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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문법 교육 내용을 교재화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

’, ‘고교

하나는 문법 전문 교과로 구현하는 경우로 과거 중학 문법

’

.

문법 처럼 단독 교과로 개발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방식은
한 교과서 안에서 다른 영역과 통합하는 경우로 이는 다시 두 가지

* 이 논문은 2015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서울대
학교 국어교육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사업의 성과물임.
** 민현식(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제1저자), 이지선(부천여자고등학교 교사), 이
지은(숭문고등학교 교사), 조진수(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http://dx.doi.org/10.17313/jkorle.2016..37.311
1)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2009년에 총론과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이 고시되었
고, 2011년에 공통 교육과정 개발과 선택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 일
부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2012년에 고시된 교육과정(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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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뉜다

하나는 교과서 안에서 다른 영역 단원과 분리되어 독립 단원으로
존립하거나 아니면 한 단원 안에서 다른 영역과 통합되어 존립하는
경우로 문법 교육 내용은 그동안 대부분의 국어 교과서 안에서 이

.

런 방식으로 존재해 왔다 다른 한 가지는 단원 차원이 아니라 한

2009 개정 고등
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서 ‘문법’이 단
독 교재로 개발되지 않고 ‘독서와 문법’과 같이 통합 교과 방식으로
개발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2)
교과서 안에서 문법 영역이 대등하게 병립한 경우로

그런데 단원 차원의 통합이나 교과서 차원의 통합은 표면적으로
는 문법과 다른 영역과의 통합이 교재 층위에서 잘 이루어진 것처

.

·

,

,

,

럼 보일 수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

문법 문학 등 국어 교과의 각 영역이 한 권의 교과서에 구현되더라
도 교과서의 단원 층위에서 살펴보면 각 영역들이 별개의 단원으로

.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이

‘

’

(

주로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가해지며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이

, 2011 ; 김유범·김부연, 2012 ; 박수자·김봉순, 2013 ; 이상규,
2014), 교재 층위의 통합성 문제는 ‘독서와 문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어 교과의 각 영역이 모두 구현된 국어 교
과서에도 존재한다.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
관규

따라 국어 교과서가 개발되면서 문법 교육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

.

가 드러났다

2) 2012년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었다. 최근 개정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신
설되어 ‘문법’이 ‘언어’라는 명칭으로 ‘매체’와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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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법 단원이 독립 제공되면서 한 학기의 특정 기간에 문법

·

.

단원을 집중하여 교수 학습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문법 교육 내용
을 국어 교과서의 특정 단원에 집중 구성하면 집중 학습을 통한 효

,

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단원만 끝나면 문법 교
육은 안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법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

.

다 문법 교육 내용이 교재 차원에서 체계적・발달적 구성을 보여

. ,

주지 못하는 것이다 또 특정 단원에 문법 교육 내용이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일정 기간 동안 문법 성취 기준을 몰아서 수업하는 것은

.

교사들이나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

·

,

,

,

둘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단원에서는 문법 학습을 연계

.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문법 성취 기준을 다룬 단원이 아닐지라도 어휘, 어법 학습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을 필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3) 교과서 개발 현장에서는 이 점이

.
문제는 단원 구성 측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 구현
시 교육 내용 간 위계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교과서 간
교육 내용의 수준 및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교과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해 어휘 및 어법 교육이 부실하다

교육 내용을 기술할 때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본문 텍스트

,

를 제시하는 방식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방식 등과 관련해서도 여

.

러 문제가 존재한다

,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 개발을 앞두고 이전

3)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국어 자료’를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어휘와 어법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어휘와 어법은 ‘화법’, ‘독
서’, ‘작문’, ‘문법’, ‘문학’ 영역의 매 단원에서 새로 등장하는 단어의 발음, 뜻, 표기를
정확히 알고 어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급증하는 개
념어들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사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밑줄은 인용자)”라고 명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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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발된 문법 교과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그간 문법 교육 내용의 교재화 문제
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문법 교육 연구 성과가 실제 교재에 어느

,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문법 교재 개발
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

.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학교

1～3학년 ‘국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이 교재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특별
히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2009 개정 교
육과정에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간이 10학년에서 9학년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중학교 1～3학년의 교육 내용이 하나의 학년군으
로서 어느 정도의 완결성을 확보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5)
이를 위해 Ⅱ장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에서의 문법 성취 기준 구현 양상 및 문제점을 밝히고,
교과서의 문법 영역에 초점을 두어

4) 본고는 연구자들이 실제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경험적으로 파악하게 된 내용을 바탕
으로 문법 교재 개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물이다. 연구자들이 교재 개발자와 연구자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모두 견지한 가운
데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기존 이론의 분석 틀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기존 이론
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었다. 예컨대, 문법 교과서에서
문법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메타 용어인 ‘방법’,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적
합한지 등의 문제는 기존의 문법 교육 용어 논의에서도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Ⅱ장에서 논의한다.
5)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량 경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교육 내용 요
소 간의 통합과 불요불급한 내용 요소의 삭제 등을 통해 내용 요소의 축소가 이루어
졌다. 또,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간을 10학년에서 9학년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에 10학년 성취 기준에 담겨 있던 교육 내용 중 일부가 9학년으로 편입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 차원의 개편이 국어과 교육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
었는지는 민현식 외(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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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 문법 교육 내용이 교재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한다.6)
이를 바탕으로

Ⅱ.

문법 교육 내용의 교재 구현 양상 및 문제

1. 단원 구성 문제

1) 문법 단원의 독립 구성
‘국어’ 교과서에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각 영
역의 성취 기준이 하나의 교재에 구현된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의
초기 단계에 각 단원을 어떤 영역의 성취 기준으로 구성할지 결정

. ,

해야 한다 즉 하나의 대단원을 여러 영역의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

구성할지 한 영역의 성취 기준만으로 구성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

.

이다

문법 성취 기준 역시 다른 영역의 성취 기준과 통합하여 구성할

.

(2002: 121-128)

지 단독 단원으로 구성할지 결정하게 된다 송현정

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문법 내용의 교과서 구현 방식

‘

을 제재나 단원의 성격과 무관하게 단독적으로 제시한 유형인 분리

’

‘

’

제시형 과 제재나 활동과 통합적으로 제시한 유형인 통합 제시형 으

.

로 분류하였다

6)

교과서 분석은 1차적으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주세형(2014:
689-690)에서는 교과서를 교육과정이라는 판단 근거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패러다임을
정혜승(2002a, 2002b)에서 제시했다고 보고, 교과서 비평 시 ‘교육과정 상세화 과정 역
추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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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43-344)에서는 송현정(2002)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
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중등 과정의 교과서
제시 방식을 ‘단독 제시형’과 ‘통합 제시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단독 제시형’이란 문법 내용을 단독으로 제시한 것을 의미하고, ‘통
합 제시형’이란 “문법 영역과 다른 영역의 학습 목표가 모두 제시되
장윤희

고 문법 영역과 거리가 먼 제재를 활용한 내용 영역의 학습과 함께

”

.

