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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문법이란 언어가 가지는 내적 구조와 규범으로서， 언중틀의 머릿속에 

내재해 있는 언어 능력을 말한다{박영순 ID2: 11). 그 동안 외국어 교육 

에서 ‘문법 규칙에 대한 암시적 • 명시적 지식이 언어 숙달에 필수적이라 

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Penny Ur), 학생들이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충분한 문법 지식이 펼수적이대TomHuk바1Son)'와 같 

은 문볍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엠 있었는가 하면， ‘문법 교수의 

효과는 ...... 중요하지 않으며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S뼈hen Krashen)’와 

‘문법이 언어 습득의 기초는 아니다 대개의 언어학 연구들은 문법이 언 

어 습득의 기초가 된다는 관점을 부정한다-(Michael Lewis)’와 같은 문법 

교육을 반대하는 진술도 있어 왔다1) 학계의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어 교 

* 中國 北京大
1) 이상의 진술은 Thombury(l뺑: 34-35)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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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문법 교육을 교육의 시발점으로 여긴 

문법←번역식 교수법(grarrnnar 없nslation)이 의사소통 능력이 문법 규칙에 

대한 지식 이상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시소통 중심 교수법(corrmmicative 

l뻐guage 않ac비ng: CLT)으로 대체되면서 ‘문법 교육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얼마나 유용하게 기여하느내라는 문제에 대하여 더욱 섬화 

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역할에 대한 태도 

의 차이는 실제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이 문제는 결국은 교 

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자 한국어 교육자나 연구자들 

이 우선 직면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 

라면 문법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 

제도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이 문제도 역시 한국어 교육에서 아주 중요 

한 과제이며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언급된 바 있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는명제이다. 

본 연구자는 4년 동안의 정규적인 한국어 문법 교육을 받아 본 경험자 

이자 10년 동안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자이다. 이 시점에서 

피교육자나 교육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한국어 교육 연구자의 입장에 서 

서 그 동안 실시된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볍 교육을 점검하고 중국어권 학 

습자2)를 위한 문볍 교육에 참고될 만한 빙박f을 제기해야 할 의무감이 느 

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 차지하는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입증하고 현재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 

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며 체계적인 문법 

교육을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본 연구에서 말하논 중국어권 학습자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학습자， 즉 대 

학교 정규 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를 뭇한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291 

2.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위상 

이 부분에서는 학계의 문법 교육 유용론과 무용론에 대한 제 견해를 

살펴볼 것이고1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이 갖는 펼요성에 대하 

여 언급하고자한다. 

2. 1. 문법 교웹| 대한 찬반론 

언어 교수의 역사는 문법 교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Thombury， S., 1땐: 34) 문법 교육 찬반론의 첨예한 대립 논 

쟁이 있어 왔다. ThomblllY는 많은 학자의 문법 교육에 대한 각자의 태도 

를 집중 논의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ThomblllY, S., 1땐: 35~44). 

〈표 1> 문법 교육에 대한 찬반론 

분류 주장 구체적내용 

문법은 일종의 ‘문장을 만들어 내는 기계 
문장제조기론 (sen따læ→making m때rine)’로 보고， 문법 교육 

(the 였ltence-machine ar밍nænt) 은 학습자에게 무한한 언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수단을제공한다. 

정치한조절 기능론 문법은 정치한1fine-tuning) 규범 언어를 만드 
찬 (the fine-tuning argument) 는기준이 된다 

성 오류문법 화석화론 문법 지도를 맞지더 않은 빨 학리습 화지는석해 문fo법ss 지ili않도)를되 I 
받은 학습자보다 

(the fossilisation ar밍nænt) 
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론 
선행 조직자론 문법은 이후의 언어 습득을 위해 일종의 선행 l 

(the 때vance-org때ser argument) 조직재advanæ-o땅aniser)의 역할을 한다 

개별 문법 항목론 
문법 학X뜯은 언어를 정리하고 개별 문법 항함 l 
목(discrete item)이리는 간결한 범주로 조직 

(the disα-ete i따n 없-gument) 
으로써 언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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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문법 규칙론 
문법을 학습할 수 있는 규칙의 체계라고 보 

고1 이에 대한 교수 학습을 전달(없nsmission) 

성 
(the rule-oHaw ar밍JIællt) 

차원에서 바라보고있다 

학습자기대치흰1) 일부 학습자들은 언어 수업에서 문법 학습에 
론 (the learner 않IEtations argurrent) 대해 매우 확고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 

실천 방법 지식론 
학습자에게 펼요한 것은 문법을 공부하는 것 
이기보다는 언어를 사용하게 할 학습， 즉 실 

(the knowl어ge-how argurrent) 
천에 의한 경험적(잉qffien뼈) 학습이다. 

설제의 의사소통에 학습지를 참여시키는 활 
의사소통론 동을 통해 문법이 사실상 무의식적으로 습득 

(the communication 와밍JIællt) 될 것이고， 문법 규칙을 공부히는 것을 단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본다 

제2 언어에서의 성공이 학습이 아니라 습득 

반 습득론 에 기인한다 언어는 습득하여야 하며， 문법 

(the ac껴띠sition argurrent) 규칙이나 지식을 학습해}서는 결코 언어 습 

대 득 수준에 이라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문법 항목의 학습에는 그것을 가르칠 때의 순 
론 자연적 순서론 서와는 상관없는 자연적 순서가 있다 문법 

(the natural order 와밍JIællt) 교육은 직관적인 정확성을 고집함으로써 자 
연적 순서를파괴한다. 

