs)
Rt빼 with corr뻐당]히lsion， write with skill, and communicate effectively and resIXJnsibly
in a variety of ways and setting
2. Knowand 따lply the core concepts and principles of mathematics; sα:ial， physic허， and
life sciences; civics and history; geography; arts; and h얹lth and fitness.
3 까뻐kan머yti뎌lly， 1맹1뎌lly， and σeatively， and inl따;rate 잉암~ence and knowledge to
forrn r없soned judgrrmts and solve probl앙E
4. Understand the inJportance of work and how !fiÍorrnance, effoπ， and decisions directly
affect future career and 어ucational oP!XJrtunit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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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omrnunicatio!},

Fmurics, Ge:흉빼ψ，

Historγ)，

1용wth

Arts,

arX:I FìσleSS

교육 내용은 ‘핵심 학업 요구 기준’(The Essen뼈 Academic Le뻐뻐g

Requirerænts: 돼LRS)이라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면 제약상
읽기(Rea마19) 영역만 예시한다.

[Essential Acadernic Learning Requirements - Reading]
1. The

stu어lt

understands and uses different

Use"빼 m:맹liti，α1 때 wαù rreanir핑 하illls

1.2. Use

vocab버ary

1.3. Build

vocabulaIγ

1.4. Apply word

2.

πle

student

mea띠ng) stra탱les

(word

through wide

rec맹nition

un따stands

2.2.
2.3.

e띠dence

the meaning of

Ð뼈nd compreh앉lsion

infoID1ation

aIld

2.4. Think critically
따sr.ective

3.

rea며19

다밟S때rl 뼈 聊Iy kno때어ge

πle

shldent

by

COJ1l[πehend

text

때1at

to read fluently.
is read

때ll:

of

Wα cαI'{XJI1el1ts

to

때rpr하Ie!rl

뻐alyzing， irr없Iπe마19， aIld
aIld

text

syntl1esizing

infOID1ational text

myze author' s use of laIIgUagε style ~se， and

irr infOID1ational
f얹ds

to

comprehension.

ideas irr literacy

aIld

to read

to re회 뼈 anp당g념 없

strat탱ies

skills and

of

stra뼈ies

r많이19.

To meet this standard, the student
2. 1. IÆmonstrate

and

때n

To meet this standard, the student
1.1.

s때Is

aIld li따'aIY t앉t.

different materials for a variety of

To meet this standard, the student
3. 1. Read to leam new infOID1ation

때ll:

~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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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없d

to Iffform a task

3.3. Read for career

Iite때γlnarrative e야ei.ence

3.4. Read for
4.

πle

a때，]ications.

student sets goals and evaluates

To rneet this standard, the student

4. 1. As sess

r얹며19

strengths and

4.2. D?velop interests and share

in a

v;때ety

pv맹ress

of genres.

to improve

rea마19.

띠H

n뼈

for improvement.

rea며1g e짜menæs.

교육과정 전체를 보면 각 교과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사용하고 실천

하고 목표로 설정해야 할 네 가지 사항들을 위 읽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고 각 내용별로 학생이 도달해야 할 기대치를 학년별로 더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학년 ‘읽기’ 영역의 예를 본다

Grade Level: Grade 1
EAlR: 1. Tæ
αIl1JIX)nent’

S1J.뼈1t ur뾰S때s

1.1. Use word
cornpren앉ld

Grade Level

and uses diffrnrt 빼sar닙 str없맹es to rea:l.

rec맹nition

skills and

stra맹ies

to read and

text.

Ð앙rtations

1.1.1. Understand and apply concepts of print.
1.1.2. ur빼S때ld 때 a뼈Jy riJ.onol맹cala때mess and 며lonemC a때reness.
1.1.3. Apply

1lr1derstan마19

of

or떠 lan밍.Jage

skills to develop

re때ing s피1Is.

1.1.4. Apply 1lr1ders때1따19 of phonics.
위는 1학년의 처음 사항으로 1.1에서 단어 인식 능력의 함양을 요구하
고 이를 위해 네 가지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다시 각 사항들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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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1.1.2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Evidenæ of Leaming]
. Identify syllables in a word
I따ltify

and generate myrre.

.s앵rænt

.A벼，

and

au벼torially.

and blend multi-syllabic words including cOll1jXlund words.

delete, anci/or substitute one phonere for another in initial, rr빼al，
마1al

.s탱rænt

positions to make a new word.
and blend words

conta비ng

three to five phoneræs.

. Generate words that 1:x떻in or end with the sarre sound or different

. Blend and

s탱rænt

앙lll1ds

onset and rÎlæ.

[Instructiona1 S따聊1ft]
Put Re때ing

First: Phonemic Awareness

그리고 다시 1.1.2 항목의 읍운적 인식 (phonemic awareness) 에 대해 무
려 10페이지의 구체적 설명을 보여 주고 있다{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 홈

페이지 참고). 이 내용에 따르면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국가 읽기 협의
회’ (NRP: The National Rea마Jg Panel, ~)의 보고서 에서 제시한 읽기 지
침으로 음운적 인식 (phonemic awareness), 음운 교수법(파닉스， phonics),
1 뻐때 )， 텍스트 이해(없 comprehension) 의 다섯
유창성(flu많cy) ， 어휘 (v없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 이런 종류의 문법 교육은 궁극적으로 읽기 교육을
위함임을 보여 주고 있다)1) 음운적 인식은 음운 교수법(파닉스)과 종종
11) 미국의 모어 교육은 초등학교 1-3학년 시기에 읽기 능력 힐k양에 집중한다. 파닉스
교육은 이런 읽기 능력 함OJ-을 위해 존재하고 스펠러 교육은 쓰기 능력 함OJ-을 위
해 존재한다， 읽기를 위한 음운 교수법(파닉스 며lonics) 의 인터넷 학습 사이트도 부

지기수이다. 가령，

WWW.starfall.com 써트를

안된활동틀을보라

방문해 파닝스 학습이 읽기를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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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으로 오해되는데 실제는 같은 것이 아니며， 또한 음운적 인식

(phonemic awareness) 과 음운론적 인식 (phonological awareness)도 구분되
는 개념이다)2) 읍운 교수법 (ph뼈cs) 에 대해 뻐nis， T. L. & 1뼈ges， R
E.(따 )(1æ5)의 ‘문해력 사전’(文解力 購典，Ii없cy Dictiorunγ) 에서는 다

음과같이 정의하고 있다

음운 교수법 (phonics): 특별히 입문기 지도에서 기호와 소리의 관계에 중
점을 두고 읽기와 스펠링을 가르치는 방법 (a way of teaching re때ng and
S1빼ing

that stresses the

뼈따뼈g

symbol-sour띠

relationship, used

es야:cially

in

inslructions)

12) 음운적 인식과 음운 교수법(파닉스)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음운적 인식은 구어로
툴리는 음운이 조합되어 단어를 만드는 조합 능력을 이해하는 힘이다. 반면 음운
교수법은 음운과 문자소와의 예측 가능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대Although

phonemic awareness is a 뼈dely usffi tenn in reading, it is of따1
One misunders떠n뼈Jg is that phoner띠c awareness and phonics are the
sææ thing. Phonernic awareness is not phonics. Phonernic awareness is the

miS\lI때:T.3따xl.

understanding that the sounds of sIX>ken lan맹ge work together to make words.
un따standing that there is a predictable relationship betw없1 phonerres
and 밍-aph없"I2S， the let따'S that r取esent those sounds in writlerllanguage. If children
areto 따]며t from phonics inStructiOn, they 00최 phonernic awareness).

