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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작문교육에서 다시쓰기의 성격을 규명한 Murray(1978: 85)의 ‘글

쓰기가 다시쓰기(Writing is rewriting)’라는 관점은 여전히 중요한 

교육 가치다. 학습자의 사고 결과물인 이전 글을 사고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수정하면서 글을 다시 쓰는 과정은 학습자의 사고 능력

을 진작하는 유용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

어적 대상화 과정(langue awareness process)은 자신의 언어에 대

한 문법적 인식 과정이며 문법적 개선 과정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글쓰기가 다시쓰기(writing is rewriting)’라는 교육 가치

를 표방하는 학자들조차 문법교육을 다시쓰기에 적용하는 데 소극

적이다. 그들은 오히려 문법은 부차적인 것이며, 다시쓰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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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을 지침으로 삼는 것은 다시쓰기 과정이 기여할 수 있는 사고 

수준의 개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과연 글쓰기 과정에 관

여하는 문법교육은 사고의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의 대상이 된 학자들이 

지시하는 문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학자들이 논의

의 대상으로 삼는 문법이 가리키는 외연은 ‘editing(편집)’이나 

‘proofreading(교정)’ 등이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든 학계에서든 편집이나 교정 활동에 한정

되는 다시쓰기가 학습자들이 더 깊게 사고하거나 다각화하는 데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교수자들이 이

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문법’의 개념, 관점에 ‘결과물로서 

담화를 교정하는 차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법교육의 궁극적 역할은 자신의 언어를 대상화할 수 있는 주체

적 언어 사용자를 길러내는 데 있다(최미숙 외, 2008: 286). 학습자

가 자신이 산출한 언어에 반영된 자신의 사고를 스스로 읽어 낼 수 

있고 이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의미

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서 본 쓰기 과정에서 문법의 역할을 제

한하는 것은 문법 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원천 차단하는 문제를 야

기할 수도 있다.

주세형(2005: 261)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국어지식 영역이 내용 영

역으로서도 방법 영역으로 기능하며, 문법 지식은 언어활동의 전 과

정에서 의미와 경험을 구성하는 생산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문법 지식을 생산적 도구로 보는 관점을 취하면,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문법장치를 근거로 학습자의 머릿속 사고를 

추론,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텍스트를 재인식하도록 하고, 궁극적

으로 생성할 내용을 심화, 상세화,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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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 작문 교육 내의 내용 생성 과정에서 교수자

가 ‘언어적으로’ 개입함으로써1) 학습자가 내용 생성의 과정을 스스

로 점검하고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는 없는지, 그 가

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 탐색 과정에서 학습자 글쓰기의 개선에 

유의미하게 관여하는 문법적 장치를 추출하고 이를 교수·학습 과정

에서 언어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다시 쓰기 활동에 어

떻게 관여할 수 있는가를 살피려 한다. 즉, 학습자들에게 자신들이 

작성한 개요에서 ‘와/과’가 접속하는 명사 상당어구의 관계를 재점

검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텍스트를 스스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내용을 생성과 조직을 위해 개요에 집중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내용 생성 단계의 개요는 그 다시쓰기 과정을 통해 

글의 거시적 틀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정이다. 때문에 다시 쓰기 활동

을 통해 구조적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 둘째, 언어적 도구를 활용해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요에 나타나는 언어는 문법적 장치를 

중심으로 앞뒤에 놓은 명사(상당 어구)들 간의 관계를 조망하기에 

유용하도록 배열되어 있다. 때문에 문법지식을 방법적 도구로 활용

하여 통합관계와 계열관계(횡적, 종적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을 가시

화 하는 데 유용하다.

이 논문에서 ‘와/과’라는 문법장치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학습

1)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언어적으로 개입한다’는 말의 의미는 학습자들이 문법적 요

소 등의 언어적 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

들이 문법장치 ‘와/과’와 같은 언어적 표지를 확인하고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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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실제 글쓰기 자료에서 유의미한 도구로 판명되었기 때문이

다.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기초자료는 2011학년부터 2015년 2

학기까지 서울 S대 글쓰기센터에서 구축한 10,181건의 학습자 글쓰

기 결과물이다. 그 기초자료 중 개요가 포함되어 있는 761건의 자료

를 1차 분석한 결과 접속조사 ‘와/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

하였다.2) 학습자 개요 분석과 대상 학습자들과의 개별 튜터링 결과,

학습자들이 개요를 작성하면서 내용이 충분히 구조화되지 않은 상

태에서 ‘와/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먼저 ‘와/과’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문법장

치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 이후 이 문법장치가 실제 자료

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구체화할 것이다.

Ⅱ. 연구의 관점 

1. ‘와/과’의 문법적 의미

이 논문에서 다루는 문법장치는 접속조사 ‘와/과’이다.3) 이 ‘와/과’

2) 개요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의 위계는 주로 ‘횡적관계’와 ‘종적관계’를 이룬다. 이 논

문에서 주목하는 문법장치 ‘와/과’는 횡적관계를 이루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지시하

는 언어적 표지가 될 수 있다. 각 장을 이루는 요소들이 대등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

어야 한다는 일반론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761건의 기초자료

는 학습자들이 이 문법장치 ‘와/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개요의 유기성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개별 튜터링을 통해 확인한 자료들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몇몇으로 한정되지만 앞서 말한 자료들의 일반적 경향을 반영하는 대표성

을 확보한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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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으로 대등 접속문에서 동일 성분을 생략한 결과로 도출되

었다는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래서 접속조사 자체에 대한 논의

보다는 대등 접속, 등위접속이라는 용어로 ‘와/과’를 설명해 왔다.

