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얼어권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모습

성상환*

0 들어가는말
독일에서 한국학의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다~ 19세기 후반 양국간의 외

교적 접촉이 시작됨과 동시에 독일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오랜 동안 서구에 대한 쇄국정책을 펴왔
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비교적 늦게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19세기말에서 1~년대로 넘어 오면서
독일 베네덕트 수도회 신부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종고

1짧: 웠). 이들은 진지하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연구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안드레 에카르트(Andre Ec없펴t) 신부로

서 그는 나중에 독일에 귀국한 뒤 뭔헨 대학에 한국학과를 설치하고 독일
한국학의 시초를 세웠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학과는 없어졌고
때뼈XIi년 겨울학기 현재 이곳에는 중국학과 내에 4개의 한국어강의가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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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되어 있지만 정식 학과의 개념은 아니다.
독일대학에 정식으로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곳은 m년 9월 현재 다섯

군데이다. 이 대학들을 열거하자면 베를린 자유대 (F뼈eU띠versität 밟1in)，
보훔대(Boch뼈， 본대(I3onn)， 함부르크대(뻐mb따g)， 튀빙엔대 (Tüb뼈en)

등이다. 그 외에도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의 한국학과는 :ml년 초에 한국
학과가 폐지되었고 튀빙엔의 경우는 주전공이 최근에 취소되었다 그 외
대학에 한국어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곳으로는 마인츠(뼈inz) 대， 프랑크푸

르트대， 하이델베르크대， 트리어 (Tried 대， 레겐스부르크(Regensmπg)대 정도
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에 한국학과가 박사과정까
지 때ψ5년 새로이 설치되어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학과들은 각기 연구중심 분야가 독특하고 교원
들의 구성에 따라 학과가 추구하논 방향도 서로 다르다. 다만 한국학 전
공분야의 고급단계로 접어들기 전 첫 2년 정도는 학생들이 한국어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첫 2년 동안 한국어 회화와 문법 교육이 나란히 병행되며 빠르면

2

학기부터 한자교육이 시작된다.2년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개 중간
종합시험인 Zwische빼빼ng이라는 것을 거쳐야 하는데 대개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 6개월이나 1 년을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다. 요즈음에는

장흑L금 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 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
끼리 장학생들을 교환하고 있다. 국제교류재단 어학연수나 ASI페 DUO
장학제도 등이 많은 도움이 된다. 독일 학술교류처인 D뻐D도 석사과정
이상 학생들이 한국으로 갈 경우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 대학들은 요즘

학제 개편을 단행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독일대학의 한국학과틀도 미
국식의 BA나 MA과정을 새로이 개설하고 있다. 대개 한국어 교육 2년 단
계가 끝나고 한국을 다녀오면 학생들은 순전히 한국어로 수엽하는 문화
나 역사 강의에도 침여할 수 있다. 첫 2년간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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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와 한국어를 병행해서 수업하는 식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독일 Bonn 대학 효택어학 교과과정 (2학기) (부전공， 보중과정제외)

(기존의 독-한 번역학 석사 과정의 경우)
기초하급과정 (G띠 ndstudium)

æll
æ12.

기초한국어

æ13.

기초한국어 II( 한자

æ15.
æ16.
æ17.
æ18.
æ19:

중급과정 한자 W
중급과정 표준어 번역: 한국어→ 독일어 A
표준어 번역 한국어→ 독일어 B
중급과정 표준어 번역: 독일어→ 한국어
문법: 문장 분석

기초한국어

II
II

(문법과 연습)
(소그룹별 회화연습)

m

03'J): 중급과정， 소그룹별 회화연습

æ22: 문화학적 외국학 지역정보
Z3: 한국어어휘연구

æ

주/상급과정 (벼uptstudium)

æ26:

표준어 번역. 한국어→ 독일어

03Z7: 전문어 번역. 한국어→ 독일어
떠29: 상급세미나f 문화학적 외국학

떠l): 지역정보 강의: 한국어
떠31 고급한국어작문

æ32: 표준어번역· 독열어 •

한국어

떠1): 전문어번역: 독일어 •

한국어

떠34: 소그룹중심 구두 연습

CJ3l): 번역분석

떠J1: 석사학위후보 콜로퀴움: 한국어 •

독일어

떠용 석사학위후보 콜로퀴움: 독일어 •

한국어

본(I3onn) 대학의 경우 한국어를 주전공으로 택할 경우에도 부전공으로
유럽언어나 아시아언어를 제2언어를 택해야 하고 또 보충과목이라고 해

서 정치학， 법학， 경제학， 언론학 등 여타 인문사회과학에서 한 과목을 의
무적으로 택하게 되어 있다
이중언어를 구사한다거나 디중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은 현 시점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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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미디어 (rrrulti -rm:Iia)가 급속도로 발달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학습자
에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문화적， 교육적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가