Phonics is the

음운적 인식은 읍운론적 인식의 하위 범주로 음운적 인식은 단어의 개벨 소리를
인식 조절하는 좁은 개념이고 음운론적 인식은 음운뿐 아니라 단어， 음절， 각운(뼈
題) 등의 구어 요소까지 넓게 포함하며 각운， 두운， 억양 등까지 포괄히는 개념이다
(Phon에lÏc

awareness is a sulχa뼈ory of phonol，맹cal awar윈lesS. 까le f，α끄s of
awareness ls nmmw l따1빼ing and manip띠a미Jg the individual sounds in
words. The focus of phonol(웰cal awareness is much tπoa따. It includes i떠lti빼g
and manipulating larger parts of sIX>ken language, such as wcπds， syllables, and onsets
and rir않s--as well as pho뼈æs. It also 없corr뼈sses awareness of other a~IX:'Cts of
sound such as rhyming, alli따ation， and intonation). 이상은 워싱턴 주 교육과정 읽기
1핸년 1.1.2 사항임 (http:ι'www.kl2wa뻐댐rS/BJIr없뼈h:s1nstn뼈αJalSurrattTh빼ngI
PhonernicAwareness.d) 참고
ph뼈1jc

문법 교육의 반성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309

이 음운 교수법(파닉스법)에는 분석적 음운 교수법 (an머맹i때 며10m않)
과 종합적 음운 교수법 (synthetic pho띠않)이 있다. 전자는 전체 - 부분 접

근볍， 연역적 방법을 써서 시각적 문자 인식 학습을 통해 발음 인식 학습

으로 단어를 인식하며， 후자는 부분

전체 접근법， 귀납적 방법을 통해

소리 청취에서 문자 인식으로 니아가 단어를 인식하는 방법을 쓴다.

이러한 음운 교수법은 19세기부터 영어 교육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음운 교수법에 의해서도 읽기 능력이 향상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1~
년대부터는 총체적 언어교수볍(때101e lan맹.age)이 대두되며 이 두 교수법

은 대립된 논쟁을 벌이게 된다. 총체적 언어교수법은 아동이 책을 읽으려
면 적절한 동기 (pro않

motivation) , 양철의 문학 자료에 대한 접근(access

to Q1뻐lity li없ture)， 많은 독서 기회 (many rl얹빼19 oIJIXlrtunities) , 의미에
초점 두기 (focus

on meaning) , 미지의 단어에 대해 의미 단서를 사용하여

발음딴 법 가르치기 (instruction to help stud뼈 use rrea뼈 clues to
d앉얹nine

the pronunciation of unknown words) 등을 원리로 한다.

그 후 두 이론에 대한 대논쟁 (the Great ~bate)을 거치면서 ‘&핑꾀뻐g

to Read:

까m뼈ng

and 냉ming about Print’ (A없ms，

191))는 음운 교수법이

나 총체적 언어교수법이 모두 유용한 교수법임을 입증하였다. ‘국가연구

협회의’(The

National R얹얹따1 αunciD도 파닉스법을 재검증하여 ‘αmmittæ

on the Prevention of Reading Difficulties in Young

αlildren’ (Snow，

Burns,

and Gri麻 1뺑)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파닉스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결
론을 내놓았다)3)

13) 이러한 읍운 교수법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한문을 익힐 때 천자문， 유합t類合)， 훈봉
자회(뢰11豪字會) 같은 한자 학습서를 익히는 과정과 유사하다. 단어를 서예 연습으

로 반복해 익힘은 분석적 방식이고， 단어를 ‘天 하늘 련’처럼 ‘뜻+발음’의 병렬 암송
으로 익히는 방식은 종합적 방식이라 할 수 있어 동양 한문 학습에서 단어를 먼저

익히는 훈련을 한 것은 파닉스 방식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에 정익탱丁若鍵 :1762~1쨌)도 ‘자설’(字說)에서 글자나 언어의 의미를 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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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Ð7년에는 의회 요청으로 미국 정부 내에 ‘국가 읽기 협의회’ (πle

National Re때ing Pan려)가 ‘국가 이-동 건강과 인간 개발 연구소’ (Nation외
fustitute of α피dH얹lth and Human !kvelopment) 에서 만들어져 ‘T얹C뻐19
αrildren to Read’(JX)1)라는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부시 대통령도 이 보고
서에 따라 ‘아동 낙오 금지법’ (No (쇄d Left Be바ld) 의 언어정책 측면을 펼

치고 있으니 ‘읽기 먼저!’(Re때ing First!) 라는 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
위 읽기 교육과정의 1 학년 1.1.의 1. 1.2에서는 읽기 교육을 위해 기초가
되는 단어 인식을 중시하고 그 훈련으로 구어를 듣고 음운을 인식하는 훈
련을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1 학년 읽기 영역에서부터 기초적인 문법

요소인 음운， 문자 훈련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음운 인식은 읽기 자료
의 어휘를 못 알0바리면 독서가 불가능하므로 어휘 인지를 위해서 아휘
의 음운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독서. 작문， 화법의 K-12 학년 교육과정을 보면 곳곳에 문법

요소를 배치하여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현
되는 문법 교육의 모습을 영어 교과서 및 보충 교재 자료틀을 통해 살펴
보도록 한다. 이뜰 자료에 나타나는 규범 문법 교육의 특정은 한국의 문

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글을 지어 문장으로 만들 것을 주장하고 언어와 글

자의 자의(字義)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짓는 글은 진부하여 글이 될 수 없음을
설파하고 있다: 古者小學 專習字書 字字講究象形會意讀聲之所以然 無不觸然於
心目 方屬文而寫篇章也 字字f嗚合 用適其宜 故其文不相圖흉흉 新嚴警發 左굶莊屆

各成→體 後世不習字書 直讀古文 故文字之在心 目者 皆連=字三四字 多至數十
字 而各字各義 都탬圖不明 及其發之於篇章也 古文全句 隨手使}검 其마1字義 有

週與事情乖몽者 而亦間覺 故文皆陳關 不切事情(與續堂全害， 第--集詩文集 第

十卷文集 說， 字說). 다산이 땅시 천자문 방식을 극복하고 m:l자로 된 ‘아학편훈

의’(兒學編訓義， 1004)라는 한자 학습서를 편찬하고 단어들의 전고를 밝히며 시시
비비를 가리려고 ‘아언각비’(雅言覺非， 1819)를 펀찬한 것도 그런 기초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섣’(字說) 자료를 필Z까 있던 워성턴 주로
보내 주선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정운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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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교육과는 다른 차원을 보여 주는데 이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
핀다

1. 규범 교육: ‘스펠링’ 교육띠

미국의 영어 교육에서는 초등생에서 중학과정에 이르기까지 파닉스 원

리에 기초한 규범 교육으로 ‘스펠링’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유치원 과
정에서부터 8학년까지 매년 ‘스펠링 북’ (S~뻐19 Book) 또는 ‘스펠러’
(S~ller) 라고 불리는 맞춤법 교재를 영어 독본 교재와 별도로 학습 자료

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문법 교육이 설용적 표기 규범 교육을 중
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뻐ms， T. L. & H어ges， R E.(어 )(1~) 의

‘Literacy Dictionary’에서는 ‘Spe뼈 Book’(=S뼈er) 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
는데 이 스펠링 북은 9-18세기에 중세 이래 읽기， 신앙지도서， 문자지도，
음절표 기도문 형식으로 전승되어 온 ‘Abec어anurn’(=Abec어때)을 그 뿌
리로 보는데 15세기에 영국에서는 ‘ABC Book'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 페phaæt Book’ 또는 ‘Counting Book’으로 불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어 교과서들에서는 두음법칙， 사이시옷， ‘-이/히’ 문