‘와/과’ 형태소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는 명사구 병렬 표지나 

절 병렬 표지로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 문법 영역에서도 

김은성, 박재현, 김호정(2008: 740-74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어

진 문장으로 보는 견해(대등 접속)와 명사구 병치(명사구 병렬)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여기서 대등 접속(병렬)이라는 구성이 갖는 특성은 병렬 항의 수

에 제한이 없고 두 병렬항들 간의 통사적 지위가 유사하며 통사 규

칙이 양항에 모두 적용된다는 등의 특성을 갖는다. 즉 대등접속 표

지의 선후행 요소 사이의 통사적 지위가 대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논의에서는 대등 접속문이 갖는 대등성을 의미론적인 특성

과 관련지으려는 연구 동향을 보인다. 엄정호(1991), 임홍빈·장소원

(1995), 이은경(1996), 고광주(1999), 박소영(2002), 김용하(2009), 유

현경(2011) 등의 논의에서 대등 접속 구성에 나타나는 ‘대등성’이 통

사론적 특성이 아니라 의미론적 특성임을 제기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바는 유현경(2011: 407)에서는 대등 접속문

의 속성으로 선후행 절의 두 명제 간의 의미적 대등성(혹은 독립성)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와/과'라는 

3) 이 논문에서는 공동격 조사 ‘와/과’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않는다. 공동격 조사 ‘와/

과’는 격조사로서 접속조사 ‘와/과’와는 통사론, 의미론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

이다. 접속 조사 ‘와/과’의 선후행 요소는 핵과 핵으로 이 두 핵 간의 의미적 대등성

을 논의할 수 있으나 공동격 조사의 경우에는 그 구조가 핵-비핵의 관계에 놓여 있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임동훈(2004: 149)에서는 접속 조사 ‘와/과’가 ‘핵

-비핵’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격조사와 달리 취급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동격 조사와 관련된 의미 관계는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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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장치에 통합된 선후행 요소가 되는 명사(상당어구)는 의미적으

로 대등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의 글에서는 

'와/과'가 접속하는 의미 관계가 대등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다. 특

히 작문 과정의 초기 단계인 '개요 작성 단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난다. 학습자들의 사고가 충분히 정교화되지 않은 단계

에서 '와/과'는 명사 및 그 상당어구가 '대등'이라는 의미 관계를 충

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나열의 기능으로만 쓰이는 일이 많은 

것이다.

문법장치 ‘와/과’가 지시하는 의미적 대등성은 이러한 학습자들에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을 통

해 문법장치가 가리키는 언어적 지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1] 문법장치가 지시하는 의미 관계

일반적 의미로 선택 관계(계열관계)는 [그림 1]에서 문법장치의 

하위에 놓인 ‘와/과’와 ‘α, β, γ’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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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주목하는 문법장치인 ‘와/과’의 선후에 놓인 ‘A’와 ‘F’는 통

합관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문법장치 ‘와/과’의 선후행 요소들 또한 선택 관계(계열

관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그림 1]에는 두 가지 선택 관계가 나타난다.

첫째는 ‘와/과’와 통합된 명사(상당 어구)들 간의 관계이다. 학습자들

은 학습자들이 선택한 ‘명사(상당 어구)’들이 대등성을 갖는가를 확

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등성을 갖는 관계로 수정하는 활동

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는 문법장치 ‘와/과’와 배타적 관계에 놓여있

는 문법 표지들 간의 관계이다.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명사

(상당 어구)’들이 ‘대등성’을 갖지 않는 경우 ‘와/과’와 선택 관계에 놓

여 있는 또 다른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 두 방향의 선택 관계(계열관계)는 학습자들이 어떤 사고를 수

행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즉, [그림 1]의 문법장치 ‘와/과’는 학습

자들의 잠재된 계열관계 내의 선택항목에 대한 조망을 이끌어 내는 

데 유용한 언어적 도구로 작용하다. [그림 1]을 함의하는 ‘와/과’를 

둘러싼 명사(상당 어구)들이나 문법장치들 간의 관계를 조망함으로

써 또 다른 사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보다 더 간

결하고 명료한 의미기능 체계로 만드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이 [그림 1]은 교수학습활동에서 학습자가 문법장치에 주목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준다.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적 

표현의 결과물들을 보다 더 효과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기 위한 방법

이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는 자신의 

언어적 결과물을 유형화하여 대상화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문법 표지의 기능적 효용성에 대한 가치 평가와 문법 표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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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택된 항목들 간의 관계 조망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학습자의 '개요 작성 단계'를 좀 더 정교화하기 위

한 방법론으로서, '와/과'와 통합관계를 이루는 명사(상당 어구) 들 

간의 계열관계에 주목하여 문법장치를 중심으로 의미상의 '대등 관

계'를 분명히 하는 방법론이 구체적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일 것이다. 이 구체적 사례가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문법

장치를 활용한 다시 쓰기 교수법 중 하나가 된다.

2. ‘와/과’ 문법장치를 보는 관점

'문법교육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최근 문법장치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머릿속 사고 과정을 읽어내는 독서의 언어학이나 작문의 

언어학을 수립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체계기능중심성에 따

라 실현태로서의 텍스트를 놓고 그 의도를 해석해 내는 영역으로까

지 확대되고 있다. 주세형(2009: 192)은 할리데이의 체계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체계’의 개념에 근거한 문법은 학습자가 ‘수행’하는 방

법을 내면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무장할 수 있으며 이로써 

총체적 국어교육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주세형(2009: 192)에서 

보인 바처럼 할리데이는 ‘의미하는 방법(how to mean)’을 밝히는 

것이 언어학자의 의무이며 이것이 ‘문법’이라 하였다.4)

이에 더하여 최근 언어수행 과정에서 특정 문법 표지가 학습자의 

사고의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조진수·노유경·주세형(2015: 23)에서는 

담화 표지와 같은 언어적 장치가 담화 생산의 의도와 관련하여 어

4) 이 논문에서 말하는 체계의 개념은 예름슬레우의 체계와 유사하다. 이 체계의 개념

과 할리데이의 체계의 관계는 주세형(2009: 192)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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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기반 연구를 문법교육학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 논문에서 ‘와/과’를 다루는 

것은 담화 생산의 측면에서 문법장치 자체가 유의미한 대상이라고 

본 점은 이상의 논문들과 동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몇몇 측면에서 앞선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

다. 첫째는 언어 형식 자체가 선택항을 제어하는 틀이라고 본 점이

며 둘째는 이를 교수 학습의 직접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점

이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문법장치란 ‘사용한 문법 형태소’를 단서

로 학습자의 특정 사고 과정을 견인하는 데 기능하는 장치’다. 이 논

문에서 주목하는 ‘와/과’가 텍스트 생성과정에서 학습자의 특정 사

고나 선택 행위를 견인하는 단서가 되는 장치인 것이다.

