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문법 교육의 방향

바여스*
， c그

o.!..

1. 서론
여기서 딸}는 문법 교육은 한국어의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경어볍 등 다섯 분야를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문법은 기술문법
(않αiptive Grammar)과 규범문법(Presαiptive Grammar)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인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규범문법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규범문법에 입각하여 문
법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되 위의 다섯 분야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총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문법 교육의 내용
문법 교육의 내용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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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별 내용도 그 수준에 있

어 단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1) 쉽고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친다.

가령 문자 교육이라면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이용하여 모음과 자음의

생성 원리를 이용하여 가르치되 기본자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 가획의 원
리를 이해시킨 다음 글자 형성 원리를 디루되， 받침이 없는 쉬운 단어부
터 충분히 다루고 나서， 받침이 있는 글자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음
운론 교육이라면 문자 교육과 연계하되 받침이 있는 글자를 발음할 수 있

게 하기 위하여 연음법칙부터 가르친다. 형태론이라면 국어의 품사체계
와 격조샤 그리고 동사의 어간과 어미를 다룬다.
통사론에서도 문장 구성의 언어보펀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시킨다. 예

를 들면，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술어가 있어야 하는 점과， 몇 개의 단어가
순서에 맞게 배열되어야 하는데 한국어의 어순은 sov라는 것을 이해시
킨다.

2) 언어 보편성과 효택어 개벌성을 가르친다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때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접사에 의한 파생
법과 실질형태소들의 결합에 의한 합성법이 있는 것은 언어 보편성이므

로 원리만 이해하게 하면 되고， 접사 하나 하나의 의미와 용법은 한국어
개별성이므로 반복 훈련을 통해 기억하고 암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

킨다.
통사론에서도 언어 보편적인 문장 구성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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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순， 1， 2인칭의 주어 탈락 같은 한국어 개별성에 대하여 이해시킨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에서나 문장은 최소한 주어 하나와 술어 하나로 이
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서술어가 티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반드시 외야 한
다는 것，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가 sov형， SVO형 vso형 중 하나라

는 것은 언어 보편성이지만 한국어에서는 특히 구어에서 주어가 1 인칭， 2
인칭일 때 주로 생략되는 점은 한국어의 개별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
시킨다. 또한 영어에서는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통사규칙인 WH이동이
한국어에는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실제의 예를 통해 확인시킨다.

그리고 인칭대명사나 경어법이 있는 것은 언어 보편적이지만 한국어에
서는 손위 청자의 경우 2인칭 대명사가 없는 것은 한국어의 개별성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어의 개별성은 대명사를 공부할 때，

통사론에서 대명사화를 가르칠 때， 그리고 경어법을 가르칠 때 반복해서
학습함으로써 완전히 익힐 수 있을 것이다.

3) 대규칙 및 필수규칙을 주로 가르친다
예를 들어 음운론에서 연음법칙， 비음동화， 구개음화는 대규칙 (major
rul아이고 펼수규칙 (obligatOIY rule) 이다. 그러나 전설모음회는 수의규칙

(optional rule) 이고， 소규칙 (minor rule) 이며， 비표준화규칙이다. 그러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전설모음화 같은 것은 다룰 펼요가 없다

고본다.
또한 형태론에서 동사 활용의 경우 어간은 변하지 않고， 어미만 달라지
는 것은 대규칙이다. 그러나 ‘걷:다→걸어， 묻:다→물어， 듣다→들어，
싣:다→실어’ 같은 경우는 어간의 ‘ E’이 활용할 때 ‘근’로 변하는 하나의
소규칙을 이룬다. 이러한 대규칙과 소규칙을 동일한 비중으로， 동시에 가
르치면 학생들은 매우 혼란을 느끼고，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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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규칙， 펼수규칙을 먼저， 그리고 훨씬 비중

있게 다루고 난 후 시차를 두고 필수적인 소규칙을 다루되 수의적인 소규
칙(예: 전설모음화)은 다루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교사가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할 것과 흑탑자 스스로 터득하거

