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ᴜ⊜# 㹀ᙷ# ᬫㄠ# で៣
- 怾憛洇 砖埮崫 昪洛汊 渗柲求嵢 -

이 기 연*
26)

< 次 例>
Ⅰ.
Ⅱ.
Ⅲ.
Ⅳ.

들어가며
문법 교육의 목표와 문법적 판단력
문법적 판단력 평가의 적용 방향
나오며

Ⅰ. Ὓ〫ᙷⓧ
‘교육’이라는 술어는 기본적으로 목표로 삼는 특정한 ‘능력’을 전제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능력’ 그 자체라기보다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
을 최종 목표로 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평가는 교육 목
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학습자가
지향해야 하는 인간형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해 교수-학습을 극대화
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
육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문법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문법 영역의 평가에 대해서
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문법 평가에 대한 관점 차원에서는 박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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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김강희(2002), 주세형(2009), 이은희(2011a), 하성욱(2011), 김규훈(2012)

등을 참조할 수 있고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송현정(2003), 이도영(2007), 박형
우(2011), 구본관(2010), 구본관․조용기(201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최근 문법 능력 평가는 문법 교육 내용이 ‘분절적이지 않고’, ‘단편적 지
식으로서가 아니며’, ‘총체적 국어 현상을 묻도록’, ‘문법 탐구력에 기여하
는’ 평가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주세형, 2009: 482)하면서 평가 문항을 구
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평가 독자적인 문법 지식을
묻기보다는 탐구의 과정을 제시하거나 담화나 텍스트를 활용하여 맥락을
기반으로 한 평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문법 교육이
지향해 온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국어학의 학문적 성과를 교육용으
로 정리한 객관적 지식(학교 문법)을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방식에서 벗어
나고자 문법 교육은 언어 인식 및 탐구학습이라는 담론을 도입하여 문법
교육의 변화를 꾀했다. 이후, 문법 교육은 문법 그 자체의 독자성에 국한
하지 아니하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기능 영역과의 통합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와, 국어학적
지식으로서의 문법 그 자체의 특징이나 원리 등을 주목하여 문법 지식의
실제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논의들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발전된 논의들
은 문법 교육의 지평을 확대하고, 학문으로서 문법교육학이 정립할 수 있
는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 교육이 다양한 관점이나 담론을 발전시켜 그 외연을 확대
하고 내실을 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법 평가를 통해 평가되는 문법
평가 요소들은 결국 문법 지식에 대한 정확성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아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문법 사용자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고 있는지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구본관(2010: 187)에
서는 이러한 문법 평가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문법 평가의 경우 평가
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문법 평가가 지향해야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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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하고 따라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극
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한 바 있다. 7차 이후
문법 교육의 변화 양상이 평가에도 반영되어 문법 평가 문항이 비교적 지
식 중심에서 탐구 과정이나 문법 지식의 활용 중심으로 옮아가고 있는 모
습을 통해 다소 긍정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긍정할 만하나
이러한 상황이 그리 극복되지 않은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문법 학습자들이 갖춰야 할 능
력, 즉 문법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의 문법 능력을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법 능력 평가가 어떠한 방향을 지녀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 ះ㆘㇏# ┠㻓シ# ▯✌㉸# 㶇ᵟ⊜
교육 평가의 방향 설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목표의 확인
이다. 그러므로 논의의 시작에 앞서 문법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인 ‘목
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법 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어 교육의 목표와 궤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국어 교육의 목표라는 큰
틀 안에서 문법 교육의 목표를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을 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습득한 인간형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교육에서 각 교육이 목표하는 인간상을 상정하지 않
고는 어찌 보면 제대로 된 교육 목표를 구성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그러
나 학문적 발전의 양상에 비해 국어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에 대
한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다. 더불어 이는 문법 교육에서 역시 마찬
가지라 할 수 있는데 문법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간상에 대한 연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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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유일하게 신명선(2007)을 참조할 수 있다. 신명선(2007)에서는 문법
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교육적 인간상을 ‘언어적 주체’라 설정하였
는데 이러한 ‘언어적 주체’는 ‘인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언어적인 차이에
민감성을 가지며 비판적인 언어 인식을 갖춘 인간이어야 한다. 본고는 여
기에 착안해, 문법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비판적 언어 인식의 한 항목으
로 문법적 ‘판단력’1)을 강조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
서 본 연구는 문법 교육의 목표로, ‘문법적 판단력’을 포함한 ‘문법 능력’
을 갖춘 주체적인 언어 사용자를 길러내는 것을 그 교육의 목표로 상정하
고 주체적 언어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문법 능력의 세부 요소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술어가 지향하는 바는 특정한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문법 교육에서 지향하는 바는 문법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국어 능력에 터하고 있는 능력이라 하겠다. 김대행, 김광해,
윤여탁(1999)에서 국어 능력을 크게 ‘사용으로서의 언어’와 ‘한국 문화로서
의 언어’로 정의한 후, 국어 능력의 하위 영역으로서 문법 능력은 이전에
‘지식’이 강조되었던 것과 달리 사용과 문화 그 두 축 사이에서 자리를 잡