운데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학습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가르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큰 도전이 아닐 수 없
다. 이러한 문맥 하에 필자는 독일어를 모쾌로 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경험하는 전이(없nsfer) 와 간섭(in따ierenæ) 현상에 주안점을
두고서 언어습득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어는 독일어와 문법 구조 음성 체계 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배우기에 대단히 어려운 언어이다. 문법 교
육과 관련하여 어순의 차이， 한국어의 주어/목적어 등 문장성분 생략 현
상， 복잡한 조사와 어미의 사용， 겸양법， 경어법， 수사사용법， 한자 등 독
일인들이 한국어 학습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를 들자연 여러 가지가 있

겠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독일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문법교재

에 나타난 항목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장에서 펼자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특질을 간략히 비교한다.2장에서
는 한독 병렬텍스트를 통한 언어적 차어점들을 확인한다'.3장에서는 독일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문법 오류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주어 표

시 생략의 문제와 어순에 의한 정보처리 문제 그리고 유형론적인 차이에
따른 격조샤 후치사의 습득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독일어권에서 사
용되는 한국어 문법교재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다.

1. 독얼어와 비교한 한국어의 특칠
독일어는 계통상 영어， 네덜란드어 등과 함께 서게르만어에 속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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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담화 중심적이었던 게르만의 특절틀을 많이 잃게 되면서 소위 주어
중심적인 현대 유럽언어로 분류가 된다. 다만 독일어는 영어와 달리 한국

어와 같은 형식적인 격표지 (case-mar빼19)가 발달빼 게르만어 가운데서
도 이러한 문법적인 특정을 가진 가장 보수적인 언어로 알려져 있고 어순
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명
사구에서의 격변화나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격변화， 형용사의 격변화， 성
이나 수， 인칭체계 등이 분화되어 있는 언어이다. 근본적으로 인구어는

문법적 인칭(밍ammati떠1 IHSOn)이 발달한 언어이고 한국어와 일본어는

화계 (s야ffh

level, Spræhstufe)가

고도로 발달한 언어라는 사항을 유념할

펼요가있다.
한국어는 또한 많은 다른 격체계를 가진 언어들과는 달리 복잡한 형태
상의 격표시를 유지하면서도 주제 중심적( topic-prominent) 흑은 담화 중

심적( c1i scourse-prominent) 언어로 알려져 었다. 한국어에는 주어를 표시하
는 형식적， 형태론적인 기제가 발달되어 있으나 주어가 문맥상 이해가 되

는 경우 대부분 생략이 되며 또한 주어가 사건상황1 Sachverhaltl 에서 재생
이 가능할 경우 여러 문장에 걸쳐 생략되는 특정을 보여 준다. 또 주어의

사용이나 생략이 일관적인 법칙에 따른 것도 아니다. 생략현상은 주어에

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나 부사어들에도 적용이 광범위하게 이
루어진다. 문법적인 흑은 통사적인 주어표지가 의무적인 인구어들과 비

교하여 이러한 한국어의 특질들은 독일어화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학습

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목적어나 부사어와 달리
특히 주어가 빠져 있는 한국어문장들을 접하는 독일인들은 우선 문법적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주어를 생략할 수 있고 어떤 경우
에 생략할 수 없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와 같은 유럽의 로망스어 계열에 속하는 언어들은
동사내에 주어에 관한 정보가 형태론상 충분히 표시됨으로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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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불어와 같은 언어는 로망스어 중에서도 표
기^J-에는 주어의 정보가 표시되지만 발음상으로는 묵음에 의해 청자의
입장에서 인칭의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할 수 없는 언
어로 알려져 있다.

2 병렬번역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와 독일어의 차이
주어중심 언어인 독일어의 경우 한국어와 비교한 다음의 예들에서 주

어의 생략 흑은 의무적 표시에 관한 사실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황
순원의 〈소나기〉에서 발훼한 한국어 독일어 병렬텍스트를 살펴보자. 독

일어 부분은 본대학의 마티아스 폭스(Matthias Fox) 학생이 학기 중 부분
번역한 사항을 발훼한 것이다.

