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교재의 설태 및 대안 

민현식* 

1. 머리말 

언어 교빽1서 기본적인 3요소는 교새teacher)와 학습재learner)와 교 

재(때뼈외s)이다. 이 중에 교재란， 교육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 

는 행위’로 볼 때 바로 이 ‘무엇’을 답고 있는 총체물이다. 이러한 교재를 

넓게 말한다면 교육과정에서 동원되는 모든 입력물(in뻐t ma뼈a1s)이 교 

재가 된다. 교과서류， 부교재류는 물론 학습지를 둘러싸고 있는 교사의 언 

어， 가정과 이웃의 언어， 방송 광고 등의 언어 내용이 모두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재를 좁게 말한다면 학생들이 교육 목표에 도달하도 

록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내용을 미리 선정하여 가시적으로 제시한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주교재와 부교재로 나눌 수 있다. 대개의 한국어 교 

육 기관에서 쓰는 교과서는 주교재라 부르고 연습서( workl:xx>k), 참고서， 

사전， 시청각 자륙 프로그램， 과제， 활동 등은 부교재 또는 보조교재라 부 

를수있다.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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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는 학습자의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는 관 

점 반영의 기능， 내용 제공 및 재해석의 기능， 교수 • 학습 자료의 제공 기 

능， 교수 • 학습 방법의 제시 기능， 학습 동기의 유발 기능， 연습을 통한 기 

능 정착의 기능， 평가 자료의 제공 기능 등을 지닌대노명완， 1913). 따라 

서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재의 기능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이 있 

어야한다. 

그 동안 한국어 교육의 교재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편이다. 한국어 교육 

에 대한 관심이 %년대 들어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화하였고 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논문들이 대부분인 것이 그런 사정을 보여 준다. 그러나 교재 

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시간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이는 내국인을 

위한 국어 교왜서도 교재론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못한 데서도 드러난 

다.7차 교육과정에 이라까지 숱한 국어 교재가 개발되었지만 정작 꽤 

론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국어 교재론{연구)’이란 책이 눈에 안 띄며 교 

재에 대한 비판도 활발하지 않은 것이 이런 현실을 보여 준다. 내국인용 

국어교육에서도 우리는 교육과정 고시 때마다 주기적으로 교재 개발로 고 

민하지만 나중에 단지 교과서 형태의 결과물만 남아 있을 뿐 고민의 흔적 

은 별로 남기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가 힘들여 교재를 만들어 놓고 자화 

자찬은 하지만 현장의 따가운 비판에는 귀를 막기 쉬운 풍토도 국어 교재 

론 연구가 활성화하지 않은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국인의 국 

어교육。l 이럴진대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교재론이 활발히 다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딩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국어 교재론이나 한국어 교재론이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교재론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 것이며， 한 

국어 교육에서의 교재론 연구도 지속적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본 국제 

회의의 발표도 이러한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므로 우리는 먼저 본 국제회 

의의 주제인 교재 개발과 연구라는 주제가 한국어 교재론에서 어떤 의미 

와 좌표를 찌고 장차 어떤 방향을 지뺨야 할 것인가를 챔보도록 한 

다. 이는 본 논의가 단순히 한국어 교육용 교과서 몇 가지에 대한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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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논의라고 믿기 때문이다. 

2. 효댁어 교재륜의 좌표와 방향 

우선 우리는 한국어 교재론 연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깅}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재론 연구는 한국어 교육셰서 

사용히는 국내외 한국어 교재들에 대해 전면적‘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로 한국어 교육론의 하위 분과로서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한국어 교재론 연구〉 

· 교재 유형론 연구 · 교육과정과 교재의 상관성을 연구하고 교재의 다양 
한 유형에 따라 연구한다. 

· 교재 개발론 연구 : 교재 개발에 따른 제반 방법론과 문제점을 연구한다. 
· 교재 평가론 연구 : 교재를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 동안 한국어 교재론은 대체로 교육과정이나 교수 학습법과 연계하여 

대학 기관의 교재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대부분이라 교재 유형론에 치 

우치며 교재 개발론 연구나 교재 평가론 연구는 드문 편이다. 

2. 1. 교채 유형론 연구 

교재 유형론 연구는 거의 주교재 중심 그 중에서도 범용 교재 연구에 

치중하였을 뿐 발음 교재，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교재와 같은 언어 기 

능별 교재를 비교 연구하는 것은 이 분야 교재 자체가 드물어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교재 유형론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용 교재 연구 

차원을 넘어서서 하위 교수요목별로 교재 연구가 활발뼈야 한다. 가령， 

시제를 가르친다거나 높임법을 가르친다거나 할 때와 같이 각 교수요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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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 교재를 만드는 것이라든가 보조교재를 제작하고 수업 사례를 전 

파하기 위한 결과 보고와 같은 것이 활발해져야 한다. 

교재 유형론 연구는 교재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의 유형이나 학습자의 상황 여건에 따라 교재의 유형을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런 교육 유형을 나눈 것 

인데， 교재는 이러한 유형에 따라 다양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 과정 유형〉 

@국외 과정 

끼. 정규 과정 : 대학 학위 과정(외국 대학들의 한국학과 과정) 

대학， 고교 제2 외국어 과정 

민족 교육 기관 과정(한국 학교) 

L 비정규 과정 : 특별 과정 전문가 양성 과정(외교관， 공무원， 기업인， 

학자동) 

일반교양과정 

민간 학원 과정 

@국내 과정 

-, 정규 과정 : 대학 정규 과정 

L 비정규 과정 : 대학 비정규 과정(장， 단기 과정) 

민간 학원 과정 

위와 같이 교육 유형에 따른 교재블 개빨}는 것과 그것을 비교 연구하 

는 일만도 엄청난 일이다. 이것은 바꿔 말해 위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범 

용 교재라고 하는 것들의 효용정이 그만큼 적디는 것을 뜻하고 범용 교재 

개발보다는 교육 유형별로 장기적 교재 개발이 동호지들， 기관별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영어 산업에 

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직은 

이상적인 범용 교재 개발에 힘을 모。싸 하는 실정이다. 

또한 교재 유형은 교육 유형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상황별로도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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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학습자의 상황이란 말 속에 이미 학습자가 받을 교육 유형도 포 

함할 수 있는데 이 유형을 위처럼 따로 구별하여 보면 다음 조건들이 관 

계된다. 

<교재 개발에서의 학습자 상황 요인〉 

φ 학습자수준별 

@ 학습 목적별 

@ 수강 기간별 

@연령별 

@국적별 

@ 학습자 수준은 흔히 1-6급 분류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교재 개발 수 

준은 아직 이 차원에 머물고 었다.(2) 학습 목적별 교재란 학습자가 상인， 

군인， 외교관， 학자， 유학생 등이냐에 따라 교재 내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 

에 이런 유형별 교재도 교육 기관별로는 만들어 쓰고 있으나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차 특별 목적의 한국어(Korean for 

sJXrifidsJXri려 대J1X)Se ; KSP) 교육을 위해 이러한 교재 개발도 필요하여 

가령， 실무 한국어， 상엽 한국어， 관광 한국어와 같은 교재가 나올 수 있으 

나 현재는 기관별로 특별 제작하는 수준이며 공개적 논의는 거의 없다. 

3 수강 기간별로는 학습자 교육이 단기， 중기 장기 교육에냐에 따라 
교재도 다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연령별이라는 것은 아동 학습자와 

성인 학습자의 구별과 같은 것이다. 아동 학습자에게 성인용 범용 교재가 

부담스럽듯이 성인 학습자에게 아동용 범용 교재는 역시 부적절하다. 일부 

기관 교재가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 교재처럼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외국 

에 무료 배포되지만 현지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어 예산만 낭비한디는 비 

판이 있는 것은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 

@ 국적별 교재 개발은 학습자의 국적별로 다양한 교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현재와 같은 범용 교재 수준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와 

한국 문화나 한국 언어 문화에 대한 비교 이해가 제대로 배려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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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언젠가는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 상횡에 따라 주요 문화권역별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백봉재lffi))에서 동양어권과 서 

뺑권별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며 서뺑권 학습"À}를 

위한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국제교류재 

단의 지원으로 개발하고 있는 KLEAR--1\F 교재도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만든 교재 개발 사업으료 볼 수 있으며 김영순 • 보덴명래(1됐)에서 독일 

어권 한국인 2세를 위한 교재 개발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힌 것과 같은 것 

도그런사례로볼수있다. 

그 동안 언어권역별 교재가 단순히 범용 교재를 기계적으로 번역하여 

발행하는 차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대조언어학적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문화 차이를 배려한 언어권역별 교재가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언어권역별로 현지에서 개발되는 꽤가 더욱 많아져야 한 

다. 교재 개발과 연구는 위의 요인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교재 유형 

에 따라연구될 수있다. 

CD 제시 자료 유형에 따른 교재 유형 
I 자연 자료 : 야외 현장 견학 학습(기념물， 유적지 방문 문화 학습) 
L 인공 자료 : 화상 자료 필름， 텔레비전， 영화， 그립， 환등기， 사진， 

지도， 지구본 

언어 자료 직접 자료 : 대화， 인터뷰， 강의， 토의， 판서 
간접 자료 : 교과서， 참고서， 신문， 잡지， 인 

쇄물， 녹음기 

@감각기관별 교재 유형 

I 시각 교재 

L 청각 교재 

c 시청각 교재 

@ 언어 범주별 교재 

발음， 어휘， 문법， 담화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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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기능별 교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재(개별 기능형， 기능 통합형) 

@ 교수· 학습 활동에 따른 교재 

「‘ 내용 자료 : 목표 문화와 언어 상황 주제별 교재(예 : 문화 주제별 

로 구성 한 <Exploring Korean> 따위) 

L. 과정 중심 자료 : 특정 언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언어 학습 과제， 

의사 소통 과제(예 : 인사， 모임， 사랍 찾기 둥의 상황 

별로 구성한 교재인 <Functional Korean> 따위) 

@ 한국어 교육 관련 영역별 교재 

I 한국어 학습 교재 

전문 교재 주요 대학 기관 발행의 한국어 교재 

일반 교재←생활회화용， 관광용 한국어 교재 

<Korean Phrase B。이{ for Travelers> (B. ]. Jones) 

<Gateway to Speaking Korean> 

L 한국어 학습 부교재 : 사전， 비디요 오디오 자료 각종 교육 보조 

기구와자료 둥 

<한글로 세계로>(비디오)， <한국어 학습 비디오>(호주 정재훈)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 사전>(신현숙 외) 

<Pictorial Sino-Korean Characters> (Rev. Jacob Chang-Ui Kim) 

c 한국어학 관련 교재 : 문법 교재， 언어학개론， 국어학개론 관련 연구 

<Korean Grammar for Intemationa1 Learner>(임호빈 외) 

<A Reference Grammar of Kon얹n>(Samue! E. Martin)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백봉자) 

2. 한국 역사 문화 관련 교재 : 한국 이해 관련 교재 

<A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john H. Koo & Andrew 

C. Nahrn) 

<A Guide to Korean Cultural Heri떠ge>(KOCIS) 

<The Business of Korean Culture>(R. Saccone) 

<Koreans to Remember: 50 Famous People Who Hel야~ 

Shape Korea>(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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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교재 유형은 다양한 만큼 우리의 한국어 꽤론에서 교재 유 

형론 연구는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장황하게 다양한 교재론 영역을 제 

시히여 보는 것도 우리의 교재론 연구 수준이 범용 교재 개발에만 집중해 

있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을 보이기 위함이다. 사실 국내의 국어 교재론 

연구 수준도 7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었지만 국어 교재론이란 제목의 연구 

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보면 공연한 이상론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원대하게 나마 우리의 교재론 연구가 어떤 좌 

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좌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재론 

연구이든 한국어 교재론 연구이든 거시적 좌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2. 교재 개발론 

교재 개발을 위하여서는 4대 요소、 즉 교재 개발자， 교재， 교사， 교재 사 

용지셰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데， 이는 좋은 교재， 상품성 있는 교재， 언어 

능력 배양에 기여하는 교재 개발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교재론에서 교재 개발론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재 개발의 과정을 공개하는 연구는 최근에 황인교(1됐)에서처럼 연 

세대에서 읽기 교재를 개발하면서 개발 과정을 공개 소개한 것이라든가 

김중섭 · 이관식(1앉핑)， 라혜민 • 우인혜(1앉~)에서 해당 기관 교재를 개발한 

경험을 소개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그러한 공개를 통히여 다른 기관에서 

도 참고하여 더 나은 교재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러한 과정의 논의 

는 장기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더 발전승}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지적 소유권 의식이 크고 교 

수자별로 귀중한 비법들을 자신있게 공개하기 꺼리는 풍토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겠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 방식과 자신이 사용하는 교보재를 

자신있게 공개하고 남의 비판을 받아 더 나은 교재와 교안과 교수법으로 

학생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풍토의 전환이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13 

이루어지면 자연히 한국어 교재가 발전하고 교재론 연구도 발전하리라 생 

각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재 개발론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교재와 교수법 

을 연계하여 다양한 교안과 교재를 인터넷상에 교수요목별로 저장 공개하 

는 가칭 ‘교재 은행’(또는 교안 은행)과 같은 것을 구축하고 공개할 수 있 

기를 개인에게나 기관별로 기대해 본다， 최근에 서강대를 비롯한 여러 대 

학에서 인터넷 학습 둥지(사이트)를 만들어 그에 대한 개발 과정을 소개하 

는 것은 새로운 경향의 교재 개발론 연구에 속한다고 보겠거니와， 이미 이 

들 대학에서 인터넷 한국어 학습 둥지에 공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런 교재 은행의 선구적 사례가 될 것이라 이 제안은 그리 어려운 제안은 

아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는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사업의 한국어 교육 

협력망 구축 사업에서는 연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 개발된 교재와 교안틀을 교재 은행에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설명제로 

올려놓는다면 전세계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하거나 비평을 하게 되므로 한 

국어 교육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기울이는 수고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한국어 교육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한 빙안이라고 본다. 