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2) 그러나 이는 여전히 흔적에 다름 아니
어서, 문법 능력 자체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7차 이후, 그리고 그 속
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7
차 이후 2007개정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문법 교육에서는 ‘문법 능력’이라
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등장시키고, 교육의 목표로 문법 능력을 상정하고
있으나 사실 교육과정상에는 문법 교육의 목표로서 제시되는 문법 능력
1) 사실상 사고력과 판단력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언어 사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최종 단계로서의 문법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판단력’과 ‘사고력’
을 구분하고자 한다. ‘판단력’에 대한 논의는 이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2) 김대행 외(1999: 191)에서 기술한 문법 능력은 “문장의 문법적 정확성을 판단하고 표
현하는 능력”이라고 협소하게 정의내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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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3)
이관규(2008: 57)에서는 국어 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문법 능력을 명시
하고 ‘지식 능력’, ‘사용 능력’, ‘태도 능력’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기술하
고 있다. 구본관(2010: 190)에서는 여기서 ‘태도’가 능력으로서 문법 능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문
법 능력’을 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과 실제 언어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는
능력으로 한정하였다.4)

3)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법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어에 대한 이해와 국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발달시키고 국
어와 국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한다.
나. 실제 국어생활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킨다.(밑줄은 연구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서와 문법’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법에 해
당하는 목표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문법은 언어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규칙이며, 국어 문법은 개별 언어로서의 국어
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규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리와 규칙은 언어활동에서 국어
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저 지식 체계이다. 문법
은 국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국어를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문법 능력은 국어 능력의 토대로서 ‘듣기ㆍ말하기’, ‘읽
기’, ‘쓰기’, ‘문학’ 등과 관련을 맺으며, 국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국어 의식
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나. 국어 현상을 탐구하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며 비판적ㆍ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을 기른다.
라. 독서와 문법을 통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 현상을 성찰하며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
로 발전시키는 태도를 기른다.(밑줄은 연구자)
4) 사실상 태도를 그 자체로 ‘능력’의 구성 요소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능력이 지
닌 속성으로서 ‘위계화’가 어려운 데다 사실상 별개의 범주로 놓아야 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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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관(2010)에 따르면 본질적인 문법 능력은 ‘문법에 대한 지식 능력’,
‘국어에 대한 탐구 능력’, ‘국어에 대한 지식을 국어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

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 능력에 대한 정의에 있어 구본관(2010:
190-191)에서 제안한 문법 능력의 범위에 큰 틀에서 동의하며, 그를 기반

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5) 다만 구본관(2010)에서 제안한 ‘지식’, ‘탐
구’, ‘활용’ 능력이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이 다른 층위에 존재하는 측
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각 요소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보다 각 요소가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능력의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6)
이때 국어와 관련된 능력은 본질적으로 ‘사고력’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는 ‘국어’의 개념과 관련된 ‘능력’에 대한 관점과 관계가 있다. ‘국어 능
력’이란 고등 수준의 사고이며, 문제 해결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사고를
전제하는 것으로 단순한 글자 읽기(decoding)나 글자 쓰기(transcribing)과
같은 기능(skill)의 숙달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이자 체질화
된 태도로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competence)을 의미한다
(김대행 외, 1999: 175)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5) 이러한 논의는 문법을 기존의 구조주의적 관점이 아닌 생성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가능하다. 생성적 관점을 도입하면, 문법 능력은 규칙을 기억하는 능력뿐 아
니라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법 지식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생성 문법은 문법을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에서 나아가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규칙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언어를 생성해내는 원리로 보고 있
는 관점이기 때문이다.(구본관, 2010: 191 참조)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적극적으
로 찬성하며 언어란 화석화된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살아있는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법은 결국 이러한 언어를 대상으로 정리한 이
론 혹은 규칙이 되므로 이는 역시 고정적이기보다 유동적이고, 생성적인 성격을 지
닌다.
6) 더군다나 ‘지식’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기보다 특정한 사고 행위(탐구, 이해)의 산물
이라 할 수 있으며 탐구는 ‘사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활용은 직접 언어
로 구현되는 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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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능력은 고등 수준의 ‘사고’로서 문법적 사고력과 문법적 판단력, 그
리고 (문법) 활용 능력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문법 능력에는
활용 능력이 포함되나 태도는 능력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7)
앞서 구본관(2010)에서 언급한 문법 능력의 경우, 사실상 언어사용자의
‘사고’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지식 능력’은 그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라기