(1) 손념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시네 증손녀라는 걸 알 수 있었
다

Kaum hatte ξrdas
dasE바‘e벼nd
Es w따

뼈dchen 뻐

aus dem

Hau않

hier æim ihrem

Bach ge똥hen，

Yun

Gr애Ivater

α10

Shi

w띠3te ~，

dass es sich um

벼ndelte.

zu Besuch.

(2)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s Mädchen
n따1

(3)

me

벼ltte

die

댐nde

in

Was땅 ge뻐때~

als hätte

~

in

seo삐

바1en solc뼈 R띠3 ge않hen.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뾰lts 잉t

einigen Tagen spielte

없s I\뼈dchen，

imrær wenn

뚱

vo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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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ch H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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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m， am Wi없앞.

그런데 이제까지는 개울 기숨에서 하더니 오늘은 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Sonst hatte 뚱 irnrrer 밍n Bachufer gl않S였1， aber heute 빼 응~ mitten auf
따1 Gehs떠nen，

die als provisorische BlÜcke

die뼈l

위의 한국어-독일어 병렬텍스트에서도 보듯이 한국어텍스트에 주어가

표시가 된 경우(예문 1,

2 참조)

독일어 번역본에서도 주어가 나타나지만，

한국어텍스트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도(예문 1, 2, 3,

4 참조)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주어표시가 반드시 되고 있다. 특히 예문 4의 경우
‘소녀’ 라는 주어는 한국어문장에서는 2번 생략되어 있으나 독일어 번역
문의 경우 주어로서 소녀를 나타내는 대명사 es가 두 번씩 나타나고 있다.

황순원의 소나기 도입부에 나타나는 이 단락에서 소녀가 주어로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 여러 문장에 걸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
다

(5) 이 날은 손년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Di얹es lV뻐 (h밍lte) 빼 따싹훨디띠응낀 a따

sich das Gesicht mit den1

Was앞

den

BlÜckens따nen

und wusch

des Baches.

(6)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Die
뻐ls

마η1e

unter

뼈1 aufgekrerr뼈따1

schirnrrerten ganz

Anneln

s잉nes

Pullovers und sein

wi뼈.

(7)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뻔히 들여다본다.
Nach떼1 얼

eine Weile

업n

und starrte angestrengt ins

Gesicht gewaschen hatte, hielt 윌 plötzlich inne
Was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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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 5에서 소녀라는 주어가 표시되고 문맥상 이해가 될 경우 한

국어텍스트에서는 다음 이어지는 문장들에서도 보통 주어표시를 생략하
는 것이 읽기에 더욱 자연스럽다. 예문 (6)은 분명히 문장의 주제가 ‘소녀’
이고 소녀의 옷과 신체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고 예문 (7)에 이르면 독일

어 번역문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에서 모두 소녀를 가리키는 주어 es가 등
장하고 있으나 한국어텍스트 원본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펼자는 이러한 두 언어간의 언어적 써를 염두에 두고 한국어를 배우
는 독일학생들의 작문에 어떤 모국어의 구조가 묻어 나올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실제로 작문 분석을 해 보았다.

3. 독얼학생틀의 작문 분석에 나타난 한국어 문법 오류의 문제
3.1 주어표시뺑략의 문제
독일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1년차 학생들은 약 한 학기 정도가 지나

면서 간단한 한국어 작문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주어를 반드시 문징써l 표
시를 하는 경향을 보이며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들은 앞의 문장에
서 동열한 주어가 이미 나온 경우틀이다.

Table 1 주어 표시의 분포사항
한국어 구사수준
(참가지수)

1(3)

2 (3)

3 (2)

총 표시된 주어수 / sentenc얹

16/때

1813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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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어의 특질 가운데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에 관한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어를 생
략하는 현상을 과도하게 일반화해 다음과 같은 문맥상 비문을 만틀어
내기도한다.

