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 베트남어 대비를 통한 문법 교육

조명숙*

1. 머리말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는 모두 농경문화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기 때

문에 영어의 ‘rice’를 일컨는 단어를 ‘11JQ.(모)，1뻐(벼)， gÇlO(쌀)， com( 밥)’으로
각각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도 쌀이 주식이며 음력을 따라 절기

를 지키고 섣， 단오， 추석을 민속 3대 명절로 지키며 쌀이나 참쌀로 떡을
만든다.
언어적인 면에서도 두 언어는 표읍 문자라 하겠다 언어 계통 분류상

한국어는 교책(쟁glutina디 ve langu떻e)이며 조사에 따라 어순이 자유로

울 때도 있지만 r;:JJV어순이다 그러나 베트님어는 고립어 Gsola삐g lan맹age)
에 속하고 어순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svo어순 언어이다. 베트남은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이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로서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한 기간은 20세기가 넘는다. 따라서 현대 베트남어 어휘 중 한자어가

ro←70%의 비중을 차지고 있고 한자어는 그 발음이 한국어 발읍과 유사하

* 베트남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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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정한 대응규칙을 보인다. 이뿐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자기나라의 언

어를 ‘국어(國語，Quoc 맹다)’라고 하며 ‘Ng다 V삶l( 語文)’이라는 단어도 사용
하고있다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닮은 점이 많은 나라 베트남에 19J4년 한국학과

가 설립되어 한국어교육을 실시한 이후 찌E년 현재 8개 대학에 한국학과
가 설립되었고 전공 이외의 한국어 강화 개설 대학을 포함하면 모두 147H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조명숙， 찌l)l. 이렇게 한국어교육
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에서 대학의 한국어 문법 교육은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화와 언어 면에서도 유사성이 많아
서 가깝게 느껴지는 한국과 베트남의 언어 대비를 통해 효과적인 문법 교
육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적 언어 교육 방법이 대두되면서 문
법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문법적인 능력을 제

대로 갖추지 않고 과연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며 느끼는 것
은 학습자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문법적인 지식에
대한 욕구도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국어와 한국어 간 유사한 현상을
알면 더욱 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본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 교육에

있어서도 대비 분석을 통한 결과를 갖고 교육을 한다면 한국어 학습 효과

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비교가능성(Vi뼈잉ch뼈rheitl 이 전혀 없어서 모국
어 간섭을 많이 받는 문볍 내용인 경우 베트남 대학생이 이미 학습E벼
알고 있는 영어나 프랑스어 등 제3 언어의 문법 내용과 비교해서라도 한
국어 문볍 항목 이해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문법 교육
은 이론에 그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문법을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창성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문법 대비 결과는 학습자의 오류를 최소화시킬 뿐 아니라 오류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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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밝혀주어 오류의 수정 시간을 단축하거나 수정 가능성을 제시해 주
는 실용적인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 국내외 한국어교육 경험자들에 의해

한국어 학습자 오류를 분석하는 작업이 많이 시도되었지만 대체로 오류
가 어떠하다는 오류 유형이나 오류의 빈도를 모아 제시한 것이 많은데 그
렇다면 학습자들이 왜 그러한 오류를 범한지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
려는 연구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법의 대조 분
석이 펼요하다고 생각한다.

졸고에서는 먼저 대비에 앞서 한국어 문법 교육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
도록 하였다. 또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법적인 대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문법 항목에 집중하여 서술하지 않고 너무 방대한 줄 알지만 대비 범위를
넓게 잡았다. 우선 한국어 생성과 비교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생성과정이
어떠한지 서술한 후 음절구조 음운체계， 단어， 품샤 두 언어의 어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한째， 어순의 특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D찌막

으로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베트남인 발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아봄
으로써 베트남 한국어교육 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한국어 문법 교육 현황
현재 베트남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은 언어 기능에 따라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과목을 따로 교육하고 있다. 평가도 각각의 기능에 맞게 하도
록 되어 있다. 초창기 베트남에서 한국어교육은 교수 1-2인이 통합식 교

재를 가지고 가르쳤고 평가는 2개 영역(말하기+듣기， 쓰기+읽기)으로 묶
어 평가했다. 얼마 전까지도 한국어 문법 과목은 주로 쓰기 영역에 포함
되었다가 최근에 문법 교육을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교육하는 대빡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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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 한국어교육은 총 5개 영역으로 5명의 강사가 맡아 실시하고 있고 평
가도 각 영역별로 담당 강사가 하고 있다. 베트남 대학은 문법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한국어 문볍 교육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두고 있는지 아직 통

합식 교육을 실행할 교육 환경이 못 되어 이러한 외국어 교육 방침을 유
지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서지만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 문법 교육은 이

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선 통합식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이 연구되고 있지만 현재 베트남에 적합한 교재는 종합형 한국어 교재보
디는 기능별로 지도할 수 있는 학습 교재이다.
베트남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문법 교재로는 연세대 출판 <연습 및
활용>， 외국언을 위한 한국어 문법 W찌dmk， Koræ Grarrmπ fα In뼈Jation머

k때lers( 베트남어 번역판)이다. 이 중 연세대 출판 〈연습 및 활용〉을 교
재로 주로 쓰는 학교가 많은 것은 베트남 강사틀이 자신이 이미 배웠던
교재라는 이유도 있고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수업 진행이 수월하기 때문

이기도 하다. 학습자는 말하기 능력 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문법 연습용
예문 제시를 요구하고 있어서 문법도 이해하며 그 문법 내용 학습이 실제
발화에 사용될 수 있는 문법 교재를 원한다. 학습자들이 짧은 시간에 많
은 지식을 습득하기 원하기 때문에 문법 설명은 가능한 한 두 언어의 대