제 등의 단편적 표기 규범의 용례를 제시히는 수준으로 그치고 체계가 없
이 학년마다 임의로 하는 것과 달리 이들 스펠링 북은 지루할 정도로 체
계적이란 점이 다르다 필자가 만난 학생들의 학습 반응은 ‘지루하다
(oored)’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 지루한 규범 학습을 1-8학년 초등， 중학 교

육과정에서 학습하고 있음이 우리의 임의적 표기 교육과 비교해 극단적
대조를 이룬다. 가령， 교사는 학생의 글에서 철X까 틀린 단어가 발견되

14)

편의상 여기서는 그들이 쓰는 원어로 표시한다. 이들의 ‘스펠링 북’은 단순히 ‘스펠

링’의 번역어처럼 ‘철자법’만을 다루지 않고 낱말밭 류의 어휘 교육과 문장 교열의
문장 교육까지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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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단어에 “때”이라는 숫지를 적어 때회 반복 적어 연습해 오도록 하
는 등 철자볍 지도가 철저하다.
지도는 매주 00- 9)분， 주

Ronald L. Crarær(때4: 516-7) 는 스펠링

3 5회의 철자볍 지도가 이상적이라고 추천하
•

고 디음과 같이 주3임 계획， 주4일 계획， 주5일 계획에 따른 시간 배분도

제시하고 있어 이들이 스펠링 교육을 매주 지도 과제로 얼마나 철저히 지
도하는지 알수 있다

주 5일 계획
주 4일 계획

주 3일 계획

스펠링 북은 단순히 스펠링만 다루는 것은 아니며 철자법의 형태음운
론적 지식을 넘어서 어휘론적 차원， 문장론적 차원에 대한 문법 용어와

개념 및 정보를 익히고 교정 능력도 길러 주는 구성이다. 이 점은 우리의
학교문법 교육이 품사 용어 같은 기본 규범 지식조차 극도로 배제해 오고
지금도 그런 규범 지식 배제의 주짚F이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 스펠링 북들은 대체로 1 학년부터 8학년용까지 발행되고 있는데 파
닉스 교육 원리의 전통에 따라 그 체계가 매우 치밀하며 일정한 위계를

보인다. 즉 1 학년 때부터 단모음 단자음， 이중모음， 이중자음 등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어렵게 배치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또한 철자법 표기 학습
단원을 편성하면서 5와 안팎마다 각종 낱말밭 개념에 따라 감정어， 묘사
어， 날씨어， 법률어， 직엽어， 어원어 등 주제별 어휘를 집합승써 다룸으로
써 어휘 학습도 한 수 있게 하였다. 대부분의 책틀은 출판사가 달라도 비
슷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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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스펠링 북.S~바19S때ls](뻐rcourt F:때피y μ때ung， 댔lJ)

1 학년급 잭부터 나왔는데 여기서는 6학년급 스펠링 북을 보인다. 표지
우측 상단을 보면 스펠령 패턴， 문장부후 대문자 교열， 사전 학습을 다루
고 있음을보여 준다.

[6학년 스펠링 북.S~뻐19S뻐ls](뻐rco따t F:빼y 냉ming， m) 위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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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자 주로 이중모음과 기타 모음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1학년부터
쉬운 자음， 모음 학습부터 학습하도록 편성되었다 다음에 예시한 6학년
스펠링 북은 2D과 체제로 이중모음들을 다루고 발음 단원 외에는 대략 5
과마다 지리어， 과학어， 사회흐에， 복힐써， 혼동어， 접미샤 날씨어， 주의할
맞춤법 오용어 등 어휘 학습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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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Ph뼈( Bl없ds](F1ash

Kids, 뻐4)

이상과 같은 스펠링 북 외에 스펠링 북과 유사한 ‘파닉스 북’도 있다.
다음은 1 학년을 위한 파닉스 북이다. 디음의 Pho띠cs Blends는 한글 겹받
침과 유사한 겹자음 학습만을 다루는 연습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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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어휘 학습서. Vocab버때](Sp:x:trum， 2(03)

스펠링 북이나 파닉스 북과 달리 1 학년부터 어휘력을 카우는 어휘 학
습서들이다. 다음은 그 중에 6학년급 어휘 학습서 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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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ι-ι‘

[6학년 어휘 학습서. V，α::ab띠때](S없tnun，

2003)

목차: 분류어， 동의어， 반의어， 동음어， 문맥어 (context clue) , 개념어， 감
각어， 복수， 접샤 차용어， 축약어， 합성어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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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료들을 보면 미국의 영어 교육에서 스펠링과 어휘 문제를 유
치원부터 고교 12(K - 12) 학년의 교육과정 표준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1
학년부터 상당히 체계적， 점진적， 반복적으로 섬화시켜 디루고 있음을 암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초등 국어 교재들에서 표기 규범을 조금씩은 다루
고 있으나 이들 딩펌 양적으로 광범위하지도 않고 매주 체계적으로 다룰
맏f큼 체계도 갚이도 없어 우리의 초등학교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기능

별 교과서에서는 규범 교육이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인의 언
어생활에 오용이 많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됨은 결극 표기 규범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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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스펠링 북은 다양한 종류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입문기

한글 첫걸음 교재 형식의 유아용 한글 교육서가 유사하게 나와 있지만 유
치원 단계 학습으로 끝나고 초등교육에서 지속되지도 않으며 유치원용
교재들은 국어학1 나 국어 교육의 발음 교육， 규범 교육 전공자틀에 의해
체계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아 교육 출판사 수준에서 나오
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초등교육에서 규범 교육의 첫째가는 중요성이

있는 철자법 교육에서 국어 학습자와 미국 영어 학습자의 학습량 차이는
엄청나다. 이런 철자 교육을 해도 문해력 문제로 고민하는 미국얼진대 우

리가 규범 교육에 소홀하고서도 국어 능력이 뛰어날 것을 기대함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태도라 하겠다
우리는 이런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한글 학습에
대한 의식의 결핍 탓이라고 본다. 즉 한글은 너무 쉽게 익히는 것으로 간
주되고 또한 표음성이 높아 영어 맞춤법보다 더 쉬운 측면이 있다는 점
때문에 큰 노력 없이 도달할 것으로 보는 한글 표기 학습 경시의 태도 탓
이 더 크지 않은가 한다. 물론 우리는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고 익히기 쉬
운 한글 덕분에 영어보다 문맹률도 낮고 영어 철자볍 학습보다 상대적으

로 덜 고생하며 그래도 국민 스스로 상당한 수준의 한글 규범 능력을 갖
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성인 단계에서 상습적으로 잘 툴리는 어문 규범은
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런 어문 규범 학습은 영어 교육의 스펠링 교육

수준으로 강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유치원부터 중고교에 이르기까지 어문
규범 학습을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체계적 안배를 해야 승}는데 미국 스펠
링 북들처럼 규범 학습에 대한 체계적 배치의 전통도 연구도 없고 교육과
정상의 배려도 매우 적은 것이 오늘의 초등， 중등 어문 규범 교육의 살태
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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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지식교육

우리나라 초등 교과서에서는 품사 용어와 같은 문법 용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품사 외의 성분 등과 같은 용어도 극도로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에 와서 비로소 품사나 성분 용어를 배우게 된다. 전술하였듯이

7

차 교육과정에서는 중3에 와서나 배우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영어 교과
서들이나 초등용 쓰기， 읽기 교재들에서는 문법 용어가 당연히 등장하고

