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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Susan Conrad (2000)에서는 21세기 문법교육에서 중요하게 대두될 세 가

지 변화로 아래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문법과 어휘 교육과의 통합

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법 교육에서의 연구들은 고립된 문법 요

소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점차 단어와 문장 구조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

를 밝혀내는 어휘·문법적 접근방식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

별 동사가 선호하는 문법적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 언어 교육에서의 효용

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둘째는 문법은 언어 사용의 영역별로 한정적 기술

(register-specific descriptions)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문법의 사용은 결국 

* 이 논문은 ‘한국어 문법의 교수학습 연구 - 매체와 코퍼스 활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

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개최한 제14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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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런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Douglas Biber 

외(1999)에서도 영어의 구문에 나타나는 문법적 유형이나 특성을 언어 사

용 영역별(register)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사용 빈도와 양상을 살피는 것

이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셋째는 대체 문법 구조(alternative 

grammatical constructions)사용의 조건에 대한 적절성의 조건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문법이 옳다는 것을 넘어 

대체 가능한 문법 구조의 적절성의 여부를 가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문법은 언어의 규칙이다. 따라서 언어교육에서의 문법은 해당 언어를 

좀 더 쉽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되며, 이런 이유로 

성인 학습자들은 외국어의 문법을 습득하는 일을 매우 중시한다. 이와 관

련하여 본고는 문법 학습 및 교수에 있어서 코퍼스 기반 문법 연구의 효

용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최근 코퍼스 기반의 문법 연구는 규칙성과 통일성을 찾는 것보다는 다

양성(언어의 사용역별, 계층별, 지역별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언어

의 변이 현상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코퍼

스의 활용에 대해 언어교육의 선행 연구를 통해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의 코퍼스 활용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먼저 언어교육에서의 코퍼스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한국어

교육에서의 코퍼스 활용 문법교육 연구 사례를 살피기로 하겠다. 언어교

육과 연계되는 코퍼스 활용의 범위는 Teubert & Krishnamurthy(2007)의 

논의에 기대고자 한다. 해당 논저에서는 최근 출판된 코퍼스 관련 연구논

문 199편을 바탕으로 하여 영역별로 분리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이중 언

어교육 영역과 관련되는 것은 아래의 5가지 영역이다.

VOL 7 Grammar, 

VOL 8 Multilingual and parallel corpora 

VOL 9 Critical discour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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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1. language teaching

VOL 12. Spoken language/discourse studies 

본고는 위 영역 중 문법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언어교육을 위한 

문법 연구, 다중(혹은 병렬) 말뭉치 연구, 언어 교수, 구어 문법 연구 등에 

초점을 두어 선행 연구를 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문법 연구와 교수를 위한 코퍼스의 유형과 코퍼스 

기반 문법 연구를 살피고 둘째, 코퍼스를 활용한 문법 교수 방안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코퍼스 연구의 새로운 접근들은 향후 문법 교육에 어떠한 점을 시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Ⅱ. 코퍼스와 언어교육

1. 코퍼스 기반 문법교육 연구의 장점

코퍼스의 언어교육에의 연계는 (교수) 자료 구축을 위한 문법 연구와 

문법 (현장) 교수에서의 활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먼

저 자료 구축을 위한 코퍼스 기반의 문법 연구의 장점을 살펴보면, 기존

의 이론 중심의 논의를 넘어 실제 사용 문법을 제공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또한 조사나 어미(혹은 결합형)와 같은 문법 항목의 사용 빈도와 사용 패

턴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문법적 연어 항목1)의 선정이나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개별 문형들의 예문을 검색하여 통합 관계를 파악하거나 예문을 

통해 형태를 넘어 의미와 사용의 측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1) 이는 하나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구 단위 이상의 문법 항목으로 표현 문형 혹은 

문형 등으로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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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문형의 장르별 사용 빈도를 살필 수도 있으며, 담화 단위의 코퍼스