비 결과를 통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문법 교재도 문법 항목

의 대비 결과를 활용하여 구성한다면 효율적인 학습 교재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사성을 지닌 문법 항목은 지면을 적게 할애하고 베트남 학습

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조샤 어미 활용 읍운규칙 등에 대해서는 의사
소통에 실제로 활용되는 문법 항목의 사용 빈도 수에 따라 교재를 구성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 용 교재 개발이 펼요하다.
현재 베트남 대학에서의 문법 교육은 거의 현지인 강사들이 맡고 있다.
베트남에는 아직 한국어 문법 전공자가 거의 없다. 베트남 강사틀 경우

현장 경험은 많지만 한국어에 대한 이해 언어학적 배경이 부족하여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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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이 전수 차원이라서 한국어 문법과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베트남 교육부는 원래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대학 강사들의
자격을 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가진 자리야 강의 가능하다고 명시
하고 있으나 베트남 8개 대학 베트남인 한국어 강사 중 석사 학위소지자
는 현재 10명이고 이들도 국어흐에나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
에 이 기준을 준수한다면 교수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학기를 시작

하면서 강사들이 실라버스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도 없다. 한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강시들 간의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실적으
로 불기능하다. 현지인 강시들은 강의 시간은 많으나 대우나 보수가 안정

적이지 못히여 분주하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겸하면서 대학 강의를
맡고 있어서 연구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이 이들의 현주소이다.

문볍 강의 시간 수는 1-4학년까지 주 당 3시간(시간 당 45분)인데 3시
간 속강으로 진행된다. 베트남 대학은 교수진 부족으로 시간 강사가 대부

분이며 거의 모든 과목을 속강으로 진행하고 있다.

3. 한국어 · 베트남어 문법 대비 분석
대비언어학(Konfrontative Ii맹띠s뼈)의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의 분야

가 확대된 덕분에 이 연구 방법을 통하여 전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아니
한 한국어와 베트남어 간 언어학적인 대비의 결과들을 축적할 수 있게 되
었고 그것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법과 언어 습득을 위해서도 응용될 수 있다 대비에 앞서 베트남어
생성과정을 소개하여 베트남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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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베트남어의 생성 과정
베트남은 일찍부터 한자를 문자로 사용하였다. 베트남 역사를 살펴보
면 10세기에 걸친 기나긴 북속(北屬)기샌BC1깨

AD

쨌)에 베트남인들

은 한족의 풍습과 법령을 따랐다. 약 :ID)년 이상 베트남은 고유의 공식
문자가 없어 한자로 문자 생활을 영위하였다. 종교적으로 유교， 불교 도
교가 활발히 전파되었지만 그 중에서 유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한자를 혼뇨(빼 애0)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Nho

(f需)는 유교 유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 유교의 영향이 매우 컸
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베트남에서도 고유 문자를 갖고자 하는 자주적인 노력을 했던 시기도
있어 한국어의 차자 표기법과 같이 8.9세기경 흔놈(ch다 Nôm) 이라는 고유
문자를 만들었다. 촌놈은 어려운 한자의 음과 훈을 알。}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문자여서 널리 보급하려는 조정(朝廷)의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
고 후대에 오면서 위축되었고 당시 지식층이나 관리들은 거의 한자를 사
용하였으므로 용놈은 베트남 공식 문자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했고 언문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자주적인 노력의 결과인 쓰놈으로 기

록된 문학 작품들은 베트남 언어사와 문학사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
다
베트남 역사에 따르면 1짧년부터 천주교 선교사들이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고 베트남 언어사에서 베트남어를 창제한 사람으로 포르
투갈 출신 선교사 Ale뼈]며e

de

R뼈s를 든다. 그는 1651 년 두 명의 선교

사들이 베트남인들의 음성언어를 라틴 문자로 기록한 두 권의 사전을 바
탕으로 하여 ‘베트님어 포르투갈어←라틴어’ 사전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라틴화된 문자는 초기에는 선교사들이나 베트남 천주교인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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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다가 프랑스 통치 기간\1Effl-1~) 에 공적인 명칭을

갖고 문서를 기록하는 데 쓰이기 시작하였다'. 1원8년 프랑스 총독이 이

문자의 명칭을 ‘Quêíc 맹대國語)’ 정하였고 1832년 당시 총독 Le Myre de
Vùers의 문서에서는 ‘Quêíc ng단(國語)’를 베트남 공식문자로 인정하고 모
든 공문에 쓰였던 한자와 쪽놈 대신 ‘Quêíc 때m:國語)’를 쓰도록 하였다고

한대 1ffi8: 1또" Ðinh Lê Thu) ,

3.2. 음절의 비교

베트남어의 음절의 특정은 모든 음절이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거
의 모든 음절이 의미를 갖고 한 개의 음절이 단어가 되기도 하고 어근이

되기도 한다. 중국어와 언어 계통이 같으나 모든 음절은 띄어 쓰고 띄어
읽는다，

wquõcl 때디/ 뼈ngI 떠d ch때 띠i/ Latin

1) 베트남어 : Ch

2) 한국어

: 내웰 날씨개 맑았으멘 좋겠다

3) 중국어

: 春天來花就開。

베트남어는 발음에 충실한 문자여서 거의 글자 그대로 발음이 되어 한

국어처럼 복잡한 음운 변화 현%에 없다. 중국어는 4성이고 외관상 드러

나는 성조의 표시가 없는 반면 베트남어는 6성이고 모든 음절에 성조를
표시한다.