(8)

부모님외 계시고 언니와 오빠가 있습니다 *삼십 오 년 전에 결혼하셨
습니다

실험대%에 된 독일 여학생의 경우 사회학을 전공하고 한국어를 배운

지 3학기가 지난 학생이다. 위 문장 (8) 번에서 ‘니는’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온다면 문징L이 훨씬 매끄러울 텐데 그냥 생략을 한 경우이다. 이 작문

의 주제가 가족이었는데 이 학생은 그것을 미리 텍스트를 관통하는 주제
로 삼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삼십오 년 전에 결혼

하셨습니다’라는 문장에서도 선행문장에 문장의 주어로 기능할 수 있는 3
가지의 후보명사틀이 있다는 사실을 김안할 때 실험대상어 된 독일학생
이 주어생략 현상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국어 구사 수준 3단계는 교포 2세틀로서 이미 일 년 간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을 수행한 경우였고 작문 테스트에서 거의 오류를 범

하지 않았다.
즉 한국어 초급과정의 독일어화7-}틀의 경우 이들。1 가진 모쾌의 사

전지식에 의해 한국어 습득과정에 체계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는바 주어중
심의 언어의 특정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발화에 묻어 니온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위에서 언급한 주어가 과도하게 매번 등장하는 현
상들과 특히 이러한 주어의 사용에서 한국어에는 거의 발달하지 않은 대
명사나 대명사유λ}어구틀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중
요한 특정인 주제화구조등의 설현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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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있겠다

독일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한국어 교육경험에 비추어 보면 독
일학생들의 경우 한국어의 화용론적 담화적인 특질을 중심으로 한 의사
소통능력을 체득해야 하는데 문법중심의 다른 유렵언어들을 습득하는 경

우와 비교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에서 어학연수 등 상당 기간을
보낸 학습자틀도 주어를 생략하기 시작하면 주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생략하는 오류의 일반햄overgener떠ization of su비ect deletion)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인구어처럼 대명사나 재귀대명사
와 같은 고도의 주어중심언어에서 발달한 문법적 범주틀도 발달되어 있
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생략뿐 아니
라 주제라는 범주가 있어 동사와 직접 논항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문장
에서 장소나 시간， 배경들을 제시하며 담화에서 인지적 이해수준을 지속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조들에 대한 집중적
인 교육이 필요하다.

3.2. 어순으| 차이에 따른 정보처리 문제
독일어화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할 때 경험하는 또 다른 큰 어려움의 하
나는 어순의 쩨에서 기인하는 절 단위의 구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

어나 독일어가 우측분기언어 (right-branc뼈 langu짧e) 이며 한국어가 좌
측으로 분기하는 언어 Oeft-branching langu앵e) 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주절과 종속절의 구분이 영어와 독일어와는 반대방향으로 열어난다. 이
러한 영상적 구조(때rror image)로 인해 svo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들
은 한국어 습득 시 문징L이 특히 복문으로 겹쳐 나타날 때 여러 인지과정
(듣기， 말하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틀어 다음의 영어 문

장을관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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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The

schαl 뼈cher 잃쁘 벌흐뀔쉰 효효x:Jk

that he ooUQht in Euroce

댈L

끄웰.

b. ?The

schαj 없cher gg:댄 흐효웰 띠f!t 밸 따앨t in 뀔」따lE l웰~표

E

띠응뀔꾀.

c.

I농r

Lehrer gab dem

g빼a따t

lV댐dchen

ein Buch, das er letztes

in Europa

hatte.

d. ??fu Lehrer gab ein Buch, das er letztes

dem

J.때r

J삶π

m 티1fopa

geka따t

hatte,

1\때dchen.

독얼어도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는데 위의 영어예문 (9a)의 경우 통사적
으로 비교적 긴 문장인 관계절이 문장의 직접목적어인 선행사 바로 뒤에

이어지면서 직접목적어를 수식해 주고 있다. 반면에 (9b)의 문장의 경우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으나 직접목적어인 선행사

a book을 수식하논 통

사적으로 무거운 정보에 해당하는 관계절이 전치사구 10 the gir] 앞에 놓
임으로 인해 정보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center imb:최ding). 결국 문
장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위의 문장틀을 해독하는 사람은 (없)의

경우에는 동사 gave에서부터 4가지 문장성분만 파악하면 되지만 (9b) 의

경우에는 8가지의 문장성분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문장의 분석과정
(따S뼈 process) 때문에 (밟)의 구조가 영어 모국어화자들에게는 정보처
리에 훨씬 용이하게 다가온다. 결국 통사적으로 무거운 문장구성성분이
나 단위들이 영어를 포흙닝}는 게르만어들에서는 문장의 후반부에 나타나
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구조들을 한국어로 해석해 보면 언어 구조상

반대의 현싱L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영상적 구조 때문에 독일학생틀은 한
국어의 복문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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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형론적인 째|어| 다}른 격조사 후치새| 습득
언어 유형론상으로도 보아 한국어가 교착어 (agglutina삐g 1뻐밍age) 에

