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어 찾기 지도 방법 연구
황현미 (수원선일초등학교)
<요 약>

중심어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중심어
찾기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중심어 찾기 지도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심어의 개념 고찰을 시작으로 중심어
찾기 지도 방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첫째, 중심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중심어를 1차 중심어, 2차 중심어로 나누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중심어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교육과정 상에 나타나
있는 중심어 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중심어를 찾는 과정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심어 찾기 방법을 체계화했다.
중심어 찾기 과정을 가시화하고, 중심어 찾기 처리 능력을 삭제와 대치 2개의 축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중심어 찾기 방법을 두 가지 반복과 상위어로 찾기로 제시하였다.
셋째, 중심어 찾기 지도 방법을 살펴보았다. 중심어 찾기 방법을 정리했다고 이것이
그 대로 지도 방법이 되진 않는다. 아동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중심어 찾기 지도 방향과 지도 단계, 중심어 찾기 지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도 내용의 위계화와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심어 찾기 방법이라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가시화 하고, 교수방법으
로 체계화했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본 연구가 현장에 바로 적용되어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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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심어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먼저 글에 드러난 객관적인 정보들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보는 글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중심어이다. 왜냐하면 중심어는 객관적인 성격을 띤 텍스트의 사실적 층
위와 해석적 충위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이면서 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심어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중심어를 찾는 것은 중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에
도 불구하고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에서 중심어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공통과정 10학년
중 6학년에 처음 나온다. 저학년 단계에서는 전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체계성도 없다. 주제파악하기, 요약하기, 중심내용 파악하기, 대강의 내용
파악하기라는 지도 내용 속에 수준별 학습 활동의 한 가지 예로 제시되어 있
을 뿐이다. 그것도 요약하기 활동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심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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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기에만 활용되는 방법이 아니라 중심내용 찾기나 주제 파악하기 등에
서도 기본이 되는 활동이다. 중심어에 대한 교육과정이 이러하니 중심어를 어
떻게 찾을 지에 대한 방법과 그에 대한 지도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은 당
연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심어 찾기 지도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다.
첫째, 중심어란 무엇인가? 중심어에 대한 지도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어에 대한 개념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심어 찾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학생들은 글의 내용
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심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단지 어떤 것이 중
요한 정보이고 그것들을 많은 정보에서 어떻게 가려내는지를 모를 뿐이다. 다
시 말해 중심어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 따라서 지도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서
는 중심어 찾는 과정을 가시화하고, 중심어를 찾을 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
지를 밝혀 내야 한다.
셋째, 중심어 찾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중심어 찾기와 관련된 지도
요소를 추출했으면 지도 방법을 체계화 해야 한다.
위에 제시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본 연구자는 현장에서 바로 활
용될 수 있는 중심어 찾기 지도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2. 중심어의 개념 정립
2.1 중심어의 개념

중심어는 복합어로 중심 +어 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였
2

2)

3

중심 : 한 가운데. 중추, 중요한 지위 <비슷한 말 > 중요한 : 매우 귀중하고 종료로움(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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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중심어는 중요한 말, 중요한 단어, 중요한 언어로 풀어 쓸 수 있다. 그렇
다면 국어과 읽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심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James F. Baumann은 중심내용과 관련된 9가지 유사 용어(James F. Baumann,
1986, 문선모 역, 1996:9-10)를 제시했는데, 그 안에 중심어와 유사한 핵심 단어
(keyword)라는 용어가 있다. 이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핵심 단어 (key word) :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개념을 일컫는
한 단어 또는 용어

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개념’이라는 말은 ‘주제’와 혼돈을 가
져올 수 있다. 중심어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둘째,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개념이라고 했을 때 ‘가장’ 이라는 표현
은 유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혹은 글의 일부분에서 중심어가 오직 하
나만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셋째, ‘한 단어 또는 용어’라 하였는데, 중심어의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 하
나로 통일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토대로 중심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중심어: 텍스트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을 일컫 는 단어

위의 정의는 네 가지 조건들로 나눌 수 있다.
는 안 될 만큼 매우 긴요한) : 새국어사전 : 교학사(1990)
말 이란 듯으로 명사 뒤에 붙는 말.word, languge : 새국어사전: 교학사(1990)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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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텍스트 ’이다. 여기서 텍스트라 함은 하나의 문에서 한 편의 완결된
담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범위를 말한다. 그리고 텍스트는 글자를 수단으로
의미가 구성된 결과물을 말하고, 중심어 찾기가 이루어지는 대상이다. 결국 텍
스트가 없다면 중심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객관적’이다. 이 말은 중심어가 텍스트 의존적이라는 말이다. 읽기 과
정을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았을 때 독자의 주관성보다는 텍
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객관적인 정보에 중심을 둔다.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층위에서 내용을 파악한다.
4

① 사실적 층위 : 이 층위는 텍스트 표면에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② 해석적 층위 : 텍스트 자체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글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단, 글에 나타난 객관적인 정보
간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지 독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적용적 층위 : 독자의 세계관이나 삶의 모습과 연관지어 이해하는 것이다.
①②는 텍스트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③의 경우는 ①②의 단
계를 모두 거친 후 자신의 스키마를 동원하여 텍스트를 이해한다. 따라서 독
자의 주관성이 개입된다. 이 때 ③은 사람들이 말하는 주제와 흡사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중심어는 텍스트에 대해 객관적인 성격을 띤 사실적 층위와 해
석적 층위에서 다루어야 한다.
셋째, ‘중요한 개념’이다. 중심어는 텍스트가 담고 있는 많은 정보들 중 텍
스트가 의도한 내용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는 중요 정보여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서 중심어가
텍스트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단어 하나가 대표적인 중심어가
4)