베트남어에서 음절의 구조는 중국의 전통적인 어음 이론인 음운학의
분석방법을 따르고 있어서 학교 문법에 소개되는 읍절의 구조는 중국어
의 음절 구조와 같이 이분법이다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음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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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와 ‘운모’로 나쥔다. 아래 R갱n Thiên ThU?t이 제시한 읍절 구조 ‘1)’

은 전통적인 중국 음운학을 따른 베트남어 음절구조이다. 그러나 여러 국
내외 베트남어 연구자들 중에는 이와 같은 음절 모양 이외에 베트남어 읍
절 모형을 다OJ: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않 V삶1 Lý의 음절 구조 ‘2)’는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를 성조의 표시 없이 한국어 음절 구조와 같이

구조인 3분법 구조를 기본 구조로 보고 이를 V, CV, VC,

cvc

cvc 음절 구조

로 세분화하였다. 성조를 음절 구조에서 제외시킨 cvc구조는 한국어 음
절구조와흡사하다.

Lê Vän Lý의 모형엔 성조의 표시를 음절 구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들이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섣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펼자는 성조가 베트남어의 큰 특정이므로 베트남어 음절의

구조를 아래 ‘3)’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베트남어의 특성을 잘 살린 음절
구조라고생각한다.

1) lliàn Thiên

83):

Thu~t(axJ2:

L

。

。一

<

모

τa
i

•D

2) Lê Vãn Lý:

|

초성(챔)

I

중성(모음)

I

종성(7.냄)

,) V:

ao( 연못)， áo(옷)， e( 걱정하다)， ê(놀리다)， 이(토하다) ......

니 CV:

ca( 생선)，~(어머니)， có(가지다)， 때(운전하다)， tô( 밥그릇).. .....

VC:

ãn(먹다)， 없j동생)， éch(개구리)， ua(좋아하다)， UÕIlg(마시다) .....

c)

2) 이C : xanh(푸르다l， thUOC( 약)， tr뼈(심다， 재배하다)， 뼈p(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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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세이

초성(7-냄)

-펌
조

3) 조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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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7-냄)

전통적인 베트남어 문법으로 모국어를 학습한 베트남인 학습자 경우
한국어 음절 구조를 모국어 간섭을 받아 모음 발음에 오류를 쉽게 범하게

된다. 왜냐하면 베트남어는 풀어쓰기인데 모음 2， 3개가 한 음절 안에 있
는 경우 강약의 차이가 있으나 하나하나 모음 발음을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냥 V삶1 Lý의 의견에 따른다면 베트님어 음절은 성조만 있을 뿐이
지 한국어 음절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결론도 얻을 수 있다.

3.3. 음운의 비교
3.3.1.

자음 비교

3.3.1.1. 초성체계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읍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비교해 보았다.
두 언어의 음운 체계를 하나의 도표에 섞어 놓아 다소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두 언어의 자음의 ~}O 1 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다음 도표를 작성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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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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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립

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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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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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t

c

d

(M)

c*

거센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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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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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유

λ。세

비

음

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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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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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디

m

*%

(시

S*

(지

z*

L

n

s
a

(격 )X*

송 h

(ì)Y*

n

。 0*

E

먼저 베트남어학에서는 없다고 하는 파찰음의 경우는 한국어학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순읍의 경우 %얀음과 순치음으로 이분히여 작성하

였고 베트남어 특정을 살려 치조음을 혀의 구부림에 따라 분류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어 음절의 초성은 자음이 담당한다. 한국
어 자음 체계와 달리 베트남어의 자음은 중국어 자음처럼 유성음， 무성음

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발음 시 무성음
과 유성음의 변별력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베트남어의 ‘M는 조음 성격

상 유성음으로만 발음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어 자음 체계를 보면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어에 유기음이 있어 한국어의 격음을 발음하는 데 큰 어

려옵이 없고 베트남어 경음의 경우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의

/p, t, kI와

같은 ‘ 파열음-무기음이어서 한국어의 경음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베트

남어는 순음이 %딴음， 순치음으로 대립되어 베트남어의 ‘/f/, /v/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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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음과 같은 조음 위치와 방법을 갖는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양순음 ‘표’을 발음할 때 마치 영어의 순치음 /f/로 발음을 하기 쉬
어 이 점을 유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어에서는 인구어와 마찬
가지로 마찰음이 발달되어 있다. 베트남어 /S/, /Z/, βν， m는 한국어 ‘人，
X

, 극 I ’와 약간의 발음 차이를 보인다"， /UI의 경우 베트남어에서는 초

성에도 쓰이므로 한국어 학습시 모국어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베트남어는 파찰음이 없기 때문에 제3언어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조음
법을 설명하여 보다 한국어 발음과 근접한 발음 방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
다.

3.3,1.2, 베트남어 자음 종성체계
베트남어 자음 종성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베트남어는 6종성이며 종성
으로 쓰이는 자음의 수는 8개에 불과하다"， 2종성인 중국어와 비교해서는
많으나 한국어의 종성법에 비하면 베트님어 종성법， 즉 음절의 끝소리 규

칙이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고유어는 7종성이고 한지어의
경우 6종성이다. 종성으로 올 수 있는 자음의 수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잘 지도해
야 한다. 특히 끝소리가 너 c ’으로 변하는 것은 간단한 규칙이라 그래도
쉽게 습득하겠지만 겹받침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발음되는 것은 아주 어

렵게 느껴지는 항목이다.