이려한 인터넷 %에서의 교재 은행 방식은 서강대처럼 강좌 공개 방식 

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난 여름에 호주 모나시 대학의 조인정 · 김영아 

교수가 모나시 대학에 한국어 학습 둥지를 운영하면서 공개 주소록(메일 

링리스트)을 통하여 주제별로 한국어 교안을 만들어 서로 품평하면서 활 

발히 의견 교환을 하게 한 것은 여기서 제안한 교재 은행의 또 다른 선구 

적 사례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것이 한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가칭 ‘한국어 

교육 세계망’에서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높을 것이다. 물 

론 우리는 개인의 비법에 따른 지적 재산을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비법을 담은 교재를 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일반적이거나 초보적인 것만이라도 공개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전세계에 

서 1회적으로 생산 폐기되는 수많은 한국어 교재의 교안들을 만들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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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수고는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교재 은행은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의 한국어 교육 세계망과 

같은 공공체나 대학 기관별 학습 둥지에서 구축할 수도 있고 한 개인에 

의해서도 구축할 수 있는데 그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가칭 ‘한국어 교육 세계망’(Intemet Network of Korean Language 
Education)의 ‘교재(교안) 은행’의 구성〉 

@ 교수요목별 교재 : 

발음 

문법 

담화:담화상황별 

• 공간 상황별-거리에서， 공항에서， 식당에서… 둥 각종 상황 
· 서술 상황별 제안하기， 묻기， 대답하기， 인사하기 ... 둥 

@ 퉁급별 교재 

이것은 기존에 나온 등급별 개발 교재를 올려놓을 수 었다. 

1급-6급 

@ 권역별 교재 

국가별로 각 기관이나 한글학교 동에서 개발한 교재를 실명으로 올려 

놓는다. 

@ 언어 기능별 교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별 교재나 기능 통합형 교재 

이상과 같은 구조의 다양한 교재(교안) 은행을 구축한다면 그 동안 정 

부 예산 지원 속에 분산 진행하여 온 교재 개발의 결과들이 공유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수고히는 많은 한국어 교사들이 훨씬 더 나은 교수 여건에 

서 한국어 교왜 이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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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쿄채 평가론 

교재론 연구가 발전하기 위한 또다른 연구 영역은 교재 평가론의 활성 

화이다. 그 통안 았었던 꽤 평가 연구는 국내 대학 기관들이 만든 범용 

꽤들에 대한 교재 분석들이 주류이었고 다양한 부교않에 대한 평가 

분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는 주교재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히 

개설된 인터넷 학습 둥지의 평가 오디오 · 비디오 교재들과 같은 시청각 

꽤에 대한 명가 지도서나 사전에 대한 평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문 

화 교육 관련 논저들에 대한 활발한 서평과 비교 품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재 명가론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교재 명가의 기준에 대한 논의 

부터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Stevi야(1972)에서는 교재 평가의 기준으 

로 다음 사항을 들고 있다 . 

. 3특성 (qualities l 

-강도(strength-w않knessl: 학생 요구에의 적합성， 자료의 사실성， 학 

생 만족도， 실생활 활용성 퉁 

-경중(lightness-heavinessl : 단원별 자료량의 경중， 각 행의 문장량 

정도둥 

투명성과 명확성(때sparency-opacity l : 자료의 일관성， 문볍항의 간 

결성， 문장 구조의 간결성 퉁 

.3차원(dimensions) -언어적 차원， 사회적 차원， 주제적 차원과 같은 내 

용문제 

.4요소(components) -단원마다 언어 사용 기회， 소통 사례 제시， 어휘 

선택 능력 개발， 언어 구조 이해 내용 포함 여부 

박경수(1뾰)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째 평가의 기준이 될 

수있다. 

@ 자극성 (s디m띠us) : 언어적， 문화적으로 지적 자극을 주어야 한다. 

@ 흥미성 (interestingness) : 사실적 자료를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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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적 합성 (appropriateness) : 학습자 동기나 발달 과정에 맞게 사회적， 언 

어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 명확성 (cleamess) : 이해하기 쉽고 애매모호하지 않은 교채이어야 한다. 

@ 의사소통성(communicability) : 의사 소통 능력 개발에 유용하여야 한다. 

@ 효율성(efficiency) : 값이 경제척이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효율적인 

교재이어야 한다. 

Neville Grant (1!l37 : 13))에서는 교재의 평가를 위한 사전 조샤 항목으 

로 ‘CATAL YST Test를 제시하고 있대최정순， :ID): 14D. 

CD Communicative(소통성) : 교재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가9 

ø Aims(목표성) : 교재가 프로그램의 목표 및 목적에 합당한가? 
@ Teachability(교수성) : 실제 이 교재로 교수시 난점은 없도록 잘 조직 

화되어 있고， 쉽게 각 방법론들에 접근할 수 있는가? 

@ Available Add-ons(부교재) : 교재에 부가한 지침서나 테이프， 연습서 

(workbook) 등이 교보재로 제시고 실제 사용 가능한가? 

Gl Level(등급성) : 학습자의 숙련도에 따라 적합한가? 
@ Your impression(매력도) : 교재 전체 과정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 

(j) Student interest(흥미도) : 학습자가 교재에서 어떤 흥미를 찾아낼 수 

있는가? 

@ Tried and tested(검증도) : 실제 교실에서 검증된 적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 결과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또한 Neville Grant(1!l37 : 13))에서 제시된 교재 선택의 기준표도 교재 

평가의 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최정순， 1007: 141 -143 재인용). 이 

평가 항목은 교재가 학습자에게 적합한개 교사에 적합한개 교수요목이나 

시험에 적합한가 등의 3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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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션택을 위한 설문지 예>(각 항목에 대하여 ‘네， 부분적으로， 아니 

오’로 평가함) 

@ 교재가 학습자에게 적합한가? 

,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가? 학습자의 평균 연령을 고려했을 때， 
학습À}가 흥미 있어 하는개 

L , 문화 사회학적￡로 수용 가능한7}? 

C , 교사가 파악하고 있는 학습자의 요구나 흥미를 교재가 반영하고 

있는7가}? 

2 난이도에 따라 숙련도가 적절한가? 

다 교재의 길이는 적절한가? 

1:1 교과의 물리적 특성이 적절한가? 

人. 실제적(authentic) 자료가 충분하여 학습자가 판단할 때 설제 생활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 언어 자체에 대한 지식과 언어의 적절한 사용 사이에 수용 가능한 

균형을 획득하였는가? 

久 관여적인 언어 기술들 사이에 그리고 한 방법론이 다른 방법론을 

도와주기 위해 통합될 수 있도록 수용 가능한 균형을 획득하였는가? 

Ã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업 

활동 내용(CA)을 지니고 있는가? 

@ 교재가 교사에게 적합한가? 

기. 교과의 전반적 인 내용과 편집 레이아웃이 괜찮은가? 

L 방법론과 부가적 교보재에 대한 도움과 해답을 포항한 분명하고도 

좋은 교사 지침서가 있는가? 

c 교사 지침서에 항상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교실 내에서 사용할 

만한가? 

2 추천하는 방법론(접근법)이 교사와 학습자， 교실에 적절한개 

o 다른 접근법들이 필요할 때 쉽게 적용 가능한가? 

1:1 사용하는 교재가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가? 

人， Workbook이나 제공되는 시청각 자료 등 기타 부가적 자료가 유용 

한가? 

。. 점검과 수정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있는가? 

X 교재가 나선형 접근법을 택하여 항목들이 규칙적으로 복습되고 다 



18 국어교육연구 제7집 

른 문맥(과)에서 다시 사용되는가? 

7. 이 교재가 동료에게도 적절한가? 

@ 교재가 교수요목이나 시험에 적합한가? 

.., 교재가 권위자에 의해 추천되거나 인정되었는가? 
L 교재가 창조적 방법론에 바탕하고 공식적인 교수요목올 따르는가? 

r: 교과가 잘 퉁급화되어 있어， 잘 구조화된 언어의 체계적인 적용 범 

위를 제공하는가? 

근. 실제 교수요목보다 잘 진행되었다면 이는 수정 보완의 결과인가? 

口. 교재에 사용된 방법론이나 내용， 학습 활동이 잘 계획되고 진행되 

었는가? 

1:l, 특정 시험 둥의 특별 목적을 위해 잘 구성되었는가? 

人 교재의 방법론이 학습자들의 특별 요구(시험 등)에 도움이 되었는개 

。. 시험이 요구하는 내용과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균형이 잘 맞 

는가? 

^ 시험을 위한 충분한 사전 연습이 있었는가? 
7. 교과가 시험에 대한 유용한 도움을 지니고 있는가? 

배두본{l91))에서는 영어 교과서 평가 기준으로 6개 영역， 총 5)개 항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 주요 사항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CD 교육과정에의 적합성 : 교육과정과의 일치， 학습자 수준， 학습 동기 유 
발， 소재 다양성， 교사-학생 상호 활동 여부 동 

@ 구성 . 단원 길이와 학습량， 차례의 배열과 소재의 다양성， 학습목표 

제시， 자료의 타당성， 소재와 활동의 다양성， 연습문제의 적절성 등 

@ 교수 적합성 : 자료 배열의 일관성， 자료와 내용의 유용성， 통합 지도 

가능성， 보조교구 사용， 학습자 중심 수업 둥 

@ 언어적 적합성 : 자료의 신빙성， 제시 상황과 주제의 적합성， 구문의 

균퉁 분포 자료의 재미와 유용성 둥 

@ 교수 · 학습활동 유형 : 다양한 활동 포함， 학생 활동의 극대화 여부 등 

@ 실용성 : 그렴과 예제의 적절성， 지도와 도표의 적절성， 색인표1 활자와 

인쇄， 오자와 탈자 여부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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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나온 평가 분석표들이 있지만 앞으호 

한국어 교왜1 적합하도록 고안된 평가 기준표가 통용되면서 교재 평가론 

이 활발해지면 교재의 질도 나。}질 것은 딩연하다. 그러면 여기서 그 동안 

나온 교재들의 체재를 비교하여 본다. 

(1) 서울대 :<효택어 1-6> 

1권 30과 : 본문(대화체 위주)一발음 문법 어휘와 표현-연습 l(문형 연 

습 위주)-연습 2(통합 기능형 문제) 

2권 33과 · 본문-발음-문법-어휘와 표현-연습 1-연습 2 
3권 34과 : 본문-문법-어휘와 표현-연습 1-연습 2 
4권 35과 . 본문 어휘와 표현 연습 1-연습 2 
5권 34과 ’ 본문 문법과 표현-연습-새 단어 부록(한문 숙어， 속담， 관 

용어) 

6권 21과 : 본문-어휘와 표현-연습 부록(한문 숙어， 속담， 관용어)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과 의사 소휩 교수법을 조화하며 구성한 교재로 

문형 중심의 훈련에 비중을 둔다. 문화 사항은 매 단원마다 따로 배려하지 

않은 점이 。}쉬운데 가끔씩 문화 주제 단원을 넣어 해결하고 있고 4권 이 

후에 가면 문화 단원 빈도가 높아진다. 연습문제가 본문 이해 확인 차원에 

불과한 단조로웅을 준다는 비판이 었대김영만， 1뺑). 