본고에서는 텍스트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개념이나 성질, 그리고 텍스트를 나누는 기
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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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따라서 중심어는 핵심어라는 용
어와 차이가 있으며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글은 유기적인 조직체이며 결과물이다. 텍스트가 한 가지 담화에 대해 말하
고 있지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부분들이 조각조각 연결되어 하나로 완성된다.
이는 피라미드 구조가 정점을 이루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래 수 많은
구조물들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정점을 만드는 하위 구조
물들이 바로 중심어와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중심어는 하나 이상 존재하
면서 글 전체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통일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변화와 다양성
을 제공하여 글을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해준다.
넷째, ‘단어’이다. 중심어의 기본 단위는 단어 이다. 기본 단위를 단어로 할
경우 조사를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분리했을 때 의미가 회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철수가’ 중심어가 아니
고 ‘철수’가 중심어가 된다. 다시 말해 조사가 제외된 부분이 중심어가 된다.
이렇게 의미적인 부분만을 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부분을 독립시켜야 하
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단어이다. 위의 예문의 경우도 ‘철수가’가 ‘철수’와
‘가’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수’라는 의미만 독립시켜 취할
5

6

핵심어는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개념을 일컫는 한 단어 또는 용어’로 핵심어는 가장
중요한 단일 개념이다. 따라서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중심어와 차이가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용어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여 영문초록에 중심어를 ‘key word'로 표
현하였다.
6) 단어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르나 본고에서는 최현배와 함께 한글맞춤법 제정에 참여한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고자 한다. (고영근, 남기심 (1995) 49-52쪽 참고)
예문) 철수가 동화를 읽었다.
① 철수, 가, 동화, 를, 읽, 었다 - 주시경, 초기의 문법가들
② 철수, 가, 동화, 를, 읽었다 - 최현배, 한글맞춤법 제정에 참여한 학자들
:‘었’과 같이 의존형태소라 하더라도 그것이 붙는 말이 ‘읽’과 같이 자립성이 없을 때는 단
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읽었다’가 단어가 된다. 다시 말해 단어는 자립할 수 있고 분리
가능해야 한다.
③ 철수가, 동화를, 읽었다 - 정렬모, 이숭녕 등의 역사문법가들
: 어절을 단어로 보는 관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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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중심어에 있어 조사와 같은 의존 형태소는 선택의 문제이다. 중심어
와 중심어의 결합을 통해 중심구나 중심문장으로 확장해 나갈 때 조사는 언제
든지 변형될 수 있다.
2.2 중심어의 층위

중심어에는 두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 하나는 텍스트 표면에 드러난 중심어,
다른 하나는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 추상
화되어 표현될 수 있는 중심어이다.
① 1차 중심어 : 텍스트 표면에 제시되어 있는 중심어
[예1] 한국의 전통 음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연의 하나가
사물놀이이다.
위의 문장은 중심어가 친절하게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경우이다. 중심어는 ‘사
물놀이’이다.
② 2차 중심어 : 텍스트 표면에 직접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텍스트표면에
드러난 객관적인 정보들을 서로 연관지어 상위의 개념으로
대치하여 표현한 중심어
[예2] 수학 시간에 원, 삼각형, 사각형을 배웠다.
위의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원, 삼각형, 사각형’이다. 이 경우 ‘원, 삼각형,
사각형’은 상위어로 대치되어 ‘도형’이라는 중심어로 표현된다. 이 경우 ‘도형’이
라는 말은 텍스트 표면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 삼각형, 사각형’으로부터
추상화될 수 있다.
2.3 교육과정에서의 중심어의 위치와 문제점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에서 중심어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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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1

3

4

6

8

9

7)

<표1>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중심어 관련 내용

내용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
기본
]:
짧은
글
읽고
,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한다.
(5) 대강의 내용 파악
하며 읽는다. [심화]: 긴 글을 읽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한다.
(3) 내용을 확인하며 [기본]: 읽은 글의 내용에 대한 물음에 답한다.
글 읽는다.
[심화]: 읽은 글의 내용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다.
(4) 내용의 연결 관계 [기본]: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이어주는 말을 확인하며 읽
를 파악하며 글 는다.
읽는다.
[심화]: 내용의 순서가 뒤바뀐 글을 읽고 순서를 바로 잡는다.
(3) 주제를 파악하며 [기본]: 글감을 이용하여 주제를 파악한다.
글 읽는다.
[심화]: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안다.
[기본]: 각 문단의 핵심어나 중심 내용을 찾고, 이를 적절히 묶어
(3) 글을 읽고, 전체의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내용을 요약한다. [심화]: 대강 파악한 내용과 요약한 내용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말
한다.
(2) 내용과 내용의 관 [기본]: 여러 가지 표지를 단서로 글의 짜임과 내용을 파악하며
계를 알 수 있는 읽는다.
표지에 유의하며 [심화]: 읽기 자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지의 종류와 기능을 조
글을 읽는다. 사하여 정리한다.
[기본]: 문단과 문단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글 전체의 짜임을
(3) 글 전체의 짜임을
.
파악하며 읽는다. [말한다
심화]: 글 전체의 짜임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를 설명한다.
[기본]: 내용 전개 방식의 유형을 알고,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
(4) 내용 전개 방식을
읽는다.
파악하며 글을 읽 며[심화글을
]: 글에서 여러 가지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
는다.
지 토의한다.
[기본]: 글을 읽으며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 문장의 중요도를 판
재조직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정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심화]: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며 글을 읽는 것의 효과에 대하여
내용을 파악한다. 토의한다.