속하기 때문에 독일어화자들은 문법과 관련빼 한국어 후치사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독일어화자들은 형태론적인 격을 사용힘써l도 불구
하고 후치사란 개념이 독일어 문법에는 생소하다. 다음은 Bonn대학에서
실시한 2학기 차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독일학생과 일본학생의 작문을
분석한 것이다. 이 작문실험은 모든 참석자들이 6가지 그림 중 최소한

3

개씩 마음대로 골라 그럼에 따라 이야기를 서술하는 형식이다. 먼저 독일
여학생의 작문을 살펴보재보다 자세한 내용은 Kim

(1Oa). 겐 이름을

철수완

axn

참조).

영수입니다.

집에서 철수- 장난감을 놀효닌단. 철수- 잭을 읽습니다. 오후 3시-

둘

친구는 시내- 갑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한 일본 여학생의 작문을 보자.

(lOb) 철수는 세시 이십분에 슈퍼마켈에서 물건을 샀어요. 우리는 오후 다
섯 시 십 오십분에 광장에서 마니*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일곱시 사십분멘늘 아버지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이

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매무k 것들이 있은k 날 이었습니다. (*표시는
후치사에 관한오류가 아님)

위의 1없 1뻐 작문에서 독일여학생의 경우 한국어의 후치새IJ)S따〕외tion)
사용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
을 거의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학생이 작성한 lOb작문에
서 독일학생의 작문과 큰 차어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일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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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이 한국어와 가깝기 때문에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해 독일어권 학생들과 비교하여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거나 사전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이미 한국어 학습에 우위

를 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실험에 응한 학생들에게 작문을 하
기 전 핵심이 되는 명사적인 표현들이나 서술어의 기본형을 미리 제시하

여 주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보다 명확

해 진 것은 독일학생의 경우 유럽언어들과 탈리 한국어 문법을 배우면서
비교 할 수 있는 비교 문법적 잣대가 되는 준거틀(빼ræ

of

referencel 이

거의 없다는것이다

4. 독얼어권에서 시용되는 한국어 문법 교재
독일어권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문법서들을 살펴보면 각 기관마다 치이
가 있고 독일어로 된 교재와 영어로 된 교재 또 한국의 여러 대학교들에

서 출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도 눈에 뜨인다 이 글에서는 독
일어로 된 한국어 문법 교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독일의 한국학 연

구기관들은 대개 처음 2년 동얀 학생들에게 주로 한국어수업， 한자수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참고로 독일 Bonn대학의 경우 Francis Park이 저술
한 S~ng Ko[l얹n(서울: Hollym출판사)을 첫 해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고급반의 경우 4.2에서 언급하는 Le띠빠빼의 한국어 문법 교재도 사용
한다.

4.1. lehrbuch der modemen koreanischen Sprache
우선 :ll)년 초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한국학과 부교수로 정년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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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Wùfried Hemnann 박사가 북한의 언어학자 정지도 박사의 협조 하에
1쨌년대에 완성 통독 후인 1ffi4년에 독일 Buske 출판사에서 발간한

Lehrbuch der rrxx:Iemen kor얹nischen Sprache를 살펴보자. 총 30과로 구성
이 된 주로 북한말을 기초로 한 700페이지 이상의 비교적 상세한 한국어
문볍서로서 북한말에 기초를 둔 몇 가지 텍스트와 표기법， %L이한 어휘들，
발음상 차이점들을 제외하면 독일어로 된 문법 설명과 문법용어들은 서

구식， 특히 라틴어식 용어전통에 띠른 독일 언어학적 경향을 따라 독일인
을 대상으로 교수하기에 이주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의 구성은
대략 다음의 목차 1 과에서 12과까지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시작 부분에
서 4과까지 한글과 한글의 자요 한글 체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발음규
칙등도 독일어와 비교하여 독일어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이 책에는
남쪽식 표현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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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한 과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어로 된 회화텍스트나 간단한

텍스트가 먼저 나오고 이 텍스트에서 사용된 문법사항과 문법규칙에 대
한 설명이 충분한 한국어 예문과 함께 소개된다. 이 책의 경우 3개로 된
카세트 테이프도 포힘이 되어 있다. 모든 한국어예문에는 독일어 해석이

붙어 있고， 독일 대흑벼1서 한 주에 한 괴찍 진도를 나가면 1 년 정도면 이
잭 한 권을 마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8과의 문법사항들을 보면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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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Ablativ: -에게서/-에서 = 112
8.2. I빼v: 에게 (2): Possessivkonstruktion 二 113
8.3.