를 통해서는 개별 문형의 맥락 문법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는 문법 교수에 있어서의 장점을 살펴보면, 실제적인 교수 자

료 제시(예문 및 문법 연습)로 활용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적 언어 자

료에 접할 수 있게 한다. 문법 규칙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 교사 중심의 연

역적 설명이 아닌 학습자 주도의 귀납적 규칙 발견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

도 장점이다. 또한 컴퓨터 기반 혹은 종이 기반의 코퍼스 자료를 활용한 

문법 교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코퍼스를 활용한 문법 교수는 탐구와 

발견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DDL (data driven learning)이라는 점에서 교수

법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아울러 학습자 코퍼스(중간언어 코퍼스)는 문법 발달의 양상을 파악하

게 하고, 패턴화된 문법 오류 양상을 파악하게 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

리하여 교수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의 중간언어 분석 자료는 언

어 사용의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언어 습득 단계

와 특징을 조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정 숙달도 단계에 있는 학습

자의 중간 언어적 특성과 습득 과정에 관한 연구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학습자 코퍼스의 분석 결과를 문법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2. 언어교육에 활용되는 코퍼스 유형

1) 언어 유형에 따른 코퍼스

언어교육에 활용되는 코퍼스를 언어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구어 코퍼

스2), 문어 코퍼스, 준구어 코퍼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다

2) 구어코퍼스는 언어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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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어성과 문어성의 측면에 따라 더 세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어 코

퍼스 중에서도 전자우편(이메일)이나 SNS에서 사용되는 문어는 구어성

이 높은 문어 코퍼스라고 볼 수 있으며, 준구어 코퍼스 역시 구어를 전제

로 하므로 구어성이 매우 높은 문어 코퍼스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강의 

코퍼스는 문어성이 높은 구어 코퍼스로 볼 수 있다. 소설과 같이 직접 대

화 인용문이 있는 경우, 소설 코퍼스 자체는 문어이지만 인용문은 구어성

을 가진다고 하겠다. 

2) 활용 목 이나 용도에 따른 코퍼스

한국어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코퍼스를 활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나

누면 학습자 코퍼스, 준거 코퍼스, 참조 코퍼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

현화, 2011).

 

첫째, 학습자 말뭉치란 다른 말로 오류 코퍼스, 중간언어 코퍼스라고도 

불리며 학습 과정에서 산출한 학습자들의 언어 자료를 말한다. 숙달도별, 

언어권별로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학습자 말뭉치에 대한 관심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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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권 국가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자 말뭉치 구축은 ICLE(International Corpus of Learner 

English), CLC(Cmbridge Learner Corpus), LLC(The Longman Learner's 

Corpus)와 같이 대학이나 영어 교육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기 시작

하여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구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노르웨이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의 단일 언어 학습자 코퍼스와 다중언어 코퍼스가 있다. 둘째, 준거 코

퍼스란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준거가 될 수 있는 모국어화자의 코

퍼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학문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해 강의 내용을 코퍼

스로 구축하거나 강의에 사용되는 문어 자료를 코퍼스로 구축한 것들이 

해당된다. 셋째, 참조 코퍼스란 교육 과정에서 산출되는 코퍼스를 이르는

데, 교재 코퍼스나 교삿말 코퍼스 등을 말한다.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교

재 말뭉치는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는데, 연구 대상이 되는 문형의 사용 

여부나 사용 빈도, 교재 간 중복도 등을 살피기 위해 활용되며, 연구의 필

요성 제기를 위한 비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예도 많다. 한국어교육과 연계

되는 코퍼스는 세 유형 모두가 대상이 된다.