(2) 연세대 :<한국어 1-6>, <한국어 독본 초 • 중 • 고급>， <효택어 

읽기 2-5> 

CD<한국어 1-6> : 각 권 10과， 총 60과 
1-3권 : 대화(대화체와 산문 : 번역 첨부) 어휘-문법(외국어 설명)

문형 연습 

4-6권 : 대화-어휘와 문법 문형 연습 문화 해설-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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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교재로 단조로운 문형 연습 위주의 교재라는 비 

판이 었으나 문형 연습에 대한 한 전형을 제시하고 있는 공로도 었다. 

(2")<한국어 독본> : 1급 40과.2-5급 각 10파， 6급 문예문 

본문 단어 (1급에는 발음 연습)-질문 

이들의 예문이 문예문 위주라는 비판이 있고 질문이 역동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았다. 

(3)<한국어 읽기 2-5> 
2급 : 제목(사진， 그림 제시)-본문(네 가지 글)-질문-생각해 봅시다 

-발음을 연습합시다 

3급 : 제목-본문-내용 이해-단어 익히기-생각해 봅시다 

4급 : 제목 읽기-단어 요약하기(문장 완성 방식)-내용 익히기-더 

생각해 보기 (더 읽어 봅시다) 

5급 : 수펼， 기행문， 소설， 시， 평론， 설명문 수록 들어가기-본문 내용 

이해-어휘 • 구문 • 문화 이해-단어-이야기해 봅시다-더 원어 

봅시다 

참신한 읽기 내용을 넣고 문화 학습을 배려한 흔적이 배어 있는 교재인 

데 한편으로 이들 책도 학습자의 역동적 활용11 대한 방안을 더 강화할 

필요가있다. 

(3) 고려 대 :<한국어 1-6>, <효댁어 회화 1-6> 

CD<한국어 1-6> 
1-2 각 20과 : 본문(대화체)-새 단어(번역 첨가)-기본 문형(초급에 

는 외국어 설명) 연습-새 단어-(복습 :5과마다 제시) 

3-4 각 20과 : 본문(대화체)-기본 문형 연습-(복습 : 5파마다 제시) 
5 20과 : 본문(대화체)-알아봅시대어휘 제시)←이야기해 봅시다 

-(복습 :5과마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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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ì 15과 : 다양한 글갑 제시 

cv <한국어 회화 1-6> 

1-2 각 20과 : 본문(대화체) 새 단어(번역 첨가) 기본 문형(초급에 
는 외국어 설멍) 연습-새 단어-(복습 :5과마다 제시) 

3-4 각 20과 : 본문(대화제) 기본 문형 연습 (복습 :5과마다 제시) 
5 20과 : 본문(대화체) 말아룹시다(어휘 제시) 이야기해 봅시다 

6 15과 : 한국어 5와 같은 형식 ))-15과는 텔레비전 E라마 

연습문제들에서 학습자 역할 분담 제시가 명확하지 못하고 고급 단계에 

서도 단순히 질문하는 방식은 탈피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김영만， 

1앉f)). 

이상의 책들이 전통적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바탕으로 부분적인 의사 

소통식 교수법을 적용하였는데 m년대 중반부터는 교재를 student book과 

workbook이라 하여 주교재와 연습서로 구분한 교재들이 이화여대， 서강대， 

경희대에서 개발하여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강대， 경희대 교재는 

테이프를 첨부한 것이 특정이다. 

(4) 이화여대 :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2>(각 student book +뼈rkbook) 

I 권 student book 1 -15과 . 

준비합시다\activities : 문형 문법 어휘)-쉽터 해 봅시다(tasks) 

읽기 (reading) 

workbook 1 - 15과 : 

문볍 및 구조(grammar focus) 어휘 (v∞abulary focus) 상황 표현 

(function focus)- 대화(sample di리ogs) 

n권 과에 따라 ‘관용 표현(collc써ωa1ism)’과 ‘쓰기 (wri디ng)’를 더 삽입 

천연색 삽화가 풍부하고 화려하게 배치된 교재로 과제 중심 학습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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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통식 교수법을 배려한 교재인데 문법 설명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 

려대， 서강대 교재들이 영어 설명을 달고 있는 것과 달리 철저히 국어로만 

모든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문법 사항과 연습 활동은 제시하되 그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여 학생들에 의해 문법 지식이 귀납적으로 인지되도록 지향 

하고 있다. 그리고 쉽터란을 통해 문화 학습을 1과부터 하는 것도 문화 교 

육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히 서강대 : 1, 2(각 student α)()k +workbook) 

1권 한글 기초 }-4과 : 한글 기초와 발음 학습(영문) 

준비 1-4과 : s~ng - checklist(발음-단어와표현)-Ko뼈n때runar 

Culttπ떠 components 

본단원 1-야t : speaking - rea배ng & spe뼈ng-liste띠ng&s~ing 

-checklist(발음단어와 표현) - Korean grammar

Cultural components 

2권 : 본단원 }-양1-: s);:없OT핑←ræding & Sl)'싫ong-lis떠1Ìng&s~ng

chec에ist(발음-단어와 표현) - Korean grarrornr- Cultur 

-외 cOIrqX)l1ents 

한글 입문을 강화하고 이대 교재가 다소 어려운 데 반하여 간결하면서도 

의사 소통식 학습 활동과 과제 중심 활동을 고르게 배치하였으며 체계적으 

로 문볍 지식을 인지하도록 영문 설명으로 제시하였다. 문화 학습을 1과부 

터 배치한 것도 최근의 학습지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6) 경희대 :<한국어 초급 1, 2> 

1권 20과， 2권 정과 : 

잘 들어보세요(잘 들어보십시오)-이야기해 보세요(친구들에게 물어보세 

요-쓰세요-찾으세요)一다음 글을 원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써 보세요 

5과마다 종합 연습(발음 듣기-문법-말하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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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꽤도 의사 소통식 교수법과 과제 중심 활동으로 엮었으며 고 

려대 고째처럼 5과마다 종합 연습을 넣어 반복 강화 학습의 효괴를 도모 

하고 있고 문화 학습은 초급부터 간헐적으로 배치하였다. 

이상의 교재들을 보면 모두가 개성 있는 교재 편성을 보여 주는데 전체 

적인 구성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미세한 데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 테이프 부교재의 유무 : 대체로 본문 테이프가 개발되어 있으나 일부 

대학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 대우법 차이 : 도입시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의 선택 차이를 보면 서울 

대 교재는 하십시오체로 시작히여 8과부터 해요체를 도입하였고 그 뒤 

로는 고르게 배치하고 있다. 연세대 교재도 하칩시오체로 시작하다 3 

과부터 해요체를 도입하는데 그 뒤로는 고르게 두 체가 나타난다. 고 

려대 〈한국어〉는 1, 2권은 허쇠시오체를 일관되게 유지하며(단지 문 

제 지시문만 해요체임) 3권에는 이와 달리 집중적으로 해요체 위주로 

구성하였고 4권부터는 두 체를 고루 섞었다. 고려대 <한국어 회화>의 

경우는 1과부터 거의 모두 해요체로 제시하고 있다. 이대 교재는 하십 

시오체로 시작하고 5파부터 해요체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두 

체가 고르게 나타난다. 서강대 교재는 1과부터 “아 그래요? 반갑습니 

다처럼 해요체와 하십시오체가 뒤섞여 나오나 대부분 해요체를 태하 

고 있다. 경회대 교재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고르게 전개하고 있다. 

@ 본문 번역문 첨부 여부 : 서울대 교재는 본문과 단어 번역을 하뺀l 

제시하고 있고 연세대 교재는 본문 번역문을 본문 바로 옆에 제시하고 

있다. 고려대는 본문의 번역문올 일절 하지 않았으며 단어만 대역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대는 본문이나 단어나 모두 영문 번역문을 일절 첨 

부하지 않았다. 서강대는 본문 번역문을 맨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였고 

경희대는 부록에 영문과 일문 번역문을 툴 다 동시에 첨부하였다. 

@ 문법 설명 : 설명문을 달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용례만 제시한 유 

형으로 나윈다. 서울대 교재는 영문 설명을 달고 있고 연세대 교재도 

영문 셜명을 달고 예문은 한영 대역문으호 병기하고 있으며 고려대 교 

재도 영문 셜명을 달고 있다. 반대로 이대 교재는 국문이나 영문 설명 

이 일절 없이 국문으로 된 도표와 용어， 용례 제시로 문법 구조의 인 



24 국어교육연구 제7집 

지， 유추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서강대 교재는 과마다 영문 셜명을 달 

고 있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방식과 같다. 경회대 교재는 사례 제 

시로 일관하고 문법 셜명은 맨 뒤 부록에 영문과 일문 설명올 달고 있 

다. 

@ 문화 설명 : 서강대， 이대 교재는 초급부터 매 과마다 문화 사항을 베 

풀고 있는데 서강대 교재는 그것을 영문으혹 설명하고 있고 이대 교재 

는 한글체로 베풀고 있어 대조척이다. 경희대는 몇 개 과를 걸러 간헐 

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영문체로 설명하고 었다. 반면에 서울대는 3, 

4권으로 넘어가면서 단원 본문에 문화 내용을 넣고 있되 5, 6권으로 

갈수록 문화 내용이 많아진다. 연대도 3권 끝 떼과부터 문화 단원이 

나타나 4-6권(31-00과)은 매 과마다 문화 내용을 한글체로 베풀고 

있다. 고려대 교재도 서울대 교재처럼 단원마다 문화 학습을 배치하지 

않고 이따금 본문 단원 속에 배치하고 있을 뿐이다. 

@ 지시 안내문의 문체 차이 : 서강대 교재의 지시문은 영문 전용이며 연 

세대， 고려대， 이대는 한글 전용이다. 경회대 교재는 초급 앞 부분 1-

5과까지만 영문 병기를 하고 그 후부터는 한글 전용을 하고 있다. 

@ 학습 목표의 제시 : 매 과를 시작할 때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 

은 전혀 없다 단지 교재 전체의 구성을 도표화한 교재 구성표를 서울 

대， 이대， 서강대， 경희대 교재가 맨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 교재의 구 

조와 주요 기능별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차이는 교재 개발자 나름대로의 철학이 반영된 것인데 이 

러한 미세 사항의 차이가 학습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학습자들은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관찰 조사가 필요하다. 

3. 교재 개발의 첫 단계-학습자 요구 분석 

교재 개발을 위해서 가장 처음 거론되는 것이 교재를 사용하는 교수자 

와 학습지에 대하여 그들의 요구와 비판을 듣는 설문 조사이다. 이렇게 양 

자를 포함한 조사를 한 것이 백봉자 외(1007)이다. 그러나 그 통안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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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설문조사는 대개 학습자 셜문 조사에 치중한 감이 드는데， 앞으로는 교 

재를 직접 가르쳐 본 교수자의 의견 조사를 광범위하게 포함히여야 할 것 

이다. 

과거 전통적 교수 · 학습법에서는 학습자 요궈l 대하여 그리 크게 주목 

하지 않았으나 의사 소휩 교수법이 대두되면서는 학습자가 외국어로 무 

엇을 하기 원하는지 이에 대해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교육과정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학습자의 요구와 동 

기， 홍미 동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교육할 때 효과가 반감하듯이 교재 

역시 학습자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교재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학습자 요구는 정기， 수시 설문 조사나 강의 평가{중간 기말)를 통해 수 

요 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최근 학습자 요궤 대한 조사를 보여 주는 

예로는 전술한 백봉자 외(lÐ7)를 비롯하여 안경화 외(:ffi))， 김영맨19.B) 

등이 있는데 이들에서 나온 결과는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백봉자 오1(1 9J끼 : 교사 28명， 학생 75명(영어권 41 명， 일어권 34명) 

조사 

<교사용설문지〉 

교재 만족도 : 매우 흥미롭다 10.7% 다소 흥미롭다 39.3% 

한국 실정과 거리가 먼 내용이 많다 

교재 내용 : 사회 문화적 내용 67.9% 

문화 교육 필요성 : 반드시 필요 65.4% 

문화 교육 내용을 본문으로 제작 : 00.7% 

한국의 사회 문화적 내용에 대한 이해 욕구가 많다 

문학 자료， 신문 자료， 인물， 고유 문화 퉁을 기대 

사회 문화 내용을 본문 방식으로 도입 요구 

중점 기대 영역 : 듣고 말하기 75% 
학생들의 기대와 달리 교재에는 문형 연습 위주라 말하기， 

듣기에 대한배려가적다 

수업 진행어 . 한국어와 현지어 병행 희망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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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번역 문제 : 찬성 64% 

현지어에 의존하여 듣기， 원기 효괴를 반감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중시하여야 한다 

번역 대상 : 문법 셜명 부분 45.7% 단어 부분 34.3% 본문 20% 

〈학생용 설문지〉 

학생용 반응은 언어권마다 다른 점이 있다. 