어휘 뭉치론 
언어 학습에서는 단어보다 크고 문장보다 작 

은 단위인 어휘 뭉치 학습이 문법보다 더 중 
(the 11얹cal chunks argurrent) 

요하다 

학습자 기대치론(2) 
일부 학습자들은 여러 해 동안 학교에서 문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법보다 말하기에 대해 
(the 1얹rner eJqH:tatiαIS ar밍JIællt) 

기대치를갖고있다 

이상으로 문법 교육에 대한 서로 대립하는 몇 7까 주장을 점검하였다 

이틀 주장은 다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고， ‘모어 학습이냐 외국어 

학습이냐에 따라 관점이 다르고 개인이나 언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민현식， 2003: 111) 그리고 문법 교육 

의 대%에 유아인지 성인인지， 암시적(covert) 문법 교육인지 아니면 명시 

적(overt) 문법 교육인지에 따라 문법 교육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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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해(때1: 'Z7)는 국어 교육에서 문볍 교육의 펼요성에 대하여 “개인이 

나 사회의 국어 생활이 발전해 가고 있는 관계를 관찰해 보면 문법， 또는 

국어 지식의 요소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학습이 펼요하다는 것을 역력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법의 학습자가 한국 이외 지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성인 학습자일 경우 ‘세련된 고급 언어 능력’ 

을 위해서는 문법 교육이 지닌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있어서 문법 교육이 왜 필요한개 문법 교육의 가치 

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2. 중국어권 흑탑자를 위한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성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왜 문법을 가르치는가? 이 문제의 대답을 얻기 

위해 우선 중국어권 학습자의 특정부터 알아보0싸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어권 학습자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 정규 대학교의 학생을 

가리킨다. 그틀은 모국어인 한어를 이미 습득하였고 지력은 이미 성숙되 

거나 비교적 성숙되었다. 다시 뺨 그들은 언어와 자기의 모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고 있으며 추상적인 사그l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틀은 모방을 위주로 승배 언어를 습득하는 유아들과는 달리 어떠한가를 

알려고 할 뿐만 아니라 왜 그러한가를 알려고 하며 무한한 문장을 생성시 

키는 규칙을 장악하려는 요구 즉 문법 교육에 대한 자각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다. 또한 중국어권 학습자틀의 한국어 학습은 자연스런 환경에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환경에서 의식적으로 진행된 것 

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어 학습은 주어진 제품을 그냥 받는 것 

이 아니라 일련의 창조 활동을 수반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 창조 활동을 

가능케 할 수단을 찾기 마련이다. 이때 언어의 규칙을 밝히는 문법은 이 

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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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어권 학습자의 모국어는 한어이다 한어는 고립어로서 복 

잡한 형태 변화가 없고 문법적 기능은 주로 어순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 

와 달리 한국어는 교착어이고 어휘 뒤에 문법적 형태를 붙임으로써 각 어 

휘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있어서 어휘를 아무리 많 

이 안다고 하더라도 문장을 생성시키는 규칙을 모르면 정확한 한국어 문 

장을 만들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문볍 요소는 총 수효가 많고 

세분되는 용법이 많으며 유의적인 것이 많다는 소위 말하는 삼대三多) 

현상을 가지고 있대장광군， 때1: Z})). 이틀 내용， 특히 용법이 복잡다단 

한 어미나 조사 등의 문법 요소는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있어서 생소하고 

도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어 그들의 주의력을 끌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자기 모국어의 써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전체의 특정 

을 알기 위해 모국어 문법과의 대조를 통하여 많은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 

고 만들어 내는 동기를 갖게 한다 

이와 동시에 학습자들의 다른 외국어 학습 경험이 그들의 한국어 문법 

학습에 미친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의 하나이다. 지금 중국 각 대학 

교 한국어학과의 학생틀은 대학 입학 전에 각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한두 가지의 외국어를 배운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입시를 목적으 

로 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은 거의 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실시해 왔다 즉 문볍 교수요목을 따랐고 수엽은 문법 규칙에 대한 명시 

적인 진술로 전개되었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학습 경험은 그들의 전공 학 

습인 한국어 학습에 무의식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자각적 

으로 다른 외국어의 문법과 대조를 하면서 한국어 문법을 학습하게 한다. 

물론 영어 학습은 한국어 학습과 여러 모로 다르지만 이런 상호 작용을 

유리하게 잘 인도해 주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 의외로 좋은 효과를 가 

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의 다른 외국어 학습 

경험은 학습자에게 외국어 학습에서 문법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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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게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을 왜 

해야 하는개}는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각 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목표 달성에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학 

교의 한국어 교육 목표는 한국어로 번역， 통역， 과학 연구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고급 한국어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들 엽무는 단순히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한국어 수준이 요구된다. 하 

지만 그틀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밖에 없다.4년 동안 자모부터 배우는 

학습자를 한국어의 기본 기능을 습득하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전문 인력으로 %랜하려면 事半功倍를 가능케 하는 문법 교 

육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문법 교육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 

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문법 교육이 기존 

의 폐단을 잘 극복하고 문법 교육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면 한 

국어 교육의 수준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리라 믿는다 

3. 중국의 한국어 문법 교육 설태와 문제점 

중국의 한국어(조선어) 교육은 1946년부터 시작하여 반세기 남짓의 역 

사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여 년 사이 중국의 한국어 교육은 놀라 

운 속도와 엄청난 규모로 발전하였다'. 1992년 한 • 중 수교 전까지 조선어 

학과를 섣립한 대학교는 북경대학을 비롯한 세 개 대학 밖에 없었지만 지 

금은 벌써 13개로 늘어났으며， 전국 각지에서 한국어학과가 여전히 신설 

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그 규모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교 

육 수준， 교재 개발， 교사 양성 교육 연구 등 많은 면에서 과거 밍년을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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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능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의 한국어 교육은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전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 

렇게 빠른 성장 속도를 미리 예상치 못한 탓에 그에 따른 제반의 준비가 

미약하여 많은 문제점도 뒤따랐다.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문법 교 

육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도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 

사들에 의뼈 여러 번 지적되었다 한국어 교육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문법 교육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 

고 있고， 그리고 이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7싸 하는지에 대하여 냉 

철하게 사고하고 그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7싸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서는 교육 목표 교육과정， 교재， 교수법 등 