Ⅲ. 코퍼스를 활용한 문법교육 연구

문법 교육에서 활용되는 코퍼스는 산출자에 따라 크게 모어화자 코퍼

스와 학습자 코퍼스로 나뉜다. 첫째, 모어화자의 코퍼스를 활용한 문법 

연구는 문법 교수 자료를 구성하는 데에 주요한 자료가 된다. 둘째, 학습

자 코퍼스는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 나타난 다양한 범주의 문법 오류 연구

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통사적 능력 및 발달 패턴을 연구

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문법 표현 사용 양상을 통한 담화․화용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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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발달 패턴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의 텍스트 구성에 관한 대조

수사학적 연구도 가능하게 한다. 본 절에서는 크게 문장 문법과 어휘 문

법, 담화 문법의 세 영역에서의 문법 연구를 살피고자 한다.

1. 코퍼스와 문장 문법 연구

먼저, 문법 연구를 위한 코퍼스는 용언 활용형(혹은 오류형), ‘통사적 

연어’의 빈도, 기능 어휘 등의 다양한 문법형태의 빈도 산출에 활용될 수 

있다. 형태 변이형에 대한 빈도 결과는 대표형 선정에 도움을 주며, 우선

학습 요소를 선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둘째, 문형 간의 코퍼스 비교 분석은 유사 문법 간의 변별 관계를 파악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유를 나타내는 ‘-니까, -아서, 

-므로, -기 때문에’ 등의 연결 표현들의 코퍼스 분석 결과를 통해 개별 유

형별로 변별되는 통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교수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문맥 내 색인(KWIC: Key Word in Context)을 통해 문형별로 전형

적 문형을 찾거나 해당 문형이 포함된 예문의 검색이 가능하다. 이를 통

해 해당 문형의 통사적 제약이나 문법적 연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컴

퓨터는 많은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많은 양의 자료를 찾을 수 있

고, 제한된 범위(span)3)안의 스크린이나 페이지의 중앙에 있는 공기 가능

한 모든 것을 출력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코퍼스를 활용해서 문법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

으며,4) 해당 결과가 언어 교수에 활용될 수도 있다.

3) 여기서 제한된 범위라는 것은 한 문장에서 철자(characters)나 단어의 자의적인 수이

거나 단문(single line), 혹은 문장이나 단락의 범위까지 포함한다.

4) Philippe Blache, Marie-Laure Guénot & Tristan van Rullen(2004)의 “Property 

Grammars” formalism은 코퍼스 분석을 통한 문법 연구의 사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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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 기반의 연구는 구문 분석뿐만 아니라, 운율 분석도 가능하게 해

서 구문과 연계된 운율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Kennedy(1992)에서는 

Ota 코퍼스를 활용하여 동사의 시제와 상의 사용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영어의 경우 224개의 문법적으로 가능한 정형의 동사 형태가 있지만, 그

것들의 문어와 구어 사용 비율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이다. 

이는 텍스트의 유형별로 즐겨 사용되는 시제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장르 

문법 연구와도 연계된다. 이 연구에서는 구어 영어는 단순 현재가 지배적

이나 문어 영어는 단순 과거를 많이 사용하며, 완료상 및 진행상은 상대

적으로 낮은 빈도임을 통계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한국어교육에서는 학

습사전 개발을 위해 문법 형태별 빈도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해당 

빈도에 따라 표제어를 선정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문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빈도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일

반 코퍼스를 활용해 이루어진 언어교육에서의 문법 연구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이은희(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게}와 {-도록}연구 : ｢코퍼스에 근거

한 사용실태 분석과 그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홍윤혜

(2007), ｢보조사 ‘―(이)라도’의 의미와 분포적 특성｣, �한국어교육� 18-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고경태(2008), ｢한국어 동사 교육 연구 : 동사의 통사 

및 의미 교육을 위한 패턴(pattern) 선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윤현애․강현화(2010), ｢한국어교육을 위한 피동사가 이루는 통사적 구성

에 대한 일고찰: ‘보이다’, ‘보여지다’의 코퍼스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6-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장채린(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시간 

표현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품사 범주로 접근하거나 특정 문법 형식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특히 

문법적 연어에 대한 논문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연구들이 2000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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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가용한 코퍼스의 구축과