개요를 구성하는 횡적 관계와 종적 관계를 언어학적 체계 개념으

로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언어 수행의 방식을 설명하는 데에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횡적 관계는 수평적 차원

(horizontal dimension)을 이루는 배타적 선택항이며 종적 관계는 체

계 내의 수직적 차원(vertical dimension)의 위계를 이루는 항들의 

관계다. 개요 내의 항목들 간의 종적 관계나 횡적 관계를 언어학적

으로 전환하는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학습자들이 언어 표현에 관여하는 틀 짜기에 관여하는 사

고를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산출한 언어적 표현의 결과물이 의미적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방식에는 문법장

치가 지시하는 구조적 틀을 읽고 그 구조의 형식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읽고 그 구조에 필요한 사고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야 한다.

둘째는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내재된 언어 능력을 실제 언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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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이다. 머릿속사전(lexicon)

에 등재된 ‘와/과’라는 형태소가 어떤 의미기능을 지니는가에 대한 

선천적 언어 능력에 대한 설명은 접속조사로서의 기능을 간결히 설

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설명은 기호로서의 음성과 의미 

간의 관계를 지식화한 것이어서 한국어화자가 산출할 수 있는 언어 

수행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김은성(2006)에서는 언어에 대한 명시적 학습이 더 강화될 필요

가 있고 언어에 대한 지식 교육은 언어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할 수 

있어야함을 주장하면서 언어에 대하여 메타적으로 인식하는 활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고 능력 진작에 관여하는 문법 교

육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대등적 의미 관계를 

지시하는 ‘와/과’라는 문법장치가 학습자의 실제 언어 표현 결과물

을 개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언어에 대

한 메타적 인식으로까지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와/과’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

가가 아니라 ‘와/과’라는 문법장치가 어떤 사고를 이끌어 내는가이

고 그러한 사고를 통해 이전에 이루어낸 언어적 성과물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가이다. 교수학습 영역에서 학습자들이 이러

한 사고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명시적 ‘와/과’라는 문법장치를 주목

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와/과’라는 문법장치를 함의하는 비명시적 

‘와/과’의 관계들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산출한 결과물에서 ‘문법장치’를 

중심으로 자신의 사고를 재인식함으로써 자기 사고의 정교화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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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인드맵 활용의 의미

마인드맵이라는 명칭은 작문의 구성 단계에서 짧은 단위의 생각

(idea)이나 개념을 생성해 내는 과정을 표시한 그림에 주로 사용된

다. Buzan(1974)에서 제안된 마인드맵6)은 방사구조로 핵심어들을 

구조화한 그림을 가리킨다. Novak & Gowin(1984)에서 제안된 개념

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Alpert & Grueneberg(2000), Ha(2006)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공학을 포함한 공학 분야나 회계, 경제, 공학 분야

와 연계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김남미, 2009: 191).

국내에서의 마인드맵의 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 역시 작문교육 분

야에서보다는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현 시점의 연구 동

향 역시 초등교육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거나(김광채, 2008), 마인드

맵 프로그램 교육의 중요성을 제안하는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 컴퓨

터 공학도로서 논술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 서미경·박선주(2009:

217)에서는  선행연구가 마인드맵이 학습 동기 및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특히 구조화, 요약, 정리, 기억력 강화, 의미의 통합성,

정보 조직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정리하고 있지만 

대학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마인드맵을 활용된 교수학습 방법이 연

구된 경우는 그 사례가 드물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산출한 개요에 나타나는 언어

적 의미 관계를 도식해 보임으로써 학습자의 초기 개요의 문제점을 

5) 이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탐구성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학습자는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혼자 힘으로 탐구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마인드맵이라는 용어는 개념도(concep map), 인포맵(info-map),

수형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논문에서 실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사

용된 장치는 ‘thinkwise2014’라는 매핑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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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하는 도구로서 마인드맵을 활용한다. 마인드맵의 활용은 학

습자들이 산출한 개요의 위계를 읽고 응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각적 도구다. 여기서 학습자들이 이미 산출한 개요를 읽는다

는 점에서 이 논문의 마인드맵 활용법은 읽기 교육과 긴밀하게 관

련되어 있다. 박진용(2003: 6)에서는 텍스트 의미구조를 형성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종속적(수직적) 의미 관계와 대등적(대립적, 수평적)

의미 관계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이들 의미 관계가 폐쇄적 체계가 

아니라 개방적 체계임을 강조하였다. 또 읽기 학습자들이 텍스트구

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미 관계나 의미 관계의 전개 과정을 

교수-학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박진용 2003: 20).