보다 다른 능력(판단, 활용)에 작용되는 산물로 작동되고, 오히려 지식을
획득하게 하는 사고 작용에 주목할 수 있게 한다. 신명선(2004: 224)에서는
국어적 사고력에 대해 강조하면서 국어 활동이 곧 사고 활동-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문법적 지식이 갖고 있는
체계성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인지 활동으로서 ‘문법 지식에 대한 이해 능
력’, ‘국어에 대한 탐구 능력’ 등을 상정하는 것이 오히려 ‘능력’의 차원에
서 접근하는 데 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Bloom(1956)에서는 사고력이라
는 지적 능력을 이해력 이상의 고등 정신 능력인 적응력, 분석력, 종합력
및 평가력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문제 사태를 조작 또는 처리하는 일반화
된 방법을 추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리하였다(하성욱, 2008: 18에
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은 문법에 대한 탐구 능력뿐 아니라 문법 지식을
이해하고 종합하는 사고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7) 이 과정에서 ‘태도’가 빠진 것은 역시 문법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태도를 포함하
는 것에 대한 다소 애매한 입장 때문인데 이러한 점이 문법 교육이나 문법 평가에서
‘태도’를 소홀히 여긴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능력
의 요소가 아니더라도 태도는 그 자체로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교육 대상이기도 하다. 사고력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 보면 노명완(1994: 47)에
서는 언어적 사고력을 ‘언어를 매개로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정신
작용’이라고 언급하였고, 이삼형 외(2000: 141)에서는 국어적 사고력은 국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어떤 지식이나 경험, 정서 등과 관련한 의미를 구성하거나 표현하는 정신
활동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태도’와 좀 더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고력을 보다 적극적인
활동 차원의 능력으로 상정하고, 태도는 능력 밖의 다른 요소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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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적용해 문법 능력의 하위 요소인 문법적 사고력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문법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세 영역
으로 보고자 한다.

<勾廂 1> 怾憛 垫崫汞 割昷 殚暒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문법적 판단력을 독자적으로 설정, 이를 주목하
고자 하는데 이해력, 종합력이 포함된 문법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문법 지식과, 탐구를 통해 얻은 언어 작용의 원리, 그리고 실제 언어 사용
자가 경험하는 각종 언어적 경험이 종합될 때 작동하는 인지적 활동이 문
법적 판단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판단력은 그 자체로 사고 작용이
라는 차원에서 사고력과 분리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판단은 정오의
확인처럼 정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에 가까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으
로서 실제적인 언어 사용 상황에서 작동하는 ‘판단’을 강조하고자 이를
따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판단력의 활성화
가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법 지식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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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勾廂 2> 怾憛 垫崫汞 割浶歆 洇殯 毖庲

위에 제시된 그림은 문법 능력의 구조와 각 하위 능력이 적용되는 원
리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즉, 문법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원리와
지식, 그리고 학습자의 바람직한 태도로 인해 형성된 언어 경험은 언어로
구현되는 상황(적용력)에서 정오 판단 및 적합성, 적절성 등을 판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문법적 판단력은 정해진 어떤 틀을 지향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마주하는
살아있는 언어를 대할 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한
다. 규범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어떤 문법 표지를 골라야 할까
를 선택할 때 작동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언어 상황에서
언어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언어사용자가 지니는 의미 있는 경험을 구성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문법적인 판단을 하는 장면에서 작용되는 요
소라 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문장을 구성하는 행위, 발화하는 행위에 가까운 적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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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별개로, 다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발화 행위, 문장 구성 능력에
서 더 나아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로서의 판단을 강조한다. 가령 어
떠한 문장을 작성할 때, 학습자들 혹은 언어 사용자들은 큰 불편 없이 문
장을 생성해서 발화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다가 적절한 어미를 선택
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
하게 되는 경우, 혹은 이 문장이 다른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아
닌지 등을 점검하고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학습자는 본인이 갖고
있던 문법적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지점에서 작용하는 능력이 ‘판단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법 교육과 평가는 궁극적으로 이 지점을 주목해야 할 것
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판단력은 결국 언어 사용자가 실제 언어를
마주하고 이를 사용하는 매 순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블어 주체적으로 자신의 언어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민감한 언어 사용
자는 궁극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나 혹은 자신의 언어를 점검하
는 최종 단계에서 매우 정교한 판단력을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Ⅲ. ▯✌㉸# 㶇ᵟ⊜# 㹀ᙷ㇏# ㉸ㄠ# ⚠䀜
본 장에서는 현재 문법 능력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문법 능력 평가가 판단력을 평
가하기 위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으로 삼는 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후 수능)’으로 국가 수준
평가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평가라 볼 수 있다. 사실상 국가수준의 평가
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성취도 평가도 고려 가능하나, 성취도 평가의
경우는 학교에서 수행하는 학교 교육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는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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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사의 성격이 짙어 지식을 평가하는 데 다소 집중되어 있고, 최근의
수능 평가는 2014년 수능에서부터 언어영역을 ‘국어’영역으로 명칭을 변
경하면서 성취도 평가의 성격도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며 수학능력시험이
기형적일 정도로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시험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여겨진다.
지금까지 수능의 경우 문법 문항은 근본적으로 출제 비중이 낮았다는
점, 2005년부터 단독 문항이 출제되기는 했으나 음운론0, 형태론14, 통사
론 6, 담화텍스트 0, 표준어 규정1 문항으로 출제 내용에 있어 극심한 불
균형을 보였다는 점(신명선, 2007: 425), 문항 유형이 대부분 <보기>를 주
고 보기를 잘 읽고 선택지와 대조하는 능력(이해력, 적용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단순하다는 점 등 문법 평가 차원에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
어 왔다.8)
신명선(2007: 428)이나 주세형(2009: 483-4)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은 교육
과정의 본질 구현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면서, 문법 평가의 본질을 논의
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으
로서의 문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넘어 문법적 ‘판단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수능을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수능은 2014년 수능부터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생기는데 그 중
하나가 앞서 밝혔듯 개별 교과 중심의 학업성취도 검사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어 과목에 있어서도 ‘언어 영역’이었던 시험 과
목이 ‘국어 영역’으로 변화하여 결과적으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사고
력 평가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하
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특히 크게 나타난 것이 문법 영역
8) 수능에 대한 분석은 주로 구본관․조용기(2013)을 참조한 것으로 수학능력시험에서
문법 평가의 구체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본관․조용기(2013) 참조.