이미 8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
찰은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7차이고 아직 8차에 대한 자료
를 구할 수 없어 제7차 교육과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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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어에 대한 지도 내용이 부족하다. 국민공통과정 10학년 중 중심
어(핵심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6학년이 처음으로 이전에 1학년부터 5학
년까지 언급된 바가 없다. 중심어를 찾는 것은 중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학년 단계에서 전혀 지도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둘째, 체계성이 없다. ‘주제파악, 요약, 중심내용 파악’등은 상위 목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위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뒤섞여 있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읽기의 상위 목표가 되고 밑줄 친 부분은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된다. 이들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표 2>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목표와 활동 정리

상위목표
주제파악하기
요약하기
중심내용파악하기

․질문-답하기
․연결 관계 파악하기
․중심어 찾기
․표지 단서 이용하기
․글 전개 방식 이용하기
대강의 내용 파악하기 ․중심문장 찾기
․찾은 중심문장 재조직하기

활동

셋째, 지도 내용 배열에 위계성이 없다.

8)

표에 제시된 상위목표와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방법들은 어떤 위계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
육과정이 체계성 없이 제시되어 있음을 보이기 위해 목표와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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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목표의 학년별 분포도9

학년

목표 대강의 내용
1
2
3
4
5
6
7
8
9
10

중심내용

요약

주제

1-(5)
3-(3)
4-(3)
6-(3)
8-(2)
9-(2)

교육과정에 나타난 목표는 ‘대강의 내용 파악하기, 중심내용파악하기, 주제
파악하기, 요약하기’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목
표의 난이도나 순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연계성도 없다. 2,5,6,10학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주제에 대
한 것이 초등학교 4학년에 먼저 나와 있고 중심내용 파악하기가 8,9학년에 제
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도 내용의 재배열이 필요하다.
넷째, 중심어는 요약하기 활동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심어는
요약하기에만 활용되는 방법이 아니라 중심내용 찾기나 주제 파악하기 등에
서도 기본이 되는 활동이다. 그러나 현 교육과정에서는 그에 대한 지도 방법
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7차 교육과정 읽기 영역에서 중심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도 내용이나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9)

이 표의 가로 축은 텍스트 의존성 여부와 국민학교 읽기 영역 평가 내용 요소체계를 기준으
로 작성하였다. 가로축은 왼쪽으로 갈수록 독자 의존적이고, 고차원적 사고가 요구된다. 이는
박영목(박영목, 1991, 최협섭 외 재인용, 1996:311-315, 재인용 )이 제시한 국민학교 읽기 영역
평가 내용 요소 체계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순서로 그는 3.2.1대강의 내용파악, 3.2.9중심
내용,3.2.12요약하기 순으로 평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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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심어 찾기 관련 요소 탐색
교사가 학생들에게 중심어 찾기를 통해 가르쳐야 할 것은 중심어 찾기의 방
법이다. 이미 학생들은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심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고 있다. 단지 어떤 것이 중요한 정보이고, 그것들을 많은 정보에서 어떻
게 가려내는지를 모를 뿐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중심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3.1 텍스트에 나타난 중심어의 양상

첫째, 대상과 대상을 서술하는 말이 곧 중심어이다.
중심어는 텍스트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을 말한다. 그
럼 텍스트에서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텍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결국 중심어는 텍스트의 담화 대상과 그에 대한 서술이며 중
심어를 찾는다는 것은 텍스트에 나타난 담화 대상과 그에 대한 서술을 찾는
것이다.
대상이란 글의 전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무엇에 해당되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개념이 될 수도 있다. 대상은 글에서 반복적
으로 많이 사용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문장 성분으로 주어나 목적어의 자
리에 많이 온다.
대상에 대한 서술이란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으로 주로 문후미에 오는
경향이 많고 동사나 형용사 등의 용언으로 표현되며 서술어 자리에 많이 온다.
둘째, 대상과 대상을 서술하는 말은 다양한 양상으로 텍스트에 표현된다.
한 개의 형식문단 안에서 대상과 대상을 서술하는 말은 한 개의 대상과 한
개의 서술어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개의 대상에 대해 서술하는 말이 여러
개 나오기도 하며, 여러 개의 대상에 대해 각각 서술하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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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 개의 대상에 대한 서술이 하나인 경우 (1:1)
[예3]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 고려의 어느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
다.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아기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강감찬입니다.
‘대상:서술=1:1=강감찬:태어났다’ 의 관계가 성립한다.
② 한 개의 대상에 서술이 여러 개인 경우 (1:多)
[예4] 동물들은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동물들은 사
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 동물들은 물건을 나른다. 동물들은 사람
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대상:서술=1:多=동물들: (도움이 된다, 제공한다, 주기도 한다)’의 관계가 성
립한다.