특히 초등 저학년 과정에서도 8품사 용어가 도입되어 이 점은 한f국의 국
어 교육 실정과 대조적이다
사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품사 용어강} 꺼리고 있어 초등학생들

은 국어 품사 명칭을 모른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국어사전을 보라면서 사
전을 보려면 알。바 하는 품사 정보와 같은 개념은 평소 학습에서 체득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초등 국어 교육에는 그런 것이 없다. 교육의 기초
는 기본 용어와 개념을 알게 하는 것인데 기초 품사와 성분 개념 같은 것

을 제공히-지 않으면서 국어사전을 보라고 하고 문장의 오류를 설명하려
고 함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영문법을 통해 국

문법을 추측하논 수준이고 9품사의 국문법에 대해서도 영문법처럼 8품사
로 구성되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상에서 보면 미국의 문법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스펠링 교육이라는
파닉스 기반의 규범 교육과 품사와 성분의 종류， 접미사 같은 형태소 명
칭의 정보와 같은 문법 지식 교육을 기본적으로 자연스레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상황인데도 그틀은 아동틀의 국어 능력 저하를 해결하고
자 법까지 만들어 해결하고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15)

15) 미국 연방정부는 문해력 강화를 위해 각종 법률과 위원회를 구성한 활동을 하는데
Lm2년에는 ‘Left Child Be바ld Alone’이라쓴 법을 만틀어 문해력 증진을 위해 모든
주마다 공교육 경쟁을 강화하고 초등학교부터 각 주별로 각종 학력평가고사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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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7차 고교 국어에서도 문볍 지식을 억제하는 체제로 나아갔다.
‘국어지식’이라는 영역명에 어울리지 않게 도구 지식을 철저히 배제한 문

법 교육을 보여 주었다 개념과 용어의 정확한 교수 학습이 전제되지 않
은 채 개념과 용어라는 도구가 주어지지 않는 탐구라는 이름의 교육만 강
조되어 예비 국어학자를 만드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미국의 문법 교육이 새로운 경향을 보이기보다 주요 어휘 구조와 품샤

성분 개념 중섬의 문볍 지식 교육을 반복 제시하고 문체， 교열， 용법 중심
의 문볍 설용 교육을 병행하고 있음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으로 기본에
충실함은 미국 교과서들이 보여 주는 전통이라 하겠다.

3 문법지식포함기능교재
미국 교육과정은 기능 중심 교육과정이라 문법은 독립 영역으로 존재
하지 않고 기능 영역 안에서 문법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영문법서를 따
기적으로 실시히역 학교별로 결과를 공표하고 공개경쟁을 시키며 낙오 학교는 학

교 폐쇄도 불사하고 학교별로 낙오 학생 지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워

싱턴 주도 Was뻐핑ton Ass얹srrrnt

of

Sru따1t Lear따19(WASL)이라는 학력고사를

3→8학년과 10학년은 읽기와 수학을 대상으로， 4.7.10학년은 쓰기를， 5.8.10학년은

과학 과목을 매년 봄 실시한다.2학년 초에는 ‘Serond Grade F1ul앉cy and Ac따acy
Assessrænt’라는 구어읽기 (oral re빼ng 뼈ssage) 평가도 한다. 이상과 별도로 K-12
전학년에 걸쳐서 영어 능력만을 평가하고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효율성을 평

가하는 ‘Was뼈핑ton 매맹uage Proficiency

Test

II(WLPT-II)’라논 평가도 매년 실시

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주별 학력을 비교 평가하는 ‘Na따>nal Assessrrrnt

of

뻐lcatiOnal pr맹ress(NAEP)’가 있어 전국 경쟁을 시킨다. 연방법은 매 2년마다 4, 8

학년에 대해 읽기와 수학에 대해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열등생과 빈곤
층을 이 시험에 참여시켜 낙오자 개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주 교육과

정에 띠른 교실 평가들이 활성회하도록 ‘oé없tXlTl

oassroo.n

•

-

I3a."i화 Asse;srrmts(CBAs)’과 ‘

I3a."i최 어fm뼈x:e Asse;srrmts(1α3Pk;)’라논 교실 단위 평7]도 지역 교육구

Oα폐 화xrlm잉ricts)별로 시행}도록 권하고 있다 Z써l한 것은 www.kl2wa.lJ.<)I없앓rmt/
를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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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르치기보다는 영문법 지식을 기능 교재들 속에 포함하여 병렬하여
가르친다 가령， 작문 교재들은 교열 활동이 필요하므로 교열 활동을 다

루면서 영문법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초등 2학년용 작문 교
재이다. 약 %여개 연습 주제로 구성된 것으로 이 중에 문법 관련은 명사
이야기 (Noun Stoη) ， 묘사어 (IÆ없ibing
채어 (α，lorlu1

Words) , 발화어 (Saying Words) , 색

Words) , 합성어 (αiI1lIXJunds) ， 의성의태어(Onomato뼈a)， 감

정어(f，뼈ngW뼈S)， 동의어 (Synonym

Story), 교정 부호(Proofrea뼈19 Marks)

퉁 10여 가지를 들 수 있고 심지어 모르스 부호(Morse C여당)가 나온다.
[초등 2학년 작문 교재.

Writing

S때ls](F1a양1

Ki ds, 때4) 표지

문법 교육의 반성파 교과서 개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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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때4)

위 책의 1과로 ‘명사 이야기’로 시작한다.
를삐

l톰

톨톨

{聽

톰톨~톰톰 톨톰 聊

뿜

톰→톰 I

빼un 剛 戀」

A noun nomes 0 person.

For exomple:

티11

를톨

friend (perso미
liger (onimoll

plo∞，

onimol. or Ihing

‘

school (plo떠
desk (Ihìn이

in the story below using nouns. You con moke your slory os silly or

stronge OS you lìke. When you’ re ftnished , reod your slory to 0 frìend or
fomily member
and

(person)
the

wanted to go t。

(person)

. They brought a

and a

íplace!

Ilhingl
They walked five blocks. When they got

Ithíngl
to the

‘ they played with a

!placel

They rode down the

!1 hingl

’

. later, they ate some

Ithlngl

snack. They saw some

써lìng}

. They laid in he
Ithìngsl

for 0

playing nearby‘ lt
lanìmalsl

made them laugh l At the end ofthe day they went home
. Jt was a good day!

in a
Ithingl

Now make your own fill-in-the-blank story for 0 friend 10 complete

’

다음은 위 책보다 분량이 많고 서명이 많은 초등 2학년용 작문 교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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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작문.