교재 만족도 : 영어권-아주 만족 14.6% 다소 만족 46.3% 보통 29.3% 

일어권 아주 만족 5.9% 다소 만족 32.4% 보통 26.5% 
말하기 부족， 한자 학습 부족 

문법 해설의 부족， 설용 회화의 부족 

문화 내용 이해 욕구가 높다 

현 교재의 문화 내용 만족도는 매우 낮다 

교재 내용 : 사회 문화적 내용 63.4% 

구어체 어휘， 다양한 예문， 문법 설명， 전문 분야 용도별 교 

재 희망 

교재 번역 문제 : 영어권 찬성 53.7% 반대 41.5% 

일어권 찬성 88.2% 반대 8.8% 

번역 대상 : 영어권이나 일어권 모두 문법 설명 부분 > 단어 > 본문 순서 

위 분석에 따라 백봉자 외WÐí')에서는 문화 내용 강화， 실생활 주제 내 

용 강화， 보조 교재 특히 시청각 자료(특히 자국 문화 유적을 소개하는 사 

청각 자료는 문화 상품 소개 효과를 지닙) 강화 문볍 설명 부분 번역 보 

완， 전문 교재 펼요를 주장하였다. 

(2) 김영만(1939)으| 설문 조사 : 136명의 학생 조사 

학습 방식에 따른 교재 구별 : 독습용(방송용)， 기관 학습용 

일반 목적에 따른 교재 : 단순한 학습 흥미， 단순한 한국에 대한 관심， 한 

국에서의 생활 목적 

전문 목적에 따른 교재 : 엽무 목적， 한국 유학， 한국학 학습용， 한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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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숙달도 수준 : 일상 회화 수준， 한국인 모어 화자 수준， 직장 생활 수준， 

대학강의 이해 수준 

펼요 기능 :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학업 곤란도 : 쓰기 > 말하기 > 듣기 > 읽기. 그러나 이는 학업 곤란도 

일 뿐 이에 따라 쓰기를 강화하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학습 비중도’ 말하기， 듣기 중심 >4 기능 모두 > 읽기와 쓰기 

문법 학습 : 많이 도움된대75%) > 조금 도움된다(19.1%) > 별로(2.9%) > 
전혀 (2.9%) 

문법 학습 방법 : 문법이 쓰이는 상황과 관련히여(39%) > 교사의 셜명 
방식으로(28.7%) > 기능과 관련(24.3%) > 원기 자료와 함께(8.1%) 

학습 활동 유형 : 소모임(57.4%) > 학급 전체(22.1%) > 교실 밖 학습 
(10.3%0 > 짝으로(3.7%) > 혼자서(2.9%). 학생들은 실제적이고 

역동적 학습을 선호한다는 증거이다. 

한국 사회 문화 학습 : 어느 정도 필요하대(52.9%) > 반드시 필요하다 
(44.9%) > 불필요(2.2.%) 

문화 학습 내용 : 현 사회 문화(44.1%) > 전통 문화(30.1%) > 한국의 역사 
(16.9%) > 한국과 외국 비교(8.8%) 

위 연구에서는 문법 학습을 문법 λF용 상황과 관련짓는 노력이 요구되 

는 점， 소모임 학습 활동을 선호히는 점이 드러난 점이 주목되며 문화 교 

육 욕구가 높은 점은 백봉자 외(lÐ7)과 같은 결과를 보여 준다. 

(3) 안경화 • 김정화 • 초|은규(Lro))으| 설문 조사 : 교포를 제외한 105명 

의 외국인 학생 조사 

학습 동기 : 취업， 학업 동기， 한국 문화 이해 욕구 동기가 높다 

문화 교육은 초급 단계부터 도입하여도 좋을 것이다 

언어 기능 학습 부분 · 말하기와 듣기 우선 희망 

문법 학습 욕구도 높다 

학습 장애 부분 또는 희망 사항: 

· 말하기 ←어휘와 표현 부족 ; 학습 부담량을 고려하여 어휘 통제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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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하다 보니 필요 어휘가 부족한 사태를 보인다. 단원 주 

제 관련 어휘가 체계적으로 배치， 공급되고 있지 않다. 

-고급 학생들도 발음과 억양에 지신감 결여 : 고급 교재에서도 

발음 부분 학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듣기 -속도 받침 관련 음운 규칙， 비표준발음 문제 : 교실에서의 정상 

속도 한국어 제공 필요 음운 규칙 학습에 대한 배려 펼요 

비표준 규어체 발음에 대한 소개 필요 

· 읽기-교실에서 실제적 언어 자료 희망. 내용 압축적인 안내문 따위 

· 쓰기 양식별(카드， 펀지， 메묘 안내문 동 각종 서식) 쓰기 희망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 사항이나 교수자의 개선 요구 사 

항을 파악뼈 교재 개정에 활용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이상적 교재 개발 

의 첫걸음이라하겠다. 

4. 효댁어 교채 개선 방안 

그 동안 주요 기관 교재들에 대한 평가 분석에서 주로 거론된 것을 종 

합하여 개선점을 제시히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교수요목에 따라 교재 개발이 이루어 

져야한다. 

국민의 공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 공포하여 새로 

운 교재를 개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분야는 아직 

공교육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대학의 부설 기관에서 아루어지거나 

사설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공적인 표준 교육과정이 아직 공시되고 있 

지 않으며 기관마다 내부적으로 등급별 교육목표나 간이 교육과정을 설정 

하고 그에 따라 교재를 만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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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어 교재의 질이 발전히려면 교육 유형별로 수준별 교육과정 

을 만들어 그에 따라 교재 개발을 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문화11 영역의 목표와 내용 

도 기술하고 그에 따라 교수요목도 기술될 것이다. 이는 내국인용 국어과 

교육과정이 초 · 중 · 고교별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의 6대 

영역별로 상세히 목표를 기술하고 지도법을 기술한 것과 같이 한국어 교 

육도 학문적으로 독립하고 그러한 표준 교육과정을 공시히여 학문적 발전 

을 도모하여야 함을 뜻한다. 현재는 표준 교육과정이 없이 한국어 능력 시 

혐의 급별 수준을 제시한 것이 오히려 역으로 교육의 방향이나 교재 집필 

의 방향을 제시하는 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는 하루 빨리 시정히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에 대하여 깊이 디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최소한 다 

음과 같은 교육 유형별로 교육과정 모형을 예상할 수 있다. 

@ 교육 유형별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 

비정규 교육과정 

@ 능력 급별 교육과정 

1급-6급 

@ 각 급별 기술 포함 사항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화， 문학 

이러한 명시적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요목이 개발되고 교재 개발이 이뤄 

져야 교재의 단원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단원간 연계가 안 된 

교재들이 많다. 특히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을 만들 때에는 의사소통의 장 

면， 주제， 기능에 대한 요구 조사를 하여 각 퉁급별로 위계화하고 심화시 

1)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하위 영역에 여섯 영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과 

정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 오히려 문화 영역이 중시되므로 문화 

영역은 넣어야 할 것이다. 문학 영역의 설정도 논란이 예상되지만 많은 한국어 

교재 속에는 다양한 문학 장르의 글감들이 소개되고 있으므로 외국인을 위한 문 

학 자료의 선정과 교육에 대한 지침은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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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가령， 백봉자 외(lffi7)에서 새로운 교재 개발 

의 계획을 세우면서 초 • 중 • 고급별로 교재의 단계 구성을 보인 것이나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1!R))에서 초급 범용 교재 개발을 추진하면서 부 

분적인 교육과정 모형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작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안경화 외(:ID))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저급 학습자의 

기대 요큐11 따라 다양한 교수요목에 들어갈 내용을 구별한 것도 좋은 사 

례가될 것이다. 

CD 의샤 소통 장변 
[고빈도 장면] 거리， 버스 정류장， 시장， 집， 가게， 식당， 학교， 우체 

국， 은행， 지하철， 택시， 문방구， 세탁소， 백화점， 휴게소， 직장， 슈퍼 

마켓 

[저빈도 장면l 공원， 택시 정류장， 관광지， 다방， 하숙집， 공항， 기차 

역， 버스 터미널， 매표소， 안내， 세관， 여행사， 교회， 병원， 약국， 미 

용설， 도서관， 극장， 버스 비행기， 운동구점， 속옷 가게， 캠프 용품 

점， 경찰서， 관리 사무소1 경비설， 성당， 사찰， 시골， 운동장 

@ 의샤 소통 주제 

기 저급 학습자 

[고빈도 주제] 개인 신상(이륨，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싫어하는 것 

과 좋아하는 것)， 주거 상황(방 개수)， 직업(직종)， 여가 시간(취미， 

홍미)， 여행(휴일， 장소)， 대인 관계(친구 관계， 이 메일， 전화)， 건 

강(건강 상태)， 교육(학업， 분야)， 쇼핑(음식)， 음식과 음료(종류， 외 

식)， 공공 시설(전화， 은행)， 날씨(기후， 날씨 상태)， 한국(경제， 문 

화， 사고방식， 전통， 습관) 

[저빈도 주제] 개인 신상(주소， 전화， 출생지， 종교， 성격)， 주거 상 

황(자기집/월세/전세， 지역)， 직업(위치， 여건， 전망)， 여가 시간(TV， 

컴퓨터)， 여행(대중 교통， 교통 상황)， 대인 관계(초대， 펀지)， 강(보 

험， 봄)， 교육(자격)， 쇼핑(옷/패션， 가격)， 공공 시설(우체국， 병원)， 

한국(정치， 종교， 제도 국제 관계) 

L 고급 학습자 

[고빈도 주제] 정치(현대 정치， 외교 관계)， 경제(경제 정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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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도)， 문햄식생활， 영화/연극， 유행)， 역사(교육 제도， 예술 

문화， 현대 역샤 남북 문제， 한국인의 사고)， 문학(소설)， 과학(컴퓨 

터， 과학 기술)， 기타(한자， 한자 숙어， 속담) 

[저빈도 주제] 경제(기업， 물가， 시장)， 사회(환경， 언론， 시사， 가족 

제도)， 문화(의생활， 결혼， 대중 연예， 신문， 스포츠， 전통 예술， 민 

간신앙， 명절， 전통 놀이， 문화유산)， 역사{선사 시대， 정치 제도， 신 

분 제도， 민중 생활， 여성 생활， 전쟁， 식민지 생활， 한반도1 한국인 

의 기원， 한국어의 기원， 역사적 인물J ， 문학(전설， 현대시， 현대 소 

설， 수필) 

@의사소통기능 

[고빈도 주제] 정보를 구하거나 알리는 표현들(확인하기， 요청하기， 

설명하기， 비꾀대조하기)， 지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알아내는 표 

현들(동의/반대하기， 거절하기)， 초대에 응하거나 감정을 나타내거 

나 알아내는 표현들(즐거움/좋아함을 나타내기， 불쾌함/싫음을 나 

타내기， 희망을 나타내기， 만족/불만을 나타내기， 걱정이나 두려움 

을 나타내기， 더 좋아함을 나타내기， 감사를 나타내기， 동정심을 나 

타내기， 의E의지를 나타내기， 소원바람을 나타내기)， 도덕성을 

나타내거나 찾아내는 표현들(사과하기， 감사하기)， 권고나 설득하는 

표현들(제안하기， 요구하기， 설득하기)， 대인 관계와 관련한 표현들 

(인사하기， 사람들과 만나가， 소개하거나 받을 때 인사하기， 헤어질 

때 인사하기， 음식을 권하고 받기) 

[저번도 주제] 정보를 구하거나 알리는 표현들(정보를 재구성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토의하기)， 지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알아내는 

표현들(기억이 있고 없음을 표현하고 묻기， 가능성이 있고 없음올 

표현하고 묻기， 추론을 나타내거나 묻기， 허락을 하거나 받기)， 감 

정을 나타내거나 알아내는 표현들(실망을 나타내기， 고통을 나타내 

기， 분노를 나타내키， 슬픔을 나타내기)， 도덕성을 나타내거나 찾아 

내는 표현들(용서하기， 인정 내지 찬성하기， 후회하기)， 권고나 설 

득핸 표현들(초청하기， 충고하기， 금지하기， 권유하기)， 대인 관계 

와 관련한 표현들(주의 끌기， 관심을 나타내기， 식사를 시작할 때 

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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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면， 주제， 기능별 사례의 교수요목화가 이루어지고 위계화 작 

업이 이루어진다면 교재의 내용도 더욱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것이다. 