문법 내용의 학습 활동이 함께 제시된 경우 를 가리킨다 장윤희

(2006: 351)에서는 통합 제시형의 경우에도 “진정한 통합이라기보다
는 타 영역 제재에 문법 내용을 적용한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것들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문법 성취 기준의 단원 구성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 국어과 학습
위계표를 바탕으로 각 문법 성취 기준이 교과서에서 문법 단원 단

,

독으로 구성되었는지 다른 영역의 성취 기준과 통합되어 구성되었

.

‘ ’

,

는지를 살펴보았다 7) 여기서 단원 은 대단원을 뜻하는 것으로 소단
원 수준에서 문법 성취 기준이 단독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대단
원 수준에서 다른 영역과 통합된 경우에는 문법 독립 단원으로 보
지 않고 대단원이 모두 문법 성취 기준으로 구성된 경우만을 문법

.

독립 단원 구성으로 보았다 다음은 국어과 학습 위계표를 바탕으로

.

각 문법 성취 기준의 교과서별 단원 구성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7) 본고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전체의 문법 교육 내용 양상을 정리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법 교육 내용이 단독 단원으로 구현되는 문제
현상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16종 중 9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
석 대상으로 삼은 9종의 교과서에는 문법 단독 단원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사례와,
통합적 단원 구성이 다수 실현된 사례, 단독 단원 구성과 통합적 단원 구성이 혼합
된 사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물론 현상에 대한 보다 정밀한 기술을 위해서는 추
후 16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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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 국어과 학습 위계표

학년

성취 기준

(1)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
1 (2) 음운 체계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 ①, ②) (6)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5)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4)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의 원리를 이해한다.
(8)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중2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권③, ④) (3)(7)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9)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
중3
할 수 있다.
(권⑤, ⑥) (10)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적합한 국어 생활을 한다.
(11)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를 이해한다.
중
권

<표 2> 문법 성취 기준의 교과서별 구성 양상

성취
교학사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두산
동아
이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비상
이

비상

( ) (한)
+읽기 단독
+문학 단독
단독
단독
+쓰기 단독
+읽기 단독

신사고
민

( ) 창비
()
단독
+읽기 단독
단독
+듣·말 단독
단독
+쓰기 단독
단독
+듣·말 단독
단독
단독
+듣·말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단독
+읽기 단독
단독
단독
+쓰기 단독 +쓰기 +읽기
단독
단독
단독
단독
+읽기 +듣·말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듣·말 +듣·말 +듣·말 +듣·말
단독
단독 +읽기 +읽기
단독
+읽기 +읽기
미래엔

천재
노

()
+듣·말
+듣·말
+문학
+읽기
+읽기,
쓰기
+읽기
+듣·말
+읽기
+쓰기
+읽기
+듣·말
+읽기

천재
박

()

단독
단독
듣말
단독

+·

단독
단독

+읽기
단독

+읽기
+듣·말
+듣·말

<표 2>를 보면 교과서별로 차이는 있으나, 문법 성취 기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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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을 구성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 영
역의 성취 기준만으로 단원을 구성할 경우 문법 지식을 집중적으로

,

지도할 수 있어 교수 용이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학생이 느끼는 학

.

습 부담은 커진다 이에 비해 문법 영역을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구
성할 경우 문법을 실제 언어활동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학습

. ,
1～3학년 ‘국어’ 과목
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모든 영역을 하나의
교재에 구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영역 통합을 통해 총체적
언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 부담감을 다소 줄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물론 모든 문법 성취 기준을 다른 영역의 성취 기준과 통합하여

.‘ ’

단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어 교과서 개발 시 고려
해야 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일부 성취 기준은 불가피하게 단독

. ,

단원으로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 또 문법 성취 기준 중에는 타 영
역의 성취 기준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단원으로 구현되기

.

어려운 것이 존재하기도 한다 문제는 다른 영역과의 통합이 충분히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문법 단독 단원으로 구

.
정혜승(2010: 461)에서는 검정제가 도입되어 국어 교과서를 학교
별로 채택하게 되면서 국어 교사들이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무난한
교과서 채택’ 전략과 ‘강한 주장 회피’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
러한 경향은 교과서 개발자에게도 영향을 끼쳐, 교과서 개발 시 교
성하는 경우이다

사와 학습자들에게 익숙하고 지도하기 무난한 구성을 지향하는 것

.

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무난한 구성 중 하나가 문법 영역의 성취 기

.

준을 언어 단위별로 묶어 문법 단독 단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8)

8) 주세형(2006: 129-131)에서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대단원 구성 원리가 언제
나 ‘언어 단위’ 중심이었음을 지적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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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적했듯이 모든 문법 성취 기준을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

단원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법 단독 단원 구성은 그 나름

,

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고 영역 간 성취 기준 통합이 쉽지 않은

.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취 기준의 특성에 맞게 단원 구성 방
식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통합만 강조하거나 독립

.

단원 구성을 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만일 문법 단
독 단원 구성이라는 결과가 해당 문법 성취 기준의 특성과 같은 내
부적 요인이 아니라 교과서 채택 상황에 대한 고려와 같은 외부적

.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9)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향후 문법 관련 단원 구성 방식의 효과에 대한 기초 연

.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다른 영역과의 지속적 연계 부족
문법 교육 내용을 국어 교과 내 다른 영역과 지속적으로 연계하
여 다루는 문제는 앞서 언급한 단원 구성 문제와 관련되지만 별도

.

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문법 성취 기준과 다른 영역의 성취 기준을

,

연계하여 하나의 단원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법이 언어적
원리로서 국어 교과의 다른 영역에 원리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

고려할 때 이러한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8학년의 성취 기준으로 제시

예를 들어

‘

9)

’

.

문법 교육 내용이 주로 생활 국어 에서 독립 단원으로 제시되었다 문법이 독립 단
원으로 구성되어 오던 이전 교과서의 관행이 교사들에게 무난함 으로 인식되어 왔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국어 교사의 교과서 선정 경험과 기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김주환
남
가영 외
김은성 외
등 참조 추후 국어 교사의 교과서 선정 방
식이 역으로 교과서 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도 요구된다

‘

.

(2011),

(2012, 2013, 2014)

.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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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와 관련된
규범 교육 내용은 8학년 교과서의 한 단원에서 배우고 그치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설령, 이 성취 기준을 다른 영역의 성취 기준
된 문법

과 통합하여 단원을 구성하였다 할지라도 일회적 통합에 그친다면

.