③ 여러 개의 대상과 각 대상에 대한 서술이 있는 경우(多:多)
[예5] 맹도견은 맹인들을 보호해 준다. 경찰견은 도둑이나 강도를 쫓아가서
잡아준다. 어떤 것은 소나 양을 돌보거나 쥐를 쫓아버리기도 한다. 애
완견은 주인에게 친구가 되어준다.
대상: 서술=多:多=(맹도견: 보호해준다=경찰견: 잡아준다=어떤 것: 쫓아버
리기도 한다=애완경: 친구가 되어준다)의 관계가 성립한다.
결국 텍스트에서 중심어를 찾는다는 것은 대상과 그에 대한 서술을 찾는 것
이며 텍스트에는 대상과 그에 대한 서술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2 중심어 찾기 과정

글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반복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심어를 찾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내어야 한다. 그
리고 더 나아가 반복되는 단어를 상위개념으로 대치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
다.

중심어 찾기 지도 방법 연구
①텍스트

② 반복되는
말 찾기

③ 상위어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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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심어

⑤ 삭제와 대치

<그림 1> 중심어 찾기 과정

결국 중심어 찾기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단
어를 찾고 그것이 바로 중심어가 되는 경우로 <그림1>에서 ①→②→④로
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단어를 찾은 후 이를 상위어로 대치하는
과정이다. <그림1>에서 ①→②→③→④ 로 가는 과정이다. 결국 ②와 ③는
중심어를 찾는 방법이 된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점선이 나타내고 있는 삭제와 대치가 각각의 과정에 동
일하게 작용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반복으로 찾기에는 삭제만 작용
되고 상위어 찾기에는 대치만 작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삭제와 대치는 그 뜻이 보다 포괄적이다. 삭제의 경우 단순하게 반복
되는 말을 삭제한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대치도 반복되는 말만을 상위어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연
속되는 명제들을 다른 명제들에 의해서 지시되는 사실이나 통상적인 조건이
나 요소, 결과를 지시하는 하나의 명제로 대치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삭제와 대치는 중심어 찾기 전 과정에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의문은 반복되는 말 찾기가 상위어 찾기보다 반드시 선행하느냐
는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는 본다. 왜냐하면 여기서 반복은 같은 범주의 요소
들이 나열된 것 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상위어 찾기 방법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같은 범주에 드는 요소의 반복을 먼저 찾아야 한다. 따라서 반복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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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가 상위어 찾기보다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수학 시간에 원, 삼각형, 사각형을 배웠다. 이들 도형은 점과 선과 면으
로 이루어져 있다.

[ 6]

위에서 밑줄 친 부분은 반복이다. ‘도형’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이 나
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예문에서의 중심어 ‘도형’을 찾기 위해서
는 먼저 도형의 범주에 드는 구성요소-원, 삼각형, 사각형을 먼저 찾고 이를 상
위어 ‘도형’으로 대치해야 한다. 따라서 반복되는 말 찾기가 상위어 찾기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3.3 중심어 찾기 처리 능력

중심어를 찾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하위요소는 상위어로 대
치하는 처리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1>의 ⑤ 대치와 삭제 가 바로 이
처리 과정을 의미한다. ⑤에서 뻗어 나간 화살표는 대치와 삭제가 중심어 찾
기 과정 모두에 작용됨을 나타낸 것이다.
10

3.3.1

삭제하기

불필요한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반복되는 내용들은 삭제한다.
-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한다.
-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한다.
의 거시규칙과 Brown&Day(1980)의 규칙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쪽을 참고하였다.

10) Van Dijk&Kintch(1977)
(1996) 59-60

서혁

중심어 찾기 지도 방법 연구

385

예 개는 사람을 잘 따릅니다. 개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
리를 잘 듣습니다.

[ 7]

위에서 ‘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된다. 중심어를 찾고 내용을 이해할 때
에는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한다.
3.3.2

대치하기

연속되는 명제들은 상위의 개념으로 한정하는 명제로 대치될 수 있다.
- 연속되는 명제들은 다른 명제들에 의해서 지시되는 사실이나, 통상적인
조건이나 요소, 결과들을 지시하는 하나의 명제로 대치될 수 있다.
- 행동의 하위요소 목록은 포괄적 행동으로 대치할 수 있다.
-

예 수학시간에 원, 삼각형, 사각형을 배웠다. 이들 도형은 점과 선과 면으
로 이루어져 있다.

[ 8]

위의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을 ‘도형’이라는 상위개념으로 대치된다. 따라서
위의 문장에서 중심어는 ‘도형’이다.
3.4. 중심어 찾기 방법

중심어 찾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반복되는 단어를 이용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상위어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11

11)

이 밖에 중심어를 찾는 방법에는 단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텍스트에서 일반, 전체, 상위,
결론, 결과, 목적, 해결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텍스트에서 핵심정보에 해당한다.(서혁, 1996:64)
따라서 이들을 찾아낸다면 보다 쉽게 중심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부분은 다
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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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반복으로 중심어 찾기

중심어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이다. 텍
스트에서 중요한 단어는 반복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는 눈
에 쉽게 띠기 때문에 찾기가 쉽다.
<표 4> 반복의 형태

방법
반복되는 말 찾기

동일어의 반복

(1)

유의어의 반복
(3) 반의어의 반복

반복의 형태
① 단순 반복
② 지시어
③ 비유어
④ 생략

(2)

반복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 <표4>는 반복의 여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형태에는 동일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유의어나 반의어
의 형태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1) 동일어의 반복

동일 단어의 반복은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 반복과 지시어나 비유
어에 기댄 반복, 반복의 생략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단순 반복
예 개는 사람을 잘 따릅니다. 개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개는 소리를 잘 듣
습니다. 개는 영리합니다. 개는 충성스럽습니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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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단순 반복의 예로 같은 단어인 ‘개’가 반복되는 경우이다. 같은
단어가 단순하게 반복되는 경우는 텍스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초
기 단계의 지도에서 활용된다.
나) 지시어에 기댄 반복
예 개는 사람을 잘 따릅니다. 개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
리를 잘 듣습니다.