。

、

D T

샤
지

。

조

얘
뻐

조

으

D

•

연구개음

유성읍

u(-nh, -ng)

무성음

k(-c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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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베트남 학습자 경우 한국어 종성 발음 모국어 간섭을 가장 많

이 받는 종성이 ‘ o ’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어의 종성 /UI은 발음과 동시에
두 입술을 다물기 때문에 베트남 학생들이 ‘。’의 정확한 발음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근’의 경우 베트남 종성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종성이므로 정확

한 발음을 내지 못한다. 한국어사를 살펴보면(국어사개설:

74, 국어사개론:

64) 약 10세기경 한국어에는 종성 N과 종성 /ν가 혼용되어 사용되다가
종성 /ν는 점점 사라지고 종성 N이 종성 /ν를 대신하여 쓰여졌다고 한
다. 베트남에서는 그와 반대로 종성 /ν로 일찍이 곧어져 현재까지 사용되
고 있고 끼/이 종성으로 오는 단어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외래어의 경

우도 종성 끼/을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성 /n!으로 표기를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이 한국어 종성 N을 발음할 때는 모국어의 강한
간섭을 받게 되어 종성 /n/으로 발음하여 오류를 범한다.

예를 들어 ‘서울’을 요즘은 베트남 신문에서 ‘sro띠’로 적지만 베트남인
들이 실제로 ‘서운’으로 읽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신문에도 ‘서
울’을 ‘Sroun’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으며 ‘Israel’의 경우도 베트남어의 외래
어 표준표기법은 ‘Israen’이고 여러 한국인 가수나 연예인 이름도 종성 ‘근’
로 끝나는 것은 모두 ‘n’으로 표기를 한다. 따라서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근’로 끝나는 단어의 발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발음 교정
에 신경을써야한다.

3.3.2.

모음 비교

베트남어의 모음 수는 한국어의 모음 수보다 많고 모음이 두세 개까지
겹쳐지는 경우가 많다. 단모음의 경우 한국어에 존재히는 모음체계와 크

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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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댁어 모음체계(효댁의 언어，

앓현뀔펀:j
ξ。드 2.~口~

d

•

저모읍

후설모음

(원순)

-τiL Y%

(평순)

y/wνTl

t

ø!we/셔

d

cH
〈베트늠뻐 모음체계(베트늠뻐，

입의----별~림--정토~혀~의~위치

전설모음

좁게 벌림

i G, y)

약간 좁게 별렴

1999: 86)>

전설모음

(평순)

i터i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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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

uT

••

l

o

-1•

a }

1995: 57)>
후설모음
정"..:j민
/Lr

원순

w (u)

u (u)

ia, yê, ya)

w;t.(UO, tta)

uo(uô, ua)

약간 넓게 별럼

e (ê)

<>-， ζ(0， â)

o (ô)

넓게 벌림

c (e)

a, ã (a, ã)

J

(0)

모음 교수사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모음 교육을 위해서 한
국어 교사틀이 주의하여 지도할 점이라면 단모음에 대한 지도보다는 이
중모음 발읍 교육에 더욱 치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트님어
단모음의 경우 한국어 발음과 유사하지만 베트남어 이중모음의 경우 단

모음을 하나 하나를 발음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y계， w계 이중모음 발음
지도에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 ‘uo’는 ‘우오’로 발음을 한
다. 최근 남부 지방 베트남어의 발음 중에 한국어의 w계 이중모음과 유사

하게 변화된 발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 ‘hoa’는 ‘화[hwa]’로 발음되기 때문
에 베트남인 학습자는 한국어 w계 이중모음 학습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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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음운의 변동

베트남어는 음절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음절을 띄어 쓰고 또

음절마다 띄어 입어야 하므로 프랑스어처럼 연음oi머son) 되는 것도 없고
모든 음절은 자기 고유의 발음에 충실하여 앞 뒤 음절의 영향을 받아 음
운이 변하지 않는다 음운이 변하는 경우는 음운 변동이 이미 된 것이 표

준어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숫자

15 ‘mUl이 l없]’의 경우 ‘mUl이 (10)， 때m(5)’이지만

발음에 따라 ‘n’을 유음 ‘l’로 표기하여 ‘lTlU이 lãrn’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
다. 따라서 사전을 찾으면 ‘mUl이 때m’은 나오지 않으며 ‘rnu어 l때]’만 소개

된다. 이처럼 베트님어는 단어의 음운 변동이 없으며 음운 변동을 할 경
우 앞서 예를 든 대로 읽는 발음을 그대로 표기했다. 따라서 한국어의 음
운동화， 두음법칙， 구개음화， 음이 축약과 탈락， 첨가 등 음운 규칙은 이들
에게 생소하고 한국어를 표기된 대로 그대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베트남인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규
칙을 어렵게 느끼고 학습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읽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음운 규

칙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음운동화， 두음법칙， 구개읍화，

음이 축약과 탈락， 첨가 등 음운 규칙은 이들에게 생소하고 한국어를 표
기된 대로 그대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는 음운

규칙이 단순한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규칙을 어
렵게 느끼고 학습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읽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음운 규칙을 설
명해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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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품사와 단어의 비교
3.3.4.1. 품사의 비교
Bω

Tãt Tl1amWm:재)은 베트남어 품사를 크게 설새實離)와 허새虛

麗)로 이분하였다. 모든 품사는 문장 내에서 형태의 변화가 전혀 없다. 중
국어와 마찬가지로 어순이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어 품사
설새實짧)

허λ}(1휩離)

명사

부시{附詞)