교육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문 규범은 중학교급에서 한
단원에서만 다루어지기보다는 읽기나 쓰기 등 다른 영역과 지속적

. ,

으로 연계되어야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문 규
범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
성취 기준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단원에서도 규범 관련 내용을

.

지속적으로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다른 영역의 성취 기준과 관련된 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 “문법-(8) 어휘의 유

할 문법 지식은 어문 규범에 국한되지 않는다

.”

형과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에 제시된 의미 관계에 대한

.

문법 지식은 한 단원에서 가르치고 끝낼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유의

,

,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의 개념과 사례 몇 개를 아는 수준에서

,

,

,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에

.
위해서는 국어의 전 단원에 걸쳐 관련 내용을 배치해야 한다. 이처
있는 단어들을 익혀 어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럼 문법 지식이 학습자의 국어 능력 신장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도

.

록 하려면 타 영역에서의 문법 연계 학습이 필수적이다

문법 성취 기준이 타 영역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다루어지지 않

.

‘ ’

는다는 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품사 는 매우

,

1

중요한 문법적 개념인데 중학교 학년의 한 단원에서만 집중적으로

.

1

다루어지고 있다 품사라는 개념을 중학교 학년 한 단원에서 배운

1

후 학년의 다른 단원은 물론

.

않는 것이다

2, 3학년에서도 품사에 대해 배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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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 국어과 학습 위계표
에는 “문법-(6)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
용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1학년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표상의 진술이 1학년 특정 단원 이후에는 품사를 다룰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1학년의 한 단원에서 품사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이후에, 학습자들이 품사 지식을 실제 언어 사용과 관
물론

련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품사 지식을 지속

.

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품사뿐만 아니라 단어 형성법 문법 요소 등도 다른 영역과 거의

.‘ ’ ‘ ’
역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 교육과정 차원에서 다른 영역의 성취 기
준과의 교집합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는 어휘 학습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음운 및 담화 관련 성취 기준 정도만 다른 영

정도만이 일부 교과서에서 단원의 마무리 또는 쉬어가기 마당에서

.

다루어지는 정도이다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의 단원에서 이미 다른 단

원에서 다루어진 문법 성취 기준을 다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

지나친 문법 중심주의로 오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문법
이 규범적 속성뿐만 아니라 원리적 속성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

때 해결될 수 있다 문법이 가진 원리적 속성은 문법이 다른 영역의

.

활동에 원리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한다

,

예를 들어 소설을 다루는 문학 단원에서 상황에 따라 단어의 의
미 관계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소설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사용될

,

수 있고10) 문장 쓰기와 관련된 작문 단원에서 문장 구조에 대한 문

.

법적 지식이 문장 구조 활용의 원리로 사용될 수 있다 11) 따라서 다

10) 문학과 문법의 통합 가능성과 다양한 통합 방식에 대한 논의는 구본관(2015) 참조.
11) 쓰기 맥락에서의 문법 교육 방안에 관해서는 Weaver(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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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영역의 단원에서도 상황에 맞게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문법 교육

.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2. 교육 내용의 위계 및 범위 문제

1) 교육 내용 간의 위계
문법 지식은 유기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교육 내용의 위계를

.

,‘

,

,
,
,
탄문’과 같은 문장의 종류를 다룰 때 ‘종결 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생긴다. 중학교 1학년 품사 단원에서 동사의 활용을 설명하
며 어간과 어미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어미를 종결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

어미나 연결 어미로 구분하여 제시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

.

문이다 교과서의 날개 장치를 통해 종결 어미의 개념을 보조적으로

,

다루는 방법도 있으나 종결 어미에 대한 체계적 학습 없이 문장의

.

종류를 문법적 지식으로 학습하기는 쉽지 않다

.

연결 어미 역시 위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장 구조 관련 단원

‘

’

에서 이어진 문장 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연결 어미를 메타언어로

. ,

‘

’

사용해야 한다 즉 위계상 이어진 문장 을 설명하기 이전에 연결 어

.

미의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연결 어
미를 어떤 단계에서 학습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서 개발자들의 자의적

.

판단에 따라 해당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9학년의 “문법-(9)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
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에서 시간
표현을 다룰 때에도 ‘관형사형 어미’를 메타언어로 사용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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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가 있다 관형형에서 시제를 표시하는 문법적 요소가 무엇인지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형사형 어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기

.

때문이다 이처럼 문장의 종류를 다루기 위해서는 종결 어미 개념

,

,

이 문장의 구조를 다루기 위해서는 연결 어미 개념이 시제 표현을
다루기 위해서는 관형사형 어미의 개념이 요구된다는 위계상의 문

.

제가 문법 교재 개발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최종 학년이
10학년에서 9학년으로 변경되면서, 10학년에 있던 한글 창제에 관한
내용을 9학년에서 다루게 되었다. 선택 교육과정에서도 한글 창제
관련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교육 내용 간의 위계를 고려할 때 9학
년에서 한글 창제에 관한 내용을 교재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학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세 국어 자료

. ,‘

’
문의 수록 여부도 차이가 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국어’ 교
과서에서 이 원문을 접하게 됨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한글의 창
제 원리와 관련하여 ‘상형’, ‘가획’, ‘초출’, ‘재출’, ‘자질 문자’ 등 상당
히 어려운 개념도 쉽게 풀어서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앞으로

를 가공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 세종어제 훈민정음 원

한글 창제와 관련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과 선택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간에 위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교육 내용의 수준 및 범위의 불일치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한

.

다 그러나 해당 성취 기준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교과서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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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과 범위로 다룰지는 교재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

로 학습자의 인지 수준 교육 내용 간의 위계 등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의 세부 내용을 어떤 수준과 범위로 다룰지는 교과서 개발자가

.

매 단원에서 부딪히는 문제이다

문법 영역의 경우 교과서에 구현된 문법 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

1

교과서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 학습 위계표상 학년에 배정된 성

“ -(2) 음운 체계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를 교
과서에서 다룰 때, 교과서 개발자는 자음 체계에서 ‘파열음’, ‘마찰
음’, ‘파찰음’이라는 개념까지 다룰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표 3>을 보면 ‘음운의 체계’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조음 방식에
따른 분류’의 범위가 교과서마다 다르다.
취 기준 문법

<표 3> 자음 체계 관련 내용의 제시 양상

내용

교학사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

두산
동아
이

()
○

미래엔

비상
이

비상

신사고

○

○

×

○

( ) (한) (민)

창비

천재
노

천재

○

○

×

( ) (박)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중학교 1학년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개념이다.12) 그러나 학습자의 인지 수준만을 고려하여 자
12) 신호철(2008: 69-70)은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마찰음’, ‘파열음’
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충분한 이론적, 개념적 설명 없이 기술되어 있어 학습자 입
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중학교 1학년 학습자에게 ‘파열음’, ‘마찰음’, ‘파
찰음’과 같은 개념은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어도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구강도와 발음 원리를 고유어 용어 ‘터짐소리’, ‘갈이소리’, ‘터짐갈이소리’로 바꾸어
가르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 방안을 모
색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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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체계의 일부를 제외하고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판단하기 어

.