[ 10]

위의 예는 반복되는 단어가 지시대명사 ‘그것’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다) 비유에 기댄 반복
예 개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친구는 사람을 잘 따릅니다. 우리의
친구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우리의 친구는 영리합니다. 우리의 친구
는 충성스럽습니다.

[ 11]

위의 예는 반복되는 단어가 비유법에 의해 표현된 경우이다. ‘개’라는 단어
가 반복되지는 않았지만 ‘개’=‘친구’라는 등가를 통해 ‘개’와 ‘친구’는 동일대
상이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라) 생략
예 개는 사람을 잘 따릅니다. 개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리고 (개는) 소
리를 잘 듣습니다.

[ 12]

위의 예는 반복되는 것이 생략된 경우이다. 세 번째 문장에서 주어인 ‘개’가
생략되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는 생략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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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일 단어의 반복을 살펴볼 때에는 단순 반복과 지시어, 비유법에 기
댄 표현, 생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예 개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친구는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것은
소리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생략) 냄새도 잘 맡습니다.

[ 13]

위의 예문에서 ‘개’라는 표현은 하나이지만 개=우리의 친구=그것은=(생
략)이 되므로 결국 ‘개’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2) 유의어의 반복

정보를 표현한 어휘들을 살펴보면 의미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변형되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서로 긴밀한 의미적 관련성을 가진다. 형태는
동일하지 않지만 의미상 같은 의미를 담으면서 반복의 효과를 가져 온다. 결
국 비슷한 단어를 찾는 것도 동일한 단어를 찾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예 국어는 우리를 더욱 굳게 맺어 줍니다.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이 통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져 따뜻한 인정이 싹
트게 됩니다. 먼 외국에서 우리말을 들었을 때의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어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가깝게 하여 줍니다.

[ 14]

예 에서 밑줄 친 부분 ‘맺다, 전하다, 통하다, 가깝다’는 의미상 유사한 단
어들이다. 동일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말을 씀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가 반복되고 있다. 결국 유사한 단어의 반복 역시 동일 단어의 반복과 같은 효
과를 가져 온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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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의어의 반복

한 단락 안에 서로 반대되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형태가 동
일하지 않고 의미도 동일하지 않아 반복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아래 예문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면 반대되는 단어의 사용 역시 반복되는 표
현이라 볼 수 있다.
예 중국의 담은 집보다도 높다. 아무리 발돋움하여도,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다. 완전히 폐쇄적인 것이며, 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완전
한 성벽인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초가집에는 숫제 담이란 것이 없고,
설령 담이 있더라도 내부가 환히 보이는 아주 낮은 담이다. 그것은 개
방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 15]

위의 예문에서 ‘높다-낮다’라는 반의어가 있다. 여기서 ‘높다, 낮다’는 높이
라는 상태를 설명해주는 표현으로 ‘높다’, ‘낮다’라는 것이 반복되어 사용되었
다. 다시 말해서 담의 높이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 두 번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그 반복되는 것이 반대되는 성질을 띠고 있을 뿐이다. 결국 반대되
는 단어 역시 반복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3.4.2

상위어로 중심어 찾기

중심어는 상위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반복에 의해 찾은 중심어 중에는
그 자체로 중심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은 보다 상위의 개념으
로 대치하여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중심어가 된다.
<표 5> 상위어로 중심어를 찾는 두 형태

방법
상위어로 대치하기

형태
(1) 텍스트 표면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2) 텍스트 표면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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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제시되어 있듯이 상위어로 중심어 찾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하나는 텍스트에 하위어와 상위어가 모두 나타나 있는 경우고, 다
른 하나는 텍스트에는 하위의 항목만을 나열되고 상위어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에는 개별의 하위 항목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어를 독자가 직
접 생각해 내야한다. 독자가 직접 구성하는 상위어는 다시 두 수준으로 나누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하위 항목들에 대해서 누구나 명백하고 객관적
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상위어이고, 다른 하나는 하위 항목들에 대해서
명백한 하나의 상위어로 제시되지 못하고 의미를 포괄하는 비슷한 단어의 수
준으로 구성될 수 있는 상위어이다.
< 5>

1) 텍스트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상위어

예 수학시간에 원, 삼각형, 사각형을 배웠다. 이들 도형은 점과 선과 면으
로 이루어져 있다.

[ 16]

예 은 텍스트에 하위어와 상위어가 함께 제시된 경우이다. ‘원, 삼각형,
사각형’은 하위어이고 ‘도형’은 상위어로 중심어가 된다.
[ 16]

2) 텍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상위어

텍스트에 하위어만 제시되고 상위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독자는 하위어
의 객관적인 정보들을 추상화하여 스스로 상위어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에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하나의 상위어로 대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
우의 두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서술부
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에는 의미를 포괄하는 비슷한 의미수준에서
의 상위어로 대치할 수 있다. 후자의 예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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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 동물들은 물건을 나르고, 일
을 한다. 동물들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 17]

밑줄 친 부분은 유사하거나 같지는 않지만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 ‘돕
다’로 대치할 수 있다. 결국 중심어는 대치된 상위개념의 단어인 ‘돕다’이다.