이 논문에서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적 결과물을 읽기자료로 대

상화하여 의미 관계나 의미 관계의 전개과정을 교수학습과정에 활

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앞의 논문의 기본전제를 이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개요의 ‘다시쓰기’라는 교수법 내에서는 

자신의 글을 읽을 때 문법장치를 둘러싼 관계나 짜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대학교육의 학습자 역시 비숙련 작문가이다. 때문에 이들 학습자

가 스스로의 미숙함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도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시각적 도구인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서 개요의 다시쓰기 활동에 도움을 준다. 첫째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산출한 언어 정보의 종적, 횡적 위계를 제대로 읽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마인드맵은 의미 관계의 위계를 그대로 시각화할 수 있는 도

구이다.7)

7) 익명의 심사위원은 “개요 자체가 이미 마인드맵으로 이루어진 대상이므로 ‘개요’라는 

연구 소재의 속성상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심사위원

의 의견대로 ‘개요 자체가 이미 마인드맵으로 이루어진 대상’이다. 때문에 미숙련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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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이전 활동의 수정 과정의 실효성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마인드맵은 이전 개요의 의미 관계의 수

정을 즉시적으로 수정해 보여준다. 동시에 동일한 위계를 갖는 가지

를 무한정 산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앞선 논문에서 살펴보

았던 의미 관계의 개방적 체계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시도할 수 있

는 도구인 것이다. 여기서 마인드맵은 개요를 고쳐가면서 자신의 수

정결과물의 응집성을 학습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도구

(correctionaltool)’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논문의 Ⅲ장에서는 마인드맵이 어떻게 점검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들의 어떻게 글의 거시적 측면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마인드맵을 통해 학습자 글쓰기를 둘러싼 상황 맥락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거나 주제의 심층성이나 다각성을 확보하

는 활동, 또 구조적 체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확인할 것이다.

Ⅲ. 분석 사례 

사례 분석을 통해 이 논문에서 주목하려는 바는 개요의 다시쓰기 

과정에서 문법장치를 활용한 문법교육이 관여하여야 수행 활동의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다

시쓰기’ 과정에 관여하는 문법교육은 사고의 수준을 개선하는 데 적

극적으로 기능하며, 이 기능은 문법장치를 활용한 사고 활동의 견인

을 통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전 개요의 미흡한 점을 마인드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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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성취하기 위해 다시쓰기에서 관여하는 문법장치가 학습자들

에게 유용한 문법지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 학습자에

게 유용한 문법지식은 어떤 것일까? 이 질문 자체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문법지식의 유용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교

육 차원에서의 유용성이다. 각각의 유용성을 살피고 이 둘 간의 접

점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학습자에게 유용한 문법지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사례 분

석의 목표라 할 수 있다.

1. 명시적 ‘와/과’

문법지식의 유용성의 가장 간단한 접근은 지식의 적용 범위를 고

려하는 것이다. 하나의 현상에 적용되는 문법규칙보다 다양한 층위

에 걸쳐 적용되는 문법규칙이 더 유용하다. 즉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보다 유용성이 적다. 게다가 일반

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보다 중요하다. 이

는 학습자에게 유용하다는 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학습자

들에게 일반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교육이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한 접근보다 유용성이 높다.

아래 ⑴은 2015년 1학기 S대의 정치외교학과 수업 수강생의 글쓰

기 과제의 초기 제목 및 개요이다. ⑴의 자료를 다시쓰기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분석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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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 제목: 사이버 망명의 원인과 사례

㈁ 개요:

1. 사이버 망명의 의미와 원인
2. 사이버 망명의 구체적 사례
1) 2008년의 사이버 망명
2) 2014년의 사이버 망명 
3) 개인적 경험 
3. 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대응 

⑴의 다시쓰기에서 구조적 측면에 주목한다면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 산출물을 대상화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항목 간의 관

계에 주목해 사고해야 한다. 그 세 가지 항목에 주목하여 ⑴을 그림

으로 전환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항목 간의 관계 분석 

첫째는 ㉠을 살피는 것으로 제목과 개요 간의 항목 간의 의미 관

계를 살피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포함

될 수 있다. 둘째는 ㉡에 주목하여 제목에 나타나지 않고 개요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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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항목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첫째 제목과 개요 간의 항목 

간 의미 관계를 살핀다는 점에서 첫 번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셋째는 ㉢에 주목하여 1), 2)/3) 사이의 항목 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의미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이 ㉠－㉢의 세 가지 어휘 관계에 대한 접근은 문법장치 ‘와/과’와 

이를 함의하는 의미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다시쓰기 활동에서 교육

적 수월성을 갖는다. 먼저, 제목에서 문법장치 ‘와/과’의 앞뒤에 놓인 

㉠의 ‘원인’과 ‘사례’는 대등성을 갖지 못한다. 학습자들은 이 관계에 

주목하면서 제목이 보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개

요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1, 2, 3장의 제목에서 ‘원인’과 대

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 ㉡，㉢을 조망하는 관꼐들이 수행되는 것이다.

위의 활동은 문법장치를 활용한 문법교육이 어떤 교육적 수월성

을 갖는지와 긴밀히 관련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문법 표

지, 담화 표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임규홍(1996: 3), 조진수 외

(2015: 13)에서 종합적으로 고찰된 바 있다. 조진수 외(2015: 13)에서

는 담화 표지를 기능, 형태, 환경, 현상 중심으로 나누고 각각에 해

당하는 표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문법장치’는 ‘사

용한 표지를 단서로 학습자의 특정 사고 과정을 견인하는 데 기능

하는 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진수 외(2015)의 문법 표지와 유사

한 측면이 있다.8) 논문에서 주목하는 문법장치 ‘와/과’를 예로 들어 

구체화해 보자. ‘와/과’는 ‘텍스트 산출과정에서 학습자의 특정 사고

나 선택 행위를 견인하는 단서가 되는 문법적 장치’라 말할 수 있

8) 이 개념은 보다 더 정교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담화 표지, 텍스트 표지 등에 대

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그 차별점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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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1ㄱ)의 ‘원인과 사례’는 그 의미 관계의 대등성의 측면에서 미숙

한 사고이다. 학습자들이 의미 관계의 고찰을 통해 개선해야 할 의

미 관계가 된다. 여기서 학습자의 사고의 결과물이 ‘원인과 결과’인

지 ‘원인과 대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와/과’라는 표지를 버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원인’이나,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사실 자

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학습자들은 자신의 글이라는 구조 

속에 놓인 명사(상당 어구)들 간의 관계를 살피는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런 활동에 ‘와/과’라는 문법장치가 사고

를 끌어내는 기폭(trigger)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학습자들이 동일한 위계에 있는 명사(상당 어구)를 대체

하는 활동을 견인해 내는 것이 ‘와/과’라는 문법장치임에 주목해 보

자. (1)에서 보인 제목이나 개요는 학습자들의 언어활동에서 거시적

인 틀에 관여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와/과’와 같은 문법표지를 인

식하고 어휘 관계를 조정하는 활동 자체가 주제나 구조를 조정하는 

활동이 된다.