(2) 흔댁어 교육용 표준 문법율 바탕으로 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문법 1세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의 교육 문법은 많은 문제점을 지 

니고 있다. 문법의 외부 구조에 대한 기술만 겨우 갖추었을 뿐 문법 체계 

의 심도 있는 설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용어 체계와 하위 분류도 상 

세화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히여 국내 교사들도 문법 지도시 활용할 만 

한 권위 있는 표준 문볍 지도서가 별로 없다. 특히 문볍 능력 평가가 수능 

이란 기능 평가형 제도하에서 퇴출당한 후 문법 교육은 거의 전멸해 있다. 

한국어 교왜서도 문법 항목 학습， 문형 학습， 어휘 학습은 모두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횡적， 종적 위계 관계 속에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 

건만 현재 각 교재들의 문법 문형 어휘 학습은 그러한 교재 등급별 위계 

화 직엽에서 분명히 제시된 기준이 없다. 

실상 표준 문법에의 요구는 국내의 국어 교육보다는 한국어 교육에서 

그 필요가 절박한 형편이다. 간결한 체계와 설명력 있는 문법 체계를 갖추 

는 일이야말로 한국어를 배우기 쉽게 만드는 기초 작엽이므로 한국어 문볍 

교육의 표준회는 시급한 일이며 문법 용어의 표준화도 당연한 과제이다. 

그런데 현행 국내외 한국어 교육용 고깨들을 보면 각 교재마다 00년대 

의 문법 용어가 아직도 잘 쓰이고 있어 현재의 학교 문법과도 따로 움직 

이는 형국이다. 같은 문법 현상을 다른 용어로 기술한 상이한 한국어 교재 

들을 볼 때 외국인 학습지를 혼란시키는 것은 당연하며 외국연들이 한국 

어 학습을 어려워히는 중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체계적 문법 설명의 부족 

이라고 볼 때 국내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법 체계의 간결화， 표준화， 문법 

용어의 통일， 학습자 언어로의 문법 번역 용어 통일 등은 시급한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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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수 없다. 다음은 주요 교H들의 문법 기술에서 용어 번역의 혼란상을 

대비해 본 것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격조사 particle case 맹rticle particle 

case marker case marker 

보조사 맹rticle au잉liarγ particle particle 

단위명사 numeral classifier classifier classifier 

동사 verb action verb action verb 

형용사 a예ective quality verb descriptive verb 

(adjective) 

서술격 copula cop띠a copula 

종결어미 sentence ending sentence-final endings sentence endings 

연결어미 conjunctive ending conjunctive ending particle, connective 

connective suffix" non-final ending, 

conjunctive ending 

또한 이러한 차이를 주요 교재나 한국어 문법서에서 찾아보면 문제점이 

자못심각하다:u 

@ 서울대，<한국어 1-6> 
문법 용어에서 격조사나 보조사를 모두 particle, 연결어미는 connective, 

‘-시 ’는 honorific ending, ‘ 잊Jj었 ’은 tense marker 둥으로 표현하였는데 

격조사와 보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marker, suffix, particle이란 용어의 사 

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써야 할 것이다. 또한 ‘-려고 하다’와 같은 구문을 

‘sentence ending marker’(한국어 1 : 145)라고 표현하는 식의 구문 표시법이 

적합한가도 생각할 문제이다. 

2) ‘-。ν어서’를 한국어 회화 1권 133변에서 conjunctive ending으로 설명하였다가 
같은 면에서 connective suffix이라고 하여 일관되지 않다‘ 

3) 이하 문법서 비판은 졸고(2fXX))을 재요약한 것이다 



34 국어교육연구 제7집 

@ 연세대，<한국어 1-6권〉 

같은 책 안에서 문법 용어상의 혼란을 보인다. ‘이/개를 case 맹rticle이 

라 하다개한국어 1 : 17) case marker(한국어 1 : 45)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불규칙 관련 설명에서는 ‘ E 불규칙 동사 르 불규칙 동사’와 같은 

명명법을 쓰지 않고 ‘ E 동λh 르 동^F와 같은 셜명 방식을 취하는 것도 특 

정이다. 

문법 형태들의 설명시 범주 명청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가령 ‘까지’는 보조사로 보고 a뼈liary 뼈rticle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도， 

는’(1권 45， 47면)에 대해서는 특수조사나 보조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기 

능 설명만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에게 문법 범주 인식을 명확히 구별해 주지 

않고 있다. ‘-겠 , 시 ’와 같은 선어말어미를 s빠IX로 명명히여 조어법에서 

쓰는 파생어의 suffix라는 개념에 혼란을 준다. 

@ 이상억 외 (1판 : 1992년， 3판 : 2(0)년)， <Korean through English : 한 

국어 1-3권 

문화부 지원으로 제작된 이 교재는 독습자용으로 최근에 개정판을 내어 

여기에서 언급한다. 이 책은 전 3권 각권 25과씩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매 과마다 〈어휘와 발음-본문-문법-연습문제 한국을 압시다〉로 되어 

있다. 문법 설명은 본문 관련 표현이나 문형 설명과 관련하여 영어로 설명 

하고 있어 연세대， 고려대 교재와 비슷한 방식이다. 연세대나 고려대 교재와 

달리 본문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어휘와 발음올 먼저 제시한 것이 다르다. 

이 책은 1권에서 한글 기초를 학습한 후에는 문법 부문의 경우 ‘-요 -세 

요’와 같은 상대 높임법 항목부터 여러 과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매 

과마다 조사나 어미별로 용법을 설명하고 수사의 종류， 어순， 축약(‘나는〉난， 

너의〉네’ 따위)， 부정법， 불규칙활용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불규칙은 t::, 

2., 님， λ， 르， 동 불규칙을 설정하는데 학교 문법에서 E 불규칙을 E 탈락 

현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 

2권에서는 ‘못 먹다， 안 먹다’의 ‘못， 안’을 prefix로 설명하였는데(10면)， 

전통적인 prefix와 성격이 다른 ‘못， 안’을 접두사로 설명하는 것은 두 언어 

의 문법 구조에 오해를 줄 수 있어 문제가 된다. 2권 16면에서는 ‘ 시-’를 

honorific infix료 ‘ %었-’도 past infix로， ‘→겠-’도 suppositional(jnten -

tional) infix로 하고 있는데 원래 국어에는 없는 것으로 보는 infix를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 설명하는 것도 문제이다. 더욱이 이들 ‘-^l-, -W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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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x로 설명하고 이블과 같은 선어말어미인 ‘-더~’는 retrospective marker 

로 markerr.}는 말을 쓰기도 하여 (3권 28면) 용어 사용에서 일관된 관점이 

요구된다. 

격조사도 맹rticle， case marker를 섞어 쓰고 어미도 ending이나 particle 

로 하거나 ‘ 다가(3권 16변)， →면서 (3권 22면)， -<ò 텐데’(3권 28면)는 non

fin머 en이ng이 라 하여 용어 사용의 일관성 이 없다 

@ 고려대(1986， 2(0) 개정판)， <한국어 1-6권>， <한국어 회화 1-6권〉 

주요 용어를 보면 연세대 책이 동샤를 action verb, 형용사를 Quality verb 

라 한 것과 달리 verb, adjective를 쓰고 단위 의존명사는 ‘수량명사 numeral 

classifiers’라 하며 조사는 particle로 하고 ‘이다’는 copula로 하였다. 

‘-고’는 conjunctive ending, ‘ 아서’는 connective suffix, ‘ 으면’은 

connective ending이라 하여 같은 어미 형태들을 두고 용어 혼란이 보인다 

시제 선어말어미 ‘-겠-’ ‘ 더 ’ ‘-잊l:!었-’을 i파íx로 표현하는 것도 학교 문법 

과다른처리이다. 

또 다른 교재인 〈한국어 회화〉는 같은 학교 교재인 〈한국어〉와 체계가 

같아 ‘본문(새단어 기본 문형 연습 새단어’의 순서로 구성되었고 문법 

설명은 ‘기본 문형’ 부분에서 문형 설명을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데 문법 체 

계 제시보다는 문형에 대한 기능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문법 용어들이 가 

끔 등장한다. 용어는 통일 형태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용어를 보여 혼란스 

럽게 보이는 것이 있다. 가령 ‘ 아서/어서’를 〈한국어 회화> 1권 133면에서 

conjunctive ending으로 설명하였다가 같은 면에서 connective suffix이라고 

하여 일관되지 않다. 불규칙 활용에서는 연세대 교재가 불규칙이란 말을 쓰 

지 않는데 고려대 교재는 불규칙이란 말을 쓴다. 전체적으로 고려대 교재들 

도 청각 구두 학습용 문법 교육 교재로 머물고 있다. 

(5) Fred Lukoff(993), <An 1ntr여uctory Course in Korean(Revised) 

I-ill권〉 

이 책도 저자의 풍부한 한국어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책인데 1 ，]]권 

을 합해 총 t:1과 체재이며 m권은 1, ]]권의 회화 부분만을 따로 요약판으로 

펴낸 책이다. 이 책은 ‘본문-Sentence Build-up-Grammar- Exercises 

Glossary’의 체재이며 각 과마다 본문과 영문 대역문， 문법 항목과 문형에 대 

한 영문 설명이 상세하고 풍부하다. 국어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은 머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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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MR) 체제를 쓰고 있는데 한글 자모와 음운 설명에서 다른 책들이 치음 

에 C , λ 계를 두고 경구개음(또는 치조경구개음)에 X겨l를 두고 있으나 이 

책은 C , λγ X 계를 모두 tental 즉 치음에 배열하여 조음점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문법 체계와 용어도 개인적 특성을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혼란이 보인다. 

가령 ‘이/가’라든가 ‘로’는 noun suffix로 하면서 같은 조사 ‘에서， 에다개는 

noun ending, ‘와/과’는 noun 맹πicle로 하여 조사류를 suffix, ending, 

맹rticle 등으로 복잡하게 설병하고 있다. 어미도 conjunctive ending이나 

verb suffix라고 하였다. 그 밖에 동사는 action verb, 형용사는 adjective 

verb, 지정사는 li마ing verb라고 한 것도 특정이다. 

@ 간노 히로오미(합뺨챔r;(， 19R]), <朝蘇語σ)入門〉

문법 사항을 상세하고도 간결하게 정리하였는데 문법 용어나 체계는 일 

본어 문법 체계나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거나 새로 독창적으로 쓴 경우가 많 

다. 종결형은 ‘終lHf;’， 관형형은 ‘連體形’， 대뭉연결어미는 ‘中止形’(←고1 ， -

지)， 명사형은 ‘뱀듭形’( 기)， 연결형은 ‘接總形’( 고2， 며)으로 하였다. 새롭 

게 분류한 意)잉、形( 己께， -2.래)， 빼曲形(-L데요)， 誠漢形(-군요)， 確즙形( 

죠)， 意思推월形(→겠， - 2. 것-) 등의 용어 설명도 특이하다. 그 밖에 ‘→말 

이죠’는 揮入語， ‘ 的’은 形容名詞， ‘→기 때문에， 를 위한를 위하여’는 後

置詞， ‘←들’은 複數語尾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선어말어미도 ‘ 시 ’를 尊敬 接尾離 ‘-겠-’을 意思 · 推量 接尾離， 시제 

선어말어미도 時制 接尾解로 보아 우리의 ‘접미사’ 개념과 다르다. 그러나 

피동， 사동 첩미사는 受身， 使投 接尾離라 하여 접미사 개념이 같다. 

자음 체계에서는 국문법에서 치음과 경구개음을 구별하는 일반적 태도와 

달리 ‘치음’ 안에 C , ^, λ 계를 같이 위치시켜 놓고 있어 Lukoff(l993)와 

같은 태도이다 용어도 ‘硬흡’은 ‘樓합’이라고 한다. 