116

՛ᶢԾἏᷞ՚ 32↿

인데, 지금까지 단독으로 ‘어휘어법’문항이나 ‘읽기’에 포함되어 출제되던
문법 문항이 A형(수능 언어 이전보다 쉬운 형) 5문항, B형(현 수능 수준,
국어사 포함) 6문항을 모두 단독 출제하게 됨으로써 문법 문항 출제가 강
조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에 출제된 2013 수능 기출문항과 2014 모의고사 6
월, 9월(각 A, B형), 2014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 국어 영역 A/B형 문제지
의 문항들을 살펴보면서 문법 능력 평가가 문법적 판단력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어떠한 방향을 지닐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고무적인 형태의 문항은 다음과 같은 탐구형 문
항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언어를 탐구해보는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수
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탐구 경험을 비롯하여 언어가 작동되는 원리도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4 수능에서는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문항이 출제되게 되면서 문법 교육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출제를 가능하게 한 의미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를 통해 기존 언어학
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문법 지식과 활
용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삼고자 했던 현 교육 과정이 수능 문항에 반
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항 구성 방식에서 선택지를 담화
차원으로 꾸린다든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기>를 제시하고 이를 따라가는
과정을 유지하는 문항 유형이다. 현재 문법 능력 평가 묺항은 탐구의 과
정에서 겪을 수 있는 내용이나 설명들이 보기에 제시되고 여전히 보기를
적용하는 방식의 문항이 아직은 다수를 차지한다. <보기>를 제공해 주는
문항 유형이 아쉬운 이유는 학습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식을
활용하기 전에, 보기를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자가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원
리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력을 묻는 문항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학습자가 내재화한 문법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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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로 인해 사전 지식이 없이도 ‘즉석’에서 익
힌 원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懺匶>垚 斲決柢欽 祢匶 浶兺櫖 分穢 穟枻 筢壟滆汞 沂抆決埪. 穟枻穢 冶刂庂 洛
庲穢 冉求嵢 洇洎穞滆 橐汆 冉汆? [3洖]
<懺 匶>

ᐭ
ᐮ
ᐯ
ᐰ
ᐱ

ᅶ
儢-+斺割ᅷ割昷汆 1埮凊庂 廒海柢疪滆 忁穞惆嵢 ᅶ
儢斺割ᅷ
岂処 槺埪.
ᅶ
爣怺+刂ᅷ割昷汆 2埮凊庂 廒海柢疪滆 忁穞惆嵢 ᅶ
爣怺刂ᅷ
岂処 槺埪.
ᅶ
廒奖+剳ᅷ割昷汆 1, 2, 3-1埮凊庂 廒海柢疪惆嵢 ᅶ
廒奩剳ᅷ
決岂処 槺埪.
ᅶ
沫廎+捊ᅷ割昷汆 1, 2, 3-2埮凊庂 廒海柢疪惆嵢 ᅶ
沫廡捊ᅷ
岂処 槺埪.
ᅶ
竎姢崎+沂ᅷ割昷汆 1, 2, 3-3埮凊庂 廒海柢疪惆嵢 ᅶ
竎姢崡沂ᅷ
決岂処 槺埪.

(2014穟噊壊 朞垫 6毚 微汞磏儆 B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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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의 경우,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한 매우 정교한 탐구 문항이나,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는 문법 내용으
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는 자칫하면 결국 ‘암기’된 지식
을 확인하는 단순한 문제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9) ‘암기된 내용의 확
인’은 앞서 언급한 ‘내재화된 문법 능력’과도 다른 것이다. 본고에서 강조
하고자 하는 바는 내재화된 ‘지식’의 확인이라기보다 ‘지식’과 ‘원리’를 바
탕으로 이를 실제적인 언어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고민하게 되는 지점에
서 발생하는 ‘능력’으로서의 내재화된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출제 방식을 버리고 이러한
형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해 출제
하면 좋겠다는 일종의 방향 제시라 할 수 있다.
- 탐구 과정에 있어서도 학자들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정확한 탐구 과