9) 익명의 심사위원은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방법론이 “‘명제 내용 간의 관계’ 혹은 ‘응

집성’ 등의 기존 관점 아니면 텍스트 언어학의 연구 성과 등에 기반하여 개요 수정 

활동을 수행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논문은 학

습자들이 ‘와/과’와 같은 문법장치를 확인하는 것이 수정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심사위원이 말하는 기존 논의들에 방법론적 효율

성을 더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를 심사위원이 제시한 ‘현재와 미래, 현재와 문제’로 

설명해 보자. ‘현재와 미래’의 예는 ‘현재’와 ‘미래’가 [시간성]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선택 관계(계열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문법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허용 가능하지

만 ‘현재와 문제’는 그렇지 않으므로 허용하기 어렵다. 학습자들이 문법장치 ‘와/과’

를 중심으로 위의 두 사례의 차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글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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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법장치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앞서 제시한  

두 번째 질문인 교육 차원에서의 유용성과 연결된 지점일 것이다.

이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 보자. ‘와/과’를 중심으로 앞뒤에 놓이는 

언어관계는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에 놓인다. 주지하다시

피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는 구조를 가진 언어 요소의 연

속에 있어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말

한다. 학습자들이 동일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관계를 파악하고 

이 관계에 주목하여 언어 수행의 방법을 고민할 기회가 ‘와/과’라는 

문법장치를 통해 촉발되는 것이다. 문장을 통해 이것이 갖는 의미를 

확인해 보자.

⑵ ㈀ 이 글에서는 철수와 실업자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 이 글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평화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대학의 학습자들조차 ⑵의 문장이 왜 어색한 문장이 되는지를 명

확히 알지 못한다. 이 문장들을 더 효과적인 문장으로 개선하기 위

해서는 앞서 보았던 선택 관계라는 개념에 주목하면서 살펴야 한다.

⑵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글에서 논의 하려는 대상’으로서의 ‘철

수와 실업자’와 ‘이라크 전쟁과 평화’이다. ‘하나의 글은’ 완결된 하나

의 구조이며 이런 구조 내에서 ‘철수 : 실업자’/ ‘이라크 전쟁 : 평화’

는 ‘와/과’라는 문법장치로 연결되기에는 어색한 관계다. 이들의 관

계는 범주가 다르다. 즉, ‘와/과’라는 통합관계의 외곽의 구조 내에서

의 대등성의 의미 관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문법장치 ‘와/과’를 가르친다는 것은 구조 내에서 ‘와/

과’를 중심으로 앞뒤에 놓일 수 있는 명사(상당 어구)의 의미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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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지를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와/과’를 중

심으로 앞뒤 어휘들은 선택 관계(계열 관계)의  속성인 상호 배타성

을 갖는다.

2. 비명시적 ‘와/과’

앞서 ‘와/과’라는 문법장치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의 구조 내에서 

대등성의 의미 관계를 확인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논의

한 바 있다. 여기서 이 ‘와/과’가 함의하는 의미 관계가 이 문법적 장

치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구조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

하다.

⑶ ㈀ 내일 책과 노트와 필통과 자와 칼 등을 준비해야 한다.

㈁ 내일 책, 노트, 필통, 자, 칼 등을 준비해야 한다.

⑶의 두 문장은 같은 의미를 갖는 문장이다. (3ㄴ)은 (3ㄱ)에서 문

법장치 ‘와/과’가 생략된 것이기 때문이다. 임동훈(2009: 89)에서는 

(3ㄱ)과 같은 문장들 내의 ‘와/과’의 통합관계를 명사구 병렬로 보고 

‘와/과’가 생략되어 명사구 자체만 병렬된 것과 동일한 통사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⑶을 배움으로써 구조 내에서 의미 관계

상 대등 관계에 놓인 언어 범주들을 확인하고 이를 선택 관계를 활

용하여 개선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문법장치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3ㄴ)의 언어 표현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일단 비명

시적 문법장치라는 용어가 실제 개요의 수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를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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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 제목: 사이버 망명의 원인과 사례

㈁ 개요:

1. 사이버 망명의 의미와 원인 -- ①
2. 사이버 망명의 구체적 사례 -- ②
1) 2008년의 사이버 망명 --㉠
2) 2014년의 사이버 망명 --㉡
3) 개인적 경험  ---------㉢
3. 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대응 -- ③

위의 ⑴'는 Ⅲ장의 1절에서 살핀 개요이다. 여기서 문법장치 ‘와/

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1ㄱ)과 (1ㄴ)의 첫 번째 항목뿐

이다. 하지만 ‘와/과’라는 문법장치를 통해 이끌어 내려는 문법교육

적 유용성은 이들 항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기에 우리가 논의해 

온 비명시적 문법장치 ‘와/과’가 ①, ②, ③/㉠, ㉡, ㉢에 함의되어 있

다는 점에 주목하자. 또 ③의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도 그 관계가 

함의되어 있음에도 주목하자.