체언의 조사를 모두 ‘體言語尾’로 부르는데 격조사는 주로 ‘格語尾’로도 

부른다. 의존명사는 ‘不完全名詞’로， 단위 의존병사는 ‘名數詞’로 부르고 있 

다. ‘자음 말음 어간， 모음 말음 어간’이란 표현을 ‘자음 어간， 모음 어간’이 

란 말로 많이 쓴다. 

용언에 지정사(이다， 아니다)와 존재사(있다， 없다， 계시다)를 설정하고 있 

다. 용언 활용론에서 독특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읍醒수， 語基， 語根의 

개념을 구별하고 자음 어간에서 후행어미에 모음 ‘ 으-’가 오지 않으면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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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쉰基， ‘으’가 오면 第n 샘짧라 하였고 소위 부사형 어미 ‘-아’가 오는 경 
우를 第m 語基라 하여 第 1, IT , m 語基를 설정하였다 
불규칙 활용은 ‘뺑格用듭’이라 하고 ‘ 8 , ζ， λ ， 효， 근， 르， 러， 여’ 변격을 

설정한다. 상대 높입법을 ‘階稱’이라 하고 ‘가다갑니다간다’를 ‘基本形-上

稱-下稱’으로 설정하고 있다. 종결어미 분류도 서법을 직설법， 회상법， 추량 

법으로 나누였는데 추량법은 ‘ 리라， -c까요， →랴’를 가리킨다. 평서형을 진 

술형， 김탄형을 영탄형， 청유형을 권유형이라 하고 독특한 하위 서법 용어를 

보인다(178면， 2여면). 가령 陳述形은 단정형( 습니다， 는다)， 완곡형(← L데 

요， → L 더j)， 확언형(-죠， 지요지)으파 하위 분류하고 있다. 

보조용언에는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 외에 ‘계시다， 있다’를 보조존재사로 

두고 었다 국내 문법서에서는 ‘죽겠다’를 보조동사로 본 것이 드문데 위 책 

에서는 설정하고 있어 예리한 관찰력을 보여 준다. 

이 책에서 우리가 취할 점 하나는 예문이나 문법 설명시 구어체(입말체) 

와 문어체(글말체)를 구별하는 기술을 하고 있다. 가령 ‘에게’는 문어체， ‘한 

테’는 구어체임을 각각 [書1， [話]라는 약호로 표시하고 있는데 국내 교재들 

에서도 국어 어휘나 숙어 표현에서 이러한 두 문체 차이를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국내 문법이 통일되지 않을 때 나온 책이라 외국에 

서 독자적 문법 체계 노선을 걸어가는 사례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라 

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의 영향력이 아직도 일본에 큼을 생각할 때 

한국어 교육용 표준 문법의 제정과 용어 통일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 백봉^K1맛)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이 책은 한국어 문법 전문 학습을 위해 사전 체재로 엮은 책이다. 전체가 

3부 체재로 1부는 한국어 문법을 개팔 요약한 ‘한국어 문법 일반’인데 동사 

의 활용， 동사의 불규칙 활용， 시제와 시상 어미， 문장 종결법， 인용문， 어순， 

부정법， 존뱃말과 반말， 피동사， 사동^}， 인칭대명사， 숫자， 품사라는 13장으 

로 구성되었다. 2부는 ‘한국어 문법 형태’라 하여 중요 한국어 문형이나 문 

법적 표현들을 4827R로 정리하여 가나다 순으로 배치했고 제3부는 제1부와 

관련한 사항을 도식화한 도표들 127}.지로 구성되어 었다. 

품사 용어로 ‘。。류어’라는 용어를 쓴 것이 구조주의적 용어를 보여 주 

고 지정사를 설정하여 외솔 문법을 따른다. 또한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라는 

용어를 쓴 점， 수사를 독립하지 않고 명사에 포함한 점도 특이하며 특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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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조사와 함께 관계사류에 독립시킨 점은 개화기 학지들의 문법 유형과 

도 홉사하다. 이처럼 품사 분류가 내국인용 문법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은 한국어 자체의 틀이 되어야 하고 또 한국 

어 습득자의 모국어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백봉자， 1999 : 48)라고 해 
명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용 문법이 내국인용 학교문법과 달라야만 하는가 

의 문제는 앞으로의 해결 과제이다. 

한국어 교육 관련 교재나 문법 연구서들은 회화 교육에 비중을 두다 보 

니 현저하재 현대 국어의 구어체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향을 땀을 알 수 

있고 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반면에 기존 내국인용 문법 연구서에서는 

전통 문법에서 구어보디는 문어 위주의 문법 기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 

구어체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실상 문어 문법에 치우 

친 국어 연구의 미비점을 한국어 교육에서 보완하여 주고 있다. 즉 한국어 

교육 교재들에서는 구어 자료가 혼히 다루어쁘로 자연스레 구어 연구를 

오히려 국어학보다도 한국어 교왜서 해 온 증거가 된다. 그런 점에서 한 

국어 교육은 국어 문법 연구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다. 다음은 구어 표현 

들로 이들에 대한 논의는 국내 문법학계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관용 구문 : 을 거예요 -다 이거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 ←는 바 

람이 불다， 

뭐랄까， 말이 아니다에게 반하다， 에 신경 쓰다기가 

무섭게， 마음만 먹으면 

-나 -나 할 것 없이다고 야단이다" - 2. 전망이다 

은 그만두고은 고사하고 -을 막론하고는 게 고작이다 

L 감이 있다어서 난리다은 약과다 

그러나 문어체 문법과 구어체 문법이 지나치게 이질적인 것인 양 기술 

하는 것은 한국어 교빼l서 오해와 혼란만 줄 뿐이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용어나 품사 분류 체계는 어디까지나 내국인용 교육 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일 통합 체제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 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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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육 문법은 교수법과 학습 지도법이 다르다뿐이지 전체 틀인 문법 

체계와 설명 용어까지 달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문법 체계의 툴은 같이 하되 교수 • 학습 단계와 교수 • 학습 방법만을 달 

리 하면 된다고본다. 

(3) 문법 번역식 교육과 의사 소통식 교육의 융합 방식이 요구된다. 

그 동안의 언어 교육은 구조주의와 행동주의 언어 교육의 영향으로 문 

법 번역식 교수법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 결과 교재 구성도 그러한 방식으 

로 이루어져 자연히 문장 차원의 언어 교육으로만 그쳐 문형 훈련 차원에 

머무는 언어 교육이 되어 왔으며 실제의 사회 문화 상황 속에서 다양한 

담화 상황에 따른 언어 능력을 배양히여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교웹l 대 

한 비판으로 사회 문화적 용인을 중시하고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위주로 

한 의사 소통식 교수법이 Hyrres(l972)에서 제기된 이래 언어 교육은 문 

장 차원에서 담화 차원으로 넓어지고 실제의 언어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 

였다. 

이러한 의사 소통 위주의 언어 교육이 상대적으로 언어 표현의 정확성 

을 소홀히 하고 언어 능력의 유창성만 중시핸 경향이 나타나 언어의 정 

확성을 지향하는 문법 능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 

하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교육의 흐름을 볼 때 문법 번역식이나 의사 소통 

식을 종협하거나 절충한 모형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손호민 

(1얽7)에서 제기한 실행 중심 교수법(IffÍonnance-벼뼈 forei밍1 1뻐밍age 

instruction)도41 의사 소통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언어의 정확성을 지향하고 

4) Sohn Ho-min(l997)에서 밝힌 새로운 교수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CD 학습자 중심의 교육 leamer-center，벼ness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 
야한다. 

@ 개인화 학습 야:rsonalization : 초기에 학생 자신과 관련한 발화 능력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 문맥화 contextualization : 문맥 속에서의 언어 능력을 키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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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문장 단위 연습 외에 담화 상황에 따른 생활 담화를 

익히는 데 적절한 글을 많이 싣고 연습 활동을 많이 넣어야 한다. 

그러면 한국어 문법 교육은 왜 필요한가? 첫째， 한국어의 구조를 이해 

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방법이다. 그 동안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비판 

이 있어 왔고 의사 소통식 교수법이나 과제 중심 교수법이 대안흐로 도입 

되기도 하였다. 문법은 수단이지 목적。1 아니건만 문법 중심 학협l 치우 

쳤다는 비판은 일면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문법 경시 풍조 또한 우려하 

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지적이 문법 교육의 상대화를 거쳐 문법 무용론으 

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문법 교육의 절대화도 곤란하지만 문법 교육의 

무용화도 문제이다. 이런 태도는 언어 능력과 의사 소통 능력을 분리하여 

보는 태도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가령， 의사 

소통식 학습은 아동 학습자에게 적합할 수 있으나 성인 학습지셰게는 부 

적절할 수 있으니 국어는 어휘뿐만 아니라 조사나 어미가 독특한 고유 의 

미와 기능을 하므로 이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구조화된 문볍 지식이 

성인 학습자에게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어 교재들이 문법 

적 지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문법 용어들을 일체 제거한 채 교육하는 것이 

한국어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불리하다고 보며 적절히 문법 지식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베풀어야 학습쩨게 한쾌 문법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확한 한국어 습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볍 교육은 언어 

지식의 구조적 이해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성인 학습자일수록 펼요하며 문 

@ 실제화 authenticity 원어민 수준의 말을 배워야 한다 
@ 정확성 accuracy concerns 언어 내적 능력은 물론 사회적， 화용적 능력도 
정확히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언어 와 문화의 결합 language-c띠ture integration :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 
을조화시킨다 

CV4 기능 통합 교육 4• skill integr“tion: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을 통합 
지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 과제 수행 중심의 교육 task-basis : 목표어 사회에서 살아가며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킬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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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항목은 교수요목의 중요한 원천이므로 학습자 능력 평가헤 중요한 기 

준이 된다. 만일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교육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문법 항목은 교재 구안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학습자에게 무엇을 

가르철 것인가라고 할 때 언어의 단위별， 기능별 수준을 정할 때 문법 단 

위 항랙1 따라 학습 목표를 정히여 교안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문법 항 

목은 객관적 언어 이해와 능력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셋째， 문법 구조의 포기는 단순화한 형태의 초보적 회화 수준의 언어 능 

력 습득으로만 고착시킨다. 문법은 음소 형태소， 문장， 담화 차원에 걸치 

는 단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며 장차 전문가로서의 고급 언어 능력을 위 

해서는 초급 단계부터 고굽 쓰기 능력을 목적으로 문법 교육이 뒷받침되 

어야한다. 

문제는 그 동안 문법 지식을 교재에 소개한 언어 자료와 융합하여 내재 

화한 학습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언 

어 주제나 자료와 문법 항목을 융합한 교재 개발에 힘써야 한다. 다음은 

‘여행하기 대화’라는 상황 속에 문법 교수항이 포함되어 융합한 사례이다. 

〈여행하기 대화〉 

@ 계획하기 . 누구， 언제， 어디로 

며칠 

러 가다， ←려고 하다， 

-고 싶다기로 하다 

@ 여행담 이야기하기 

3 문화 유적 이야기하기 

<관련 문법 범주〉 

φ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수사 

어미， 의존용언 

@ 문법 표현 응용， 적용하기 

@ 문법 지식 정리， 확인하기 

위 예는 여행과 문화 유적을 소재로 단원을 구성할 때 이들 소재와 관 

련할 수 있는 문법 항목을 설정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관련지어 교재 내 

용을 설계함으혹써 문볍 지식을 자연스레 연습하게 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습득한 문법 사항을 설명하면 한국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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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것이다. 

특히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학습 마지막 단계에서 문법 설명이 유용한데 

이는 언어 학습 활동 과정에 인지하고 유추하거나 범주화하여 형성하기 

시작한 문법 규칙을 구체적으로 확인히여 구체화하여 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런 설명운 교사가 설명할 수도 있으나 학생의 설명을 유 

도하는것도방법이다. 

(4) 교재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재 개발은 교육과정과 교수요랙l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 

서 교재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그에 맞는 교재를 만들면 된다. 이러한 기 

준으로 우리는 이미 전술한 평가론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을 근거로 다음 

사항을제시할수있다. 