렵다 교육 내용의 완결성 측면을 고려해 자음 체계 내의 중요한 항

‘

’, ‘마찰음’, ‘파찰음’을 음운의 체계 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목인 파열음

교육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는 입장과 내용 자체의 완결성을 고려하
여 임의로 범위를 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할 수 있는

.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 수준과 문
법 지식 제공의 범위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

한다

음운 변동을 다룰 때에도 교과서에서 다룰 내용의 수준과 범위가

. <표 4>는 음운 변동에 관한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
이 교과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가 된다

<표 4> 음운 변동 관련 내용의 제시 양상

모음 동화

음운의 첨가

×
×
×
×
×

교학사
두산동아 이
미래엔
비상 이
비상 한
신사고 민
창비
천재 노
천재 박

()
()
()
()
()
()

○(스스로 학습)
○(본문)
○(본문)
○(본문)
×
○(단원 다지기)
○(본문)
○(본문)
×

○(날개)
○(본문)
×
×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모음 동화를 자음 동화와 함께 동

,

화의 유형으로 다룰지 다룬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루어야 하는

.

지 교과서 개발자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운의

.

,

첨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룰지의 여부 다룬다면 본문에서 다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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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날개에서 다룰지 읽기 자료 정도로 처리할지 고민스러운 문제

.

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가 일정 부분 교과

.

서 개발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품사’를 다룰 때에는 품사 분류의 세부 항목을 어느 수준까지 다
룰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가령, 명사의 경우 고유명사, 보통 명사,
추상 명사, 구체 명사 등의 분류까지 제시할지, 조사의 경우 격조사
와 보조사 등을 어느 수준까지 다루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될지에

.

1

대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품사는 학습 위계표상 중학교 학년에서
다루게 되어 있어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의 수

.

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민은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하나의
성취 기준을 해당 학년의 한 단원에서만 구현해야 한다는 잘못된

.

1

생각에서 비롯된다 학습 위계표상 품사를 중학교 학년에 제시한

,

것은 이후 다른 학년 다른 단원에서 품사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

,

제한한 것이 아니다 문법 학습의 지속성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품

1

2 , 3학년의 다른 단원에서도 필
요에 따라 적절히 다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학년 품사 단원에
사는 중학교 학년에서 다룬 후 학년

서 추상 명사를 다루지 않았다면 이후 다른 단원에서 추상 명사를

.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다룰 수 있다 문법 성취 기준

,

을 교과서로 구현할 때 특정 학년 특정 단원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

,

하기보다는 지속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른 학년 다른 단원에서

.

도 다룰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 -(10)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담화 상
황에 적합한 국어 생활을 한다.”와 관련하여 ‘담화’의 개념 설명이
교과서별로 차이가 있었다.
담화의 경우 문법

국어 문법 교재 개발의 이론과 실제

327

<표 5> 담화의 개념에 대한 교과서별 기술 양상

교과서
교학사
두산동아

담화의 개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발화가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이룬 것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
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
화자와 청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언어 단위
문장이나 발화의 연속체
발화로 소통하는 행위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발화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룬 덩어리

미래엔

()
()
()
()
()

비상 이
비상 한
신사고 민
창비
천재 노
천재 박

<표 5>와 같은 혼란은 담화의 개념을 학교 문법에서 어떻게 정
의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

한 것으로 보인다 13) 논란이 될 수 있는 학교 문법의 핵심적 용어에

,

대한 개념 정의가 어느 수준 어떤 범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

대한 정치한 연구가 요구된다

3. 교육 내용 기술상의 문제

1) 문법 용어의 사용 방식
동일한 문법 성취 기준이라도 교과서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에 차

.

,

이가 난다 한자어로 된 문법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13) 국립국어원의 표준 문법 개발 관련 중간 보고서인 유현경 외(2014: 201)에서도 문장
보다 작은 단위이지만 완결된 의미(의도)를 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어 과목이나 독서와 문법의 담화 부분에서 담화를 문장보다 큰 단위로 정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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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어로 풀어서 서술할 경우도 있었다 또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한

.

경우도 있었다

<표 6> 교과서별 문법 용어 사용 양상

음운 체계

조음
방식
조음
위치
교학사
두산
동아 이
미래엔
비상 이
비상 한
신사고 민

()
()
()
()

창비

()
()

천재 노
천재 박

시간 표현

‘소리 내는 방식’
‘소리 나는 위치’와 같이

발화시
사건시

풀어쓴 경우

방법, 발음 위치
× 발음
(소리 나는 위치)
내는 방법,
× 소리를
소리를 내는 자리
×
○
×
○
×
○
×
○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
○ 장애가 일어나는 위치
×
○
×
○

×
×
○
○
×
×
×
×
×

‘말하는 시점’,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과
같이 풀어쓴 경우

,
,
○
○
○
○

말하는 시간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말하는 시점
일이 일어나는 시점

,

말을 하는 시점
일이 발생한 시점

○
○

<표 6>을 보면 음운 체계 단원에서는 대체로 ‘조음 방식’이나 ‘조
음 위치’와 같은 문법 용어를 ‘소리 내는 방식’, ‘소리 나는 위치’ 등
과 같이 쉽게 풀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운 체계가 중
학교 1학년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 표
현과 관련된 단원에서도 대체로 ‘발화시’, ‘사건시’를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등으로 풀어 쓴 경우가 많았고 두 용어를 모
두 쓴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혼란은 교과서에서의 문법 용어 사용에 대한 기초 연구가

.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문법 지식의 특성과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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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에 따라 어떤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참고할 연구가 부족하여 교과서 개발자들이 자의적으로 용어를 선

.

택하게 된 것이다 용어 사용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법 용어를 한자어로 제시했을 경우와 고유어로 풀어서 제시했을

.

경우의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문법 용
어 옆에 한자를 병기했을 경우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의 학습

.

효과 차이에 대해서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문법적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메타적 용어의 효과와 적절성

.