일반적 수정 원리에 따르면 개요를 수정할 때 중요한 것이 장절

을 이루는 항목 간의 ‘종적 관계’와 ‘횡적 관계’이다. 수업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⑴'의 언어 자료를 산출할 때이든 다시쓰기를 통해 이

를 개선하고자 할 때이든 학습자가 ①, ②, ③의 횡적 의미 관계나 

②와 ㉠, ㉡, ㉢의 종적 의미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

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횡적 관계와 종적 관계를 언어학적 체계 개념으로 설명하

는 것은 학습자에게 언어 수행의 방식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학

습자들이 ⑴'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이 산출한 

텍스트에 실현되지 않은 또 다른 선택항들 간의 관계가 존재하며 

이들 간의 관계를 깊이 조망하여야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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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 제목: 토마스 만이 고찰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실과 대안

㈁ 개요:

I. 서론
II. 본론
 1. 마의 산 Der Zauberberg』
  1.1 마의 산』의 내용
  1.2 마의 산』의 집필 배경 –혼란한 시대
   1.2.1 20C초, 혼란스러운 독일의 모습
   1.2.2 토마스 만의 마의 산』집필 목적
 2. 세계관의 충돌 - 세템브리니vs. 나프타
  2.1 로도비코세템브리니(LodovicoSettembrini)
   2.1.1 세템브리니, 그는 누구인가?
   2.1.2 세템브리니의 사상과 주장
  2.2 레오나프타(Leo Naphta)
   2.2.1 나프타, 그는 또 누구인가?
   2.2.2 나프타의 사상과 주장 
 3. 혼돈 속의 독일 –한스카스토르프(Hans Castorp)
  3.1 카스토르프의 기본 사상적 배경
   3.1.1 카스토르프, 그는 누구인가?
   3.1.2 죽음
   3.1.3 삶
3.2 세템브리니와의 조우 이후의 양상
   3.2.1 계몽주의와 삶에의 매료 –세템브리니
   3.2.2 죽음이 주는 유혹에의 매료 –쇼샤 부인
  3.3 나프타와의 조우 이후의 양상
   3.3.1 대립의 고조
   3.3.2 비판적 견해와 거리감
 4. 독일의 방향성 제시 - 후반 카스토르프의 반응
  4.1 ‘눈’ 사건
   4.1.1 ‘눈’ 사건의 개요
   4.1.2 두 대립에서의 탈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우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문법

표지의 의미에 주목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

화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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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페페르코른
   4.2.1 페페르코른, 그는 누구인가?
4.2.2 카스토르프가 보이는 페페르코른에 대한 동경 

  4.3 마의 산』에서 제시하는 토마스 만의 대안
   4.3.1 대립으로부터의 탈피
   4.3.2 인간존재에의 집중
III. 결론

⑷10)는 대학에서 작문을 가르치는 교수자들이 흔히 대면하게 되

는 글쓰기 결과물이다. 위와 같은 개요를 산출할 때 학습자들은 어

떤 특정 사안이나 사실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 익숙하다. 학습

자들의 문장들이 구조적 유기성을 갖추지 못하고 분할되어 나타난

다는 것 역시 궤를 같이하는 고민이다. ⑷와 같은 복잡한 결과물을 

산출한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만 한 

언어적 산출물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유용한 방식의 하나가 마인드맵 도구를 활용하여 ⑷를 그

대로 매핑(mapping)한 것이다.

10) 2014년 2학기 S대의 독어독문학과 수강생의 글쓰기 과제의 초기 제목 및 개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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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예시 개요 ⑷의 마인드맵

⑷의 언어 표현보다 [그림 3]에서 더 명료해진 것은 ⑷를 산출한 

학습자가 병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다. 이 그림에서 병렬

적으로 나열된 것들에서 시각적 항목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학습자

는 대등적 의미 관계에 놓여 있는 항목들(①, ②, ③으로 묶어 놓은 

틀 내부의 항목들) 간의 위계를 찾고 유기적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

이 진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그림 3]의 네모 ①, ②, ③의 내부 요소들이 대등적 의미 

관계를 갖는다는 말은 각각에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 간의 관계에 

문법장치 ‘와/과’가 비명시적으로 선택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그

림 3]에서 ①의 하위에 놓인 1, 2, 3, 4장의 관계가 횡적 의미 관계를 

의미하는 대등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간의 의미 관계를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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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다시쓰기 활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구

조적 유기성을 갖기 위한 조정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은 ‘와/과’와 계

열관계에 놓여있는 다른 문법표지의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1)

비명시적 ‘과’에 대한 인식은 아래의 두 가지 방향의 문법적 선택

과정을 지시해 준다. 첫째는 비명시적 ‘와/과’의 앞뒤의 요소가 되는 

명사(상당 어구)들 간의 관계이며 이는 [그림 3]의 각 ①, ②, ③, ④

네모 내부의 항목들 간의 관계이다. 둘째는 비명시적으로 제시된 

‘와/과’와 배타적 관계에 놓여있는 문법표지들 간의 관계이다.

[그림 4] ⑷의 비명시적 ‘와/과’의 의미 관계 조망

11) 익명의 심사위원은 “‘와/과’를 대등 접속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림 3]의 개요에서 ①

로 묶은 1, 2, 3, 4는 서로 자리가 바뀔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A와 B’가 대등하다

고 할 때 ‘B와 A’의 관계도 동일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심사위원이 말한 

내용처럼 각각이 자리바꿈이 가능한 위계를 지녔는지를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 개

요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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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비명시적 ‘와/과’의 문법장치가 지시하는 의미 관계를 

Ⅱ장의 1절에서 살펴보았던 문법장치가 함의하는 선택 관계에 일부 

적용한 것이다. [그림 3]의 첫 번째 대등적 의미 관계에 놓여있던 네 

개의 언어 표현을 1장의 ‘마의 산’을 중심으로 선택 관계를 통한 의

미 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좌측 

항목의 ‘마의 산’과 우측의 ‘세계관의 충돌’, ‘혼돈 속의 독일’, ‘독일

의 방향성 제시’라는 명사(상당 어구)들이 대등적 의미 관계에 놓이

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습자는 두 방향에 이러한 미숙함을 해결할 수 있다. 첫째는 [그

림 4]의 선택 관계 (가)의 의미 관계에 주목하여 대등적 의미 관계

에 놓인 명사(상당 어구)로의 수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택 

관계 (나)에 주목하여 비명시적으로 제시된 ‘와/과’라는 장치를 대체

하여 다른 문법장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튜터링 과정에서 확인한 바 

⑷를 산출한 학습자는 후자를 선택하여 ‘마의 산’의 항목을 서론으

로 옮기고 나머지 세 개 항목들을 선택 관계 (가)의 의미 관계에 유

의하여 조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학습자는 [그림 4]의 문법장치의 함의를 통해 이전 개요보다 더 

간소하고 명료한 의미기능 체계로 만드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개요를 구성하는 또 다른 대등적 의미 관

계를 함의하는 ②, ③, ④ 각각에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었다.