〈교재 개발 점검용 평가 기준〉 

@ 교육과정과의 일치， 교수요목의 위계적 구현， 단원간 연계성， 학습목 

표의 명시성 

@ 학습 대상자의 적절성， 난이도의 적절성， 시간 배당의 적절성 

@ 문법 어휘 사항의 위계성， 문법 어휘 설명의 간결성， 구어 · 문어의 

조화성 

@ 학습 동기 유발성， 학습 접근의 용이성， 학습량의 적절성， 학습 활동 

의 다양성 

@ 언어 자료의 정확성， 주제 자료의 정확성， 자료의 다양성， 자료 배열 

의 적절성 

@ 보조자료의 적절성， 내용 설명의 간결성， 교재 구조의 간결성， 연습문 

제의 적절성과 실용성 

@ 의사 소통의 유용성， 언어 능력의 유창성， 언어 능력의 정확성， 평가 

적용의 타당성 

@ 교수 지도의 편리성， 언어 기능 통합 지도의 효율성， 학생 자율 학습 

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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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 과의 학습 목표 기술이 필요하다. 

학습자로 허여금 매 과를 시작할 때 그 과를 마치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는 목표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현재 국내 교재 중에는 이런 사례를 

거의 보여 주지 않는다. 경희대 평생교육원 교재인 <First Step in 

Korean>(1뾰)， <I빼Iloring Kor;댔1>( ::DX))이 매 과 시 작 부분에서 ‘Key 

생1tences’를 두고 그 과에서 배울 두 세 문형의 문장 표현을 제시하는 방 

식도 괜찮다. 영국에서 나온 Kim In-seok(1ffi))을 보면 다음 예처럼 ‘By 

the end of this 1않son you should ce able to : ’ 방식으로 학습 목표를 설 

정i얘 주면 훨씬 더 학습 동기 유발에 유용할 것이다. 

By the end of this lesson you should be able to : 
. greet someone properly in Korean 

address Korean Adults 
write Korean names 

‘ use the sentence ending ←세요 
. use the negative marker 안 
. use the proposition -에 
. use the topic case marker -은/는 

<Functi뼈l Ko뼈n>(1쨌)도 ‘lesson objætive’를 설정하였고 최근에 개 

발 중인 초급 교재에서도 ‘교육목표’를 넣어 과거와는 다른 체재를 보인다. 

(6) 내용 교열에 철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정확하고 바른 언어로 다듬기 위하여 교열 전문가가 

교재 편찬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내국인을 위한 교과서 발간시에도 교열 

과정이 부실하여 교과서 오류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런 오류가 없어야 한다. 가령 다음 예는 교재에 나오는 오류 

표기의 대표적 예이다. 



44 국어교육연구 제7집 

CD ‘의’ 발음에 대한 혼통(고려대 〈한국어 1>. 10변) : 다음 밑줄 부분의 

셜명이 오류이다 

의사{의사] 표준발음법 5항 

회의[회이， 회의l， 저희[저히， 저희] 표준발음법 5항 다만 4 규정에 따름. 

희망{히망/희망] 

위 부분은 고려대 교재의 ‘의’ 모음 설명 부분인데 집필자가 표준 발음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듯하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1]인 ‘저희’는 [저히]， 

‘희망’은 [히멤으로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법 5항의 취지인데 [저희]， 

[희망]도 발음되는 양 잘못 기술되었다. 표준 발음법 5항 다만 3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는 [ 1 ]로 발음한다”로만 되어 있지 ‘[의]’ 

발음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위 ‘다만 4’도 ‘다만 3’으로 고쳐야 한다. 

@ 이상억 외(1997， 2뼈)， <Kor，잃n ηlrough English> 

끼. 우선 쉬어야 할 것(Korean 1권 일랴두기 6면) : 문맥상 ‘쉬어야는 

‘쉬워야(易)가 맞다. 

L 며칠동안 계시겠어요.?( 1/ 1권 63면) : ‘며철’과 ‘동안’은 띄어 써야 

c. 아 온돌 방을 주세요1/ 1권 63면) : ‘온돌방’은 합성어라 붙여 

써야 

근. 신어볼까요.?( 1/ 1권 92면) : ‘보다는 보조용언이라 띄어 써야 

다. 햇님1/ 2권 27면) : ‘부처님 예수님’처럼 ‘햇님’도 ‘해님’이 맞다. 

@ 01 회여대(19.:굉)， <한국어> 

-, 판효(<한국어 1>, 137변) : 외래어 표기로는 ’판초‘가 맞다. 

L 말은 잘 못 합니다.<<한국어 1>， 85면) : ‘못하다’는 합성용언이므로 

‘잘 못합니다’로 붙여야 

@ 고려대(1998) ， <한국어> 

기. 쥬스(<한국어 1> ， 36면， 44면， 2권 62면) : 주스. 한국인도 많이 틀 

리는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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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엘레베이터( I! 84면) : ‘엘리베이터’로 적거나 한자어 ‘승강기’로 

해야한다 

E 기차가 흠에 들어옵니다. 홈 flaw, s없k， crack( If 171면， 172면) : 

‘흠’은 표기도 틀렸거니와 영문 풀이가 엉뚱하게 flaw 둥으로 되어 

있다， 원어는 ‘platforrn’이므로 ‘플랫폼’이 맞다. 생략 표기도 ‘폼이 

맞고 한자어로 ‘숭강장’으로 해도 좋다. 

E 큰일 났습니다J<한국어 2> ， 2면) : 사전들이 띄어 그에 따랐는지 

모르나 ‘큰일나다’는 합성어로 보아 붙여 써야 한다. 

o 경어어휘， 겸양 어휘( 11 60면) : ‘경어’와 ‘어휘’는 띄어야 한다. 

8 전자렌지( If 63면， 69면) : ‘전자레인지’가 맞는 표기이다， 

人 한국어의 plain style( If 65면) : ‘예사말’ 또는 ‘평어체’로 번역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케익 ( I! 132변) : ‘케이크’가 맞다. 

^ 몇알( /1 135면) : ‘몇 알’로 띄어야 

~ 하양+았습니다 • 하댔습니다. ( 11 152면) : ‘하쨌습니다’가 맞다 

큐. 으 불규칙(<한국어 1>, 139연.<한국어 2> 부록 225면) : 으 탈락 
규칙으로 보아야 

E 불규칙(<한국어 1>, 152면.<한국어 2> 부록 앓4면) : 2. 탈락 
규칙으로 보아야 

E ‘횡영’ 뒤에 ‘。ν어’가 오면 ‘애’가 되고 ‘양/떻’ 뒤에 ‘애어’가 오면 

‘얘’가 된다( 1/ 226면) : 이는 “‘애/에’가 되고 ‘얘/예’가 된다”로 고 

쳐야 한다. 현 규범에서는 ‘까매지다， 꺼메지다 ; 하얘지다， 허예지 

다’처럼 구별한대19m년 9월 발표 <표준어모음〉 자료집 2. 발음 

부문 참조). 

위 (구)처럼 학교문법에서는 으 탈락2. 탈락으혹 보는 것을 한국어 학 

습서들에서는 과거 전통문법처럼 불규칙으로 처리히여 학교 문법과의 괴 

리를 보여 준다. 내국인을 위한 국어 문법 교육과 달리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 문볍교육셰서는 Ei)-fi)년대처럼 문법 용어의 혼란이 심하고 학교 문법 

과 다른 용어들이 많아 문제점을 보여 주므로 앞으로 학교문법과 같은 체 

계와 용어로 통일되어야 한대졸Jl， a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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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1994)， <한국어〉 

「 이 애기가 예쁘지요?(<한국어 1>. 187면) : 표기는 ‘아기’가 맞다 
L 흔슨씨는 교실로 들어갔다.( 1/ 11면) : 존슨 

r:-1. 봄비니까 많이 오지 않을 거에요 뭘 하질 거에요? 지킬 거에요 

얼마에요?( 1/ 168변， 174변， 197면， 잃5면) : ‘-예요’로 해야 할 

예들이다 

2. 여기가 연세대학교에요? 여기가 연세대학교가 아니에요?( 
210면) : ‘연세대학교예요’가 맞다. 그러나 ‘아니에요’는 바르게 되 

었다. 반면에 ‘저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저분이 미국 사람이 아니 

에요?’( /1 211면)는 바트게 적혀 있어 집필자가 혼동한 듯하다. 

단， 처격일 때는 ‘연세대학교에요’가 가능하다. 

-3. 아름다운 곳은 어디에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요 누구에요? 존슨 

씨에요( 1/ 262면) : 모두 ‘←예요’가 맞다. 

‘-이에$ 이어요’는 표준어 규정 aJ항에도 복수로 인정함을 명시하였는 

데 아직도 혼란이 많다. 특히 ‘-예요’가 현대 서울말에서 [-에요]로 괴리되 

어 발음히는 경향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본인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 문 

법서로 독특한 설명 체계를 갖춘 日本 朝廳환離曉會의 <조선어를 배우 

자>C朝購홈창 형쾌컸 , l ffi7: aJl)에도 ‘ 이에요’나 ‘아니에요’가 ‘→이예요 

아니예요’로 적혀 있기도 하다. 

삼백원이예요J<조선어를 배우자>， 261면) : 삼백원이에요. 

아니예요.( /1 261변) : 아니에요. 

@ 연세대(1996) ， <한국어 발음> 

기. 나무 잎을 모으려고 연습장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한국어 발음>， 

56면) : 나뭇잎 

L. 웃사람이 수저도 들기 전에 밥상에 차린 음식이 삽시간에 없어졌 

다.( 1/ 102면) : 윗사람， 들기 전에， 없어졌다 

r: 애기가 낯선 사람을 보고 낯이 설다고 읍니다.( /1 56면) : 표준어 

는 ‘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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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를 업어 주어라.( 11 136면) : 아기 

2. 노량니( 11 'ö7면) : 노라니 

口 핵스가 있어서 연락하기가 편해요( 11 94면) : 팩스 

1:l 사랑이가 나느라고 잇몸이 잔뜩 부었다.( 11 1Z7면) : 사랑니 

λ. 김치독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11 1æ면) : 김칫독 

。. 뱃머리에 앉아 노를 젖고 있는 여학생의 뒷모습이 영숙이 같다 

( I! 126면) : ‘젓고’ 

7-. 특히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IJ 93면) : 

‘부닥치다’는 ‘부딪치다’와 유의어인데 ‘부딪치다’가 더 널리 쓰인다 

는 점에서 어휘 선정의 적절성 문제가 관여하는 예이다. 

(7) 문화 교육은 초급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교육에의 요구는 전술한 설문조사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사실인데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 학습을 위 

해서는 문화 교육을 위한 문화 교수요목을 다양해l 수집하고 그 내용을 

기본(초급)-전개(중급) 심화{고급)의 3단계 방식으로 기술하는 일이 바 

람직하다. 가령 조항록(:ffi))에서 제안하였듯이 우리의 돌 풍습을 소개할 

때 ‘돌잔치(초급) • 돌잡이(중급) • 돌잡이 선물 덕담(고급)’으로 심화하 

여 전개히는 것과 같은 방식을 모든 문화 교수요랙1 적용할 수 었다고 

본다. 이런 예는 다음과 같이 모든 문화 항목에 대하여 다양하게 가능할 

것이다. 가령， 문화부에서 정한 10대 문화 유산에 대하여 이런 확대 심화 

가 가능하다. ‘불국사’의 예를 보자. 

불국사 • 석가탑， 다보탑 • 아사달， 아사녀 이야기 

불국사 • 석굴암 • 석굴암의 과학성 

불국사 • 석굴암 • 한국의 불교 사상 

문화 학습을 교재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단순 설명 방식이나 실물 

사진 그림의 제시 외에 영상물 감상， 구연 동화 직접하기， 역할극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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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역 활동， 자국 문화와 비교하여 딸}기， 현장 견학 등을 교육과정은 물 

론 교재 안어1 활동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대조항록. :ID)). 이러한 방 

식은 역동적 학습。1 되어 학생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 교빽1서 주의할 것은 문화 교육이 문화 내용에 치중하여 

언어 교육셰 소홀하기 쉬운 점을 주의뼈야 하며 문화 제시에서 객관적 

자세로 학생들의 판단과 경험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교재 구성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는 구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개의 교재는 문화 항목을 중 • 고법l 놓는 경향이지만 설문 조써1서 

는 초급 학습자들부터 문햄l 대한 학습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급 

부터 흥미 있는 것을 중심으로 쉽게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 항목이 

실제 현실 문화를 소개하고 응용뼈야 하는데 예전의 전통 문화 위주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율의 조절도 사전에 계획하여 

야 한다. 최근에는 문화 학습을 배려한 교재도 매우 발전하여 연세대의 읽 

기 교재도 체계적 문화 학습을 배려하였고 아빼loring Ko딴m>은 천연색 

조뺀1 사회， 문화， 예술， 건강， 스포츠 등 a)개 주제마다 각각 세 개씩의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단원 명으로 ‘문화 주제’를 명시 

한점이 특정이다. 