동사

관계시{關系詞)

형용사

조사(助詞)

수사

감탄사

대명사

베트남어의 명사는 베트남어 어휘 중 가장 양이 많다. 한국어의 명사처

럼 조사를 동반하지 않으며 프랑스나 독일어처럼 명사의 성을 구분하지
도 않는다. 한국 명사처럼 조사를 동반하지 않지만 문장 내에서 자립적으
로 쓰는 쓰이는 명λ까 있고 수관형사를 동반하는 의존적 인 단위 명사

(없nh tù âc1n vi)로 이분된다.
베트남어의 대명사 체계는 이주 까다롭고 복잡하며 가족 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나이나사회적 지위에 따라부르는호칭이 다르다.
가족 관계에서 쓰이는 대명 λ까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 예를 들

어 'Anh’은 ‘형 또는 오빠’라는 의미인데 Mr.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회사
내에서 동료 직원들을 시아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우리 집， 우리 오빠라
는 말은 없지만 특이하게도 ‘nl10C ta(우리나라)’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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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학습자틀이 한국어 ‘우리’리는 단어 사용과
이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베트남어의 수사는 한국어의 수사의 특정처럼 고유어 계통 수사와 한
자어 계통의 수사가 공존한다 베트남어의 고유어 계통 순서 수사는 기본
수사 앞에 한지어 ‘thÚ\序)’를 붙여 표현하고 있고 한자어 계통의 순서 수
사는 기본 수사 앞에 찮(第)’를 붙여 표현하고 었다. 고유어 수사나 한자
어 수사나 모두 그 숫자를 만드는 조어 순서가 한국어 조어법과 같아 베
트남 학생들이 한국의 수사를 학습할 때 쉽게 배울 수 있다.

베트남어 동샤 형용사는 활용이 없어 ‘어간과 어미’로 나뉘어지지 않고
어미라는 문법적 용어도 없다. 이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운
문법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어의 어미 학습이다 베트남

어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어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 여러 문장들도 하나
의 문장으로 번역된다.

,) 산이 높다.

山高

nUl cao

L) 산이 높습니다.

山高

núi cao

山高

nUl cao

근) 산이 높아

山高

nUl cao

0) 산이 높으오.

山高

nUl cao

c)

산이 높아요

어미 중 종결어미도 어렵지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는 한
국어 어미 중 그 수도 가장 많고 연결어미 기능도 다양하여 베트남인 학
습자들이 보다 좀 긴 문장을 만들고 싶지만 지주 오류를 범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연결어미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어 접속사 ‘and, but’이 문장
안에서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듯이 베트남어 ‘và( =and) , nhttng( =but)’
은 문장 내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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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미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결합된 상태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문장을 이해할 때 연결어미를 쉽게 알아차려 문장의 문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베트남어로 표현하면 한 가지로 번역이 되는 연결어미의

의미가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떤 연결어미를
어떤 때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학습자들은 판단 안 선다고 한
다. 따라서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도하거나 적
절한 쓰임의 차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문볍 항목
이다.

베트남어의 조사{助詞)는 한국어에서의 조사{助詞)와 한자가 똑같지만
그 쓰임이 다르다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유사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국어 조사의 특정을 잘 섣명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베트남어로 된 한국
어 문법책을 만들 때 용어 번역에 신경을 쓸 부분이다 베트남어의 조사

는 어떤 다른 단어 뒤에나 문장 끝에 위치하여 말의 의미를 부드럽고 친
멸하게 또는 강조하도록 도움을 주는 품사이다. 대화체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국어의 조사와 전혀 다른 품사이므로 한자가 같다고 하여 혼란
을 가져오지는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베트남어에서 부사{附詞)는 한국 부사{副詞)와 한자도 다르며 그 역할
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베트남어에서 부시{附詞)는 명사 앞에서 수량
을 표현을 하거나 동사 앞에서 부정이나 긍정의 표현， 시제 표현， 한국어
의 관형사처럼 쓰이는 표현 형용사 앞에서 정도의 표현을 해 주는 “아주
꽤， 매우”라는 의미의 표현도 이 품사의 범주에 속하므로 한국어의 부사
(副詞)와 겹치는 부분도 있다.
베트남어에 한국어처럼 관형사라는 품사는 없지만 한국어의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가 명사의 앞에서 또는 뒤에서 꾸며 주기도 한다.

예를 틀어 ‘이， 그， 저’의 의미를 가진 품사는 명사의 뒤에 오며 ‘모든， 전
부， 각， 한， 둘， 여러’의 의미를 가진 것은 명사 앞에 쓰이고 이것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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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사{附詞)의 범주에 든다.

3.3.4.2. 단어의 분류와 조어법
베트남어는 한 음절이 자립성이 있어 단독으로도 단어가 될 수 있거나
다른 음절과 결합하여 어근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국어처럼 베트남어

단어의 분류도 단일어， 복합어로 구분된다. 베트남어의 단어 분류는 다음
과같이 간단하다.