정을 따라가기보다 둘 다 가능한 답/틀리지 않은 답 중에서 좀 더 적절한
답을 고르는 것, 혹은 가능한 여러 가지 중에서 불가능한 전제나 설정을
골라내는 방식을 구현해 내는 것이 가능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탐구 학습이 가능한 범위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탐구의 과정으로 인해 나
오는 결과는 ‘학교문법이 정해놓은 범위 내’의 문법 이론이나 지식에 국
한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현재 문법 연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관
점들, 품사 구분 문제, 혹은 접속사 처리 문제라든가, 문법을 형태 중심에
서 벗어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관점 설정의 문제 등이 반
영이 되어 <보기>로 제시되는 “설명”을 잘 읽고 답지에 제시된 사례들과
비교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을 넘어서야 스스로 ‘탐구’하고 ‘사고’하
는 문법적 ‘사고력’ 및 ‘판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9) 이는 자칫, 문법이 지양하고자 했던 암기된 지식으로서의 문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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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다음의 사례는 다소 해결하긴 어렵긴 하지만 문제 삼을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힘이 들다” 구문 : “X가 Y가 들다” : “나 등산하는 데 진짜 힘이 들었다”
‘들다’의 의미가 ‘들어가다’의 의미이든 ‘들어올리다’의 의미이든 ‘X가 Y가 들다’는
정말 독특한 문형이라 할 수 있다.10) 얼핏 보기에는 (～을 하기에) 힘이 들다(소요되
다, 필요하다) = (이 책을 사려면) 돈이 들다...와 같은 의미의 ‘들다’로 인식될 수 있지
만 실제로 ‘X가 Y에 들다’가 기본형인 이상, ‘힘이(Z-이)’란 논항이 생긴 것이11)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정답’이 ‘무엇이다’를 판단하기보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
는 자연스러운 의문의 과정을 제시하거나, 해석이 다양하게 놓일 수 있는
여지들을 제시하여 그중에서 가장 타당하거나, 아니면 가장 타당하지 않
은 해석 과정을 찾아내는 방식 등으로 문항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나 낯선 언어 자료 내지는 낯선 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학습자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문법적 사고력과 판단
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이미 수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점도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적극
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가령 2014 예
비 A형 15번 문항의 경우가 변화하는 문법 지식의 활용을 고려한 문항으
로서 고무적이라 여겨지는 점도 있으나, 사실상 여기서 제시한 변화하는
문법 지식이라는 것도 ‘학습자가 스스로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음’ 정도
10) 이와 관련해서 ‘힘이 나다’와도 전혀 다른 경로로 뜻이 자리 잡았다.
11) 다만 ‘힘들다’라는 형용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힘이 들다’의 형
태가 재구된 것인지도 한 가지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힘-들다〔-들어, -드니, -드오〕｢형용사｣[1] ｢1｣ 힘이 쓰이는 면이 있다.｢2｣ 어렵거
나 곤란하다.[2]【…이】【-기가】마음이 쓰이거나 수고가 되는 면이 있다.(표준국
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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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라 본질적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법적인 판단에 개입될 일
이 적은 문항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5. 埪汒汞 櫖 洢柢夢 砒旣 洗斲姪汊 決殯穞櫲 旎廖汊 廒姦 冶刂嵢 儆沫 洇洎穢 冉
汆?
昦旣埞 : 旎廖汊 廒姪 朞 櫌埪彺 旎嵢殺 斲恂決喞 儢噖決 旣冮壊 抆庂 朞 櫌檺殚. 埪
窏粎壊 斲岒姪汆 旎廖汊 廒姢垚 垫崫決 沎滆殚. 廒沂 昦旣埞決 ᅶ
毉懺ᅷ
岂垚 旎廖汊 廒
姪櫎埪彺 勾冒 怺枮 屁沂卒殚?
滆笾 : 沞 毉垚 斲岒沂 冉 償橊殚.
昦旣埞 : 廤橊殚. ᅶ
垚 檺媪 瞿昷決 廔汆 斲岒汊 儆庲疲 婒 槶垚 砒旣 洗斲欎殚. 勾
-懺ᅷ
峲城卒 斲岒決 橊埒 斲恂櫖垚 槾 朞 櫌檺殚. 斲岒汊 儆庲疪垚 塶 斲殯穞垚 砒旣 洗斲
櫖垚 ᅶ
壊 沎垚塶 儇儇 槶沊決 埲岂殚. 決 洗斲姪汞
-懺ᅷ歾櫖 ᅶ
-滆匶, -咾峲匶, -沫決ᅷ
屁櫖 廤冒 旎廖汊 廒姪檺 戋柢埪.



ᐭ
ᐮ
ᐯ
ᐰ
ᐱ

勾冉汊 滆疪垚 斲岒ᅷ
汞 屁汊 塚穞垚 洗斲
 و-滆匶: ᅶ
勾冉決 柲穞其喞 廔汆 斲岒ᅷ
汞 屁汊 塚穞垚 洗斲
 و-咾峲匶: ᅶ
勾冉刂 分崮夢 匶朦汊 儆滊 斲岒ᅷ
汞 屁汊 塚穞垚 洗斲
 و-沫決: ᅶ

氦窏櫖 愂儖穢 斲岒決岂垚 屁求嵢 ᅶ
氦窏滆匶ᅷ
岂垚 廖汊 廒姪櫎檺.
斶櫖 沖渂 儆垚 斲岒決岂垚 屁求嵢 ᅶ
斶咾峲匶ᅷ
岂垚 廖汊 廒姪櫎檺.
噾岞庂 彑沎冒 抆幺垚 斲岒決岂垚 屁求嵢 ᅶ
噾岞咾峲匶ᅷ
岂垚 廖汊 廒姪櫎檺.
嚓基汊 廔決 穞垚 斲岒決岂垚 屁求嵢 ᅶ
嚓基沫決ᅷ
岂垚 廖汊 廒姪櫎檺.
穢刂庂 洊怾求嵢 廒姢垚 斲岒決岂垚 屁求嵢 ᅶ
穢刂沫決ᅷ
岂垚 廖汊 廒姪櫎檺.