Write Away: A 뻐I때JOOk for Young

Wri없 뼈 I없뼈'8]

(Write Sourse, :ro2)

다음은 이 책의 목차이다. 첫째 단원은 작문 과정과 문장 및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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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다루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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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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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빽째때

11 Startíng to 、Nrite1.8 Using the 씨rriting Process
24 The Traits of Good 、Nritinμ

Cheζ36

Rcvising Your Writing
"":ri.t ing wπth Partocrs
Checking 'or Errors
Puhlishl Il g Yuur Vl,Triting

Sentences ond

‘

50

51 \Vriting Sentenc(-'s
54 Writing Longer SentenceR
56 Writing Paragraphs (Four Types)

다음은 둘째 단원 목차로 개인적， 주제적， 연구적 글이라든가， 서사문，
시 쓰기를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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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맘원함쁨뭔~째힘g

Personal Writing
65
68

Writing
Writing
Writing
Wri ti.ng

72
76
Sut꾀 ect

Writing

81
86

92
96
102
106

Research
l.1.l.
114

PoetTy

W끼에 ng

110

Ma k.i ng Plcture Dictionaries
Wri ting Reports

122

Writing Ciπ le SωnC8
Wri ti.ng Add-On Stories
Writing Fublc8
Writing Mystcries

W끼에 ng

143
150
156

80

Writing Abωl Boo ks
Making CounLmg Books
Writing New8 Stories
Writing Busi nc 8S Le tters
How-To Wri Li ng
Making Postcrs

Story Writing
123
126
1.3 0
1.36

64

in J ourna ls
Friendly NO l.e8
Fn endly Lc ttera
Al I- Abo ul-Me Stories

142

Writing S mall Poe ms
MaJung Shape Poems
Rbyming Poems

다음은 셋째 단원으로 정보 찾기， 읽가， 어휘 학습파닉스 등)， 말하기，
듣기， 학습， 사고하기 등을 다루고 있어 작문만을 다루지 않으며 다른 기
능을 포괄하여 연계하고 있음이 특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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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i iT:1l ff얀，~히 ...학!lüllll!1’

Fi nding Information

160

161 Usi.ng the Library
168 Uø i.ng a Co mpu teT

Readlng Skllls

172

173 Readiog Graphics
178 Readiog New Wordø
182 Re ading to Uoderstand

wooong with Words
189
200
204
206

‘

.J/

U、-

1B8

USÌ1l g PboDÎcs
Making New Words
Making Contrac섭ons
Using a G10ssary

J ‘ Speaking and Ustening Skills
/ 、

209
214
216
220
226
230

208

Leaming to View
μarr니ng to μstcn
Learning to lntcrview
Performing Stories
Te Uiog Stories
Giving Oral Re po rt8

Leaming and Th lnking Skills

232

233 U8Î og Graphic Orgaoizers
238 Tl피nkiog Clearly
240 Working Ì1l Groups
242 ’1'akin gTes t..

다음은 넷째 단원으로 작문 잭 끝부분에 ‘교열 안내’라는 이름으로 문
법 영역을 다루고 있다 2학년 수준이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 특정이다
문장부호 교열 점검 시항， 스펠링， 비론 어휘， 문장 점검， 언어의 이해， 주

제별 어휘 등을 다루고 부록으로 마manac이라 하여 언어， 수학， 과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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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역사 자료를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rr.r:t'륨~톨톨톰빠，..
249
256
262

270
276
278
286

U.ing Pun ctuatioo
Checlring Mechanics
Check:ing Your Spelhng
U8ing the Right Word
Check:ing Your Sen lences
Understanding Our Lan guage
Using Tbeme Words

I~얀’;JI민m’톨l

’

291
298
304
314
322

ndex

U밍ng Langu앵e

Exploring Sci ence
Workiog with Math
Leaming Abo ut Maps
Look:i og at History

331

다음은 이 책에서 어휘 학습을 위해 음운과 문자 대응 훈련을 하는 파
닉스를다룬부분이다.

문법 교육의 반성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Using Phonics
Do you know your consonant and vowel
sounds? They can help you learn new
words in your reading. They can 떠 so help
you spell words in your writing.

Sounding Out
Thi s chapter is your guide to phonics.
It gives examples of the basic consonant
and vowel sounds. Check here when you
need help with “ sounding out."

다음은 문장의 개념과 성분의 종류를 다룬 부분이다

331

332

국어교육연구 제19집

뼈‘
댔
빼

ch ““
se

ou’
l

What do I need to know?
As뼈뻐lce tells a completc idea
and has two parts.

1.n빼 잉bj훌t is the nomlng port.
2. The verb is the telling po까.
’Th e verb tells what the 8ubject
Ì8 doing.

Mμ 멘으띤 쁘툴툴 o motorcgcle.
잊험t’

yefb

A sentence begins with a capi ta.l
letter. It ends wi상1 a period, a question
mark, or an exclamation point.
.. Grondpo climbs trees. ~

다음은 문장의 종류를 설명한 부분으로 이동이 이해하기 좋게 풀어 설명

하고 있다: declarat:ivlβ m따T맹at:ive，

(

imHative, exclarrntory라는「

전문용어를

)로 넣고 te마19， as뼈19， cornrrn뼈ng， exci매g sen따1ce로 풀어 쓴 것이

주목된다

문법 교육의 반성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Kinds of Sentences
뻐…'Ø sentence (declarative) makes
a statement.
Soccer Îs my'， ~。빼 game.

A

An askl째 톨삐삐tnC8 (interrogativε)

a question.
WiII you play

wl빠1

asks

me?

A commar삐삐......홉’1ce (i mperative)
makes a request or 밍ves a command.
Klckwl에1 he slde of your foot.

’

An exciting sentence (exclamatory)

shows strong f농elings.
Watch out for the ba Jl!

다음은 품사를 다룬 부분의 첫 개괄 부분이다.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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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ér~tanding
。ûrLanguage
All of the words you use fit into eigbt
groups. Th ese groups are called I.be
parts of speech.

다음은 품사 각론 부분으로 l~t 분류 정도를 이미 초등 2학년 수준에
서 제시하고 있다

문법 교육의 반생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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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ns
What is a noun?

Nounø ean 뼈 . . .뼈ror 찌UraI.
*멘삐ar:

뻐뼈:

n빼hb야

hω58

빼!빼빼ts

뻐uses

Nouns ean be common or praper.
c;ommon;

뻐γ

ItrMt

propr.

ous

Qak StrHt

Apos훌월ve

noun ShoW8 ownership.
Julie’s flute
the boys’ tubas

다음은 부록의 언어 자료를 다루는 부분에서 수화<sìgn 1때맹age)를 다
룬 부분이다. 초등 3학년 작문에는 점지를 다룬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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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Language
Th e tables and charts in this section
are about interesting language topics.

Sign Language

쩌 C중뺑醫많
A

c

B

D

E

F

6

혈:> .~영體맨7 엔F
H

J

o

f?~

P

v

K

w

Q

R

x

Y

L

s

M

N

T

U

z

이상에서 초등 2학년용 작문 교재를 살펴본 결과 작문 책 안에 문법 사
항의 품사 부분과 문장 성분 문제를 문법 교과서 수준 o 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초등 단계에서부터 품사와 성분 명칭을 자연스레
도입하고 가르침을 알 수 있다.

문법 교육의 반성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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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어 기술’(Language Arts)의 교육
미국의 영어 교육이 문해력(문식성， Hmacy) 함양에 전심전력하고 있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해력 힐방 교육에서 주목되는 것이
‘언어 기술’(매때뻐ge 마ts)이라는 명칭의 영어 교육이다. 미국에서는 이

‘언어 기술’이라는 교과교육이 종합적인 영어 능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수
행되고 있는데 이 교과 안에 문법 사항을 포함히여 행하고 있다. 뻐ms，
T.L. &1뼈ges，

R EJ따)(1ffij) 의 ‘U따-acy Diction때’에서는 ‘l때gu맹e

art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언어 기술(1뻐밍age 않성):

@ 특별히 읽기， 쓰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계발， 증진시키는 데 관련된 학
교교육과정의 영역(양rol ClllÙ떼tnn ar없S 따1icularly COl얹1빼 with
æVI어때mt

and irrproverrent of

r빼ng，

writing, SI:빼뼈g

the

때 U뼈뻐g)

@ 언어가 공통분모로 들어 있는 의사소통의 기술들(comrrru피cation 않ts
in which 1ar땅뻐ge is the comrmn 뼈1ominator)
‘언어 기술’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보기， 보여주기， 생각하기 등의