측면에 대한 고찰을 통히여 중국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제를 틀어보고， 

이 문법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3. 1. 문법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중국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은 주로 한국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번역하기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훈련하는 ‘기초한국어’ 과목3)이나 한국어 문법을 교육 대상으 

로 샘} 전문적인 문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어문법’ 과목을 통해 이루 

어진다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문법 교육과 관련된 과목의 교육 시수， 

개설 학기 등의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3)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 精讀’， ‘초 중， 고급 한국어’라고도 하는데， 한국어 발음， 어 

휘， 문법 등의 지식을 전수하고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번역하기 등의 기능을 기르 

는통합적 과목이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297 

〈표 2> 중국 일부 대학교 효댁어학과 문법 교육 표변 과목 상황 
기초한국어 한국어문법 

시간 
학기별주당시간배정 

시간 
학기별주당시간배정 

학교 
T 1학 2학 3학 4학 5학 6학 7학 8학 

• 까r- 1학 2학 3학 4학 5학 6학 7학 8학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대외경제무역대 잃4 14 14 10 10 lì 
2 

(선) 

북경대 앉)2 10 10 10 10 8 8 34 
2 
(선) 

북경언어대 4ffi 8 8 6 4 144 4 I 4 

북경외대 앉￡ 12 12 8 8 6 6 없음 

북경제2외대 ffi4 10 10 8 8 6 6 lì 2 

복단대 ffi4 10 10 8 8 6 6 없음 

산동대(위해) 앉~ 8 8 6 6 6 6 6 6 I lì 2 

연변대 ffi4 10 10 8 8 6 6 

천진외국어대 없8 8 8 8 8 2 2 lì 2 

낙양외대 앉용 60 4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 

통용어(非通用語)에 속하고 있고， 영어， 일어 등 다른 통용어(通用語)와 

달리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과정이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학생 O.}성 목표나 기타 제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학과의 교육과정도 다소 차이가 있다，4) 일 

반적으로 문법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과목은 ‘한국어문법’이지 

만， 이 과목이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개설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사 

북경대와 경제무역대 같은 일부 학교에서 개설한다 하더라도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니라 전공 선택 과목에 속한다. 그리고 그 개설 시기를 보면 대 

부분 일정한 한국어 기초를 닦-o}준 3학년 흑은 4학년에 개설되고 약 l) 

여 시간 정도 실시된다. 그리고 문법 교육은 각 학교의 중요한 전공과목 

4) 다음은 중국 일부 대학교 한국어학과 한국어 관련 과목의 개설 상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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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초한국어’ 과목에서도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보 

면 문법 교육을 ‘한국어문법’ 과목에서 다루어야지 왜 ‘기초한국어’ 과목 

에서 다루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 두 과목의 

교육 목표나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자가 10년 동안 몸담고 있는 북경대학 한국어학과의 ‘기초한국어’ 

와 ‘한국어문법’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이다. 

〈표 3> 북경대학 효E국어학과 ‘기초효댁어’와 ‘효댁어문법’ 과목의 목표와 내용 

과목명 교육목표 교육내용 

한학기 동안약 2，때개 단어를얄고늘사 종합적인 한국어 교육 과목으 
기초한 용되는 문법 요소를 징빡하여 한국어 듣기， 로서 지정된 교과서의 본문， 문 
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측면에서 균형적인 법， 관용형 그리고 연습을 학습 

발전이 이루어진다. 시킨다 

기초한국어 괴목을 통해 배운 문법 내용을 
풍부한 예문을 통하여 한국어 

한국어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유사한 문법 사항을 

의 격조사 보조샤 연결어미，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중 

문법 
점적으로 해석해 줌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 

종결어미 등의 의미와 기능에 

금 한국어 기초 문법을 얄게 한다 
대하여 비교·해석한다 

대학교 교과과정 

북경대 
기초한국어， 한국어 視聽說， 번역， 한반도개황， 문법， 신문 읽기， 문학 작품， 한국 문학시; 

한극어 문체론， 한국어 방언， 한극어 발전사， 한국 경제， 한국 극제관계새 한국 역사 

대외경제무역대 
기초한국어， 한국어 視聽說， 정각， 정독， 경제무역 글쓰기， 문학 작품 읽기， 번역 이론과 
실천 한국 경제무역문 읽기 

연변대 
기초한국어， 중급한국어， 고급한국어， 한국어 글쓰기， 한국어 회화， 한국어 시청각， 한국 
문학사 한극 개향 한국 신문 읽기 번역 

복단대 
기초한국어， 중급한국어， 고급한국어， 한국어 뼈聽說， 한뼈 문뱀， 한국 한자 번역， 한극 

문학， 신문 읽기， 수사학， 한국어 글쓰기， 중한 문학 비교 대외무역 한국어 

상해외국어대 
기초한극어， 읽기， 청각， 회화， 문법， 후~i"문학새 문학작품 얽기， 달쓰기， 한국 언어학， 대 
외무역 벚 관광한극어 

길럼대 
조선어정옥， 회화， 청각， 문법， 한국문학사， 문학작품， 조선언어학， 쓰기， 한반도개황， 무역 
및 관광한글l어， 번역 

북경제2외국어대 기초한국어， 고급한극어， 문법， 회화， 청각， 번역， 문학， 문화， 관광 

흑룡강대 
한극어정독， 읽기， 회화， 시청각， 번역， 한F국문학샤 한국 문학작품 읽기， 한국 개황， 한국 
어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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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대한 진술은 실제 교육에 좋은 지침 

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간단한 과목 

소개마저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런 지침이 있는 것 

만이라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이상의 내용 

을 통하여 이상의 두 과목에서 문법 교육의 대략적인 목표와 대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초한국어’ 과목의 교재에서 한국어 문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과목에서의 문볍 교육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 

온 문볍 항목에 대하여 해석하고 그리고 연습을 시키는 것， 즉 여러 영역 

과 통합된 부분이다 그리고 ‘한국어문법’ 과목은 학습자들이 이u] ‘기초 

한국어’ 수엽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중의 유사한 

문법 사항을 비교， 해석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앞의 〈표 2>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우리는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문법’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개설된 학교에서는 그 개설 시 

기와 수업 시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 

인 ‘한국어문법’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개설되면 어느 시 

기에 몇 시간씩 수엽하면 가장 적합한가와 같은 문제가 모두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문법 교육의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므로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한다. 