4. 중심어 찾기 지도 방법 구안
장에서 중심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논했다. 2장을 토대로 3장에서는 중
심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4.1 중심어 찾기의 지도 방향

첫째, 중심어 찾기 지도는 단어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 이상의 형태까지 다
룬다. 초기 단계에서 중심어를 지도할 때에는 낱낱의 단어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다가 차츰 두 개 이상의 중심어를 간단한 구나 문장의 형태로 결합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구 이상의 수준으로 결합된
형태는 낱낱의 단어로 제시된 중심어보다 의미면에서 완결성과 구체성을 띠
게 된다. 예와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 동물들은 물건을 나른다. 동
물들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 17]

초기 단계 지도에서는 반복되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단어 수준에서 중심어
를 찾게 한다. [예17]의 경우 반복되는 말 ‘동물’이 중심어가 된다. 위의 활동
이 가능해지면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서술어인 ‘제공한다’,‘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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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와 같이 유사어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초점을 두고 ‘제공한다’,‘나른다’,
‘준다’의 상위 개념인 ‘돕다’라는 단어로 중심어를 대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 후 찾은 두 개의 중심어 ‘동물’과‘돕다’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동물은 사람
들을 돕는다’라는 구 이상의 형태로 중심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중심어 찾기 지도는 텍스트 표면에 제시된 1차적 중심어에서 상위 개
념의 2차적 중심어로 나아간다.
위의 예문17에서 중심어 ‘동물’은 1차적 중심어이고, ‘돕다’는 2차적 중심어
이다. 지도 순서에 있어 텍스트 표면에 드러난 일차 중심어 ‘동물’을 찾는 것
을 먼저 지도하고 ‘돕다’라는 상위 개념으로 대치된 2차 중심어를 찾는 과정을
나중에 지도한다. 그 이유는 2차 중심어가 상위 개념으로의 대치이기 때문에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심어 찾기 지도는 텍스트의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나아간
다. 초기 단계에서는 짧고 단순한 구조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중심어를 찾도록
지도하고 차츰 길고 복잡한 구조 속에서 중심어를 찾도록 지도해야 한다. 단
순한 구조 속에서 중심어는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존재하지만 복잡한 구조 속
에서는 여러 개의 중심어들이 위계적으로 서로 종속관계를 띄는 구조로 분석
될 수 있다.
‘

예 중국의 담은 집보다 높다. 아무리 발돋움하여도,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다. 완전히 폐쇄적인 것이며, 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완전한
성벽인 셈이다.

[ 18]

예 중국의 담은 집보다 높다. 아무리 발돋움하여도,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다. 완전히 폐쇄적인 것이며, 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완전한
성벽인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초가집에는 숫제 담이란 것이 없고, 설
령 담이 있더라도 내부가 환히 보이는 아주 낮은 담이다 그것은 개방
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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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18]은 단순 구조로 중국 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중심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중국의 담, 높다, 폐쇄적이다.’ 그러나 [예19]는 중국의 담
에 대한 설명에 일본의 담을 덧붙여 중국 담과 일본 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조 구조를 이룬다. 이 경우 중심어를 찾는 것은 보다 복잡
해진다. 일차적으로 중심어 ‘중국, 담, 높다, 폐쇄적, 일본, 담, 낮다, 개방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중심어가 이루는 대조 구조가 주
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중심어 간의 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
리고 삭제와 대치의 과정을 통해 글을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중심어를 새
롭게 정리해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중심어는 단어에서 구 수준으로, 1차적 중심어에서 2차적
중심어로,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나아가며 지도한다.
4.2 중심어 찾기 지도 단계

중심어 찾기 지도 단계는 중심어 찾기 방법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중
심어 찾기 방법은 반복, 상위어 두 가지가 있다. 이중 단어의 반복과 상위어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계가 존재해서 활동을 초급과 고급 두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급 수준에서는 반복되는 단어를 찾고 이것을 중심어로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고급의 경우는 반복되는 단어를 찾고 이것을 상위의 개념으
로 대치하는 경우이다.
<표 7> 중심어 찾기 방법을 통한 지도 단계 설정

중심어 찾기 방법
중심어찾기 지도의 수준

초급
고급

반복
①

상위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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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원문자는 ①은 반복의 원리만을 이용한 것이고, ②는 반복과
상위어 두 가지를 모두를 활용한 경우이다. 수준은 반복만 사용한 경우가 더
쉽고 반복과 상위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여 중심어를 찾는 것이 더 어렵다.
결국 중심어 찾기 지도 단계는 ①에서 ②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4.3 중심어 찾기 지도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심어 찾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요
소를 잘 정리하여 지도 순서를 정해야 한다. .
<표 8> 중심어 찾기 관련 요소별 지도 순서

구분
순 서
반복되는 말 동일 단어→유의어→반의어
찾기 방법 반복→상위어 상위어 텍스트 표면→텍스트 표면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텍스트 수준 대상과 대상에 대한 중심서술의 관계가 1: 1 →1:多→ 多:多
텍스트 안에서 주어부→ 목적부→ 서술부→혼합
중심어의 위치
4.3.1

중심어 찾기 방법

중심어 찾기 방법은 반복에서 상위어 찾기 순서로 지도한다.
◉ 반복되는 말 찾기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부터 지도해서 유의어,
반의어 순으로 가르친다.
◉ 상위어로 찾는 방법은 상하위요소가 텍스트에 함께 제시된 경우부터 시
작하여 상위어가 텍스트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로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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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수준