나 노력해서 이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교수 흑윌효!C~.
이때 언어 보펀적인 현상과 국어 개별적인 것을 구별히여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운론 초기 교육에서는 한국어 음운을 표기법
과 함께 1음절 1문자의 특성을 이해시키며， 다른 언어들과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지도한다. 문자 지도에서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흥미를 7찌고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형태론 분야에서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동}는 것도 있고 암기를
해야 승}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구별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조사 중에는 문법적 기능만 하는 것도 있고1 의미에 관여하는 것도

있다는 원리는 이해시키고 각각의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는
조사 하나 하나에 대한 의미를 암기할 수밖에 없으며， 문장에 알맞는 조
사 넣기 훈련의 반복으로 통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조사는
문법 형태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미 문장을 공
부한 학습자는 조사의 기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력은 이미 획득했다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조사 각각에 대한 교수 학습 시기나 방법은 전
적으로 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5)

언어 구조와 사용 원리를 구별하여 교수 흐발효H과

청자가 누구냐，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어떠냐， 때와 장소가 어디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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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알맞은 호칭， 문징써미， 어휘， 조사를 선택해야 하며， 상대빛에 손

위일 경우 화자 자신을 ‘저’로 낮추어야 하는 한국어의 개별성이 있다. 어
떤 언어에나 존대와 비존대， 친숙과 비친숙의 구별이 있지만， 한국어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구별이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는 경어법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쉽고 재
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요구된다
문법 교육에서는 언어기능 교육， 특히 읽기와 쓰기 교육을 함께 시켜도
좋을 것 같다. 고급 단계에서는 상황에 적절한 언어의 사용과 동일한 내
용에 대한 다양한 표현법을 이해시킨다.

이 능력( Competence)과 수행(Performance)을 구별해야 효H과
학습자가 동일한 오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어능력 (an뼈:m:e)

상의 오류인지 단순히 수행 (~rformanæ)상의 오류인지를 구별하여야 한
다. 왜냐하면 수행상의 오류일 때는 주의를 주는 정도로 한 번 언급만 해

주면 되지만 능력상의 오류일 때는 교사가 특별히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꽃이”를 [꼬시]로 발음한다고 할
때， 다시 한 번 발음하게 하여 [꼬치]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문제가 안 되

지만， 두 번， 세 번을 반복시켜도 여전히 [꼬시]로 발음한다면 언어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꽃을→[꼬출J， 꽃이→[꼬치]" 등으로 발
음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반복하여 연습을 시켜야 할 것이다.
S∞-Ah Kim-YeunWID: Z?ß~Z38)에 의하면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툴리는 부분이 조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사 교육에

대한 교사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에， 에서， 에는，
에서는’의 구별이 어렵다고 한다. 전은주(lffi4)에서도 조사가 없는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틀이 조사를 빠뜨리거나 틀리는 경우가 많음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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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므로 능력 (CO~뼈ce)상의 오류로 판단될 때는 반복학습，

학습자 모어와의 대조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확실한 능력을 가
질 수 있도록 교수해야 한다.

3. 문법 교육의 방법
문법 교육의 방법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구

두청각식， 문법 번역식， 의사소통식 등이 한 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
존의 문법 교육 방법과는 좀더 다르게 제시하고자 한다.

1)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문법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의미론， 문장의미론， 담화의미론 등
으로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무
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안 가르쳤는지 파의L이 되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
루어질 것이다. 각 분야별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대규칙에서 소규칙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음운론이라면 한국어의 음절 구성 원리를 이해시킨 다음 이

러한 음절은 하나의 글지를 이루게 되는 원리를 알려주면 다른 언어틀과
의 차이점도 금방 이해되면서 한국의 표기법을 보다 쉽게 습득할 것이다.