Al없lsativ

8.4.

So긴ativ

8.5.

M여ifizierende

(3): Bildung von Finalbestimm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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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Bildung des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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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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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Negationsadverb 안 = 119
8.8. Honorativver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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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에서’는 Ablativ( 탈격)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에게’는 Dativ, ‘외/

과 함꺼U같이’는 Soziativ로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전통은 1땐년에 하와이
대학 손호민 교수의 뎌mbridge 대학간행 <The Kon없1 뼈맹uage>에서도
찾아볼수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정은 한국어가 SOv언어로서 형태론상 워낙 복잡한
언어이다 보니 접미사나 격조샤 동사의 활용어미， 문법적 어미들의 설명，
즉 형태론/통사론에 많은 상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는 점과 통일한 문법
소인 경우에도 쉬운 문법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법으로 과를 달리하면

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앞의 3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독일인들
에게 언어 유형론상으로도 어렵게 다가오는 한국어의 담회중심적인 특질
들 중 ‘은/는’의 쓰임을 들 수 있겠는데 제5과에서는 주어로 쓰인 ‘ 은/ 는

(1)’이， 9과에서는 ‘은/는(2)’로 표시가 되어 주어로 쓰이지 않고 단순히 시
간을 나타내거나 대조의 의미， 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 다른 격
을 표시하는 조사 다음에 쓰이는 경우(예:

부터는)가 풍부한 예문과 함

께 설명되고 있다. 제 10과에서는 ‘은/는(3)’으로서 표시되어 서술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장성분기능을 하지 못하논 특수한 경우틀이(예: 우리 ól버
자는 건강어 좋습니다; 조선을판 독일 사람에게 문법이 힘들어요) 다루어
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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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더 니-ö}가 제 13과에서 ‘은/는(4)’의 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종속절의 주어인 경우 ‘이/깨가 쓰이고 주절의 주어인 경우 ‘은/는’이 사
용되는 경우이다{예: 우리가 결%에 앉은 다음 선생님은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법 설명에서 동일한 어미나 형태소가 나타나면 항상 이전에

나왔거나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쓰임에 대한 교차언급(cross-reference) 이
나 참고사항이 잘 표시되어 독자들을 잘 유도하며 고려하고 있다. 문법
사항과 관련한 한국어 예문들은 모두 독일어로 번역되어 있다. 각 과의

문볍 설명이 끝나면 주제를 달리하는 추가적인 지문이나 텍스트 내지 이
야기가 나오고 연습문제와 번역과제가 주어진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특히 외국어학습에 있어서 번역이나 통역이 오랫동안 중시되었던 전통을
이 책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 교재는 한국어 문법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을 가한 대표적인 독일어로 된 문법 교재이기에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최근의 한국어 교재들과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 다음 절에서 논의승}는
‘Lewiψ김종대’ 공저인 한국어 문법 교재보다는 확실히 질적이나 양적으
로 진전된 한국어 문법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저자인 Herrmann 교수
는 서문에서 이 문법서는 북한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남북간의 문법

서의 동질성을 염두에 두고서 남한말도 동시에 고려하는 노력을 했다고

쓰고 있다.2(ID년 7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한국어학회 (ICKL) 학술대회
에서 필자는 Herrrnann 교수에게 이 책을 개정할 의도가 없느냐고 물어
보았었는데 당사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ö따 동독출신으로서 의
도적으로 남북한 표현들을 섞어서 편찬한 듯하였다.

4.2. Einfuhrung in 이e koreanische Spr때1e， Bruno Lewi띠김종대 저
독일 Buske 출판사 간행
이 교재는 독일 보훔(Bochurn) 대학의 일본학 정교수였던 유태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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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mo Le때n 교수와 승에텔베르크에서 %년대 독문학학위를 마치고
Bochum 대학에서 %년대 말 전임강사로 한국어를 가르쳤던 김종대 교수
(단국대 독문과 정년퇴임)에 의해 쓰여진 한국어 문법서인데 출판된 지
l)년이 넘었다. 지금도 이 교재는 Bochum 대학에서 한국어 문법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보훔대의 한국학은 일본학에서 갈라져 나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레빈교수가 길러낸 독일인 한국학 학자가 현재 함부르크대의
자세(단uf. Dr.