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음운 체계에서 음운의 분류 기준을 설명

,

‘ ’ ‘ ’
고 있는데, ‘소리 내는 방법’과 ‘소리 내는 방식’ 중 어떤 표현을 사용
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모호하다. 메타 용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여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단어인 ‘방법’과 ‘방식’ 중 어떤
할 때 교과서에 따라 방식 또는 방법 이라는 표현을 달리 사용하

용어를 사용할지 교과서 개발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

.

는 상황이다

.

높임 표현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용어 사용이 문제가 된다 예를

‘

’

‘
.’
장에 대해 설명할 때, ‘할아버지’를 문장의 주어라고 해야 하는지, ‘할
아버지께서’를 주어라고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할아버지께서’가
주어라면 ‘할아버지’는 주어라고 할 수 없는지 학생과 교사 모두 혼란
스럽게 된다. 따라서 문법 지식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를 추출하
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들어 주체 높임법 과 관련하여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라는 문

2) 본문 내용의 기술 방식
·

교과서에서 교육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은 교수 학습에 직접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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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친다 본문 내용의 기술 방식에 따라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표상

,

하고 내면화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교사의 교수 방식도 달라지

.

기 때문이다 교과서 본문을 어떤 방식으로 기술할지는 해당 문법 지

,

식의 특성 학습자 및 교사 요인 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결정되어

.

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교과서 개발자들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여

.

본문 기술 방식이 선택되고 있다 본문 기술 방식이 어떠한 교육적 효

.

과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

(2012: 88-89)에서는 소단원의 본문에 문법 관련 제

김유범 김부연

재를 제시하는 방식과 소단원 본문 없이 학습 활동을 통해 문법 내

,
‘
’,
를 ‘활동 중심’의 단원 구성이라고 하였다. 남가영(2013: 20)에서는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단원에서 확인되는 주된 지식 구
성 방식으로 ‘개념 설명과 언어 자료 분석 시범을 통한 지식 구성자료 분석 활동을 통한 지식 확장’, ‘언어 자료 분석을 통해 지식 도
출-개념 정리를 통한 지식 확장’, ‘이야기를 통한 지식 구성-개념 정
리를 통한 지식 확정-자료 분석 활동을 통한 지식 확장’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용을 학습하게 하는 두 방식을 언급하면서 전자를 제재 중심 후자

본고에서는 개념 설명과 언어 자료 분석 활동을 혼합한 절충형

,

본문 기술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법 성취 기준을 다
루는 본문의 기술 방식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논의하

.

고자 한다

1) 설명 중심형 본문: 성취 기준에서 다루는 주요 문법 개념을 본문에
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2) 활동 중심형 본문: 언어 자료를 탐구하여 귀납적으로 개념이나 원
리를 도출하도록 본문이 학습 활동 위주로 구성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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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명-활동 절충형 본문: 개념 설명과 언어 자료 분석 활동을 통합
하여 절충적 형태를 취한 방식

4) 이야기형 본문14): 성취 기준에서 다루는 중요 문법 개념이 설명 형
식이 아닌 이야기 형식으로 구현된 방식

위의 네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품사 단원의 본문 기술 방식을 분
류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교과서별 품사 단원의 본문 기술 방식

설명 중심형
본문
교학사

○

두산동아
미래엔

()
()
신사고(민)
비상 이
비상 한

활동 중심형
본문

○

○

-

설명 활동
절충형 본문

이야기형 본문

○(품사 마을)

○
○

○(말을 나누는
요리사)

창비

()
()

천재 노
천재 박

○
○

각 본문 기술 방식은 나름대로의 특성과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

.

에 어떤 방식이 더 우위에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해
당 교육 내용의 성격과 학습 목표에 적합한 구성 방식을 채택하였

14) 문법 교재 구성의 방식으로 ‘이야기’에 대해 논의한 최근 연구로 김은성(2007), 오현
아(2010), 남가영(2012), 제민경(2012) 등을 들 수 있다. 단, 김은성(2007), 오현아(2010)
에서는 서사 구조 차원의 이야기를, 남가영(2012), 제민경(2012)에서는 문법 지식 간
의 내러티브적 관계를 다루고 있어 논의의 층위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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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03)에서는 국어의 변천을 다루

는지 여부이다 김유범 김부연

는 경우 제재 중심의 단원 구성이 적합하고 국어의 구조를 다루는

,

단원의 경우 활동 중심의 구성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문법 교육

.

내용과 단원 구성 방식을 기계적으로 대응시키기는 어렵다 국어의
구조를 다룰 경우에도 다양한 단원 구성 방식이 존재할 수 있고 그
각각이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도식적으로 설명하

.

는 것은 위험하다

본문의 기술 방식은 교재 차원에서 문법 지식을 어떻게 표상하는

,

지의 문제로 해당 문법 지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

.

인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문의 기술 방식은 교과서 개발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

선택되어 왔다 문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교과서의 본문으로 표
상될 때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

.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후 문법 교육의 세부 내용이 실제 교과서
의 본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 확인하여 각 방식의 효과

.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15)

4. 학습 활동 구성 문제

‘

’, ‘내용 학습’, ‘목표 학습’, ‘적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확인 학습

’, ‘탐구 학습’ 등 여러 유형의 학습 활동이 사용되고 있음을

용 학습

15) 문법 교재와 관련하여 ‘표상’ 방식의 문제를 다룬 연구로 남가영(2011), 이관희(2015)
를 들 수 있다. 남가영(2011)에서는 ‘문법교육용 텍스트’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이를
표상 방식과 표상 내용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였다. 이관희(2015)에서는 학습자의 문
법 지식 구성 방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교재에서 문법 지식을 어떤 방
식으로 표상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추후 문법 지식의 교재 표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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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학습 활동의 유형은 교재의 구성 방식과도 긴밀한 관련

.

(2006: 73)에서는 교재 개발 방식을 연역적(혹
은 하향식)과 귀납적(혹은 상향식) 구성으로 나누고 있다. 연역적 구
성은 학습자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지식, 정보 등을 교수 학습 시작
시점에서 제공한 뒤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이고, 귀납적 구성은
을 맺고 있다 신명선

구체적인 국어 활동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어떤 지식이나 정

.

보 등을 결과적으로 획득하게 하는 방식이다 연역적 구성과 귀납적

.

구성은 학습 활동 구성의 방향과 직결된다 연역적 구성에서 학습

,

활동은 주로 제시된 교육 내용의 확인과 연습 적용의 성격을 띨 것

,

.

이고 귀납적 구성에서 학습 활동은 주로 탐구의 성격을 띨 것이다

,

교과서에 제시된 문법 단원의 학습 활동을 분석해 보면 겉모습은 탐
구 혹은 적용 학습이지만 실제로는 본문에서 배운 문법 지식을 확인하

.

는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난다 문법 지식에 대한 탐구 활동 구현을

.