그 다음은 한국어 단어의 초성과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없는 제약
을 다룬 다음， 이러한 제약 때문에 초성에서는 아예 두개의 자음이 초성
으로 오는 음절도 글자도 없다는 것과， 두 개의 자음이 종성에 올 때는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규칙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등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학습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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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사항을 단계적으로 가르친다

예를 들어 경어법에서 존대와 비존대로 구분하는 것은 언어 보편적이

다. 그러므로 외국어교육에서는 언어 보편적인 것부터 다룬다 그 다음은
한국어에서 청자가 누구냐，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어떠하냐， 발화의 때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알맞은 호칭， 문징써미， 어휘， 조사를 선택해야
하고， 상대방이 손위일 경우 화자 자신을 ‘저’로 낮추어야 -o}는 국어의 개
별성이 있다 어떤 언어에나 존대나 비존대 친숙과 비친숙의 구별이 있

지만 한국어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러
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는 경어법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요구된다. 우선 첫 단계에서는
존대형만 가르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평교형만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한

다. 물론 고급 단계에 가면 이해 언어로 중간 단계의 반말체와 조금 더 다
0.]=한 호칭체계를 도입한다. 그러나 내국인처럼 복잡다단한 등급과 다양
한 호칭을 모두 다룰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예를 틀어 경어법 학습의

1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도만 다룬다.

외국어로서의 효댁어 경어법 (간략화한) 기초

·문장어미

존대형

호칭 ←존대형
· 존경의

1단계

{ 습니다

{

{

。

선생님 부장님

선어말어미 ←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학습에서는 문법을 5-6단계 정도 니누어
각 단계마다의 실라버스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각 단계별
실라버스얀을 대략적으로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 얀은 앞으로

114

국어교육연구 제16집

많은 학자와 일선 교사들이 몇 차례의 세미나， 토론， 실험 적용 등의 과정
을 거쳐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우선 펼자의 기본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학습에서는 문법을 최

대한 단순화하고， 필수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선택적인 것은 최대
한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필자가 제안하는 문법 분야의 교수 학습 단계 모형이다.

〈저11 단계〉

문법을 이론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자모 익히기와 발음의 기본 원리，

기본적인 통사구조만 알도록 한다. 경어법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말고
기본 문형에서 ‘ 습니다’ 형만 다룬다.

<저12단계〉

제1 단계에서 배운 것을 충분히 복습하고 문장의 펼수 성분 구조와 격
조사를 알게 한다. 발음에서 연음의 원리를 알게 한다. 필수， 수의성분이

다 있는 문형에서 어미 ‘ 요’ 형을 다룬다. ‘ 습니다’와 ‘ 요’는 각각 공
식-비공식， 정중형-친숙형 정도로만 다룬다. ‘-습니다’ 형을 ‘ 요’ 형으로1
‘-요’ 형을 ‘ 습니다’ 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

<저13단계>

제2단계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고 문장의 수의적인 성분의 유형과 기능
및 용법을 알게 한다. 또한 격조사 외에 의미격 조사의 몇 가지 유형과 그

의미를 알게 한다. 그런 다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울 때는 조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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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에 대한 의미와 용법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적당한 조사 넣기 훈련을 시킨다" 1. 2, 3단계에서 배운 문법적
인 원리들을 이용하여 실제의 문장을 20개 이상 써 오기 과제를 준다. 종

성자음의 불파음화， 비음동화， 자음탈락， 구개음화 규칙을 교수 학습하고，
이러한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하는 자료를 많이 제시하고 소리
내어 여러 번 발음하게 한다. 통사론에서는 한국어 문장에서의 주어탈락
현상을교수학습한다.

<저14단계>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사를 다루며 문장의 시제에 대하여 학습한다.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문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들 문형을 생산하는
여러가지 종결 어미와 문장 부호도 학습한다. 즉 용언 활용에 대한 원리

를 익힌다. 발음 문제에서는 두음법칙， 경음화， 격음화 등 필수 음운 규칙
만 학습하고 수의적인 음운 현상은 다루지 않는다{예: 전셜모음화)， 한국

어의 조어법 원리를 교수 학습한다. 즉 파생법과 합성법을 다룬다.