전 영역을 종합하여 가르치는 영어 교육을 말하는데 이런 종합 능력을 기
르기 위해 교재 안에서는 규범 문법을 유치원 K단계부터 12학년까지 음
운과 소리 인식의 기초적 학습에서 문장부후 문법， 어휘， 문체 등에 이르

기까지 학습하고 있다. 한 예로 다음 미국 연방 교육 자료 지원 사이트의

우측 항목을 보면 ‘&명uage Arts’가 다른 교과와 나란히 영어 교육을 대
표하는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6)

16) 이런 교육 자료 사이트로 미국 연방 교육 사이트인 WWW.frl않어gov에 보변 Language
마ts가 나온다. 그리고 미국영어교육협회(NC1E

National couocil of Teachers of

Fngli양ù는 1없4년부터 ‘벼19Uäge 머ts’라는 학회지를 발행해 오고 있다. 이 학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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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체적P로 ‘』맹뻐ge Arts’라는 이름의 학습 자료될 살펴보도록

한다
19lì년에 국제읽기협회 (IRA Intematio떠1 R빼ng Ass띠atim)와 12항의 L때맹age

마t3 교육 지침을 만들었는데 ‘S때뼈띠s

for the 맘때sh 싱명뻐ge Arts’(19lì)에 이 표

준을 보여 주고 있다. 뒤의 [부록] 참고

‘언어 기술’ 교과의 교육 계획 목록(매때uage Arts Lessm Plans) 사례는 NCIE,
IRA와 협력하여 없E년에 만든 ReadWriteπ삐k λl이트( www.readwriteth뼈org)를
보면 12항의 표준과 뎌때뻐ge Arts에 관한 다양한 사례플 볼 수 있다 또한 ‘컬럼비
아 에듀케이션 센터’(α，lumbia 많ucation C태따)의 www.col←edorglcur/lang.h!rrù이

라은가 수업 지도얀 전문 λ베트인

www.lessonplanspage.comILAhtIn을 참고하면

K-12학년까지의 &때때ge 마ts 구체적 교육 방안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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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Leaming, an5)표지

우측에 Grammar, Punctuation, VIα:ab버ary， Writing , Research의 6영 역으
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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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밝힌 대로 품샤 문장， 문장부호， 어휘와 용법， 작문， 연구방법으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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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학년용에서 ‘동작동사{Action Verbs) ’를 다루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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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Verbs
An a해on

verb is a word that shows action. Verbs tell what a
person, place, or thing does.

Examp(es:
People d앤II across the country‘

We 뼈lk to 5(nool

O@@@@@@@@@@@@@@@@@@@@@@@@@@@@@@

훌홉괜활

Circle 빼e verb in t!ðch sentence.

1. Eric runs by Mr. and Mrs. Wilson‘ s house
2. He kic k> a footb a11 into the air
1. The ball breaks thε Wilsons ’ window
4. Mκ‘

Wi1 son looks out the door

S. Mr. Wilson shakes his head
6. Eric ’ s face turns red
Eric runs inside his house
.. Mother talks 10 Eriζ about thc window.
Mother sends Eric to the Wilsons' house
Eric pays for the window
Draw a line from each noun 10 the correct action verb.

NOUD5
The boy
The baby
The 때bit
ηle birds
까le dogs

Verbs
hops
sing.
bark.
cnes
reads.

‘

@@@@@@@@@@@@@@@@@@@@@@@@@@@@@Æ혹.1

다음은 2학년용에서 문장 구성을 주부와 술부로 나눈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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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 Pal’ts
Every sentence has two parts. The naming part tells 빠100rwhat
the sentence ís about. The namìng part is called the subjeα
Th e adion part tel1 s something about the naming paκ Th e action
paπ is ca l1ed the predícate.
A naming paπ and an actìon part make a complete thought.
Example:
NamingPaπ

Sara
~~(:;þ 잉/강 &ε}

앓흉갇n없 ι

'Þ; rg

::-

Adion 얻d
plants some seeds.

s; 1;; ζ， 낌}'Sì1;) ε; tþ) 'b εJ 강 1;)

'5ì(9;t;~'9 rg 1>>'êì@

0J

터E때뻐
바때빼
ac대:h
CI 뼈
g10\
빼u빼
Ip뼈
어fw
o
뼈
뼈
or
r애d야
짜sn빠뼈
’nle
뼈
뼈
eee
e혀ds I 삐”…빼
r
paκ Ad d words 10 make each group 01 wo찌5 a complete

sentence.
1. John

1. Sara
3.

need sunshine and rain

4. The flower

seεDS

5. John and Sara
&

l띠oks

1

grow in the garden

&

끼1e

‘

flo 'W ers

9.
1ι

at the flower

bloom in the spring
----

•{•

_ _ _

are my favorite

t1이:)wers.

11. Th e buttert1 ie‘
12.

makes the t10wers grow

쩔를rg;5 i; 양~1s'0 t) '9'0양s.' '0 'b t;。쉴 양양@강 r;;t1foJ양@ 강

지금까지 간단히 일별한 미국 영어 교육의 규범 문법 교육 자료들을

보면 그들이 지루할 정도로 표기법， 문장부후 어휘， 문법， 교열， 문체 훈
련을 체계적으로 철저히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

하고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로 국가적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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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큼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 문볍 교육도 하지 않고 문법 용어조

차 중학교 때 제공하는 희한한 전통을 고수하면서 국민의 국어 규범 능력

이 잘 갖추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
펼자는 미국의 규범 교육이나 독서 교육이 위계화， 체계화되어 철저함

에도 불구하고 왜 문해력이 낮아 고민을 히는지 왜 그리도 재미없게 보
이는 단조로운 편성의 스펠링 교육， 어휘 교육， 문법 교육， 문체 교육용
보충 교재틀을 활용해야만 하는지 의문도 든다. 우리는 그런 기초교육을
초등학교 단계에서 제대로 체계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 우
리의 문해력은 더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심각성을 모른 채
저들만큼의 스펠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세종대왕께 감사하
고 자신의 어문 능력이 제법 괜찮은 양 만족하며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려나 이미 우리의 문해력은

OECD

껑개국 조사에서 문서 문해력

(docuræn때γ literacy) 에서는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장명램 외(때4) 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 비교조사에
서 우리나라 국민 중 의약품， 전자제품 설명서 같은 생활정보가 담긴 각

종 문서 이해 능력 즉 문서 문해력이 부실한 사람의 비율은 38%로

OECD

회원국 평균 22%와 큰 차이가 나 OECD 조사국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이
런 부설함은 기초 규범 문법 교육의 부실로 인해 각종 제품 설명문， 법률
문， 공공 문서， 공공 안내문， 금융 약관 등에 비문， 비논리의 글쓰기가 범
람하기 때문에 난해한 문서를 생산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17)

17)

OECD에서는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n뼈Jai뼈 A뼈lt μ따acy Suπey: 파LS)와

‘국제 성인 문해 및 생활능력 조샤(Adult Lit없cyand μfe S뼈ls Suπey: AIL)를 조
사하여 산문 문해력 (ααf 뼈acY)， 문서 문해력(따llIYHlt li따acy)‘ 수량 문해력

(quantitative 뼈acy)을 조사 비교하는데 한국은 산문， 수리 능력은 중간 정도인데
각종 의약품 복용 설명서，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구직 원서， 봉급 명세서 등 일상
적 문서 이해력은 최하위인 것이다 문서 문해력은 단순 문자 해독 수준의 단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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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학생틀에게 규범 문법 지식처럼 다소 딱딱하거나 조금이라도
지루하게 비치는 지식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처럼 금기 혐오시하고 초등
학교부터 전혀 체계가 없이 개발자틀의 주관적 임의적 판단으로 이루어