한편， 언어 교왜서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므로 한국인 

의 비언어적 행동과 타 문화권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 교육도 배려하여야 

한다. 

(8) 교사 지침서가 동시에 제작되어야 하고 부교재가 다양하게 개발 

되어야한다 

그 동안의 한국어교육 교재들은 교재는 었고 지침서는 없어 교사가 자 

의적으로 교육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교사 지침서 개발이 절실하 

다. 교사 지침서가 만들어진다면 주교재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목표에 

맞아야 하며 자료의 충실성 교사 수업의 간결성 유지， 수업 차시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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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성 등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용 부교재로 한국어 학습자용 국어 사전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실정이라 한국어 샤전， 대역 사전， 한국어 학습 사전， 한국 

문화 사전 등이 외국인 학습자용으로 나와야 한다. 최근에 영어， 일어， 중 

국어 대역어 사전으로 나온 신현숙(2m))의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 사전’과 같은 것은 좋은 결실이라 하겠다. 

독본과 회화 교재가 대부분인 현재 말하기 듣기 교재의 다양한 개발이 

필요하며 교사용 지침서도 붙어 있어야 한다. 그밖에 발음 교재， 한자 교 

재， 읽기 교재， 영화로 배우는 한국어 교재， 어휘 학습 교재， 등급 수준별 

읽기 교재 등 부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들을 기관 공동 투자에 의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려함직하대김중섭， ER.l). 

특히 젊은 세대의 인터넷 취향을 생각하면 주교재나 부교재를 인터넷 

상에서 구현하는 데 힘을 모。봐 할 것이다. 시디롬과 비디오 교재의 개발 

도 마찬가지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들 전자 교재는 학습자가 전세계로 분 

산되어 있는 오늘날 주입식 교육이 아닌 상호 작용에 의한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투자하여야 할 것이대박갑수， 1Ð}). 

(9) 기능 통합형 교재이어야 한다. 

기존 교재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의 통합적 교재 구성에 애 

를 썼지만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대체로 듣기와 쓰기 영역이 약하다. 적 

어도 고급 단계로 갈수록 쓰기 활동이 증가얘야 하며 연습서(workbook) 

가 이 역할을 보완하여야 한다. 따라서 ‘테이프 뉴스 들려주기 > 제공한 
뉴스 지문의 빈칸 단어 썩 > 뉴스 내용 요약때 말하기 > 뉴스 문장 
암기따 > 원문 말하기 > 뉴스문 작성하기’ 등으로 심화 확대응}는 것과 
같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기능 통합형 활동이 연습문제로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1를 고급 단계로만 보지 말고 초급부터 메모 펀지， 안내 

문 등의 자그마한 주제로 적어 버릇할 수 있도록 쓰기에 대해서는 초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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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설계히여야 한다. 또한 요즈음에 나온 교재들은 테이프를 첨부하고 매 

과마다 듣기 기능을 강화하여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듣 

기 활동이 교재 속에 부족한 편이다. 이 역시 연습서에서 크게 보완뼈야 

할것이다. 

( 1이 기본 어휘의 공동 고시가 필요하다 

교재마다 적절한 어휘 수준올 제공하는 것은 한국어 어휘 교왜l서 중 

요하다. 그 동안 교재마다 어휘량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ïVn 편찬자나 기관은 자기 교재에 대하여 어휘량 표시를 명시하여 주는 
것이 좋다. 서울대 <한국어 1>에서는 때 단어，<한국어 2>에서는 700 단 

어를 제공한다고 옐팩고 었다. 백봉자 외(1연7)에서 개략적 수치를 제시한 

것에 따르면 각 등급마다 대개 fiX)-ffi) 단어 수준인데 기관 교재마다 다 

소 넘나옮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어 어휘 빈도 조사들이 여러 

가지로 발표되고 있는데 구어 말뭉치나 문어 말뭉치를 적절히 안배한 교 

육 말뭉치가 구축되어 수준별 어휘 사정이 이루어지면 더욱 양질의 교재 

가니올수 있을것이다. 

특히 한국어 교재의 기본 어휘가 각 교재마다 달라서 한국어 능력 시험 

실시에 어려움이 많으며 교재간의 어휘 차이는 학습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급별 기본 어휘량의 고시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 

생들이 학습 기관을 옮길 경우도 많아서 그럴 때마다 어휘 및 문형의 차 

이 때문에 혼동을 겪게 된다고 하므로 교재의 어휘 및 문형에 대한 기본 

적인 합의는 있어야 할 것이대김중섭， 1體)，

(11) 문어체와 구어체는 학습자 상황과 기능 영역에 따라 조절하여야 

한다. 

전술한 대로 기관마다 교재의 주도문체를 하십시오체로 한 곳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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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해요체로 한 곳도 있고 이를 적절히 섞은 곳도 있는데 어느 일방의 

방식보디는 양자를 적절히 섞어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미 ‘-고~ 

-구’의 예처럼 비표준형이 많은 구어체를 가르치는가 표준 서사형올 많이 

보여 주는 문어체를 가프로치는가의 문제도 있으나 일단은 표준형을 가르치 

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내국인에게는 표쥔 교육을 강조하고 외국언에게 

는 비표준형을 가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체로 읽기와 쓰기에서는 문어체 말해1와 듣기에서는 구어체를 좀더 

강화핸 정도의 쩨를 두는 것이 좋다. 학습자의 쓰기 능력이 사회에서 

의 고급 언어 능력을 결정한다고 할 때 초기의 표현 인지 능력이나 서 

사 능력이 중요하므로 회화용 교재가 아니라면 범용 교재에서는 문어체를 

기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구어체가 강하게 쓰이는 것이 었 

다면 교재에서 문어체 형태 옆에 부가적으로 보여 주면 될 것이지 애초부 

터 문어체는 배제한 채 구어체부터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술한 간 

노(瓚搬닮)의 <朝購뿜)入門〉은 예문이나 문법 셜명시 문어체와 구어체 

를 구별하여 각각 [劃. [調라는 약호로 표시하여 좋은 선례가 된다. 따라 

서 교재에서는 준말， 변이형이 많은 구어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언급을 음 

운 규칙과 음운 변화의 관점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12) 발음 교육은 고급에서도 포함하여야 한다. 

대개의 발음 교육은 초급이나 초， 중급 교재에서만 디루고 고급에서는 

대부분 소흘한 경향이지만 고급은 고급대로 유창성이 요구되므로 ‘낭독 학 

습’을 설계할 수도 있고 ‘토론 발표 학습’을 통하여 ‘어조， 속도’ 풍의 조절 

을 계획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는 궁극적으로 유창성을 높이는 발음 교육 

이 될 것이다. 또한 고급 교재에서도 미리 주의하여야 할 발음의 단어에 

대하여 교재에 언급하여 두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발음 교육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야말로 유창한 고급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음 

교육은 중단 없이 고급 교재에서도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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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재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기존 교재는 제재 예문이 단순한 대화체 위주이거나 비현실적인 언공적 

예문이 많다. 가령 ‘너는 무엇을 하니? 나는 밥을 먹는다’와 같은 문장은 

문장으로는 완전하지만 답화상에서는 어색하다. 담화상에서는 조사를 생략 

한 ‘(나) 밥 먹는다’가 더 한국어답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문은 살아 있는 예분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드라마 자료를 

제공하고 문어 자료도 생활 주변의 여러 기능형 자료들을 택하여 교재에 

펀성하여야 한다. 가령， 신문 잡지와 같은 대표적 매체 자료를 비롯하여 

광고 편지， 이력서， 통장， 신분증， 차림표， 텔레비전 프로그램， 물품 설명서， 

거리 안내문， 유적지 안내문， 만화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인터넷 자료 여행 

(인터넷 서핑) 등을 통히여 인터넷으로 한라f 수업을 하는 것도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므로 반드시 포함빼야 한다. 

제재의 다양성과 함께 풍부한 삽화와 사진 자료를 넣는 것도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5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론 연구의 현재를 살펴보고 한국어 교재론 

이 교재 유형론， 교재 개발론 교재 평가론 등의 영역으로 무한히 뻗어 나 

갈 잠재력이 있음을 보았다. 아울러 주요 대학 기관들의 한국어 교재를 분 

석하면서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점을 13개 항에 걸쳐 제시하였다. 

우리는 13개 항 중에서 특히 표준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수립， 한국어 

교육용 표준 문법의 공표와 번역 문법 용어의 통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 

국어 교육용 문볍 지식도 학습 활동 속에서 언어 자료와 융합히여 인자할 

수 있도록 히는 방향만 잡히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나머지 사항은 문법 

번역식， 의사 소휩， 과제 중섬 교수법의 장점을 종합히여 개선된 교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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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속 나오고 있어 앞으로 서서히 개선허여 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표준 문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므로 이들보다 강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후 전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재 및 교안의 개발 노력 

이 일회적으로 사라지지 말고 귀중한 교수법의 경험 비법들도 사장되지 

않도록 전세계 모든 한국어 교재와 교안들을 모아 놓은 ‘교재 은행(또는 

교안 은행)’을 인터넷 상에서 구축하고 누구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고 

앞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앞으로 계속 구체화하기를 기대하며 이 논의 

를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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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and 암φ0와tion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for Foreign Le없ners 

Min, Hyun-sik 

Tea따~， learner 하xlrna‘terials are thræ basic imr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glαxl 어ucation. In Kor없1 lar핑뻐ge 어ucation as a 

fα-eign lar땅뻐ge(KFU rna뼈als fcπ learners 않e of very }XXJr Qt꽤ity. 

π1ere are sorre general 없따빼s which many Korean lar핑uage 

institutions have [Xlbli돼ed horre and 뼈n때， but it m최s to deVI잉op 

various ft.mctiα때 textbooks for ~， listening, reacling 따xlwri미19， 

also for audio-찌S뻐1 aids and dictionaries acc여바ng to the various type 

of learners’ net최s. 

The study for 뼈따i머s of KFL is sti뼈찌뼈 into materi퍼 tjrIx>logy, 

rna뼈ial developr뾰lt and rna따i외 evaluation. The stt빼T of rna따ial 

mx>l명y ck:경1s with the various type of textbooks by learners’ factors 

밍1d rna따ials’ factors. Leamer’s factors are the level, type, rmtivlξ 

nationality, age ar떠 m최 of 1얹mers. l\1aterials’ fa따ors are type of 

ma따ials: 뼈ficial rna따ials， natural rnaterials, audio 찌S뻐l 머ds， 

rnaterials for grammar, vocabulary, 미ummciation and 때ture. 

The study of rna뼈i려 deVI러때없lt deals with the all the 머α:ess of 

dev，어때ng vanα1S t;e)αbooks and audio 찌s때 aids. The study of 

rna따ial evaluatiα1 evaluate the quality of all ma밟때s and have to 

showthe αi따ia of evaluation for the various rna않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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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to consiær many factors to deVi허op good rrn뼈als f(π 

끊L. First1y we should aJ때yze various 00:최S of 1않ners : the f1uent 

야rlonmnce of language, rmtive of leaming and unders없띠ing of 

linguistic culture. We 양lOI.lld hanrnnize the cormnmicative ræthod, 

audio 파핑때1 trethOO 하1d grarmrnr trdl1sla디ngrr때뼈， therefore devel어〕 

the 뾰xtbooks which integrate and mix the various language functions, 

vanous ma떠i떠s， vanαIS subjects 뼈 the style of SJXlken or written 

language. 

αncretely the s떠때arù curriculum, κ삶피19l따ns， 벼허C VIα:abulary 

andstar떠arù Kor많n 밍ammar for for닝밍1 1얹rners should be ena따녔 

right awa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ma때al the deVi머~ 

should take account of the criteria of evaluation, teac밟’s manu머 or 

벼ndOOok and variωs factors of 1얹rner’S l1ff최S. EVI밍rch따없"s of 

않xtbooks have to show the gl떠1 of 1않rning and culture lX)ints frorn 

low levl러 tohi방1 level. Finally 1 αUJX)se the ma뼈al bank on 파1e of 

intemet, which store up various textbooks, teaching α명ram， syllabus 

and mul따뼈ia materials for KFL horæ and abroad In fuis web 벼따 

all KFL teachers 떠n offer shares of various ma따ials 많xl various 

잉압riences joint1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