3.2 문법 교육의 내용 및 기술 방법 

교육 내용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무엇보다도 교재이기 때문에， 이 부 

분에서는 ‘기초한국어’ 시간에 가장 널리 쓰이는 다음과 같은 세 교재의 

문법 내용과 기술 방법을 간단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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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는 효택어 교재 

교재 저자 출판년도 출판사 

標準韓國語(1-3)
북경대학등2)개 대학 

19lì~1æ7 北京大學出版1띠~ 
공동편찬 

韓國語(1-4) 李先漢외 :m:Hnμ 民族出版社

初級韓國認(상;하)， 
崔義秀외 JXXHlXl1 延邊大學出版Ifrt

中級韓國댐(상，하) 

(1) 거시적 관점에서 본 문법 교육의 내용 및 배열 

이 부분에서는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 교재 첫 권에서 문법 항목 

의 수량， 이들 문법 항목이 출현한 위치， 그리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 〈표 5>와 같다. 지면 관계상 본 연구에서는 세 교재의 모든 책을 다루 

지 않고 각 교재의 첫 권만을 대상므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5) 각교재 문법 항목의 수량 및 내용 

교재 구조 문법 항목내용 -까r그숫r 

課文(본문)-單詞(새 단어)-基本語 
기본 문형， 조새 어미， 관용 

標準韓國認
法(기본 문볍) 練習(연습)←補充單 

문형， 부분 어휘와 연어， 음운 æ 
(1) 

詞(보충단어) 
규칙， 불규칙 활용， 기본 문법 

지식 

課)((본문)-牛詞(새 단어)-發 당 
기본 문볍 지식， 조사 어미， 

韓國話(1) (발음) 話끊與慣用型l문벌과 관용 1:11 
료혈j→練習 

부분 어휘와 접새 관용 문형， 

初級韓國語
본문 詞語(단어)-語法解說(문법 기본 문형， 조샤 어미， 관용 

(상) 
쉴뭘2-語詞與用法說明(단어와 그 문형， 부분 어휘， 불규칙 활용， 131 I 
용볍 설명) 練習(연습)-詞語(단어) 기본문볍 지식 

이상의 비교를 통하어 우리는 세 교재의 문법 항목은 각 단원에서 차 

지하는 위치나 다루는 주요 내용 면에서 그리 큰 쩨가 없지만， 세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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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는 문법 항목 수량은 큰 차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리고 각 교재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많이 다르다. 다음은 시간 표현을 예 

로 하여 세 교재의 첫 권에서 이 문법 요소의 제시 단원을 살펴보고자 한 

다.5) 

〈표 6> 각 교재의 시간 표현 제시 단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시제 
교재 

→는 /-( 으)L 잊b엇였- 겠 (으)2 것이다 
종합설명 

標準韓國
없음 1Eßl 19ßJ 17，때 

미래， 과거시제: 
語(1) 181:Jl 

韓國語(1) 24/25 14125 13/25 3)/25 없음 

初級韓國
~/2J3 ZVlì 

~/l.ì，32I 
Zl/2J3, 3z정 없음 

L핸(상) l.ì 

〈표 7> 각 교재의 주요 격조사 제시 단원 
교재 7ν이 →께서 -를/을 의 에서 와/과 종합설명 

標準韓國語(1) 3)ßJ 22/l) 14때 1813) 14때 1닮~， 16ß)(중복) 없음 

韓國語(1) 11125 15125 12!.Z5 11껑 1Q엉 2!.z5 없음 

初級韓國語
3)/2J3 T//2J3 

(1)없음 
없음 찌잃1， 30，댐 없음{하i짧댄*) 없음 

(상) (2 )3.5,/l.ì 

이상의 표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세 교재에서 이상 문법 요소 중의 대부분을 모두 제시해 주었는 

데 ‘초급한국어(상)’의 ‘ 의’ ‘ 를/을’의 용법(1) 그리고 ‘ 와/과’처럼 부분 

적으로 누락된 문법 항목도 있고 ‘표준한국어(1)’의 ‘ 외/과’처럼 하나의 

5) 이 세 교재는 다틀 첫 권이기 때문에 교재의 앞부분에는 모두 발음에 관한 내용이 

있다. ‘표준한국어(1)’， ‘한국어(1)’， ‘초급 한국어(상)’의 문법 항목을 포함한 본문 부분 

은 각각 13과， 11과， 그리고 3)과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표 6>의 표기 ‘a;b’에서의 ‘d 
는 제시 단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b'는 총 단원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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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두 군데 출현한 경우도 있다. 

둘째 이상의 문법 요소들은 문법 체계를 전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 

라， 낱낱의 개별적 형태로 제시된다. 그리고 ‘표준한국어(1)’에서 시제 표 

현 중의 ‘미래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한 종합 설명 외에 다른 데서는 이 

러한 종합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셋째， 각각의 문법 요소의 제시 순서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사용 빈 

도가 높은 어떤 문법 항목이 너무 늦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틀면 

주격조사 ‘ 가f이’와 같은 사용 빈도나 중요도가 매우 높은 문법 요소는 

다른 두 권의 교재에서처럼 가장 먼저 나와야 되지만 ‘표준한국어(1)’의 

경우， 책의 뒷부분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 

이상으로1 개별 문법 항목을 예로 하여 세 교재에서의 문법 제시 상황 

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총체적 난이도에 따른 배열을 보면 세 교재에서 

‘초급한국어(상)’은 ‘표준한국어 (1)’과 ‘한국어(1)’에 비해 좋은 평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자는 문법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만든 교재이고， 후자는 

문법 체계보다 본문 내용을 위주로 만든 교재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물론 

후자와 같은 종합적 형태의 교재는 굳이 문법 전문 교재와 같은 엄격한 

체계성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법적 체계를 무시해서 

는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1권부터 n찌막 권까지 가능한 한 문법의 체계성에 주의를 기울여 

서 단순하고 쉬운 데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로 일관성 있게 배열을 할 

펼요가 있다.’(김정우， :ms: 122) 

(낀 미시적 관점에서 본 문법 기술 방법 

이 부분에서는 각 교재의 문법 기술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나온 교재보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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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교재에서는 문법 항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 문법 항목 

을 설명할 때 학습자의 모국어인 한어로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그 구조와 

의미， 기능 그리고 용법 등의 내용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교재의 문법 기술은 결코 완벽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 

은해결이 요구된다. 