기피하고 본문에 제시된 내용 정도만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 -(4)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자연스러운 발음
의 원리를 이해한다.”와 같이 문법 지식과 실제 언어활동과의 관련
물론 문법

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성취 기준의 경우에는 학습 활동도 적용

.

“ -(1) 언어의 본질과 기

학습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법

.”

능을 이해한다 와 같은 성취 기준을 학습 활동으로 구현할 때에는
대체로 언어의 본질 및 기능을 해당 사례와 기계적으로 연결 짓는

.

확인 학습 활동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 문법 단원의 학습 활동 단순화 문

제에 대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선택 교육과정
에 따른 교과서의 활동 구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

.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단계에서는 문법 지

,

식의 습득을 위한 연습 차원의 활동을 제시하고 선택 교육과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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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탐구 활동을 제시한다는 도식은 위험하다 공통 교육과정
단계에서 연습 활동도 필요하지만 학습 활동이 단순 확인을 위한

.

,

활동으로 제한되어서는 곤란하다 문법 교육의 목표를 고려할 때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도 실제 언어 자료를 탐구하고 문법 지
식을 현실의 언어생활에 적용해 보는 실제성을 가진 활동을 제공할

.

1～3학년 ‘국어’ 교과서의 문
법 활동을 지식 확인 차원에 제한하지 말고, 문법 지식과 실제 언어
생활과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교

Ⅲ.

문법 교육 내용의 교재화 방향

1. 문법 교재 개발의 고려 사항

,

,

·

,

문법 교육의 최종적 성과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 학습법 평가라

.

는 네 요소가 종합되어 이루어진다 네 요소 모두 각각 그 중요성이

·

있지만 교재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교사와 학생의 교수 학습을 매

.

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문

법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재 평가론16)에서

.

논의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교재 평가론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16) 교재 평가론은 교재 유형론, 교재 개발론과 함께 국어교재론의 하위 영역을 이룬다.
<국어 교재론의 하위 영역>
(ㄱ) 교재 유형론: 교육과정과 교재의 상관성과 교재의 유형을 연구한다.
(ㄴ) 교재 개발론: 교재 개발에 따른 제반 방법론과 문제점을 연구한다.
(ㄷ) 교재 평가론: 교재의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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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onough & Shaw(1996)에서 제시한 교재의 평가 기준 중 다음의
몇 가지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참고가 된다.
<표 8> 교재 평가의 기준(McDonough & Shaw, 1996)

외적
평가

내적
평가

총체적
평가

- 예상독자, 즉 교재를 쓰게 될 사람들이 어떠한가(나이 등)에 따라 목표가 달
라지는가?
- 효율성의 단계와 능력 수준이 고려되었는가?
- 교재 자료가 쓰이게 될 상황에 적합한가?
- 교수 단위로 조직된 양상이 어떠한가?
- 언어와 방법론, 언어과정과 학습자에 대한 저자의 관점은 어떠한가?
- 어휘 목록이 첨부되어 있는가?
- 교재 안에 언어 기능의 제시가 분명한가?
- 교재의 등급화(grading)와 계기화(sequencing)는 어떠한가?
- 읽기, 담화 기능이 포함된 곳에서 문장 단위를 넘어서 적절한 텍스트가 쓰
이고 있는가?
- 교재가 다른 학습 방식들에도 적합한가?
- 교재가 효과적으로 교사와 학생에게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가?
- 유용성(usability): 교재가 어떠한 교육과정의 강의에도 유용한가?
- 일반성(generalizability): 교재 내용이 일반적, 보편적 교재로 유용한가?
- 적응성(adaptability), 개작 가능성: 교재의 부분을 더하고 추출하거나 다른
상황에서 쓰이도록 수정이 가능한가?
- 유연성(flexibility): 다른 실러버스와 통합될 수 있는가?

Cunningsworth(1995)에서는 교재 평가의 기준으로 (1) 목표
(aims)와 접근법(approaches), (2) 설계(design)와 구성
(organization), (3) 언어 내용(language content), (4) 기능(skill), (5)
주제(topic), (6) 방법론(methodology), (7) 교사용 지도서(teacher's
books), (8) 실용적 고려(practical considerations)의 일곱 가지 범주
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중 교사
용 지도서와 실용적 고려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가지 범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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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 기준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교재 평가의 기준(Cunningsworth, 1995)

목표와
접근법

설계와
구상

언어
내용

기능

주제

방법론

- 교수 학습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요구가 교재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 교재가 교수 학습 상황에 적합한가?
- 교재가 얼마나 이해 가능한가? 교재가 필요한 것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가? 교사와 학생에게 훌륭한 자료 제공처 역할을 하는가?
- 교재가 탄력적(flexible)인가?
-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 교재가 어떻게 계기적으로 구성되었는가?
(복합성 complexity, 학습성 learnability, 유용성 usefulness 등)
- 문법에 대한 참고란이 있는가? 교재 내용 구성이 자율학습에 적합한가?
- 각 단계별로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주요 문법 항목을 다루고 있는가?
- 어휘 교육을 위해 어휘의 질, 양, 범위의 조건에서나 개별 학습을 위한 어휘
발달, 전략의 강조 측면에서 교재가 어휘 교육에 적합한가?
- 교재가 발음 학습을 포함하고 있는가?
- 교재가 문장 구조, 언어의 관용적 용법을 문장 단계에서 다루고 있는가?
- 문체(style)와 적절성(appropriacy)이 고려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언어
문체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가?
- 네 언어 기능이 고르게 반영되고, 당신의 과정 목표나 교육과정의 필요를 염
두에 두고 있는가?
- 교재에 기능 통합적 활동이 있는가?
- 학습자에게 순수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자료가 충분한가?
- 주제가 다양한 영역과 범위를 다루는가?
- 주제가 학습자의 인지 발달에 기여하고 경험을 풍요하게 하는가?
- 학생들이 교재에 제시된 사회 문화적 맥락들과 관련되는가?
- 어떤 접근법과 교수법이 채택되었는가? 그것이 교수 학습 상황에 적합한가?
- 어떤 수준의 학습자가 예상되는가? 학생의 학습 방식 및 예상과 잘 연계되
는가?
- 새 언어 항목을 배우고 익히는 데 어떤 교수법이 사용되는가?
-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움말이나 전략이 제공되고 있는가?

위의 교재 평가 기준은 언어 교재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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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문법 교재 개발에 활용하려면 문법 교육적

.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17) 이러한 작
업은 언어 교재 평가론에서 제시한 다소 일반적인 지침들을 문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맞게 선별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

(2007)에서는 문법 교과서 개발 시 유의 사항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를 앞서 제시한 언어 교재 평가
있다 민현식

기준과 함께 고려하면 언어 교재로서의 보편성과 문법 교재로서의

.