<저15단겨1>

제4단계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에 맞는 문장을 l)개 이

상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또한 접사와 여러 단어들을 제시하고， 파생어
와 합성어를 만들어 보게 한다. 연결어미와 상(相)에 대해 학습하고 의존
명사를 교수 학습한다. 관계절 접속문에 대해서도 교수 학습한다. 내포절
이 있는 문장과 접속어를 넣어 접속문을 만드는 과제를 준다. 한국어 전
반에 관한 경어법에 대하여 총정리하되 ‘ 네’ 형과 ‘ 오’ 형은 초급， 중급

에서는 다루지 말고 3등급만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한 뒤 고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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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이해는 시키되(독서와 듣기를 위해서) 사용은 하지 않아도 된
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즉 필수 등급인 ‘-습니다’， ‘←요’， ‘ 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나머지 세 가지 등급은 선택적

인 등급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6등급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준다.

〈저16단계>

제5단계까지 배운 것을 모두 적용하는 문장의 예를 ~개 이상 만들어오

는 과제를 준다. 제5단계까지 배운 문법 규칙을 총정리한다. 즉 음운론 형
태론， 통사론， 의미론 분야별로 펼수사항을 학생들 스스로가 다시 복습하
고한국어 문법의 전반적인 원리를총정리 확인한다 그다음은사회언어
학적 원리를 교수 학습한다. 즉 동일한 내용이라도 화자와 청자간의 관계，
발화의 때와 장소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나 표현 방법이 달라져야 함을 학
습한다. 의미론에서는 중의성， 다의성， 동음이의어， 관용어， 강조법， 겸손

법， 비유법， 긍 부정， 능→피동， 주←사동， 간접화법 등에 대하여 교수 학습，
복습하고， 과제를 통하여 이 모든 한국어 문법과 사용법을 익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 문법과 변형 문법 이론을 소개하여 통사론적인 면에서나

음운론적인 변에서 관점의 차이와 문법 해석에서 그 기술의 치이점도 간
단히 살펴본다.

대략 위와 같은 단계에 맞춰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1 단순한 것에
서 복잡한 것으로 올라가며 학습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어가 너무 어
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교사의 역량을 발휘해

야 한다. 특히 문법은 대체로 딱떡하고 재미없게 느끼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든 흥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수엽이 되도록 교사는 끊임없이 연구
해야 할 것이다. 예문 하나라도 재미있게 틀고， 규칙 섣명도 인생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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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게임에 비유해서 하는 등 방법은 많이 있다고 본다.

3) 혹탑자으| 언어와 효댁어의 대조분석을 통하여 가르친다.
교사가 학생들의 모국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언어와 한국어를 대

조빼 공통점과 쩨점을 설명해주면 학습자는 두 언어에 모두 흥미를

느끼고 훨씬 더 정확하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
어의 경우에 양순 파열음이 있는 것은 국어와 같지만 양순 파열음은 무성
음과 유성음으로 변별되는 데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평음， 경음， 격음으로

변별된다는 식으로 대조 분석을 통하여 설명하면 이해도 빠르고 두 언어
를 더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사론이라면 영어 문징벼l
서는 단어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여 동일한 명사라도 어디에 오느냐에 따
라 기능과 의미가 달리지지만 한국어는 조사로서 문법적인 격을 나타내

므로 단어 순서는 영어에 비해 좀더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
여줌으로써 조사 사용 원리를 배움과 동시에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어 목표어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

4) 통합적으로 가르칠 것과 문법 E을 독립적으로 가르칠 것을 구별
하여 기르친다
어떤 언어에서나 마찬가지로 문장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구조면에서