첫째， 문볍 기술에서 사용되는 문법 용어의 문제가 제기된다. 

교재 

標準韓國語(1)

韓國l핀(1) 

初級韓國5흠(상) 

〈표 8> 각 교재의 문법 용어 비교 

위 〈표 8>에서 제시한 몇 개의 예를 통하여 각 교재에서 서로 다른 문 

법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세 교재 중에 ‘한국어 

(1)’은 거의 한국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기타 두 교재는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조선식 용어에서 번역되어 온 것과 한국식 용어를 섞어 사용 

하고 있다. 같은 문법 현상을 다른 용어로 기술하면 학습자를 혼란시키기 

쉬우므로 문법 용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둘째， 세 교재에서 다루는 문법 체계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품사 분류 체계에 대하여 ‘한국어(1)’에서는 9품사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표준한국어(1)’에서 명사에 속한 ‘단위명샤를 ‘量詞’라고 

부르고 독자적인 품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불일치는 혼란을 일으키기 

쉬우며 한국 현행 규범문법과의 이러한 차이는 나중에 한국에 진학할 학 

습지들로 하여금 많은 곤란을 겪게 할 것이다. 

셋째， 세 교재에서 문법 항목에 대하여 기술할 때 문볍 사항의 의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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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단하게 주석하고 그 실제 용법이나 그와 유사한 다른 문법 항목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자세히 소개해 주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한국 

어(1)’에서 관용형 ‘-기 때문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고 있다. 

慣用뻗 -기 때문에 
這一句젠由名詞語尾-기、 依存名詞때문、 副~iiJ格助詞 에結合而成， 用手 이디的語幹 
或用言語幹以及語尾 았 / 었 / 였，-/-겠 、 시 / 으시-之팀。 表示原因， 相當f漢핍的 
“因寫”、 “由j'''。

위의 문법 해석은 이 관용형의 구조 용법 의미 그리고 중국어와의 대 

응 관계를 모두 제시해 주었다는 면에서 볼 때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 

지만， 그 의미를 ‘원인’이라고만 해설해 주고 이 교재에 이미 나와 있는 

그와 의미가 유사한 ‘ 아서 므로 니까’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하여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유사한 표현과의 비교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자 학습자의 오류를 최대한으로 줄이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다른 두 가지 교재에서도 쉽 

게 찾을 수 있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3.3. 문법 교수법 

현재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을 보면 ‘기초한국어’ 과목에서나 ‘한국어 

문법’ 과목에서 문법 교수가 이루어진다 다음은 ‘기초한국어’ 과목을 예 

로 한 교수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표 5>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문법과 관련된 내용이 일반 

적으로 교재의 ‘본문’과 ‘새 단어’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자 문법 교육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따라 교사들의 문법 수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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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 

나는 해당 단원에서 나온 문법 사항을 해석하고 연습을 시킨 다음 본문에 

대하여 강의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본문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 중에 

나온 새 문법 사항을 이해시키고 연습시키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 잘 조직하기만 하면 모두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이 창조적인 능동성을 발휘하지 않고 교재를 지 

나치게 의존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바꿔 말하면 교사들은 객관적인 능 

력의 부족이나 주관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껏해야 예문을 몇 개 

보충해 주었을 뿐이지， 학습자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문볍 지식의 

체계성을 보장할 만한 교수법 개발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 결과， 

문볍 항목에 대한 교육은 교사가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학습자에게 읽어 주 

고 그 다음에 교재 연습 부분에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중국에서의 문법 교육은 아직까지 따분하고 단조로운 교 

사 중심의 일방적 교수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중국의 한국어 문법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이상으로 교육과정 교재 그리고 교수법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에서 실 

시하고 있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태를 고찰해 보았고 현재 안고 있는 

몇 7찌 문제점도 짚어보았다. 실태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빙반의 개발에 

영감을 줄 때에야 그 의의가 부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실 

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문법 교육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 

해 주고 그 해결 구얀도 언급하i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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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문법 교육 목표의 설정 문제 

중국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학과 양성 목표가 다 있지만 학습자들이 각 과목에 대한 학 

습을 통하여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할지를 상세하게 밝히는 구체적인 목 

표는 아직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해야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듯이 명확한 교육 목표가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 

습 내용을 잘 선택하고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각 대학교 한 

국어학과는 각자의 독특한 특정이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의 연령， 기존 지 

식， 모국어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비슷한 점도 많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특 

정과 한국어 교육의 최종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문법 교육 목표의 설정은 

교육 내용의 선정， 교육의 설시 그리고 평가 등에 아주 중요하다. 

외국인 학습자를 상대로 하는 문법 교육의 목표는 한송화， 김제열eU)1: 

34)6)과 민현식(2003: 112)7) 그리고 방성원(2003: 147)8) 등에 의하여 설정되 

6) 한송화， 김제열CUl1: 34)은 한국어 문법 학습 목표를 디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방 

성원， aXJ3: 145에서 재인용) 

가 접두사와 접미사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다. 

나. 다양한 종결어미， 보조동사， 문법화된 관용표현， 어미 결합형 등을 이해하고 구 

사할수있다. 

다. 상대방에 맞추어 존대말과 반말뿐 아니라 극존칭 및 하게체나 하오체를 이해할 

수있다 

라. 의고적 표현의 겸양법을 이해할 수 있다. 