특수성을 고려한 문법 교재 구성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1) 문법 교육은 문해력 중에서 표현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다루는
분야로 인식되어야 하고, 문법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도 개발
자의 주관성에서 벗어나 체계를 갖추어 위계성을 세워야 한다.
(2) 초등학교 단계부터 규범 교육과 문법 용어 교육 등을 도입해야 한
다. 국어의 구조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한 용어들은 학습자가 일
반적 언어 이해를 도모하고 자기 언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도구

.

로 사용될 것이다

(3) 국어 문법의 기본적인 표기 교육을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공통교
육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어휘 교육, 문장 교열 교육을 강화하고 문법 지식을 작문이나 화법
과 연계하여 실용적인 문법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국어 교과서의 문법 학습은 특정 문법 지식 단원을 편성하고 그
단원에서 학습하는 것만으로 그치고 잊어버리는 교육이 될 것이

17) 본고에서 분석한 ‘중학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 내용도 개발, 검정, 선정 과정에
서 위와 같이 세부적이고 총체적인 분석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
은 다각적인 분석 평가는 교과 전문가는 물론, 편집 디자인 전문가, 사용자(교사,
학생), 학부모 등 많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공적 과정이라 본
고에서는 모든 요소에 대한 평가가 아닌 문법 영역의 내용과 위계에 대한 것만 집
중하여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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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라 평소 매 과에서 표기에 주의할 단어와 발음 주제별 낱말

,

,

,

’

밭 올바른 문장 쓰기 주목할 수사 표현 문장 교열 연습 등을 체

,

계적으로 다루어 어느 과 어느 단원에서든지 문법 연습 활동이

.(

, 2007)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현식

(1)은 문법 교과서가 ‘체계성’과 ‘위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언어 교재가 갖추어야 할 보편적 기준으로도 볼 수

,

Cunningsworth(1995)의 ‘교재의 설계와 구상’
층위와 관련된다. 이러한 체계성, 위계성의 문제를 문법 교과 고유
의 특성과 관련지을 경우 (2), (3)과 같이 규범 교육, 문법 용어 교
육, 표기 교육에 대한 계열화 논리의 제시가 가능하다.
문법 지식을 작문, 화법과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4)
는 이른바 통합성에 관한 지적으로, 언어 교재가 통합적 성격을 가
져야 한다는 Cunningsworth(1995)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문법 지식이 기능과 통합되는 국면에서는 문법 지식의 실용성, 실제
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있으며 앞서 제시한

어느 단원에서든지 문법 연습 활동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는 이른바 ‘지속적 연계성’과 관련
된다. 일종의 통합성의 논리로 볼 수도 있으나, 통합성이라는 개념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대체로 문법과 다른 영역 성취 기준이 한 단원에서 구현되는 것

,‘

’

을 가리키는 현상임에 비해 지속적 연계성 은 문법 지식이 특정 단
원에서 다루어진 이후에도 다른 단원에서 다른 영역의 성취 기준과

.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문법 지식
이 국어 활동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속적
인 연계는 통합적 문법 교재 개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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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18) 본
장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문법 교육 내용이 국어 교과서에서 어떤

.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문법 학습의 통합성 구현
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학습은 실제 언어활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

. ,

으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문법 교육 내용이 단
독으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타 영역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교수되

.

어 학습자가 총체적인 언어 학습을 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문법 학습의 통합성을 구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

성취 기준 차원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주제나 제

,

.

재 학습 활동 수준에서 통합할 수도 있다 이미 국어 교과서에서는

.

이러한 여러 방식의 통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국어

,

교과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이유로 문법 성취 기준이 다
른 영역의 성취 기준과 통합되지 않은 채 단독 단원으로 구성된 경

.

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법 학습의 통합성 구현을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새롭게

,

생각해 내는 것보다 교과서에 이미 구현된 통합 단원을 분석하여

.

통합 방식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18) 남가영(2012)에서 ‘경험’, ‘오개념’, ‘이야기’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문법 지식’의 학
문적 논리와 ‘문법 학습’이라는 심리적 논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도, 문법 지식이 특정 단원에 언어 단위별로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경계하고
문법 학습의 통합성, 지속적 연계성, 실제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본고의 관점과 관
련된다. 문법 교재 차원에서는 통합과 지속적 연계, 실제성이 어떻게 교과서에 구
현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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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구성>

<학습 활동>

[그림 1] 문법과 문학의 통합 단원 사례(비상(이))

,

위의 사례는 문법과 문학을 대단원 차원에서 통합하여 음운 체계
에 대한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시의 운율이 형성되는 이유와 효과

.

‘

를 파악하게 하고 있다 이 단원에 제시된 김영랑의 시 돌담에 속삭

’

이는 햇발 은 문학 단원에서 시의 운율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대표

.

적인 작품이다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이 시를 다룰 때 운율감의 형

,

성과 울림소리와의 관계를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대단원 차원에서 통합하여 음운 체계에 대한 문법 지식과의 관련성

.

이 명시적으로 부각되도록 하지는 않았다

문법 지식과 문학 작품을 별개의 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구성하면 문법 지식이 언어활동

. ,

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즉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법과 문학을 통합하면 학습자는 음운 체계에 대한 문법
지식이 시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다

.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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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지식을 쓰기와 관련지어 단원을 구성하는 것도 통합의 한

.

유형에 해당한다 어문 규범에 관한 문법 성취 기준의 경우 단독 단
원으로 편성해 다룰 수도 있지만 쓰기 관련 성취 기준과 통합해 다

.

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2] 문법과 쓰기의 통합 단원 사례(신사고(민))

,

위의 사례는 대단원 차원에서 문법과 쓰기를 통합하여 소단원

(1), (2)에서 4대 어문 규범을 다룬 후 소단원 (3)에서 <우리 주변에
서 잘못 쓰고 있는 어문 규범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쓰도록 하
고 있다. 어문 규범과 관련된 문법 성취 기준을 다룰 때 다른 영역
과의 통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문법 독립 단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

가 많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어문 규범을 글쓰기의 주제로 활용하

.

여 통합하는 방법도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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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법 학습의 지속적 연계성 구현
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지식이 단절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매

.

우 심각한 문제이다 문법 학습의 지속적 연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
현되는 것으로 끝이라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 국어 문법의 중
핵적 요소들로 구성된 문법 성취 기준은 특정 학년, 특정 단원에서
다루어진 이후에도 다른 영역, 다른 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다루어져야 한다. 즉, 문법 교육 내용이 국어 교과 내 다른
영역과 지속적으로 연계되며 교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9)
예를 들어, 품사 학습 이후 다른 문학 단원의 소설 제재에서 대명
는 교육과정의 한 성취 기준이 교과서의 특정 학년 특정 단원에 구

사가 유의미하게 사용된 경우가 있으면 그 단원에서 국어 대명사의

.