지도할 때 사용되는 텍스트의 곤란도는 대상과 대상에 대한 서술이 1:1인
것부터 1:多→多:多의 순서로 한다. 아래 예에서 진한 것은 대상이고 밑줄 친
것은 대상에 대한 서술부분이다.
1) 1:1 대응의 예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 고려의 어느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
였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강감찬입니다.
2) 1:多 대응의 예

개는 사람을 잘 따릅니다. 개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개는 소리를 잘 듣습니
다. 개는 영리합니다. 개는 충성스럽습니다.
3) 多: 多 대응의 예

맹도견은 맹인들을 보호해 준다. 경찰견은 도둑이나 강도를 쫓아가서 잡아
준다. 어떤 것은 소나 양을 돌보거나 쥐를 쫓아버리기도 한다. 애완견은 주인
에게 친구가 되어준다.
4.3.3.

텍스트 안에서 중심어의 위치

텍스트 안에서 중심어는 모든 문장 성분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주어부, 목적부, 서술부, 그리고 마지막에 중심어가 모든 문
장 성분에 나타나는 순서로 지도한다.
ⓐ 주어부에 반복되는 예 : 개는 충성스럽다. 개는 영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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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부 반복의 예 : 우리는 용돈을 아껴써야 한다. 용돈을 저축해야 한
다. 용돈을 가치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 서술부에 반복되는 예 :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드는 것은 물이다. 더러
운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물이다.
ⓓ 모든 자리에서 반복되는 예 : 개는 충성스럽다. ‘오수의 개’의 이야기에
서처럼 목숨을 내놓고 주인을 살리는 짐승이 바로 개이다. 따라서 우리
는 개를 잘 돌봐야 한다.
4.4 지도 내용의 위계화

지도 내용의 위계화는 곤란도를 고려해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지도
내용을 배열했다. 여기서는 지도 내용의 위계만 잡고 학년별 배분은 차후 과
제로 미룬다.
지도의 위계
1
2
3
4
5
6
7
8

<표 9> 지도 내용의 위계화

지도내용
동일 단어의 반복 중 단순반복
동일 단어의 반복 중 지시어에 기댄 반복
동일 단어의 반복 중 비유법에 기댄 반복
동일 단어의 반복 중 생략에 의한 반복
유의어의 반복
반의어의 반복
텍스트 표면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텍스트 표면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심어 찾기의 방법
반복되는 말
활용
상위어활용

지도 내용은 중심어 찾기 방법을 기준으로 구성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중심어 찾기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 지도해야 할 것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도 내용은 총 8가지로 지도 내용의 위계는 중심어 찾기 방법의 반복→상
위어 순을 따랐다. 그리고 2장에서 살펴본 중심어 찾기의 방법의 세부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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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 단계의 지도 내용으로 넣었다.
4.5 교육적 활용 방안의 예

지금까지 중심어 찾기 지도의 방향, 중심어 찾기 지도의 단계, 중심어 찾기
지도 시 고려해야할 사항, 중심어 찾기 지도 내용에 대해 논하였다. 이것을 토
대로 실제 수업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를 수 있다.
첫째, 수업 할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여 지도내용을 선택한다. 이해를 돕
기 위해 본 과정에서는 <지도 내용 5> 유의어의 반복을 선택한다.
둘째, <표8>을 보고 본 수업에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을 먼저 선택한다. 이
해를 돕기 위해 본고에서는 텍스트 안에서의 중심어의 위치를 예를 들어 설명
한다.
<표 10> 중심어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지도 순서

구분
텍스트에서 중심어의 위치

순 서
주어부→ 목적부→ 서술부→혼합

텍스트에서 중심어의 위치가 어딘가를 고려해서 수업을 구성한다면 중심어
가 주어부에 나오는 경우, 목적부에 나오는 경우, 서술부에 나오는 경우, 혼합
되어 나오는 경우를 순서대로 고려하고 이에 적합한 텍스트를 수집해야 한다.
셋째, 수업의 단계를 정한다. <표7>에서 제시한 지도 단계와 앞서 선택한
지도 순서의 요소(중심어의 위치)와 결합하여 수업 단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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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도순서와 지도 단계의 결합 양상의 예

중심어 위치
주어부
목적부
서술부
혼합
중심어 찾기 방법 반복 상위어 반복 상위어 반복 상위어 반복 상위어
중심어찾기 초급 ①
②
③
④
a
b
c
d
지도의 수준 고급

수업의 단계는 중심어의 위치와 지도 단계가 결합되어 모두 8개의 수업 단
계가 설정된다. 결국 새로 구성한 중심어 찾기 수업 단계는 ①에서 ④의 방향
으로 나아가고 초급 수준이 끝나면 a에서 d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를 표로 다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은 중심어 찾기 수업 단계가 설정된다.
지도 단계
찾기 방법

<표 12 > 새로 구성된 중심어 찾기 지도 단계
1

①

2

②

3

4

③

④

5
a

6
b

7
c

8
d

위에서 설정한 지도 단계 중 주어부와 서술부 경우만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중심어 위치
중심어 찾기 방법
중심어찾기
초듭
지도의 수준 고급

<표 13> 수업 1단계
반복
①

주어부
a

상위어

반복
②

서술부
상위어
b

이 단계는 반복되는 단어가 주어부에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중심
어가 되는 경우이다. 텍스트의 수준은 대상과 서술의 관계가 1:多인 경우이다.
예 국어는 우리를 더욱 굳게 맺어 줍니다.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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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이 통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져 따뜻한 인정이 싹
트게 됩니다. 먼 외국에서 우리말을 들었을 때의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어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가깝게 하여 줍니다.