2014 欎捊’(A笛)

- 담화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가능한 여러 가지 답안 중에서

정도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문법적 판단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
다. 그럼에도 현재의 문항들은 결국 ‘바른 표현’ 혹은 문법적으로 비문이
아닌 형태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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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懺匶 1>汞 , ᏸ櫖 空埿穞垚 儆沫 洇洎穢 欎庂 <懺匶 2>櫖昢 処幾 冉汆?
<懺匶 1>
堆埻汊 殚割穞垚 汞怾怾櫖垚 匓洛決喞 抆洛汞 堆埻汊 殚割穞垚 冉刂  割熺洇汾 昪
律汊 殚割穞垚 冉決 沎埪. 堆埻汊 殚割穞滆 橐垚 汞怾怾汆 割熺洇汾 基筚 旇筯櫖 娶岂
筚沖汞 汞壊庂 喞痆喺垚塶, 昢朦汊 喞痆喺垚 凃殶, 儖痊汊 喞痆喺垚 凃殶, ᏸ 律崿汊
喞痆喺垚 凃殶 姷決 沎埪.
<懺匶 2>
 و穟剖櫖昢 朞櫋汊 穞垚 旇筯
昦旣埞 : ᐅ壋昢 微奦 筢壟汆 檾洢, 檺娚櫖昢 穞彺 涑冦城?
穟 旣 : 3柢抆瘶 壊昢柪櫖昢 穞彺 涑冦檺殚.
 و垬沦 沖垚 橊姪汊 卮殶垚 旇筯
檺弾城 : 穟剖 垬冦檺! ᐆ勾廒 沖処 櫂幾 沂檺喞滆 忁穞冦城?
橊 姪 : 櫊廎, 洢愢殚. 浶匎廒 塚 沞岞殚.
 و奖 穟旣決 穮叞 穞剖穞垚 旇筯
穟旣 A : ᐇ 喞岗 償決 怾割洖櫖 儎 朞 沎城?
穟旣 B : 喞壊 櫶穊 斺 冒 沎櫎垚塶, 焾 沞外埪.
 و壟旣決 檻殾穢 沂汊 冰汆 旇筯
檾 城 : ᐈ檺潢 決峺 朞 沎城?
壟 旣 : 橊, 洛廖 檻殾空昢 忁 冲娚冦檺.

ᐭ
ᐮ
ᐯ
ᐰ
ᐱ


ᐅ
ᐅ
ᐆ
ᐇ
ᐇ

ᏸ
ᐆ
ᐇ
ᐈ
ᐆ
ᐈ

(2014穟噊壊 朞垫 9毚 微汞磏儆 B笛)

이 문항의 경우는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꼭 맞는 상황의 문항은 아니
나, 의문형으로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상을 다소 제한한 것 같은 측면이
있다. 모국어 학습자라면 사실 그리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는 문항이
고, 이는 보기가 있어서 더욱 쉬운 문제가 되었다. 물론 문항이 모두 ‘어
려워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판단을 꾀하고자 한다면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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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법적 장치를 써야 할지 고려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문항이 구성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본질적으로 문법 능력의 평가, 더 나아가 문법 교육에 대해 논의하기 위
해서는 문법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와, 교육의 목표로 삼는 대상이 무엇
인지 역시 살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디 언어란 인간이 사용하는 양상 그 자체로 어찌 보면 고정된 지식
이 아니다. 다만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문법(학교 문법)의 경우는 학습자
들이 용이하게 익힐 수 있도록 정리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일종의 ‘지식’
으로 규범성이 짙고 그 자체가 사실상 ‘실제(authentic)’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수많은 변이형을 양
산하며 소위 ‘문법적’으로 오류가 가득한 문장과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도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든가(이 문장 자체
에도 다소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인식해
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가 실제 언어생
활과 동떨어질 때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은 결국 유의미하게 자리 잡기 어
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판단력은 결국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문법 교육을 통해 길
러 주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학교 문법은 충분히 ‘도구적’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도구적’이라고 굳이 표기한 이유는 현 상황에
서 학교 문법의 내용이 학습자들의 문법 교육의 목표나 대상이 되지 않아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학교 문법은 말하자면 학습자들이
세상의 언어를 바라보게 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는 첫 단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문법을 통해 익힌 기본적인 지식과, 언어를 다루는
관점이나 방식 등을 통해 실제의 언어를 논리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살
펴나갈 때 진정한 문법적 사고력, 문법적 판단력이 길러진 훌륭한 문법
사용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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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으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오류 표현들의 허용 가능한 수정