[그림 4]는 우리가 문법장치를 통해 견인되는 사고 활동을 통해 

다시 쓰기를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가 왜 비명시적 문법장치 ‘와/과’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먼저 대등적 의미 관계를 함의한 문법장치인 비명시적 ‘와/과’가  

명시적 ‘와/과’와 동일한 효과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학습자들은 비명시적 문법장치 ‘와/과’의 선택 관계에 주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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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Ⅲ장의 1절에서 활용하였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요를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 그 방법 속에는 비명시적 문

법장치의 선후행 관계에 놓여 있는 언어적 결과물들 간의 의미 관

계를 조망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또 비명시적 문법장치인 

‘와/과’와 또 다른 선택 관계에 놓여 있는 다른 문법장치를 조망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요에 나타난 횡적관계 중에는 비명시적인 ‘와/

과’를 갖는 문법장치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앞서 우리가 ‘책과 

노트와 필통과 자와 칼’의 문법적 의미 관계와 ‘책, 노트, 필통, 자,

칼’의 의미 관계가 같다는 점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비명시적 ‘와/

과’의 문법장치가 함의하는 바를 이끌어 낸 이유는 그 때문이다. 학

습자의 언어적 산출물 중 빈도가 높은 개선점을 고찰하고 이를 문

법교육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3. ‘와/과’의 문법장치와 개방적 체계

Ⅲ장의 1, 2절에서 논의한 문법장치에 주목한 개요의 수정 활동과

정에서 학습자들과 공유해야 할 또 다른 가치가 있다. 주세형(2009:

193)에서는 ‘부정법, 높임법, 문장종결법’을 예로 들면서 텍스트 내

에서 실현된 ‘표면형’의 의미는 실현되지 않은 체계 속 또 다른 선택

항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 명확히 설명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또 이러한 체계의 개념이 ‘수사학적 선택’의 결과로서의 텍

스트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과학적으로 텍

스트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

히고 있다.

이를 앞서 본 개요들에 적용해 보자. 이를 앞서 본 개요들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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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언어 표현의 결과물들은 아직 산출되지 않은 또 다른 선택항과

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미 산출된 언어적으

로 산출된 항목들과 산출되지 않은 선택항을 포함한 명사(상당 어

구)들 간의 의미 관계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언어 표현을 산출해 내

는 또 다른 언어 수행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적 결과물이 개방적 체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학습자의 단락 

구성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앞서 논의하였던  문법장치 ‘와/과’가 

촉발하는 언어적 수정 활동은 단락이나 문장과 같은 언어 형식에 

적용할 수 있다. 단락 ⑸12)는 문법적 장치 ‘와/과’를 단락에 적용하

기 위한 학습자 글쓰기 결과물 중 하나다.

⑸ ①국가 담론의 약화는 개인주의 확산이 가져온 필연이며 집단주의적 문화가 약
해지는 과정에서 그 자체로서 힘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②개인주의가 확산되
면서 각 개인에게 갖는 ‘국가’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약화된 것이다. ③사람들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안보와 국방 문제에 있어선 상당수 국가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는데 비해 이를 위한 증세나 징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
한다. ④이러한 현상은 모순적이라기 보단 국가에 속한 개개인이 개인주의적인 
것을 넘어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⑤안보와 국방문제에 한해 국
가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가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신을 보호
해야하는 국가의 기능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⑥권리와 의무는 국가
가 부여하지만 국가로부터 국민은 보통 권리만을 취하려 한다. ⑦ ‘국가’, ‘애국’의 
양상조차 점점 개인주의적인 것과 맞닿아가고 있다.

⑸에는 비명시적 문법장치 ‘와/과’의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되어 있

다. 첫째는 문장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 비

12) 2013년 2학기 S대의 정치외교학과 학습자의 글쓰기 과제의 일부이다. 원문자는 연

구자가 삽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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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다’와 관련된 것이다. 단락 ⑸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문법장치 

‘와/과’에만 주목하여 마인드맵으로 매핑한 예시가 아래 그림이다.

[그림 5] 문법장치 ‘와/과’의 의미 관계 매핑 

[그림 5]의 ③을 주목해 보자. 여기서 ‘-에 비해’라는 지표는 어휘 

선택의 특성에서 ‘과’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는다. 앞뒤에 선택된 

명사(상당 어구)들은 대등적 의미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법장치의 특성에 주목하여 ③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자.13) 일단 안보와 국방 문제 내부에 ‘증

세나 징집’과 대등한 어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하는 것

이 ③의 하위 가지에 놓여 있는 (A)이다.

13) ③과 관련된 또 다른 의미 관계는 ‘국가주의적, 보수적 시각’이라는 어구와 ‘부정적 

입장’이라는 어구가 대등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관여하는 사고는 

앞서 논의한 문법장치 ‘와/과’의 의미 관계 파악의 방식과 동일하므로 자세히 다루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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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앞서 논의한 아직 산출되지 않은 또 다른 선택항을 빈 칸으

로 표현한 것이다. ‘와/과’라는 문법장치가 관여하는 의미 관계가 개

방적 체계라는 말의 의미는 학습자들이 이전에 산출한 언어적 결과

물은 (A)와 같은 빈 칸을 무수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개요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요의 경우에는 [그림 5]에 반영할 수 

있는 개방적 체계의 빈칸보다 더 많은 빈칸들이 잠재되어 있다.