마 문단 단위의 담화를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심각한 문법적인 오류는 없다. 
7) 민현식(axJ3: 112)은 국어 규범문법교육과 한국어 규범문법교육을 비교하면서 한국 
어 규범문법교육의 내용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국어 사용으로서의 국어 습득을 위한 참조 문법 기능(습득 학습) 

나 학습자의 자국어 문법과의 비교 기능 

다 오류 예방 목적 국어 습득 시 발행하는 오류 교정 능력 학습. 

라 기본적인 쓰기， 말하기， 튿기， 읽기 구사 능력의 습득， 발댐l 기여동}는 문법 교육. 
8) 방성원(때B’ 1깎)은 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법 교육의 목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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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김병운(없)S: 'll1)도 간단하지만 중국 문법 교육의 목표를 

‘이미 한국에서 학교 문법에 기술된 규칙과 질서를 이용하여 학생들로 하 

여금 한국어를 정확히 생성해 내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정하였다. 이상 

의 이론과 중국인 학습자의 실제를 고려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문 

법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어 문법에 대해 모국어 화자의 언어 능 

력에 근접하는 지식 획득에 있다’로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수 있을것이다 

@ 한국어의 규범문법 체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p 어미， 조사의 구조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대우법， 시간 표현， 피사동 표현， 부정법 등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구사 

할수 있게 한다. 

@ 한국어 어문 규범의 원리와 규정을 알고 단어와 문장을 바르게 표기할 

수있다 

@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펼요한 표현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학습한 문볍 지식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 기능 수행에 기여하게 

한다. 

@ 학습한 문법 지식으로 새로훈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인식하고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정하였다. 

가 고급 담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용 

할수있도록한다. 

나. 언어의 구조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새로운 표현에 대하여 비교 • 유추 • 추론 등의 논리적 과정을 통해 의미를 파악 
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라， 문법적 오류를 파익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여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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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는 궁극적인 학습 목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계마 

다， 심지어 각 단원마다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단계별 목표의 설정은 총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단원마다의 내용에 대한 평가에도 지침이 될 것이다. 지 

면 관계상，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4.2. 독립적인 문법 과목의 개설 문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은 통합적 과목인 

‘기초한국어’ 과목과 독립적인 ‘한국어문볍’ 과목에서 이루어진다. 전À}는 

각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 

지만， 후자는 모든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문 

법 과목의 개설 여부 문제 개설하면 그 개설 시기나 수업 시수 문제 등이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에 의해 줄곧 논의되어 왔다 

우선 독립적인 문볍 과목의 개설 여부에 대히여 논의하고자 한다. 대부 

분의 학교에서 ‘한국어문법’ 과목을 개설하고는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기초한국어’ 등의 통합적 과목에서 문법을 이미 다루었으므로 이 과목을 

별도로 개설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문법과 관련한 내용이 

너무 재미없어서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λ}7J}.지 의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과목을 개설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문제의 관건은 

독립적인 문볍 과목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 과목은 ‘기초한국어’에서 학습한 문법 항목에 대한 단순한 중복 

으로 생각하면 의미없는 작업이지만 이 과목을 이미 배운 내용을 거시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초한국어’ 시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보충 설명 

하거나 유사한 문법 항목의 ~}Öl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정하면 이 과 

목의 존재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기초한국어’ 과목의 수업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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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대략 일주일에 한 단원의 분량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북경대 2 

학년 학습자의 경우에 10시간의 수업 시간 내에 분량이 상당히 많은 본문 

을 이해해야 하고 약 1~개의 새 단어와 보충 단어를 익혀야 하며 약 6-8 

개의 문법 항목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약 4페이지 정도의 연습 문제도 

풀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해당 단원의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으로도 바쁜데， 이전에 배웠던 문법 내용까지 정리해 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기초한국어’ 과목에서 배운 문볍 지식의 

증가에 따라 ‘ 아서/어서/여서， 므로1 때문에， 니까’의 차이라든가 ‘ 고， 

며아서/어서/여서’의 차이라든가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교사의 정리와 

해석을 기대하고 있다. ‘기초한국어’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독 

립적인 ‘한국어문법’ 과목을 개섣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한국어문법’ 과목의 개설 시기와 수업 시간 수에 대5배도 논란이 많 

다. 장광군(3X)1: 2때)은 ‘기초한국어’ 강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며 즉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에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 

하고 있고， 왕탠'2fJJ2: 452)은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3학기동안 

매주 2시간씩 체계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 

다. 그리고 김충실(3X)3: !H3)은 대학 4학년 과정에 와서 문법 강의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P로 보고 적어도 2학년에서 체계적이고 계통적 

인 문법 강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노금송 · 마려(aXE: :Ð3)는 저급 학 

년에서 문법 과정이 아니더라도 한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 

도록 특강 형식으로 학기당 10시간 정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상 학자들의 논의를 기초로 하어 각 단계 학습자 

의 특정과 요구를 감안하여 1. 2. 3. 7. 8학기에 한 학기 약 10시간의 문법 

특강을 실시하고 4， 5， 6학기에 매주 2시간씩 ‘한국어문법’ 수업을 한다는 

방얀을제기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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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문법 용어의 통일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 용어는 

아직 통얼된 것이 없다. 한국어 교육이 정규적인 궤도에 들어선 후에 출 

판된 이 세 가지 교재에도 이렇게 많은 불일치가 있는데， 현재 시중에 나 

온 다양한 교재나 문법서의 용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의 연구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거니와 남， 북 

한 학술 용어가 불일치하다는 것 또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한국어 교육 

자나 연구자의 조속한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하여 이득 

춘(:m:l: 1깨)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용어 사용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 대다수 학자틀이 공인하고 다수 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술어여야 

한다. 

둘째， 한어에 대등한 술어가 있을 경우， 다시 램서 대상어와 모어 씨에 

대등 술어가 있을 경우 모어의 것과 일치시켜 언어 습득자의 구미에 

맞게 해야한다. 