Wemer Sas똥) 교수와 얼마 전 정년퇴임한 뒤빙엔 대학의

아이케마이어(Prof. Dr. Dieter 파æræier) 교수 그리고 본(Borm) 대학의 후
베 교수(Dr. Albrecht Huwe) 이다. 아이케마이어 교수는 본래 따\SE 초대
회엠자 네럴란드 출신인 리아멘대학(Leid없) 프리츠 포스(뻐.

Fritz

Vos) 교수(I918~ JXX))에게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보훔의 중국어과에서 조
교수로 강의를 하며 일본학과 학과장인 레빈 교수에게서 정교수자격논문
을 마쳤다. 이렇게 보면， 독일의 한국학 발전에 레빈 교수의 역할이 지대
했음을알수있다.
레빈 교수와 김종대 교수가 공동 저술한 이 책에서는 주로 독일대학생

틀을 대상으로 본래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간단한 표현을 하며 이해할 수
있고 한글로 된 간단한 텍스트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

점을 두고 있다. 서문에서 저자들은 이 책의 한국어 모체는 서울을 중심

으로 한 한국 중부지역의 현재어라고 규정하고 있다{Lehrgegens때d ist

die ~enwartssprache 찮]없lkoreas im Gebiet von seo띠. VJ. 책의 편제는
전통적인 서구의 외국어 문법서의 %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발음과 한글 자모 소개 부분이 끝나면 동일한 순서로 구성된 22개의
과로 이어지는데 ‘단어목록을 통한 한국어， 한자어소개

주제에 따른 대

화식 텍스트 텍스트에 나타난 문볍사항→ 텍스트에 대한 추가설명

연습

문제→ 한국에 관한 지역정보와 문략의 순서로 매 과가 이루어져 있다.

(Vokabeln

~

Text

~

Grammatik

~ Sprach~

und Sachkorrrræntare zum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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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ungen - Landeskunde und

li따-atur). 각 과 끝에는 또한 반복 연습문

제가 주어져 있다. 문법부분은 매 과마다 새로운 문법 내용을 구성원칙과
쓰임에 따라 3가지에서 5가지씩 다루고 있고 연습문제는 문법형태의 활
용， 보충연습， 주어진 단어를 이용한 질문과 답변 만들기. 흑은 번역의 형
식을 띄고 있다 11 과와 22과는 각각 한 학기를 마치는 반복 및 복습의 기
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22과가 끝이 나면 주제별(Sac때m마ffi)로 해당되
는 과의 주제에 맞는 한국어 보충단어들이 상응승}는 독일어단어와 함께
제공되며 그 다음 장에는 로마자 알파뱃 순서로 한국어 단어에 대한 로마

자 표기로 색인이 붙어 었다. 책의 말미에는 각 과의 연습문제에 대한 해
답이 로마자표토기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 책에서는 한국어

화계 (srm:h leveI; Sprechstufe)와 관련 5번째 단계로 ‘합쇼체’를 대화텍스
트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자들은 교양 있는 지위가 동일한 사람들에게 이
합쇼체가 가장 적합하고 많이 쓰인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8과에서 해라

체가 나오고 17과에서는 하오체가 그리고 한국어의 가장 낮은 화계에 속

하는 ‘반말’은 19과에서야 소개되고 있다. 이 잭은 편재 상 언어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대상을 위한 대학교 차원에서의 강의를 위한
교재라고 할 수 있고， 매주 4시간에서 6시간씬 수엽을 할 경우 25주 정도
걸려 책을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교재의 첫 페이지 시작에서부터 한국어의 ‘의’나 ‘외’ 소리에 대한 발
음설명 부분이 나오는데 한국어 단어의 초성이나 음절의 시작에서 복모
음처럼 발음을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고 또한 한국어의 복모음은 독일
어에 존재하는 진정한 복모음이 아니라 ‘구개음이나 %댄음의 반모음과

기본 모음과의 결합에 의한 소리’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독학을 하
는 학습자나 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이틀에게는 사용되는 전
문용어가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책의 경우 한국어 로마자

표기에서 맥뀐-라어샤우어 표기법 (McCune-Reischauer-Umschrift)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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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 특히 독일어권에서는 한국어 발음에

이 표기법으로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첫 과에서 15과까지 한글표기 옆에 로마자표기도 첨부 하였다. 이

책은 현재 fuhillll에 있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쥐Nordrh암l-Wes뼈en)
의 주렵언어연구소(Lancless때ch없institut) 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Bx:hillll