보면 단문과 복문이 있으며， 단문은 다시 동사의 성격에 따라 5형식 (SV，

SOV， SOOV， SC~SOCV)이 있고， 시제에 따라， 양태에 따라， 그리고 경어
법에 띠라서도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 또는 의미기능 변에서 볼 때 평서
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등이 있는데 이 점 역시 언어보편적이
다. 그리고 복문은 다시 중문과 포유문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의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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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종합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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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관점과 기준에 따라 문장 유형이 달리 분류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들 유형에 맞는 예문들을 제시하고 문장의 구조와
의미에 따라 예문들을 변별해 보도록 한다. 또한 평서문을 주고 의문문으
로 고치게 한다든지 의문문을 명령문으로 고치게 하는 등의 훈련을 통하
여 문형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돕는다. 그런데 초급에서 이 모든 문장유
형을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교사가 문장 유형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어법에 맞게 문장을 고치는 일 잘못된 문장을 바로 잡기 등 여

러 가지 방법으로 문형 연습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문뿐만 아니
라 복합문이나 접속문으로 만들어보기 접속문이나 복합문을 분해해 보
기 등도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과제를 통하여 교실에서 배운 모든 문형에 맞는 문장을 세
개 이상씩 작문해 오도록 해도 좋을 것이다. 일기나 편지 등을 쓰도록 하
여 교사가 검토해 주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옆
에 앉은 짝끼리 대회를 주고받도록 하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것은 구두로도 좋고 문자로도 좋을 것이다. 학생의 한국어에 대한 수준

에 따라 최대한 다양한 문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 과제를 주고 요
약해 오기， 줄거리 쓰기， 독후감 쓰기 등을 통해서 독해， 통사론， 작문교육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5) 원리에 대한 이해 부분과 암기해야 하는 부분을 구별히여 교수

를니윌효봐.

예를 들어 형태론 분야에서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도 있

고 암기를 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구별뼈 교육하는 것이 필요
하다. 예를 들면 조사 중에는 문법적 기능만 하는 것도 있고， 의미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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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있다는 원리는 이해시키고 각각의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는 조사 하나 하나에 대한 의미를 암기할 수밖에 없으며， 문장에

알맞는 조사 넣기 등 훈련으로 통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암기해야

하는 조사도 중요한 것만 목록을 만들고 몇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제시해야할것이다.

ω 재미있게 교수 획읍효봐.
동일한 내용이라도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재미있게 수엽을

이끌어 가느냐， 딱떡하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것
이다. 예를 들어 조사 ‘는/은’을 가르칠 때는 주격조사이면서 대조， 강조
둥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설명할 때 사람에 비유하여 사람도 코
미디언 주부 봉사단체의 회원 이런 식으로 다중 기능 또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형태소도 여러 7찌 기능을 하는 것이 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훨

씬 부드럽고， 이해하기도 쉬우며， 좀더 재미있게 문법을 배울 수 있지 않
을 까 한다. 그리고 이 때 주기능과 부차적기능으로 나누어 얘기해도 좋

을 것 같다. 또는 문법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매우 재미있는 동화나
소설 등의 텍스트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나 유머 속에 녹아있는 문

법적 요소들을 추출하여 설명하는 등 다OJ:한 방법으로 목표 문법 내용을
교수 학습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결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은 규범문법을 다루되， 언어 보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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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개별성으로 나누어 교수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한

국어 문법 교육은 모국어로서의 문법 교육보다 훨씬 단순하고 체계적으
로 접근해야 하며， 펼수규칙， 대규칙 중심으로 교수 학습해야 한다. 또한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과 암기해야 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원리는 교

실에서 함께 교수 학습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은 학습자 스스로가 공부하
도록 과제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원리는 가능한 한 학습

자 언어와 대조하여 교수 학습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컨대 문법 교육
은 언어기능교육과 함께 통합적으로 하되 최대한 재미있게 교수 학습할

수 있는 빙}o，}-을 연구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규범문법， 기술문법， 대규칙， 소규칙， 언어사용원리

참고문헌

김유정 (1됐l， r 외국어로서의 문법교육-문볍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J ,
『한국어교육」 제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재욱GID2l， r 한국어교육에서의 격조사 교육J ， 박영순 펀저 ， w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저Il~ ， 한국문화사.
김재욱(:ID)l， r문법교육방법론J ， 민현식， 조항록， 유석훈， 최은규 외(:ID)l， W한

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김제열(때1)， r 한국어교육에서 기초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J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민현식(때Xll， r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 본 논문은 :mJ. 12.4 투고되었으며， :mJ. 12.7 심사가
종료되었음.