도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비교 코퍼스나 병렬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가 있다.5) 특정 

문법형태에 초점을 두어 양 언어 간의 차이를 말뭉치를 통해 분석한 연구

들이다. 그간의 연구들이 주로 양언어를 구사하는 저자의 직관에 의한 결

과물이었음에 반해 최근 연구들은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 대조

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안예리․양수향․유현경(2007), ｢영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조사 “가”

와 “는”의 교수 방안 연구-한영 병렬 말뭉치를 이용하여｣, �이중언어학� 

34 , 이중언어학회; 안예리․양수향․유현경(2007), ｢한영 병렬 말뭉치를 이

용한 한국어 조사 “가”와 “는”의 선택 원리 연구｣, �언어와 정보� 11-1, 언

어와정보학회; 고지마다이키(2009),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사 결합 양상 대

조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왕유가(2010), ｢코퍼스 기반 한 중 절대동형동

의 한자어의 연어관계와 대역양상 대조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송재영

(2010), ｢영어와 한국어 지시어의 용법 차이 연구, �언어과학� 18-1, 한국언

어과학회; 두도(2011), ｢코퍼스 기반으로 접미사 "-적"에 대한 한·중 대조분

석 및 활용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레

이 레이 몬(2012),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에서’와 미얀마어 대응 표현 연

구｣, 연세대 석사논문.

이밖에 구어말뭉치나 준구어 말뭉치를 활용한 구어문법 연구 있다. 이

들 연구는 구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구어문법을 연구하고자 한 것들로 

말뭉치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한승규(2010), ｢한국어 구어 융합 표현 연구 : ‘-지 않-’의 융합 ‘-잖-’을 중

5) 비교코퍼스란 별도로 구축된 양 언어의 말뭉치이며, 병렬코퍼스란 같은 예문을 양 

언어로 나란히 번역한 코퍼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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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윤경원(2011), ｢한국어 혼잣말의 의사소통적 특

성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구라시마 레이코(2011), ｢일본어 ‘の’와의 대조

를 통한 한국어 ‘의’의 생략 양상 연구 -준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

대 석사논문.

다음으로는 학습자 말뭉치를 이용한 문법 연구들이 있는데, 현재 국내

에서 공개된 학습자 말뭉치는 연세대 Y코퍼스와 고려대 코퍼스에 제한되

어 있으며, 이들의 규모 또한 크지 않다.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한 

학습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매우 많으나, 이들의 자료 규모도 한

계를 가진다. 

서세정(2009), ｢통사적 숙달도 진단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연구: 학습자 작문 텍스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홍연정

(2012), ｢한국어 학습자들의 지시어 사용 및 오류에 관한 연구: 숙달도 및 

모어 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서세정․어지혜(2010),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별 연결어미 정확도 변이 양상 연구｣, �한국어교육� 2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강현화(2011),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자료 구축 방

안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2. 코퍼스와 어휘 문법 연구

어휘 문법의 연구는 구 단위, 연어, 관용어의 분석에 활용된다. 첫째, 코

퍼스를 통해 개별 어휘의 문법을 기술할 수 있는데, 코퍼스를 통해 개별 

단어에 나타나는 전형적 문법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Susan Hunston and 

Gill Francis(2000)에서는 ‘Pattern Grammar’라는 제목으로 코빌드 코퍼스 

분석을 통해 동사와 문법 패턴, 명사와 형용사 패턴을 연구하였는데, 코

퍼스 분석을 통해 내성적 방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문법의 규칙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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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둘째, 유사 어휘 간 혹은 동일 범주에 속한 어휘군의 변별 연구에 활용

되기도 한다. Maria Jose LuzÓn-Marco(1999)는 영어 단어 중 유사 의미를 

가진 ‘Supposing, Assuming, Considering’에 주목하여, 코퍼스의 문맥상에서 

단어의 문법 구조와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들 세 단어는 

다른 의미와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는 

주로 동일 범주군 어휘의 연어 변별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가취명(2010), ｢한 중 정도부사 공기양상 대조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한