사항 등을 판단하게 하는 것 역시 다루어야 할 평가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란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실제로 사용하
는 소위 비문법적인 표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고민하게 하는 문항
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하고 가실게
요’ 같은 표현이나 ‘고객님, 환불이 안 되시는데요’와 같은 언어 현상들은
이미 기존의 문법적 설명으로는 ‘비문’, ‘오류’로 처리해버리는 경향이 있
으나 사실상 이러한 문장들을 순화해야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점
에서 오류이고,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허용 가능한지 살필 수 있어야 한
다고 본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최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언어와 관련하
여 ‘-시’의 사용 확대나 ‘-ㄹ게요’의 종결 표현 사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어 현재 ‘비문법적’이라 여겨지는 언어 표현들이 특정 경향을 띠
고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국어학 내지는 문법 연구에
서 실제 언어 현상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과, 그것이 교육의 장으로 들
어오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이 접하
게 되는 수많은 언어 표현들을 용인할 수 있는 용인 가능성의 정도를 교
육과 평가의 장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언어 표현에서 어떤 것이 오류인가 하는 오류 설정에 대한 문제
에 있어 이지선(2006: 42-43)을 참조할 수 있는데 그는 절대적 개념인 문
법성과 상대적 개념인 용인가능성의 두 가지 요건에 맞지 않을 때 오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용인가능성은 이론적이라기보다 실제
적인 개념으로, 어떤 발화가 문법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언어를 알고 있
는 사람(knower)인 반면에 그것이 용인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언어
사용자(user)이다. 관련하여 라이온스에 의하면 ‘용인 가능한 발화가 행해
지고, 적절한 맥락에서 원어민 화자에 의해 산출된 것은 다른 원어민 화
자들에서 문제의 언어에 대한 소유물로 받아들여진다’(Lyons, 196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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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2006: 43에서 재인용)고 하면서 ‘비문법적인 발화는 원어민 화자가
용인하기 어렵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고칠 수 있다(Lyons, 1977: 380; 이
지선, 2006: 43에서 재인용)고 보았다.
권영문(1998: 158)에서는 문법 규칙에 위배되지만 용인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문법 규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용인 불가능한 경우
가 있다고 하면서, 비문법적인 경우에도 담화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는 용인 가능하다고 하면서 언어 사용에서의 맥락을 강조한 바 있다. 결
국 학습자에게 어떤 표현이 ‘오류’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문법
적인 원리와 맥락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과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문법적 판단력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담화’와 ‘맥락’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12)

그러나 현재 대체로 오류를 대하는 현재의 문항은 다음과 같은 다소
‘고전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마나 다음 문항은 문장을 기계적으로 수정했

다기보다 어떠한 원리를 바탕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라는
점에서 참조 가능한 부분이 있어 인용하였다.
12. <懺匶 1>汊 焾処穞櫲 <懺匶 2>歆 償決 怾沫汊 朞洛穞欆埪.<懺匶 2>汞 (儆), (喞)
櫖 姪檺儎 喺殯汊 愚幺冒 処幾 冉汆?
<懺匶 1>
洛筛穢 怾沫汊 割昷穞匶 氊空昢垚 怾沫汊 笛昷穞垚 勢獟汾 怾憛汊 沞 滆琢檂 穢
埪.  渂檺, 徯洇檺, 穊朞洇 抆斲檺 姷 昢朦檺儆 穊殚嵢 穞垚 怾沫 昷把決 捦派
沎垚 凃殶, ᏸ 渂檺歆 昢朦檺, 抆斲檺歆 昢朦檺 姷 怾沫 昷把 儊汞 笾汗決 滆琢滆
滆 橐汆 凃殶, ᏹ 浶斲喞 檺惾庂 沞忁 斲殯穢 凃殶櫖垚 怾憛昷決 冶櫲夞檺 愚幺
滆 橐汆 怾沫決 夢埪.

12) 최근 문법 평가에서 담화 상황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
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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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懺匶 2>

ᐭ
ᐮ
ᐯ
ᐰ
ᐱ

毖岞汞 怾沫 ሑ 朞洛穢 怾沫

処崪穢 斲穳

 و決 沫彺汆 櫶犢夢 冉決城 愞姢柢 娶岂
穞滆廎显殚.
ሑ 決 沫彺汆 櫶犢夢 冉決城 洎堆嵢 娶
岂 穞滆廎显殚.

(儆)

 و殶庲垚 痆汾汞 汾冯汊 浺渗空檂 穞処
喞歆 磏姷穞埪垚 旣儇汊 滆噆檂 穢埪.
ሑ 殶庲垚 痆汾汞 汾冯汊 浺渗空檂 穞処
痆汾決 喞歆 磏姷穞埪垚 旣儇汊 滆噆
檂 穢埪.

(喞)

(儆)


ᏸ
ᏸ
ᏹ

(喞)
ᏸ
ᏹ

ᏹ
ᏸ

(2014穟噊壊 朞垫 6毚 微汞磏儆 B笛)