지는 규범 교육， 중3에 가서나 품사와 성분 용어를 제시하는 이런 문볍
교육을 해 온 것이야말로 국어 능력 또는 문해력 쇠퇴의 큰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살핀 미국의 규범 문법 교육이 내

용과 방법에서 반드시 추종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스펠링 북， ‘언어
기술’(Language Arts) 교재들처럼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규범 문법

사항을 우직하게 기본 교육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충실히 교육과정에
설정 운영하고 있음은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v. 맺음말
오늘날 문볍 교육은 국어과 영역 내에서 각종 비판의 소리를 튿고 있

다. 그 결과 2mi년에는 서구형 교육과정의 실험으로 통합 대십L이 되기도
하였다. 가르치는 교사들조차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는 교사나 연구
자들이 많지 않으며 오히려 혐오하기조차 하는 경우도 있다. 국어과 공통
과정이나 선택 문법과의 교과서에서 문볍 부분은 교시들로부터 무미건조

맹률보다 중요한 것으로 국민의 실질 문맹률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한글을 단순히 읽고 쓰는 국민은 많아 단순 문맹률은 낮지만 문서，

도표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해력은 형편없어 문서 문맹률이 높음을 보여 준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문서 문해력은

OECD

국가 중에 제일 나빠 기초 국

어 교육의 부실로 대학 교양국어 교육에 와서는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세종 덕분에 한글은 쉽게 배웠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는 매우 방심한 결과라 하겠다. 이런 결과는 이희수 외 ('2fJJ2)에서도 밝혀진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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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다소 개선을 시도한

'JJJ2년 국어 교과서나 고교 문법서조차 개선해야 할 요소는 쌓여 있다.
그런 속에 문법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는 주장은 전공자틀이 외치는 영역

이기주의로 치부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일차적 책임은 문법 교육 연구
자들에있다
이에 우리는 뻐E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 개정안 연구의

중간 보고서에 공개된 학습자 요구 설문 조사에서 정작 학습자들이 문법
(국어지식) 학습을 1순위로 목말라하는 측면이 드러난 것에서 문제를 접
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 평가원의 중간 보고서 돼쪽에는 다음의 기술이

나온다.

“바， 국어에서 부족한 능력

국어에서 가장 부족한 능력에 대하여 학생틀은 ‘국어 지식(문볍) 능력’이
라는 의견이

40.2%, ‘쓰기 능력’이라논 의견이 19.4%로， 국어 지식과 쓰기 관

련 능력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문학 작
품 감상 능력이 17.8%의 응답 결과를 보였다. (중략) 이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어교육에서 ‘국어 지식 능력’에 대하
여 학생들 스스로가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인제 외

200:;:39)

위 분석은 문법 교육이 부실해진 결과 학생들이 문볍 지식 학습을 1 위
로 갈구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국어학의 복잡한 지식을 전
달하는 것보다도 영어의 규범 교육 문법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와 사례를 반복빼 학습하듯 우리도 표기력의 기본이 되는 맞춤법

원리， 어휘력의 기본이 되는 단어와 품사의 개념과 사전 사용법， 문장력
의 기본이 되는 문장 성분의 개념과 문장부호 용법과 같은 기본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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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을 어려서부터 제 때에 제대로 반복하여 가르쳐 이들 주요 기본 용
어와 개념을 언어능력의 도구로 학생틀이 스스로 읽기와 쓰기 학습에 활
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행 6영역에서이든 아니면 장차 독립적 문법 영역이 없어지고

서구형 기능 중심의 4영역 교육과정으로 되는 날이 올지라도 체계적 규
범 문법 교육을 초등교육부터 철저히 훈련하는 교육과정으로 바뀌지 않
는 한 우리 학습지틀의 표기력， 어휘력， 문장력 등은 늘 부설빼 궁극적
으로 이들을 통해 달성하게 되는 읽기， 쓰기 능력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고 본다 그런 점에서 개정 7차 교육과정은 다음 사항의 취지를 살려 교
과서 개발이나 교수 학습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1) 국어 교육이 문해인(文解人)과 문학인(文學人)을 키우고 문법 교육
은 문해력 중에서도 표현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다루는 분야로 인
식되어야 한다. 문법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도 개발자의 주관성

과 임의성에서 벗어나 체계를 갖추어 위계성을 세워야 한다 공통

또는 선택 교과로서의 문법 교육과정에는 발음， 표기 등 규범 교육
의 목록， 품샤 성분 등 문볍 교육의 목록과 방법이 초등 단계부터

12년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영어의 스펠링
교육의 전통처럼 교과서 개발자들이 그에 따르도록 해 주관적， 임
의적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미국의 영어 교육에서 하고 있는 스펠링 북， 파닉스 북， ‘언어 기

술’(입맹uage Arts)을 통한 규범 교육， 어휘 교육， 문법 교육， 문체
교육의 전통과 비교할 때 우리도 초등학교 단계부터 규범 교육과

문법 용어 교육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국어의 구조에 대한
기초 개념의 용어들을 일찍이 반복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용어
는 학습자가 일반적 언어 이해와 자기 언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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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도입과 범위에 대해 교육과
정이나 교과서 개발 지침에 밝혀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중3 생활국
어에 뒤늦게 도입한 품샤 성분 용어는 초등 단계에 앞당겨 수준을
조절하여 쉽고 재미있게 반복 제공하여야 한다.

(3)

국어 문법 교육의 기본적인 표기 교육(맞춤법， 표준어 표기， 외래어

표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을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공통교육과정

에 체계적으로 섣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새 교과서 개발 시에는
교과서 개발자들이 임의적으로 표기 교육 내용을 편성하는 현상을
지양하고 교육과정의 부록이나 교과서 개발 지침에 표기 교육의 학
년별 제공 목록을 제시해 줄 펼요가 있다. 영어 교육 수준의 스펠링，
파닉스， 어휘 교육， ‘언어 기술’(La맹uage 마ts) 교육은 아니더라도

국어 설정에 맞는 표기 규범 교육을 체계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4) 설용적 문볍 교육이 되려면 어휘 교육， 문장 교열 교육{문장부후
문체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문볍 지식을 반드시 작문이나

화법과 연계하여 올바른 문장부호 어휘 선택， 문체를 고려한 문장
쓰기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어 교과서의 문법 학습은 특정 문볍 지식 단원을 편성하고 그 단
원에서 학습하는 것만으로 그치고 잊어버리는 교육이 될 것이 아니

라 평소 매 과에서 ‘표기에 주의할 단어와 발음， 주제별 낱말밭， 올
바른 문장 쓰기， 주목할 수사 표현， 문장 교열 연습’ 등을 체계적으

로 다루어 어느 과， 어느 단원에서든지 문법 연습 활동이 상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수의 기초 없이 수학을 잘 할 수 없듯이 설용적 규범 문법의 이해 없

이 올바른 국어생활， 국어 능력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어 교육이나
문법 교육은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색다른 ‘기교’를 찾을 것이 아니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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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제대로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후

문체 효과， 어휘 확장， 문장 교정 훈련 등에 대한 기본교육의 내용을 다시
짜고 체계적으로 반복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교육과정 개정안의 근본 재조정은 어렵더라도 규범 문법과 관련한
기본 개념과 용어와 원리 등의 내용 항목은 학년별로 위계화하여 초등학
교에서부터 반복 학습하도록 정교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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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법 교육의 반성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민현식

국어과는 문법， 기능， 문학 영역으로 구성된다. 국어과는 문법， 기능 영역을 전 교
과의 도구영역으로 기여핸 교과이면서 문학을 국어과 고유의 영역으로 갖고 있다
띠라서 국어괴는 문해 능력과 문학 능력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것쓸 목표로 한다.