〈효택어 단어 형성〉

단열어(단열어)- 하나의 형태소(어근)

「 접사+어근 기

단어
복힐써(복합어)

「 파생어(파생어)

I

I

L 어근+접사 -.J

L 합성어(합성어)

파생법 「
어근+어근

단어형성볍
합성법 」

〈베트남어 E뻐 형성〉

「 단일어(Tù 뼈1)

하나의 형태소(어근)

단어

,-,--

L 복힐에 (Tù

합성어(Tù ghép)

L 종속합성어(Tù 방ip 뼈nh 메d어근+어근)

phúc) I
L 반복어 (Tù

대등합성어(1상 방뼈 빼핑 l때 어근+어근)

I

láy)

베트남어는 복힐써를 합성어와 반복어로 나뀐다. 베트남어 문법에서는
한국어 문법의 한자어 파생접두샤 한자어 파생접미사를 베트 한자어소

로 보기 때문에 이틀 한자어 접사가 잇는 단어는 종속합성어 범주에 포함
시킨다. 원래 베트님어에는 파생접사가 없고 설사의 경우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단어가 형성된다. 그러나 허사의 경우 파생접사처럼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떤 음절과 결합했을 때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베트남어의 특정으로 꼽히는 ‘Tùláy’이다. 실제로
베트남어의 반복어는 베트남 고유어로서 한자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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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이고 베트님어학자들은 베트남어의 큰 특정 중의 하나로 이 반복어가
매우 발달했다는 점을 든다. 이것은 한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고유
하고 독창적인 어휘로 초성 중성 종성이 바뀌는 등 다양한 조어법이 한
국어의 반복합성어 의태어 의성어와 같이 쓰이는 점에서 유사하다

3.3.5. 한자어 비교
베트남어는 한국어처럼 어휘를 고유어， 차용어(한째)， 외래어로 분류
한다. 차용어에서 한자어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한자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자어의 비교 연구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어사를
밝히는데 이주 펼요한 연구이므로 연구할 부분이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과거 한자는 인구어의 라틴어와 같은 역할을 했던 동양의 문자
였으므로 한국어 속의 한자어 베트남어 속의 한자어 사용을 두고 국어순
화운동에 역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두 언어는 언어 계통 관련하여 전혀 친족관계도 없
논 언어이지만 이미 박병채 (1979， l~) 에서는 고대국어의 모음 음소 체계
와 고대국어의 자음 음소 체계를 밝히기 위해서 한국어 학자로는 처음으
로 한 · 베 음운 비교를 시도하였다. 조명숙(:JX)3)에서는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인을 위한 베트님어 교육을 효율화시키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한자를 대비 모델로 심아 두 언어의 한자음과 한째

어휘 비교 연구를 하여 음운 대응 규칙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두 언어가 창제되기 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언어를
표기하는 수단이 한자였다. 그 결과 두 언어의 어휘 속에 수많은 한자어

가 형성되었고 현대 베트남어 어휘에서 00-70%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자
음의 발음은 거의 한어중고음(漢語中古音)에 기원을 두고 있다. 특히 두
언어 한자음은 일정한 대응 규칙을 보여 주고 있어 한국인이 베트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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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할 때나 베트남인이 한국어를 습득할 때 동일한 어휘 학습 효과를 얻
게 하고 단어 조어법을 이해하게 한다. 외국어를 습득할 때 모국어와 같

거나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의 차이가 적어 언어 습
득 상 어려움이 보다 감소되므로 두 언어의 학습 시 한자어 어소를 활용
하면 어휘 습득이 타 언어권 학습자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한 · 베 한지어의 특정은 명사의 경우 한자도 같으며 의미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 한자어에서 명 λ까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그러한 명사가 베트남어와 의미에서도 거의 일치를 한다는 것은 베트남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학습에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자어의 음

운 대응규칙을 알면 한자 학습이 선행되지 않아도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베트남 학습자틀은 이미 중학교 과정부터 한쩌 교육
을 받아 왔기 때문에 한자어가 많은 텍스트일수록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품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
자는 같지만 한국 한자어 명λ까 베트남에서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 하다’가 첨가되어 동사 형용사로 쓰이는 한국어 한자어
명사의 경우 모두 베트뱀에서 품사가 명사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發
展’은 한국어에서 명사로 쓰이고 동사로 쓰일 경우 “ 하다”가 붙어야 한

다. 그러나 베트남어에서 ‘phát trien(發展)’은 동사이며 명사로 쓰일 경우
동사 앞에 ‘S당(事)’라는 명사형 읍절을 덧붙이는 점이 차이가 있다.

한자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도 한자어 명사처럼 한자가 같으면

서로 의미가 일치하는 것이 많지만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와 달리 의미에
변화가온 것과 어소 도치가 된 것도 있다
따라서 한자도 같고 의미도 같은 것 한자도 같고 의미가 같으나 어소
도치 된 경우， 한자가 같으나 의미의 범위가 넓거나 좁은 차이가 있는 경

우， 한자가 같지만 그 의미가 달라진 경우 등 정보를 학습자에게 주어야
어휘 사용에 정확성을 기한다. 왜냐하면 베트남 학생들은 발음도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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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은 한X써이니까 단어의 의미까지 똑같을 것이라고 짐작하여 오용
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명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베트남
어에서 동사나 형용사로 쓰인 단어를 한국어의 동사나 형용사로 쓰려변

명사를 동사로 만드는 구실을 하는 접미사 ‘-하다， 되다’가 덧붙는다는 것
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한국어 단어를 설명할 때 한지어의 어근을 베트남
어로 분석하여 어휘를 지도하면 어휘 확장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베트
남어는 단어 내부의 구조가 고유어 어순과 한자어의 어순이 다르다. 예를

들어 미인(美人)의 경우 베트님써 경우 한자어는 ‘my 벼ân(美人)’이고 고

유어로는 ‘맹11Ò'Ï <leP’ 그 순서가 바뀌어 ‘사람(명뼈)’， ‘예쁜(<lep)’이 된다.
베트님어는 한자어 경우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고 고유어의 경우 수
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온다.