셋째， 조선과 한국의 부동한 문법 체계 중에서 과학적 표준어에 의한 취사 

선택을해야한다. 

넷째， 국제적인 통용 술어와도 맞고 일반 언어학의 내용과도 일치되는 술 

어여야한다 

이상의 원칙은 중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남， 북한 언어의 동질화 

특정을 인정하며 그리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제시한 것이마 하지만 정작 

용어 통일 사업을 실시하면 역시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우선 한어에 있는 것은 한어와 일치시켜 쓰라고 하면 학습자들이 한국어 

로 된 교과서나 문법서를 읽을 때 곤흑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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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어권 학습자 중 상당한 부분은 재학 중이나， 졸업 후 한국이나 조 

선에 유학하거나 진학하는데 한어 용어의 사용은 대^J-국의 사람과 문볍 

지식 상의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한어에 대응하는 용어 

가 있다고 하면 그 용어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예를 들 

면 한국어의 ‘접미샤는 한어의 ‘f즙績’과 대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두 개념 

은 서로 다른 언어에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변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 

니다 그것틀을 모두 일치시켜 주면 학습자들은 한， 중 %에의 부분 문법 

요소가 완전히 같은 것이라는 오해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 

용어를 보면 대부분이 한자어로 된 것이고 이들 용어와 대응하는 한자가 

무엇인지만 알면 기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뿐더러， 대응한 한지를 통 

하여 그 용어의 의미와 용법을 부분적으로 짐작할 수도 있으므로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자는 한국식을 존 

중하는 방향으로 문법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하지만 이 빙박f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남， 

북한의 용어 불일치 문제이다. 남북 분단 이후 교류의 단절로 인하여 학 

술 용어의 차어가 생겼지만 앞으로 남， 북한이 통일되면 문법 용어의 사 

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어 문법 용어를 따르면 통일 이후 

에 문법 용어의 조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남， 

북한 문법 용어의 통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북 간 학술 교류의 활성 

화와 국가 차원의 학술 용어 통일 사엽의 착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 

쇠가될 것이다. 

4.4. 문법 교육 내용의 선정， 배열 및 기술 문제 

이 문제는 문법 교재의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다. 앞에서 

‘기초한국어’ 과목에 사용되는 교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현행 교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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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내용에 대한 선정， 배열， 그리고 기술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 

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교재 펀찬과 관련하여 이들 문제뿐 

만 아니라 많은 다른 문제도 다루어야 하지만， 내용의 선정， 배열， 기술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교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자 

명한일이다 

우선 문법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문법 항목의 선정 기준은 문법 교육의 목표와 문볍 요소 제시의 효 

용성에서 찾아야 되고 무엇보다 먼저 문법 항목 선정의 총체적 기준과 각 

단계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1;IJ만 어절 형태소 빈도 조사의 결괴물이대국립 

국어원， 2002). 그리고 추출된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 요소를 사용 빈도， 

난이도1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의 기대 문법， 기능 또는 그 기능을 달성하 

기 위한 과제(김제열， 때1: 100)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계화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지면과 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갚이 

있게 전개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지만 김제열enl1: 93-121)과 성비락 

enE)이 제시해 준 좋은 샘플이 있어 다행스럽다. 이들 기존 성과를 참고 

하여 문법 내용 선정과 위계화 작업에 착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 

는다. 

그리고 문법 내용의 기술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교재의 문 

볍 기술은 교재 내에 완전한 설명을 넣어 주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부족 

한 부분은 교실 수엽으로 미루어 놓은 듯한 인상을 받게 한다. 하지만 교 

사와 학습자가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고， 대부분의 교λ까 그냥 

교재에 있는 그대로 문법 수업을 하고 대부분의 학습자는 교재에 제시되 

어 있는 문법 설명에 의지해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간다는 현설에 

비추어 보면 문법 기술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김제열(:lXl1: 때-z꺼)은 문법을 기술할 때 고려되어야 할 7가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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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는데， 그것은 문법 범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각 

각의 문법 항목이 종합적인 문법 체계 안에서 참조될 수 있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 형태의 의미와 용법을 구분하여 문법 기술을 구조화하여야 한 

다는 점， 다양한 의미 설명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문법 설명과 예문 

이 항목별로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 문법 설명에서 문형 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유사 문법 형태 및 문형의 비교가 제시되어야 한 

다는 점 등이다. 이들 제안은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문볍 기술에도 좋 

은 참고 사항어 된다 이외에 우리의 문법 기술은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하고 학습자의 모국어인 한어로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 

인 특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문법을 기술하기 전에 한국어 문법과 중국 

어 문법의 대조분석과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 항목을 이해하 

거나 사용할 때의 오류에 대한 오류 분석을 꼭 실행해야 하고 분석 결과 

를 문법 기술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한어로 문법 기술을 할 때 용어의 통 

일성 문제， 문장의 간결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친절한’ 문법 설명을 제시해 주는 것이 펼요하다 

4.5 교수법의 개발 

문법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서 이주 어려운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루하고 딱딱한 수업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문법 

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한국어 교사들의 

큰 고민거리이자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의 관심λ에다. 민현식(:r03: 111) 

이 문볍 지식의 교수 학습을 유용하게 하는 교수 학습 방안이 개발되지 

않는 한 문법 지식 그 자체의 전달 학습만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명 

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자에 적합한 교수법의 개발은 문법 

교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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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bury(l9Ð: ffi-112)는 문법 교육의 두 가지 방법으로 ‘연역적 접 

근(뼈uctive)’과 ‘귀납적(inductive) 접근’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연역 

적 접근은 규칙 중심(rule-driven)의 학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 먼저 규칙 

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규칙이 적용될 예를 제시하는 것이고， 귀납적 접 

근은 발견 학습(discovl따)이라고 할 수도 있어 먼저 몇 가지 예를 제시하 

고 여기에서 규칙을 추론하도록 한다. 두 가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대Thomburγ， 1땐: ffi-112). 