[그림 6] 개방적 체계를 반영한 개요(1)

[그림 6]은 Ⅲ장의 1절에서 다루었던 개요에 개방적 체계의 빈칸

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6]에서 주목할 사안은 ‘사례’의 상위 위계에 

놓인 빈칸이다. 개요 작성 과정에서 문법장치 ‘와/과’와의 대등적 의

미 관계에 놓이는 명사(상당 어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용

한 방법은 ‘사례’의 상위 개념의 빈칸을 두고 이를 다른 선택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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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상당 어구)와 의미 관계의 대등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그림 6]의 마인드맵에서 위아래 가지

를 이루고 있는 단위들은 앞서 논의한 개요 단위에서 횡적 위계에 

대당하는 것이다. 즉 ‘문법장치’ ‘와/과’가 생략된 비명시적 계열 관

계를 이루고 있는 수평적 관계인 것이다. 반면 마인드맵 상에서 앞

뒤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와/과’와 무관한 종적 관계를 형성하

고 있는 것들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매핑 활동은 몇 가지 유

의미한 활동을 견인할 수 있다.

첫째는 문법장치를 중심으로 의미 관계의 응집성을 확보하는 직

접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학습자들이 사례로부

터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개요의 수정 

활동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점은 학습자들이 심층성과 

다각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림 6]에 반영된 위아래 관계의 빈칸

들은 다각성을 확보하는 방식이고, 수평 관계의 빈칸에서의 왼쪽 빈

칸을 메우는 활동은 심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학습자들에게 개

방적 체계의 개념을 가르침으로써 학습자들이 이전 언어적 성과물

들을 대상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법적 장치’가 지시하는 의미 관

계를 읽는 활동을 통해 심층성과 다각성을 확장하는 방식을 수행활

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고 과정

의 시발점에 문법장치 ‘와/과’가 지시하는 의미 관계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는 점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학습자들이 문법장치를 활용하여 자기 개요를 수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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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도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교수·학습 방안으로 제안하였

다. 언어 수행에서 특정 문법장치가 학습자의 사고의 방법이나 방향

을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문법교육이 작문교

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대상

으로 삼은 문법장치는 대등성 의미 관계를 지시하는 문법장치인 ‘와/

과’와 이를 함의하는 비명시적 ‘와/과’와 관련된 의미 관계다.

대등적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장치인 ‘와/과’와 통합되는 명

사(상당 어구)들의 관계는 계열 관계에 놓인 요소가 되며 대등적 의

미 관계를 갖는다. 학습자들은 개방성 체계 내에서 문법적 장치와 

통합된 계열 관계의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읽음으로써 개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함과 동시에 어휘 관계를 통한 사고의 확장을 통해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확보할 수 있다.

대등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장치인 ‘와/과’는 개요 상의 횡적 관계

를 지시하는 표지가 된다. 학습자들은 이 횡적관계 내에서 어휘간의 

위계를 읽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대등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장치를 함의하는 비명시적 표시와 다른 표지들인 ‘-보다, -며,

한편’ 등으로 확장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텍스트 내부 구조를 스스로 

읽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이러한 문법교육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학습자가 산출

한 언어 수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둘째

는 이러한 활동 자체가 통합적인 문법교육의 방법이 된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이 이미 산출한 학습자의 문자 언어 표현의 결과물인 동시

에 학습자가 객관적으로 읽어야 할 언어 이해의 대상이 된다. 읽기

와 쓰기 활동이 ‘와/과’라는 문법장치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내로 통

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와/과’라는 문법장치에 대한 인식은 언어 

수행의 방법을 이끌어내는 교육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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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문법교육은 학습자들의 언어 실현에서 거시적 구

조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와/과’와 같은 문법장치를 발견하고 이

를 도구로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실현을 조망하고 더 효과적인 언

어 실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문법장치의 발견은 학습자들의 언어 수행의 결과물을 탐색함

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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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법장치 ‘와/과’를 활용한 개요 수정 사례 

김남미

사고의 방법이나 방향을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문법

교육이 작문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문법 표지는 대등성 의미 관계를 지시하는 문법장치인 ‘와/과’와

이를 함의하는 비명시적 ‘와/과’와 관련된 의미 관계다.

대등적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장치인 ‘와/과’와 통합되는 명사(상당 어구)

들의 관계는 계열 관계에 놓인 요소가 되며 대등적 의미 관계를 갖는다. 학습자

들은 개방성 체계 내에서 문법적 장치와 통합된 계열 관계의 요소들 간의 관계

를 읽음으로써 개요의 응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어휘 관계를 통한 사고의 확장

을 통해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교육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 수

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둘째는 이러한 활동 자체가

통합적인 문법교육의 방법이 된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이 이미 산출한 학습자의

문자 언어 표현의 결과물인 동시에 학습자가 객관적으로 읽어야할 언어 이해의

대상이 된다. 읽기와 쓰기 활동이 ‘와/과’라는 문법장치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내

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와/과’라는 문법장치에 대한 인식은 언어 수행의

방법을 이끌어내는 교육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주제어] 계열관계, 문법장치, 다시쓰기, 의미 관계, 문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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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of revising outline

into an using grammatical device “wa/kwa”

Kim, Nam-Mee

This research aims at suggesting a teaching methodology that helps

learners correct their own writing by making use of grammatical device. That

is, a specific grammatical device is to be a method to sharpen learners’ way

and direction of thinking. Therefore, this paper clarifies that grammar

education is adopted to writing education in practice, and undertakes

elucidating a conjunctive indicator “wa/kwa” and grammatical relations

relevant to it.

The relation of words located front and back of the conjunctive device

“wa/kwa” belongs to elements of paradigmatic relations. Learners are able to

achieve coherency in their writing by reading the elements of the

paradigmatic relations, and also deepen their thoughts through the expansion

of lexical relations at the same time.

The grammatical device “wa/kwa” becomes a marker to signal a horizontal

relation in an outline. Learners are trained to read a lexical hierarchy within

the horizontal relation. Furthermore, learners are led to understand and

develop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ir text by themselves in a way of

expanding “wa/kwa” to other applicable indicator such as “-boda,” “-myeo,”

and “han pyeon.”

[Key words] Paradigmatic Relation, Grammatical Device, Re-writing,

Lexical Relation, Teaching Gramm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