영균․고은아(2011), ｢유의적 정도부사의 빈도․분포․집합관계의 분석과 

그 활용: 학습자 사전의 용법 기술의 관점에서｣, �한국어의미학� 35, 한국

어의미학회; 김진희․한승규(2011), ｢한국어 다의어 의미 항목별 교육의 필

요성 -명사 ‘말’을 중심으로｣, �시학과언어학� 21, 시학과언어학회; 봉미경

(2011), ｢말뭉치에 나타난 부사 ‘더’와 ‘덜’의 의미 연구｣,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남신혜․원미진(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외래어 조어

소 선정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셋째, 구 단위 연어형의 패턴을 파악해 통사적 연어의 구성의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연어 오류를 통해 학습자의 

문법적 연어의 습득 과정을 파악할 수도 있다.6)

강현화(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어의 유형에 대한 고찰｣, �응용언어학�

24-3, 한국응용언어학회; 김민국(2009),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용 어휘와 연

어추출｣, �문법교육� 11, 한국문법교육학회; 한영균(2009), ｢코퍼스에 기반한 

한·일 기본어휘의 연어 구성 대조분석 연구｣, �국어학� 55, 국어학회; 김진희

6) Nadja Nesselhauf(2004)는 <Collocation in a Learner Corpus>에서 독일어권 학습자의 

영어 코퍼스(GeCLE: German of Corpus Learner English)에서 총 2082개의 ‘동사-명사 

구성 연어’를 뽑아 학습자의 오류별로 4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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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한국어 교재의 문법적 연어 구성 연구: 의존명사 구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이진실(2012), ｢한국어 연어 구성과 그에 대응되는 러시아

어 대응 표현의 대조 연구 -한국어 동사 ‘보다’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연어 분석은 코퍼스의 활용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영역으로, 비교말

뭉치나 병렬 말뭉치를 통한 대조 연구가 많다.

3. 코퍼스와 담화 문법 (맥락 및 장르 포함) 연구

담화 문법에서의 코퍼스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위

한 코퍼스의 구축이 미흡한 것이 한계이다. 사실 코퍼스라 함은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컴퓨터 기반 언어 자료를 의미

한다, 최근에는 대규모 코퍼스의 뭉치를 ‘corpora 코퍼라’라는 이름으로 부

르기도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사용되는 코퍼스의 규모는 개인 학자별로 

상이한데다가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 개인

적으로 수집한 소규모의 언어자료의 경우에는 코퍼스를 활용했다고 보기

는 어려운 것이다. 연구 방식도 상이해서 1) 구축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으나, 양적 데이터 없이 예문만 취한 것, 2) 소규모 자료를 바탕으

로 한 자료기반 양적 연구, 3)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료기반 양적 

연구 등으로 나뉜다. 또한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언어 자료의 활용뿐만 

아니라 설문 연구나 실험 연구 등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7) 코퍼스 

연구는 귀납적인 방식의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자의 직관에 의한 주관적

인 논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발화 

맥락이나 상황, 화․청자 변인 등 담화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7) 구어 코퍼스가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준구어의 활용이 눈에 띄며, 문제 제기

를 위해 교재 코퍼스를 구축해서 분석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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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정보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담화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

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담화 연구에 있어서의 코퍼스의 활용이 본격화 

되려면 대규모의 담화 코퍼스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언어교육에서의 담화 문법의 연구는 (1) 개별 문법 형태의 담화상의 기

능에 초점을 둔 연구 (2) 한 문법 형태가 담화 장르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

는지를 연구하는 장르문법적 접근, (3) 그리고 상황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

려하여 맥락과 문법과의 상관성을 살피는 맥락문법적 접근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는 구어의 담화 문법은 최

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입말 표상 말뭉치(Speech presentation corpus)