베트남어 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不(bãt)， 無 (vô) ， 未(띠)， 新(때1) ， 最(φ[)，
家(잉a)， 者(빙å)， 手 (tl띠)， 師 (Sl1)， 人 (nhân) ， 員(띠ên)， 化(hoá)， 然 (nhiênL ...’

은 한국어에서는 한자어 접사로 분류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종속합성어
를 만드는 한자 어소로 본다. 이러한 한자어 접사 하나를 알고 그것에 관
련된 어휘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3.3.6.

시제 비교

시제 표현을 나타내는 ‘sê( 미래)， 빼1h(예정)， dã( 과거)’는 동사 앞에 위치

하고 시제를 표현한다. 그리고 이런 사제 표현 이외에도 문장 끝에 ‘얘i’를
덧붙여서 동사나 형용사의 마쳤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제 표현
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므로 시제 선어말 어미를 넣어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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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억양

베트남어는 6가지 성조가 있고 베트남어는 문장 부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장의 억양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에 따라 달라진다. 다소 쉬운 내
용이긴 하지만 의문문의 끝을 높게 하는 것 평서문의 끝을 좀 내려야 하
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고급단계에 가서도 한국식 억 OJ:을 따라하기

어려워진다.

3.3.8.

어순 비교

한국어의 어순은 기본적으로

sov

어순이다. 한국어에서는 격조사가

발달하여 어순에 비교적 융통성을 보이지만 베트남어는 어순에 따라 문
법적 기능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1)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한다.

2) 아이를 어머니는 사랑한다.

베트님어에서는 1)

Me yêu con.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한다J

2) αill y'떠 ~.(얘l 가 어머니를 사랑한다.)

한국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바뀌더라도 격조사로 인해 문장의 의미

가 달라지진 않지만 베트님어의 경우에서는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
진다

3.3.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베트남 학습자어|게 적합한가?

고교 문법 교과서를 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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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음운 체계를 비교해 보면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에 근접한 발음을 찾

아 지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베트남의 지명，

인명을 한국어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러
나 정작 한국의 지명과 인명을 베트남인들의 발음에 맞도록 정확하게 소
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로n바 표기법에 따라 베

트남인이 한국어를 읽었을 때 정확한 한국어 발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을 지적해 보려고 한다. 로마자 표기법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각
언어권에 맞는 한국어 표기법을 보급히여 보다 한국어 발음에 근접할 수

있는 발음을 학습자들이 구사하도록 해야 한다.
국어 로마자 표기법 제2장 표기일람 제1 항을 단모음 중 ‘ 1, -'를 베트
남인이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 읽으면 ‘어 (eo)’를 ‘에오’로， ‘으(eu)’를 ‘에우’
로 읽어서 실제 발음과 거리가 먼 이상한 발음이 나온다. 예를 들어 ‘언니

는’의 경우 로마자 표기법으로 표기하면 ‘eonnmeun’인데 실제로 베트남
학습자가 이 표기법에 따라 발음한다면 ‘에온니네운’이 된다. 따라서 베트
남인을 위한 발음을 표준화하여 공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볍서

첫머리에 발음 설명을 넣을 경우 ‘eo, eu’는 베트남 모음 ‘α d로 대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니， -11 ’의 경우도 베트남에 이와 같은 모음이 있으므로

‘e. ê’로 대치하는 것이 발음 교육을 위해 효과적이다. 이중모음을 단모음
하나하나 발음하는 베트남인들의 모국어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동시에

발음하도록 주의 사항으로 넣어 주어야 한다.
제2항 자음 표기볍 중에서 베트남인이 한국어 자음을 보다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어 자음으로 대치하여 쉽게 발음하도록
지도할 펼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음체계를 처음 소개할 때 ‘끼
→낭1， [[ •

t,

E

•th, lltl •

p,

ÃÃ

•

• k 극

ch, μ → x’로 대치하면 베트남인

의 한국어 발음이 더욱 정확할 수 있다. ‘교 •

며1*，

^•

d밍*， 人 •

s*’

의 경우는 영어 발음을 이용하여 비슷한 음을 제시해 주고， ‘ o ’은 종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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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쓰인다는 것 등의 정보를 주면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표기
법을 만들면 베트남에서 출간되는 한국어 교재에 통일성 있는 발음 목록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은 초창기에는 한국어 문법 교육이 쓰기에
통합되었다가 현재는 독립된 과목이다. 요즘 한국에서 지협}는 교수법

이 통합 교수법이지만 베트남에서는 강사가 부족하고 학습자가 초급일
경우 종합적인 교재 하나를 가지고 4가지 기능인 말하기 듣기 원기 쓰기
까지 지도해 왔다. 통합교수법에서 문법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
이기도 하지만 문법적인 하위 능력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든든한 기초 위

에서 한국어 4가지 기능이 골고루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문볍 교육이 필
요하다.
문볍 교육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학습자의 오류 근본원인

을 밝히고 수정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실용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졸

고에서는 베트남인에게 보다 쉽게 한국어 문법을 지도하고 문법 내용의
범위를 넓게 잡아 한국어 • 베트남어의 비교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여러 비교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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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내용

CVC, 성조

구분없음

구분있음

평·격·경음

。
λλljD
뜨

。
/V1K」IZ]

낀~~lτ。"

없음

있음

파찰음

。
λλljDL

없음

초성에서 음가앙η

초성에서 음가있읍

7종성법(한자어는 6종성법)

6종성법

종성에옴

종성에 올수 없음

jDaL;저
E

J”L 투~λ〕}S[L]