- 지금까지 소략하게 다루어졌던 기초적인 규범 지식에 대한 평가 역

시 꾸준히 수행되어야 한다. 표준어뿐 아니라 표기법이나 띄어쓰기와 같
은 맞춤법 규범은 단순히 암기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져 교육이나 평가의
장면에서 다소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 왔다. 이는 문법 교육 내지는 문법
평가가 단편적인 지식을 독자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평가해 왔던
과거의 교육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생긴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떠한 단어나 문장을 규범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법적
판단력이 요구된다. 중고등학교 학습자들뿐 아니라 성인 화자들의 글에
서도 자주 등장하는 고질적인 규범 실수 등은 평가의 세환 효과를 통해서
도 충분히 수정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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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띄어쓰기 같은 경우 규정은 규정 자체가 비교적 간단하고 분명하
다 여겨지는 것에 비해 정말로 정확하고 정교하게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
서는 문법 지식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형태가 같은데 품사가 다
른 경우뿐 아니라, 접사와 동사가 공존하는 경우 미세한 의미 차이, 해당
단어의 품사(혹은 접사 여부) 등을 세밀히 살펴야 하며 허용 가능한 경우
또한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하다’, ‘-받다’, ‘-당하다’, ‘-시
키다’ 등의 접사의 띄어쓰기 같은 경우 각각이 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접
사로 쓰일 때가 있다. 대체로 ‘하다’가 존재하는 동사들은 사동 혹은 피동
일 경우에 붙여 쓰는 것이 당연하나 ‘하다’가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접사가 동사로 사용될 때도 있다. 이 때 이러한 접사들의 띄어쓰
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가 접사인지 동사인지를 판단해야 하
고 그를 위해서는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13)
여기서 제시한 사례는 매우 간단한 것이지만 일상에서 마주하는 외래
어 표기라든가,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는 모두 암기라기보다는 문법에 대
한 총체적 지식 및 원리 등을 적용해 복합적인 문법적 판단력을 요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본관․조용기(2013: 39)에서도 문법이 암기
과목이라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글 맞춤법의 각 조항
역시 조항의 암기가 아닌 원리를 통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개
13) 이는 좀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내 맘 속 꼭 한 대”와 같은 문구의 경우 엄격
하게 띄어쓰기를 적용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어색한 느낌을 준다. 이 경우 임의로
붙여야 한다면 가장 가능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이며 그 근거를 어떻게 달 수 있을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불편한 띄어쓰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학습자들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적 인식을 심어주
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경우는 ‘맘’을 ‘마음’으로 고치면 시각적 어
색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데, ‘마음속’은 이미 한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라
‘내 마음속 꼭 한 대’로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맘속’ 역시 ‘마음 속’의 준말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예시 문구는 웹툰 ‘http://lunapark.co.kr’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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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어야 할 필요를 역설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항은 결국 ‘정확한
규범’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의미와 원리를 고려하여 판단해야만 하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문법 능력 평가에서 이
러한 부분이 소략하게 다루어진다면 결국 문법 교육에서도 규범과 관련
된 부분이 외면당할 것이며 이는 결국 문법 능력의 한 축을 이루는 영역
이 불균형하게 발달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Ⅳ. ᬏ゛ⓧ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 판단력을 갖춘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여 사실상
이미 정리된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탐구)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와 더불어 언어생활에서 ‘실제적(authentic)인 판단’이 가능한지를 평가
하는 평가를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고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며 국가 수준의 평가를 비롯하여 여타의
평가에서 이러한 방식의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것은 다만, 평가의 정
합성이나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
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용인가능한 정도
의 오류(오류라는 말 자체에 이미 ‘잘못’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수
정’의 의미를 전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에서 ‘용인 가능’의 정도가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원리의 적용’이라는 큰 기준을 적용하고자
했으나 적용상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14)

* 이 논문은 2013. 11. 11. 투고되었으며, 2013. 11. 18. 심사가 시작되어 2013. 12. 5.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3. 12. 10.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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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剳怾爎嵣

▯✌#ᴜ⊜#㹀ᙷ#ᬫㄠ#で៣
- 怾憛洇 砖埮崫 昪洛汊 渗柲求嵢 -

이기연
이 연구는 문법 능력 평가가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주체적 언어 사용자를 기르는 것이며, 이러한 사용자를 길러 내기 위해서는 문
법적 판단력을 강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문법적 판단력은 기존의 문법 교육이
지향해 왔던 탐구 능력이나 지식 등을 전제로 학습자의 문법 경험이 종합되어
작동하는 사고력의 일종으로 실제적(authentic)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의
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법 능력 평가가 탐구 과정을 강조하거
나 정합한 문장, 문법 이론을 확인하는 방식의 평가를 유지해 왔음을 비판하면
서 새로이 비문이나 오문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학교 문법의 범주를 벗어난
다양한 견해의 국어학적 논의 역시 평가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였
다. 또한 지금까지 다소 암기의 영역처럼 외면받아 왔던 규범 역시 적용의 차원
에서 매우 정교한 문법적 판단력을 요하는 영역이므로 이 역시 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문법 능력, 문법 능력 평가, 문법적 사고력, 문법적 판단력, 용인가능성,
실제성, 언어적 주체, 문법 교육, 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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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Vwxg|#iru#Judppdu#Dvvhvvphqw#iru#
Judppdwlfdo#Mxgjhphqw
- With grammatical judgment -

Yi, Ki-youn
This study states that grammatical competence assessment should aim to
foster linguistic subjective user, and grammatical judgement need to be
emphasized to promote the students.
The grammatical judgement allows authentic conclusion based on the
learner’s research, grammatical knowledge, and grammatical experience.
Therefore, this study asserts that incorrect sentence or inaccurate
expression, and diverse view of linguistic argument should be comprised in
the subjects to be evaluated.
The following study also suggests criterion like Korean orthography and
standard Korean need to be included in the subject as well, because it is in
a field that requires elaborate grammatical judgement.
[key words] grammatical competence, grammar assessment, grammatical
thinking, grammatical judgment, authenticity, acceptability,
linguistic subject, Korean education, grammar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