가 랭커스터 대학에 의해 구축되고 있다. 이 작업은 입말이 어떻게 글말

로 나타나는가 하는 입말 표상을 코퍼스로 구축하는 것이다. Douglas 

Biber 외(1999)에서는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여 구어와 문어 문법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보면 결국 언어적(문법) 선택

은 사용역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Geoffrey Leech(2000)에서도 최근 구어에서의 문법 연구는 대규모, 균

형적, 다양한 코퍼라에 의해 많이 진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코퍼라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문어 문법으로부터의 구어 문법 연구를 벗어난 새

로운 방식의 구어 문법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의 많은 연구들은 개별 문형의 담화적 특성이나 특정 화행의 양상을 파악

하는 연구이다.

강현화(2008), ｢어휘접근적 문법교수를 위한 표현문형의 화행기능 분석｣, �

한국어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강현화(2008), ｢‘-을걸’의 특성과 후회 

표현의 양상｣, �이중언어학� 38, 이중언어학회; 강현화(2009), ｢코퍼스에 기

반한 ‘-잖다’의 화행적 특성 고찰｣, �한국어의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강

현화․황미연(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불평표현문형 연구｣, �한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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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말연구학회; 강현화․홍혜란(2010), ｢한국어 종결표현의 화행기능과 

한국어 모어화자의 인식에 관한연구-말뭉치 분석과 담화 적절성 인식 조

사를 토대로｣, �외국어교육� 17-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윤현애(2011), ｢한

국어 피동 표현의 담화 기능 연구｣, 연세대 석사 논문.

다음은 장르문법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Bhatia’s(2002)의 코퍼스를 기

반으로 Carmen Perez-Llantada(2009)에서는 다차원 관점의 담화분석 모델

을 참고하여, 텍스트적 관점, 장르적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학문목적 영

어 학습자의 구어 문법의 교수와 학습을 논의했다. 텍스트적 관점에서는 

코퍼스 활용의 교수법이 연어 패턴이나 단어의 맥락적, 담화적 의미를 파

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고, 장르적 관점에서는 코퍼스의 관찰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학술 텍스트의 유형(장르)별로 나타나는 어휘-

문법적 패턴을 익힐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코퍼스 

모델이 학습자로 하여금 화자의 다양한 담화적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담화적 권리나 힘(지위)에 의한 문법 선택에 초점을 두게 한다고 보

았다. 이러한 코퍼스 기반 교수 절차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많

은 학생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으며, 실제 사용 언어에서의 문법 양

상 파악이 문법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

움을 주었다고 보았다.

Nicola Cancedda and Christer Samuelsson(2000)에서는 ‘코퍼스 기반 문법 

구체화’라는 논문에서 포괄적 문법이란 모호한 것이며, 그러한 문법은 제

한된 사용역에서 모호성을 줄일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즉, 결국 문법의 

구체적 기술은 사용역 별로 특정화될 때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장르별 문

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Francic & Kucera(1982)에서

는 브라운 코퍼스에서 수동태의 장르별 상이한 사용에 주목했다. 상상적 

산문보다는 정보적 산문에 수동태가 많이 쓰임을 밝혔다. Startvik(1966)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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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SEU 코퍼스를 통해 수동태의 사용은 사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보여줌을 밝힌 바 있다. 유사한 한국어교육 쪽 논의에는 윤현애(2011)가 

있는데, 피동 표현에 초점을 두고 8개의 장르별로 피동 표현의 사용 빈도

와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장르별 문법의 기능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였다.