〈표 9) ‘연역적 접근’과 ‘구|납적 접근’의 특징 

접근법 특징 

O요점을 바로 알게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0학습자의 지능과 성숙을 존중하며 그들의 인지적 과정의 역할을 인정한다 

장점 멜석적 학습 방식을 지년 학습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교사는 요점을 예상하고 그것이 나왔을 때에 디루기 때문에 준비할 부 

연역적 
담이 멸어준다 

~二2- 。언어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교사의 설명은 학습자의 효썩와 상호작용이 줄어틀게 하므로 교사 중 

단점 
심의 수업을조장한다. 
。제시한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다. 

。학습자들로 히여금 언어 학습이 단순히 규칙을 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게 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는 규칙은 그들의 사고 구조에 더 알맞아 기억 

이잘된다. 

장점 
。학습자들은 수용자보다 능동적인 죠얘자가 되어 동기화가 더 잘 된다 
。이러한 종류의 도전을 좋아하는 학습지에게 적합하다. 
。학습자의 자기 신뢰감을 갖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자율에 도 

귀납적 움이 된다 

~二2- 。규칙 접근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모되고 학습지플을 잘못 이끌 

수도있다. 

단점 
。학습들은 잘못된 규칙의 가설을 세울 수도 있다. 
。교사에 대한 요구가 더 높고 사전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개인적 학습 %씩이나 규칙을 그대로 받이주는 양식을 선호하는 학습 

자들을좌절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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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가지 접근법은 각자 다 완벽한 접근법이 아니지만， 그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유지하면 한국어 문법 교육에 유익한 방법으로 

두루 적용시킬 수 있다 여기서 교육 내용이나 학습자의 특정에 따라 접 

근법을 적재적소로 선택할 수 있는 교사의 지혜가 요구된다. 

그리고 문법 교육의 구체적인 모형에 대하여 Ruth wê혀nrybWID)이 준 

비 (prl뼈ation) 단계， 받이쓰기( dictation) 단계， 재구성(reconstruction) 단계， 

분석(an매ysis)과 교정(correction) 단계 네 단계를 포함한 소위 ‘dict맹loss’ 

방법을 제안하였고(민현식，:nβ: 137에서 재인용)， Ur(1됐: 6-10)는 제시 

(rw않ntation) 단계， 개별 항목과 설명(isolation) 단계， 활동(practiæ) 단계 

그리고 평개test) 단계 등의 네 단계로 제시하고 있으며 πlombury(1뺑: 

a)1-때)는 제시(prl엉enta디on)， 연습(practiæ)， 생성(pr여uc디on) 단계를 포 

함한 ‘정확성에서 유창성으로’의 ppp 모형과 과제(task) , 교수(teach) , 과제 

(task) 단계를 포함한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의 TIT 모형을 제안하였다. 

왕댄예)2: 452-4ffi)은 기존 이론과 중국에서 문법 교육의 구체적인 상황 

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학습자 중심성(]없ner-따1따'00)， 활동 지향성 

(activity-마-ectErl)， 개별성(individuality) , 통합성(in빠깐ation) 등 문법 교수 

방법의 개발 원리를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문 

법 교수 모형을 구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제 문법 교육에도 도입하여 비 

교적 이상적인 교육 효과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법은 실제 

문법 교육에 바로 응용할 수가 있으며 거기서 설계한 여러 문법 활동도 

문법 교육에서 새로운 발상의 생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I I 지식 전달단계 
l도입 * 설명 단계 
| 계|→I * 대조단계 

I I * 귀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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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중요 구성 부분인 문법 교육을 연구 대 

상으로 삼고 현재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법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았 

고， 문법 교육에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개선 방 

안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문법 교육의 과제는 하루 이틀에 모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따라야 할 연구 과제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그 

리고 본 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동시에 다루지 못하 

고， 깊이 있는 연구를 전개하지 못한 채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물렀다는 아 

쉬움이 남는다 이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삼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부분 과 

제는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한 학교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한국어 교육자， 연구자 간의 협력이 펼요하고 국내 각 대학교 한 

국어학과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심지어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한국어 교 

육자 연구자의 협력도 펼요하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문법 교육의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자 간의 민족， 지역， 국경， 이념을 초월 

한 진지한 협력이 절실하다. 모든 한국어 교육자나 연구At들이 한국어 교 

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꾸준히 힘을 모아 가면 반드시 좋은 결실 

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문법 교육， 문법 교육과정， 교수 자료， 미시적 문법 기술， 거시적 문 

법 기술 

* 본 논문은 :mï. 12.2 투고되었으며， :mï. 12.5 섬사가 시작되어， :mï.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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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resent Condition of Korean Grarnmar Education and 

the Teaching Proposal for Chinese-speaking Learners 

Wang Dan 

The issue of this re웠rch is two. Firstly, 1 examine the condition of Kor없1 

grammar 어ucation in 다피13， 앉x:on메y， 1 discuss the problems of grammar 

어ucation and suggest sorre ren빼ies for this. 

There are sev，없1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밍mnmar 어ucation. For 

Chinese→sκ빼\Ïng 1얹mers， however, 않a뼈ng grammar is essential, and it can be 

useful that we contrast another 밍mnmar with Korean grammar in the clas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about cuniculum, d않띠ption of 밍mnmar， rna뼈als， 

rrethods, etc. 

After we set up the goals of 어ucation， we can rnake a selection and 

arrangerrent educational con뼈ts. 30, we have to establish the goals of Korean 

떠ucation， and w e have to execute efficient Kor얹n 밍cunmar institution at a 

proper tirre. In addition to, we have to 뻐te the terms of grammar de였ption， and 

also we have to develop the rrethαIs for Ko없n 밍3πrnr education. They 때U 

decide the result of language 어ucation 

[Key Wordsl grammar education, the cuniculum of grammar 떠ucation， teaching 

rna뼈ial， rniσoscopic desαiption of grammar, macroscopic d않찌ption 

of gramm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