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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표
1) 2015 개정 국어 교과서 코퍼스를 구축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중등 국어 교과서에 대한 계
량적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코퍼스를 구축한다.
2) Word2Vec을 통해 코퍼스를 분석한다.

1) 관찰 단계
사고 어휘
주의

탐구에서의 핵심 사고 어휘의 주요 연관 단어를 도출한다.
3) 문법 탐구의 핵심 사고 어휘가 사용되는 양상을 고찰한다.
 코퍼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법 탐구 과정의 각 단계에서
의 핵심 사고 어휘가 중등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고찰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1) 2015 개정 국어 교과서 코퍼스 구축

주목

교과서내 본문 텍스트를 바탕으로 코퍼스를 구축하였음.

 마침표를 제외한 모든 문장부호와 숫자 등 한글 이외의 문자
는 제거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불용어로 제거되는 한 음절 단어
또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선택
2) 분석 단계

사고 어휘
분리 •
구별
•
제외
구분
•
결합

간에 배열하고 벡터 공간에서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Word2Vec을 통해 교과서 코퍼스를 분석함.
 강형석·양장훈(2019)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임베딩의 차원 수
는 300, 학습 알고리즘은 Skip-gram, 윈도우 크기는 5, 최소 출
현 횟수는 7로 설정하여 Word2Vec을 실행함.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남가영 외(2009)를 포함하여 탐구 과정에 대해
천착한 여러 문헌들을 고찰하였으며, 그에 따라 탐구 과정을
‘관찰-분석-판단’으로 상정함.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 사고 작용은 남가영 외(2009)에서
제시한 핵심 사고 어휘 중 2015 개정 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및 ‘언어와 매체’ 교과서 코퍼스에서 빈도가 7 이상인 어
휘들을 추출하여 도출함.
탐구 단계

핵심 사고 어휘

관찰

주의, 주목, 선택

분석

분리, 구별, 제외, 구분, 결합, 나열, 대조,
생략, 연결, 가정, 짐작, 비교

판단

결정, 파악, 해석, 판단, 설명, 이해, 정리

특징
‘음운’ 단원과 깊은 관련성을 가짐.
’구분’은 ‘음운’ 단원과 ‘문장’ 단원 중 ‘시간 표현’을 중

심으로 문법 전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됨.
대체로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과 관련됨.

• 단, 278회의 빈도를 가지는 만큼 ‘품사’, ‘음운의 변동’,
‘문장의 짜임’ 등을 설명하는 데에도 빈번하게 사용됨.

나열
대조
생략

• 유사한 사고 활동을 담당함(유사도 0.9796).
• ‘문장의 짜임’과, ‘어휘의 체계와 양상’과 관련을 맺음.

• ‘주목과 선택’ - ‘나열과 대조’라는 일련의 사고가 연결됨.
• ‘문장의 짜임’에 집중되며, 일부 예문에서는 ‘담화’ 단
원의 탐구 학습 활동을 유도함.
• ‘문장의 짜임’과 밀접하게 연관됨.
• ‘분석’ 단계의 ‘대조’, ‘나열’, ‘결합’과 관련되며, ‘관찰’
단계의 ‘주목’, ‘선택’과도 관계를 맺고 있음.

예시) 분석하다 → [(‘분석’, ‘NNG’), (‘하’, ‘XSV’), (‘다‘, ‘EC’)]

 단어의 의미를 숫자의 연쇄인 벡터로 전환하여 이를 벡터 공

• ‘선택’의 사고를 통해 문법이 다양한 관점에 따라 논
의가 가능한 탐구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

연결

2) Word2Vec을 통한 2015 개정 국어 교과서 코퍼스 분석

• ‘홑문장과 겹문장의 효과’에 ‘주목’하는 확장적인 사고
• 문장 구조에 따른 표현 효과에 대한 탐구 활동이 제시됨.

 KoNLPy의 Mecab을 이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행하고 이 중
명사만을 추출함.

•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

작용을 유도하는 활동도 제시됨.

 본 연구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중학교 「국
어」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 ‘문장’ 단원 중 ‘인용 표현’과 ‘피동 표현’에 집중됨.
• ‘문장의 짜임’과 ‘어휘의 체계와 양상의 활용’에 속함.

 목표 단어와의 관련성을 갖는 연관 단어를 추출하는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는 Word2Vec을 통해 코퍼스를 분석하고, 문법

특징

가정
짐작
3) 판단 단계

• 유사한 기능을 담당함(유사도 0.9561).
• ‘담화 개념의 특성’과 연관성을 가지며, 대체로 모국
어 화자로서의 직관을 활용하는 탐구 활동이 제시됨.

사고 어휘
특징
결정 파악
•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담화’ 단원과 관련됨.
해석
• 다양한 단원에 퍼져 있으며, 문법 탐구를 통한 문제
판단
해결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됨.
설명 이해 • 높은 유사도를 보이지만 어떠한 의미로 표상되고 어
정리
떠한 사고를 유도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4.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문법 탐구 각 단계에서의 핵심 어휘를 밝힘
 문법 탐구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핵심 어휘들을 밝힌 본 연
구의 결과는 는 문법 탐구 능력의 하위 구인을 밝히기 위한 사
전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음.
2) 제언: 더 큰 규모의 코퍼스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15 개정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2009
개정 교육과정, 2011개정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
어 교과서를 포괄하는 교과서 코퍼스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