초성

베트남어·고립어

한국어:교칙어

sov
cvc

어순

/ψ

종성법

N

종성

svo
있음

소리를 낸 후 두 입술을 모음

IUI
겹받침규칙

아주간단

E기"-^닝l

λ口l드。드-D
」inL」
I二- λ
ι-λ。口1

5'• j[i]L
음운변동복잡

음운변동경우가적음

명사

조사발탈

조사없음

수사

고유어， 한자어수사 구분

고유어， 한자어수사 구분

동사，형용사

활용， 어마복잡

활용없음， 어마없음

한자

품사변화시

‘ 하다，

어

한자어접사

인정

인정하지 않고어소로봄

어휘

고유어， 차용어， 외래어

고유어， 치용어， 외래어

。
/VIkJn2-

없음

음운변동

품사

시저l 션어말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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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 덧붙임

• 동사 명사화 읍절 덧붙임 •

영사

베트남 대학은 한국어 문법 과목이 따로 섣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별

문법 교재의 펼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문법 교재에 문볍 항목의 이러
한 대비 결과를 활용해 유Ár성을 지닌 문법 항목은 지면을 적게 할애하
고 베트남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조샤 어미 활용， 음운규칙 등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에 실제로 활용되는 문볍 항목의 사용 빈도 수에 따라
문장을 제시한 교재들이 나온다면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문법 항목별로 연구된 것이 거의 없고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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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판되는 문법책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내용이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많고 대학 교재로는 적합한 것이 없다. 베트남 경우 한국

어 교육 대상자는 점점 늘어 7}지만 한국어교육에 관하여 아무런 기반이
없는 형편이고 문법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국내 권위 있는
문법 학자들의 참여와 이들의 검증을 통하여 베트남어로 된 통열성 있는

한국어문법서가 먼저 모델로서 소개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베트남 현
지에서 많은 문법 항목별 연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최근 영어로

된 문법책들이 한국어 문법 용어에 있어서 통일성이 없어 오히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런 상황을 미
리 방지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문법 용어의 체계를

세우기에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자간 협력 연구를 통해 속히
베트남어로 된 한국어 문법책이 발간되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문법 교육， 대조 언어 분석， 흔댁어，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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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Korean Grammar Teaching in Vietnam
Universities and Contrastive Linguistic Analysis
of Korean with Vietnamese Language

Cho, 빼eong Sook

Since l ffi4

때1en H없ùMinh

Thpart:ment and
T많C비ng
않achers

뼈an

methods and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to study and teach Korean stuclies,

inten않ts

have been

develo뼈 rapl'예y

Kor，뻐1

Stuclies

Ko뼈n 닙맹U맹e

and

popul때y

æmng

and students. At present in Vietnæn, nine Universities are running Korean

Stuclies I뼈rtment for their four year 벼chelor(B.A) course and other five
Universities are 없C비ng Ko뼈n μ명뻐ge as an optional forei밍1 language in their
course.
Korean

sections

디ng1미age

:SPE짧뼈，

in Vietnam Universities is being stuclied and taught in four

listening, Writing and Reacling. At the frrst stage when Korean

Stuclies Thpart:ment was just established and

open어

mainly during the writing class. 1t was not

s며:mated

Korean Grammar was taught

yet at the first stage. But

nowadays in the rmst of all the Vietnam Universities, they are
Grammar as an independent and

때arat어 su비ect.

This means that they

Grammatical Competenæ is very important in Korean
Korean

매때uage lemηers

However until now,

are rnuch

Kon없n

n뼈y

for

teac비ng Korean

뎌멍뻐ge Lean뻐g

rec맹nize

and also

grarnn뼈대1 knowlec형e.

Grammar has been taught mainly through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s, which has caused

Kon얹n 뼈맹떠ge 1얹mer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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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맹lÎze Kon뻐1
Korl뻐1

with

Grammar is an vel)' difficult

su비 ect. 뻐anwhile，

when

t얹C비ng

gramnar in Vietnam, if applying Contrastive Iinguistic Methods on

Vietnanεse

Language and researched analysis

res버ts

Korl얹n

of sinrilarities and

dissinrilarities betwæn two languages, it will surely be rruch helpful and effective
어ucational

rnethods for Korean Gramnar teaclring and

1얹rung 때ke.

Therefore, for

studying the more helpful and effective educational rnethods, tllls thesis is
on the

comparisα1

betwæn two languag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Ko~얹n

an때ysis

f，α끄sed

of the sinrilarities and

and Vietnamese Gramnar

In concrete, the following partS are being presented in tllls study: each

comparison and analysis
뼈rk

res버ts

of Consonant, Vowel SYStern, Character, Word,

of Spæch, Sino- Kor，얹n and Sino-Vietnamese between Ko뼈n and Vì etnamese

M맹uages.

Al so the

σansα'Íption s띠table

for the Vietnamese

Ko~얹n←lan밍age

leamers is suggested.
Especially, teaclring the phonerne contrastive rules in Sino woms origin is rruch

helpful for the leamers to rernember and rnemorize

Sino→Ko~얹n

words much

easier and correctly. Continuous contrastive !inguistic study results betwæn
Korl댔1

and Vietnamese Languages will surely be rruch helpful and effective in

Korl없1 밍arnrnar

teaclring classes for the

않achers

and leamers alike. It will also

be more essential and helpful for the developrnent of
for the

Vietnanεse 뼈ming

Kon얹n

Gramnar text books

Korean

[Key Woml gramnar teac비ng， contrastive !inguistic 뻐머ySlS， smo←Ko~않1，

Vietnam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