대학 소속인 Throthea Hoppman를 중심으로 :mvæ년 겨울에 새로 쓴 개
정판이 나올 것이라 한다. 새로 나오는 개정판도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1
년간의 독일대학 한국어 과정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4.3. Lehrbuch fur Kor<뼈따h als Fre때spr:뼈d오|국어로서의 흔팩어 문법)
연세대학교에서 출간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임호빈 외)을 기반

으로 한 독일어로 된 한국어 문법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Bonn
대학 한국학과에서 Albrecht

Huwe 교수를 중심으로 펼자 등 여러

명이 공

통작엽을 진행해 왔고 국제교류재단의 출판지원 약속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이다. 출판계의에 된 독일 출판사는 Stauffenburg 출판사이다. 한국어
문법 사항의 순서는 대체적으로 한국어로 된 원본을 따르고 있으나 문법
설명이나 예제에서는 독일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많이 변경하고
보충하였다.

4.4. Kore때isch fiir Anfånger, 버ition Peperkom 출판사 2005
그 외에도 독일어권어써 ^l용되는 한국어 꽤어판밟ærs 뼈뼈머따Jrg
대학)이 저술한 “Kon없1Ísch für Anf빼ger"(3. A따lage) 이 있다 이 교재는
앞서 언급된 저술들과 비교하여 독일어로 된 학문적인 설명에 큰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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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지 않다. 부분적으로 독일인들이 느끼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음성，
음운론상의 중요한 언어학적 차이점들이나 문법적 사항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줄 수 없다는 데 약점이 있다. 초판에는 한국어 발음규칙에 관한
문제점 등이 많이 지적 되곤 했다. 한글 자체가 외국인이라도 배우기 쉽
기 때문에 실제 문자체계 자체는 단시간 안에 습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H없mann(lÐ4: lf.)도 지적하듯이 문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자음동화
규칙 등 한국어의 발음규칙은 복잡하기 때문에 독일인틀이 발음하거나
소리 내어 읽는데 쉽게 자신감을 표현하지는 못한대Kim

2001: 81 도 참

조). fukers←Kim의 이 저술은 현재 3판 개정판이 나와 있고 처음부터 한

글을 배워야만 진도가 나갈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이름이나 표현
틀에 대한 로따표기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오디오 CD가 2개 포함되어
있는데 CD를 활용하면 한국어를 연습하는데 적합하다.

5. 나오는말
지금까지 필자는 독일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과 관련하여 독일의 한
국어힘l이나 한국학 기관들을 간략히 소개했고 독일어와 비교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절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2장에서 한국어/독일어의 병렬텍

스트 분석을 통해 주어중심적인 언어와 주제중심적인 언어의 차이점을
언급했고 이러한 치어점들에 기인한 문법 오류가 독일학생들의 작문 분

석에도 나타남을 지적했다. 주어나 주제중심적인 언어틀 간의 차어뿐 아
니라 독일학생들은 한국어의 문법적 제약에 속하는 동사의 위치성 때문
에 정보처리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항도 지적하였고 동시에 한국어

후치사의 습득에 독일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작문 실험
을 통해 알아보았다. 필자는 문법 교육과 관련해 이러한 언어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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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독일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였

고 이런 교재들도 주로 설명하는 문법요점들이 한국어의 형태/통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이 교재들의 경우 대부분 문법 설명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저술시점이 이미 오래 되어 내용을 새로이 보충하
거나 바꿀 펼요가 있다. 새로이 개정되는 문법 교재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독일어에 기반을 둔 DVD같은 디지털 매체의 개발도 펼수적이라
고하겠다*

[주제어] 독일어전 고등교육에서의 효댁어 문법 교육， 외국어로서의 효댁어，

한국어와 독일어의 문법적 차이， 독일어로 된 효댁어 문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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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Granunar Teaching at
Tertiary Level in the German Speaking Countries

Seong , Sang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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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뼈nand

difficulties. In the

textbooks

writ떠1

fm며1

postIXJsition

or

su이ect-orient어

a띠Ulsluon 때 땀1따læ

section, we critically ev;매uate four

in German with focus on the

level-oriented

r뼈e앞ltative

망amrnar con뼈ltS.

[Key Wordl Korean 밍aπnar teaching at tertiæy level in the German sκ생<Íng

countries,

밍ammatical

col1맹e Ko뼈n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textbook

wri뼈1

in

G얹nan，

Kov얹n 뻐d 벼man，

Korean as a fon밍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