문법 교육은 발음， 표기 등 규범 교육의 목록과 품샤 성분 등 문법 교육의

목록을 초등 단계부터 12년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영어
의 스펠링 교육의 전통처럼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의 구조에 대

한 품샤 성분 등의 기초 용어들은 초등학교 단계에 앞당겨 수준달 조첼히여 쉽
고 재미있게 반복 제공하여야 한다. 실용적 문법 교육이 되려면 표기 교육， 어
휘 교육， 품사 교육， 문체 교육， 문장 교열 교육을 강화하고 문법 지식을 반드시
작문이나 화법과 연계하여 올바른 문장부후 어휘 선택， 문체를 고려한 문장 쓰

기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어 교과서의 문법 학습은 특정 문볍 지식 단원에서만 고립적으로 하지 말
고 평소 모든 단원에서 ‘표기에 주의할 단어와 발음， 주제별 낱말밭， 올바른 문
장 쓰기， 주목할 수사 표현， 문장 교열 연습’ 동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문법 연습

활동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어 교육이나 문법 교육은 국어
능력 호t상을 위해 색다른 ‘기교’를 찾을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될아가서 초등
학교 단계부터 제대로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문체 효과， 어휘 확장， 문장
교정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배열， 반복하여 가르쳐야 한다
[주제어] 문법 교육， 표기 교육， 문해력， 문식성， 문볍 교과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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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stract

Reflection on Grammar Education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in Grammar Texts

Mi n,
The Korean

131핑뻐ge

버un-sik

curriculurn consists of grammar, skills and li따-ature. This

works as instruræntal subjed for total subjects through grarmnar and skills, and
works as an art s배~ect
literacy and literary.

f，α

literature itself. 1t aims to 어ucate

The curriculurn of grammar

consist of pronunciation,
sent없.æ，

떠ucation

orth맹raphy， vocab띠ary， paπs

punctuation and sty1e

a때roaches

should present

acc뼈ing

tot외

of

stu따lts

list of contents that

s야~h， cαlstituents

to K-12 grades. We must

and methods from the curriculurn and text

as men of

mate뼈s

of

ch∞se g'αd

of English schoo1

grammar with the su비ect 매맹뻐ge 마ts using s~뻐19 books, phonics books,

vocabulary books, and 1anguage arts books.
ln Korean 131땅뻐ge curriculum, we have to put the concepts of parts of s~h
and constituents of sentence in the first 벼표 of elenlentarγ schoo1 as 벼SlC
instrurnent of 1eaming and understanding 1anguage through m빼19 없t ma때als
얹sy and interesting to stu뼈lts.
For the pæctical
r얹마19，

offer

따ucation

of grammar, we have to include grammar in writing,

and cormnunication. We

뼈SlC 없뻐ng

11뼈

not try to find another methods, but try to

and exercises for

orth맹raphy， 밍ammar rul얹，

sty1e, proofreading, and 1anguage arts by

punctuation,

sys않n빼c p131뻐ng st얹여.

[Key Words] 밍αnnm 뼈lcatiOπ αth땅빼lY 뼈Jcation， li따'3Cy， grammar te쩌:JOOk，

curricul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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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Nα'E(미국영어교육협회)/IRA(국제읽기협회)가 1996년에 제정한
영어의 ‘언어 기술’(Lan맹age Arts)으I 12개 표쥔St빼빼 for the

English Language
맹마19

The vision
O마xntunities

Aπs:

12 Standards)

these stanclards is that all students must have the

and resouræs to develop the language skills they

pursue life' s goals and to participate fully as
of society.
children

Th않e s때1없rds

en따

infom뼈， prl따lctive ræn따YS

assuræ that literacy growth

school as they

e짜Jerienæ

activities -reading and writing, and
밍맹비c r따얹entations. Rec맹m강ng

m

n뼈

뼈ins t앉아e

and e:xrffirænt with

ass띠ating

li따acy

spoken words with their

this fact, these

stan없rds

encourage the

developrænt of curriculurn and instruction that make productive use of the
많g밍ngli따acy
stan없rds

abilities that children bring to school.

provide ample room for the innovation and

Fur감lerrmre，

the

σeativity esse
、 lltial

to

teaching and 1얹ming. They are not presαiptions for particular curriculurn or
mstruction.
1. Students read a wide range of print and nonprint texts to build an
unders떠n마19

of

따cts，

of themselves, and of the cultur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to acquire new information; to respond to the
and demands of
Armng these

sα:iety

te와s

are

and the workplaæ; and for
δction 때d

n뼈s

없S뼈1 삐삐rnt.

non:fiction, classic and contemporary

works.
2. Students read a

때de

range of

li따ature

from many

IJeI'Í여s

in

n딩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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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res to build an understanding of the many dirænsions (e.g. , philosophi떠1，
e뼈때，

aesthetiC) of hurnan

e자menæ.

3. Students app1y a wide range of
ev려uate，

and appreciate

m따actions

te없s.

strat명ies

thl머r

They draw on

with other readers and writers,

compreh앉ld， in따pret，

to

pnor

밍앙:nenæ，

th려r know1어ge

their

of word

ræaning and of other te았s， their word iden뻐cation strat멍ies， and their
und얹-standing

of 없tual features (e.g. , sound-letter coπ'espondence，

sen따lce

structure, context, graphics).
4.

Stud많tsa이ust

their

u똥

of spoken,

wri뼈1，

and

(e.g. ,

띠S뻐11an밍mge

conventions, style, vocabul때) to comrrrunicate effectively with a variety of
audiences and

flα diffev얹lÌ purpo똥s.

5. Students employ a wide range of
different writing pnα:ess

stra않gies

e1많ru.ts 맹)I'()priately

as they write and use

to comrrrunicate with different

audiences for a variety of purposes.
6. Students
(e.g. ,

Sfe뻐19

genre to

a빼y

knowledge of language structure, language conventions

and punctuation) ,

α-eate， αi.tique，

7. Students conduct

rr빼ia

techniques, figurative

and discuss print and nonprint

rl얹댔'Ch

1뻐g뻐ge，

따cts.

on issues and interests by generating ideas

and questions, and by posing

αob1없1S.

They gather, evaluate, and

synthesize data from a variety of sources (e.g. , print and nonprint
따tifacts， κDple)

and

to comrrrunicate

th잉r

빠αs，

discoveries in ways that suit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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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UI1X>se

and audience.

8. Students use a variety of
libraries,

databas않，

infom빼on

and to

technoI맹떼

and

infom빼on fI얹ources

(e.g. ,

computer networks, video) to gather and synthesize
α-eate

and communicate

know1어ge.

9. Students deve10p an understanding of and respect for diversity in
l뼈뻐ge
r맹ions，

use, pat따ns， and dialects

aσoss αlltures，

ethnic groups, geographic

and social ro1es.

10. Students whose
1ar땅떠ge to

함st 1뻐guage

is not English make use of their first

deve10p co~따lCY in the English 1ar핑uage arts and to deve10p

understanding of content
11. Students

대rticipate

aσoss

the curriculum

as know1edgeab1e, reflective, creative, and

αiti대l

mer:nl:ffs of a variety of literacy communities.

12. Students use spoken, written, and 띠sual1ar핑뻐ge to accomplish their
own purposes (e.g. , for 1eaming, enjoyn1eJ1t, 며suas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