위의 예에서 주어부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국어’이고, 이것이 곧 중심어가
된다.
【2 단계】
중심어 위치
중심어 찾기 방법
중심어찾기
초듭
지도의 수준 고급

<표 14> 수업 2단계
반복
①

주어부

상위어

a

반복
②

서술부

상위어

b

반복되는 단어가 서술부에 오는 경우이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곧 중심
어가 된다.
에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드는 것은 물이다. 더러운 물건을 깨끗하게 하
는 것도 물이다.

[ 21]

위의 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서술부에 위치해 있고 이것이 바로 중심어가
된다. 중심어는 ‘물’이다.
【5 단계】
중심어 위치
중심어 찾기 방법
중심어찾기
초듭
고급
지도의 수준

<표 15> 수업 5단계

주어부
반복
상위어
①
a

서술부
반복
상위어
②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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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부에 반복되는 단어가 오고 그것을 상위어로 대치하는 경우이다.
예 맹도견은 맹인들을 보호해 준다. 경찰견은 도둑이나 강도를 쫓아가서
잡아준다. 어떤 개는 소나 양을 돌보거나 쥐를 쫓아버리기도 한다. 애
완개은 주인에게 친구가 되어준다.

[ 22]

위의 예에서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견’과 ‘개’가 주어부에서 반복된다.
그리고 이것은 상위어 개로 대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심어는 ‘개’가 된다.
【 6단계 】
중심어 위치
중심어 찾기 방법
중심어찾기 초듭
지도의 수준 고급

<표 16> 수업 6단계
반복
①

주어부
상위어
a

반복
②

서술부
상위어
b

예 국어는 우리를 더욱 굳게 맺어 줍니다.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이 통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져 따뜻한 인정이 싹
트게 됩니다. 먼 외국에서 우리말을 들었을 때의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어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가깝게 하여 줍니다.

[ 23]

위의 예문은 서술부에서 유사한 말이 반복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것을 상
위어로 대치한 것이다. 이 단락에서 서술부에서 찾을 수 있는 중심어는 '맺다'
가 된다. 그리고 주어부에서 반복되는 국어도 중심어가 된다.

중심어 찾기 지도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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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중심어 찾기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그 방법을 구
안해 보았다. 그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심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중심어를 1차 중심어, 2차 중심어로 나
누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중심어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찾아보고 문제점
을 살펴보았다.
둘째, 중심어를 찾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중심어 찾기 방법을 체계
화했다. 중심어 찾기 과정을 가시화하고, 중심어 찾기 처리 능력을 삭제와 대
치 2개의 축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중심어 찾기 방법을 반복과 상위어로 찾기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셋째, 중심어 찾기 지도 방법을 살펴보았다. 중심어 찾기 방법을 정리했다
고 이것이 그 대로 지도 방법이 되진 않는다. 아동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체계
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심어 찾기 지도 방향과 지도 단계, 중
심어 찾기 지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도 내용의 위계화와 교육적 활용 방안
을 제시하였다.
위의 논의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하나는 ‘중심어’라는 정
의 중심의 개념 고찰이요, 둘째는 중심어 찾기라는 인간의 사고과정의 고찰,
셋째는 지도 방법적 측면에서의 고찰이다. 여기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중심어 찾기 과정을 가시화한 부분이다. 중심어를 찾는 다는 것
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사고과정의 한 부분이다. 눈에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개인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이것을 가시화하여 체계화한다는 것은 학
문적 객관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된 많은 부분들
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어는 읽
기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잘 드러
나 있지 않고 교사들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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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심어 찾기 방법이라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가시화 하고, 교수
방법으로 체계화했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본 연구가 현장에 바로 적용되어 활
용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 객관적인 데
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중심어 찾기의 과정이 재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교육과정 상에서 중심어와 관련된 지도가 어디에서 다루어져야 하
는지 그리고 어떤 것과 연계되어 지도되어야 하는 지 등의 교육과정상의 체계
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심어 찾기 지도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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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Teaching Methods for Finding Keywords
Hwang, Hyun-mi (Suwon Sunil Elementary School)
The keywor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understand text. However, it
was not performed to teach the method for finding keywords in language clas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teaching method for finding keywords. For this, this
paper approached the methods to find keywords with three aspects.
Firstly, defined what the keywords were, and divided the keywords into two groups:
the first keyword, and the second keyword. In next step, searched the factors were
related to the keywords in current curriculum and found problems about the factors.
Secondly, reviewed a process for finding the keywords, systematized the process ,
visualized the process, and summarized the ability of finding keywords as delete and
replacement. In addition, suggested two finding methods that use repetition and
tracking higher keywords to find correct keywords.
Thirdly, suggested teaching methods for finding keyword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ystematically to teach students. Even though there is an optimal method to
find keywords, if there is no effective teaching method, then the optimal method
isuseles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new concepts for teaching methods to find
keywords; the teaching direction for finding keyword, the procedure for finding
keywords, the factors that teachers should consider when they teach students,of teaching
contents and educational application methods in real classrooms.
This study had a meaning that showing the systematical approach to teach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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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s to find keyword effectively. Lastly, this paper expected the suggested
methods would be applied in language classrooms directly.
Key words : keyword, the first keyword, the second keyword, delete, replacement,
a process for finding the keywords, teaching methods for finding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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