,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 유의 관계 반의

,

.

관계 상하 관계 등 단어의 의미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미 관계
에 대한 성취 기준이 처음 제시된 때에는 의미 관계의 개념을 정확
히 이해하고 이를 해당 학교급의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언어 사례

.

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정도로 적절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의미 관계

.

에 관한 교육이 끝나서는 안 된다 학년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에 맞
는 어휘를 구체적 사례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의미 관계에 대한

.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의미 관계를 학습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학 작품을 다룰

.

때 이전에 배웠던 문법 지식을 활용하도록 구성해 본 것이다

19) 문법 지식의 지속적 연계는 성취 기준 층위뿐 아니라 학습 활동 층위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품사 및 의미 관계 관련 지식도 성취 기준 층위에서
다루어진 후에는 다른 영역 성취 기준을 다루는 단원에서 활동 층위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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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학 작품 감상 시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지식 활용하기
▣ 다음 작품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늬가 오면 늬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
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1. 다음은 위 작품에 나타난 시어 일부를 활용하여 만든 표이다. 표에 제시된 단어와 ‘반의
관계’에 놓인 말을 생각하여 써 보자.
양지

밤

싫음

(이하 생략)

‘ ’

,

위의 예시는 박두진의 해 를 이해할 때 반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통해 시적 상황과 시적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

.

도록 구성한 것이다 문학 작품 지도 시 시어 간의 의미 관계를 활

,

용하는 방법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문법 성
취 기준으로 제시된 의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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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점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위의 예시는 작품에 사용된 시어

,

간의 의미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품에 사용된
시어를 바탕으로 작품에 사용되지 않은 반의어를 생각해 보도록 구

.

성되어 있다 학습자는 반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에

‘ ’, ‘ ’, ‘ ’
,‘
-밤’, ‘양지-음지’, ‘좋음-싫음’의 대립 구도를 통해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20)
이처럼 ‘반의 관계’와 같은 문법 지식이 문학을 비롯한 모든 언어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법

사용되지 않은 낮 음지 좋음 과 같은 단어를 떠올릴 수 있고 낮

지식을 국어 교과 내 다른 영역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은 문법 학습의 단절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구현하는 효과뿐 아

,

니라 문법 지식이 실제 언어활동의 원리로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

.

주는 효과도 있다 문법 지식과 실제 언어활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

.

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4. 문법 학습의 실제성 구현
문법 교육은 국어학적 지식 체계를 학습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

.

,

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문법 지식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법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문법 지식을 통해 실제 언어생활을 분

.

석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교재 차원에
서 문법 학습의 실제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

.
예를 들어, 언어의 본질과 기능 단원의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언

우 중요하다

20) 물론 반의 관계에 놓인 말을 찾는 활동 이후에는 이를 작품의 감상과 관련지을 수
있는 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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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본질 혹은 기능과 언어활동의 사례를 연결하는 유형의 활동이

.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구체적 실례를 통해 언어의
본질과 기능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

있지만 문법 지식과 실제 언어활동 간의 관련성을 보여 주지는 못

.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 학습 이외에 실제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

.

나 적용에 해당하는 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림 3] 실제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 사례(신사고(민))

위의 사례는 학습자가 현실에서 접했을 법한 소통의 문제를 언어

.

의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어머니는 친교적 기능의

,

언어를 사용하였지만 자녀는 이를 명령적 기능으로 오해하여 소통

.

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학습자가 언어의 기

,

능을 암기해야 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생
활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수용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법 지식의 실제성 구현의 한 사례로 생각해

.

볼 수 있다

교과서 개발 시 학습 활동 층위에서 위의 사례와 같이 문법 지식
을 실제 언어생활과 관련짓는 탐구 및 적용 활동을 구현하여 문법

.

교육의 실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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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제언
이상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 문법 성취 기준
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법 단원
의 독립 구성, 타 영역에서의 문법 학습 연계 부족, 교육 내용의 위
계 고려 미흡, 교육 내용의 수준 및 범위의 불일치, 문법 용어의 혼
란, 본문 내용의 기술 방식 선택의 자의성 및 학습 활동 유형의 단
순화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법 교
재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통합성, 지속적 연계성, 실제성을 제시
하였다.
교과서 개발자는 교과서에 대한 수많은 내적, 외적 요구를 적절히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칫 문법 교육, 나아가 국어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교재를
만들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문법 교육과 국
*

어 교육의 본질을 끊임없이 되묻는 자세가 요구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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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어 문법 교재 개발의 이론과 실제
- 2009 개정 국어 교과서에 구현된 문법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

민현식 이지선 이지은 조진수
본 연구는 국어 교과서에 문법 성취 기준이 구현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문
법 교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
개정 7～9학년 ‘국어’ 교과서 분석 결과, 문법 단원의 독립 구성, 타 영역에서의
문법 학습 연계 부족, 교육 내용의 위계 고려 미흡, 교육 내용의 수준 및 범위의
불일치, 문법 용어의 혼란, 본문 내용의 기술 방식 선택의 자의성 및 학습 활동
유형의 단순화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문법 교재가 통합성, 지속적
연계성, 실제성을 적절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법 교재 개발의 방향으로 통합
성, 지속적 연계성, 실제성을 제안하였다. 통합성은 문법 교육 내용을 타 영역과
통합하여 학습자가 총체적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속적 연계성은 문법 성취 기준이 특정 단원에서 다루어진 이후에도 다른 영역
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실제성은 문법 지식을 통해
실제 언어생활을 분석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
미한다.
[주제어] 문법 교육, 문법 교과서, 통합성, 지속적 연계성, 실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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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ry and Practice in Development of
Korean Grammar Textbooks
- Focus on Current Grammar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

Min Hyunsik・Lee Jisun・Lee Jieun・Jo Jins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inherent in Korean
grammar textbooks of grades 7-9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Korean grammar textbooks of grades 7-8 according to the
2009 revised curriculum, we identified problems such as an independent
grammar section, lack of connection with other areas,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hierarchy, discrepancy in level and extent of educational
content, confusion in grammar terminology, arbitrariness in methods of
description, and a tendency to oversimplify learning activities. Due to these
problems, there has been a lack of integration, continuity, and authenticity in
grammar education.
Based on this analysis, we suggest that grammar achievement needs to be
embodied in Korean grammar textbooks with integration, continuity, and
auth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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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grammar

education,

continuity, authenticity

grammar

textbooks,

integ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