시작되어， :mJ.

12. 12 심사가

122

국어교육연구 제16집

제 10권 제2호 국립국어원

민현식， 조항록， 유석훈， 최은규 외(axl))， w 한국어교육론~ 1,2,3, 한국문화샤
박영순(뼈4)， (개고판) W외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방성원(axl))， r 문법교수 학습의 내용과 방법 J ， 민현식， 조항록， 유석훈， 최은규
외(axl))， w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사
백봉재 1ffi))， W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사전~， 연세대 출판부.
이미혜(없1))， r문법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J ， 민현식， 조항록， 유석훈， 최은규
외(없1))， W 한국어교육론.~
A빼-Hauck，

2,

한국문화사

B.R Thnato, and P.Cwm-Jo뼈nson(2ffi))， “Using a

a마Jroach

to teach

granmJaf."

In ]. Shrurn and E. Glisan

Tαld7er's 1unφαk. Cmtextzι7lízed Lα19w.ge

story-bas어

(어s.)(2ffi))，

!nstructíon, Boston:

f펴ne

&H려ne.
Ha때åns(ax)l)， SeoαJd lat쟁I탱esynα， Oxfo떠: Blac때rell.
돼따el，

E. and S. Fotos(ax)2), New Perspectíves m grarnrmr tead7ir핍 ín semnd
b핑u:핑e classrwrs, 1\댐1W매， NJ: Lawreoce 버뼈lIll Asroiates, Publi양ffS.
Larson-Fræman( ax)l) , “ Teaching Gramnar." In MCelæ-Murcia(ecl.) (ax)1),
Tα뼈lf핑

Englísh as a secαJd or Foreígn Lα1밍nge， Boston: Hei띠e&
Heinle. 251-2ffi.
Larson-Freerrnn & Diane( ax)3), IIα빼때(J Lα핑u:핑e: Frαn Grarmur to Gramnríng,
Boston: Thomson-Heine.

한국어 문법 교육의 방향

123

• Abstract

A Direction of Teaching Korean Grammar

Park, Young Soon

깐l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dvisable direction of Korean

어ucation.

밍ammar

, Korean grammar 어ucation includes Korean phonolc땅y，
syntax, semantics, and pragrætics. 1t will be a마ropriate that we

In this

morphol，엠r，

discuss about

]Jéljær

pre때ptive grammar

in the Korean Grarmnar as a f，α-eign

lar땅뻐ge.

In according to this point of view, 1 will suggest the direction of grammar
어ucation

are

in

trea때

밍ammar. 까le

of prescriptive

five domain that 1 refer to above

as the whole.

1t will be
s뼈a!ity

뼈ms

of

e댄ci태t
Ko뼈n

al잉，

the

Ko뼈n

and

sys뼈natically

that the

in the

뻐ver빼ty

Kol'없1

of

lan밍lage

is distinguished from the

Grarmnar education as a

Grarnmar education as a foreign

lar땅뻐ge

f，뼈gnlan밍lage. 마ld

must be

trea때

briefly

than the native’ s, and it must be taught with obligatory rules

and major rules of the Korean as the

cen때 때πe.

In addition to, the principles

to be comprehended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contents to be memorized.
Teacher
떠n 냥

떠n

teach the

πinciples

in the class, and the contents to be

a horæwork for students. The contrastive work of the mother

the target language can help the

compr하lension

memori때

to때ue

with

of principles. Grarmnar education,

therefore, must have relation with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about

in않resting 없C비ng

ræthoos.

[Key Woml presαiptive 밍ammar， desαiptive 밍ammar， n때or rule, minor rule,

principle of

lan밍age

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