Joybrato Mukherjee(2006)도 세 교재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CamGr), the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CGEL), and the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LGSWE)에 나타난 문법적 기술의 차이는 결국 코퍼스 데이터의 차

이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면서 문법 전반을 다루기 위한 코퍼스와 특정 영

역의 문법을 다루는 코퍼스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Michael 

McCarthy(2005)는 구어 장르 이론을 개괄하며 CANCODE 말뭉치를 사용하

여 사회 활동 및 구어 장르에 따른 어휘-문법 목록 추출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구어로 무엇을 교육할 수 있으며 무엇이 교육되어야 

하는지를 다루었는데, 담화 및 대화 분석에서 나타나는 말차례, 대응쌍, 담

화 표지, 생략, 개시와 종료 발화를 포함하고 있다. 장르별 문법에 대한 연

구는 영어의 원인-결과 구조의 배열 순서의 차이점을 연구한 Altenberg 

(1984)나 LOB말뭉치와 콜하퍼 말뭉치로부터 문학과 소설 장르 부분에서 

‘since’의 용법을 비교한 Wilson(199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

서의 장르문법 연구는 아래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문제는 장르별 

코퍼스의 규모가 균형적이지 못하고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홍혜란(2011), ｢다차원 분석에 의한 한국 논문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 연구｣,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봉미경(2011), ｢다면성과 다면 말

뭉치에 대하여｣, �언어사실과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남신혜

(2012), ｢한국어의 중화체에 대한 연구 -일상적 글말 텍스트 장르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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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서지혜(2012), ｢한국어 학위논문 결론의 장르 

분석｣, 연세대 석사논문.

마지막으로 맥락문법적 논의로 Ann and Martin Hewings(2005)에서는 

맥락과 문법과의 관계를 밝힌 다양한 논문들을 소개했으며,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강현화(2012)에서 문법 형태가 화자(성별, 나이), 청자(성별, 

나이), 화청자관계, (화자의) 발화 의도, 발화 장소에 따라 어떻게 선택되

는지를 고찰하는 맥락 문법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서지혜(2012), ｢맥락을 고려한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요청 화행을 중심으

로-｣, �시학과 언어학� 23, 시학과언어학회; 강현화(2012), ｢한국어교육학에

서의 담화 기반 문법 연구 -부정 표현의 맥락 문법을 활용하여-｣, �외국어

교육� 19-3, 한국외국어교육학회.

4. 코퍼스와 응용언어학 연구

코퍼스 기반의 연구는 문법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외에도 응용언어학

의 연구에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먼저, 병리언어학적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데, 언어병리(language pathologies)의 분석과 관련된 말뭉치가 구축되

어 활용되고 있다. 인간의 언어 과정 체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진단

하거나, 언어 발달의 분석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언어적으로 손상된 사람들의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

를 연구하거나 언어 발달이 늦는 아이들의 언어 자료를 말뭉치로 구축하

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지체를 

소규모 언어 자료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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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는 코퍼스는 언어 사전 편찬에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표제

어 선정부터 연어 정보, 격틀 정보 및 예문에 이르기까지 코퍼스 기반의 

사전들의 편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9년의 연세한국어

사전을 시작으로 최근 많은 언어사전들이 코퍼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서상규 외(2003)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 연세대 연

구팀의 <한국어기초사전> 역시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용 

학습사전이다. 최근 오류 코퍼스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오류 정보를 학습

에 활용하려는 사전도 시도되고 있다.

강현화(2010), ｢한국어 학습자사전 표제어 선정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사전학� 16, 한국사전학회; 최정도(2011), ｢말뭉치

를 이용한 사전 편찬에서의 몇 문제에 대하여｣,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

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김선혜․장승혜(2011), ｢병렬 말뭉치를 활용한 

한일 사전 기술 방안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

구원.

Ⅳ. 코퍼스를 활용한 문법교수 방안 연구 

학습자 대상으로 코퍼스를 문법 교수에 활용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활발

하지 않다. 해당 연구는 외국어교육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첫째, 

교수현장에서 직접 컴퓨터를 사용해 문법 교수에 이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

한 연구이다. 주로 영어교육이나 국외의 연구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다. 컴

퓨터를 이용한 언어 교수는 Yoon(2005)에서는 미국의 대학원 수준의 ESL 

academic writing 수업을 수강하는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퍼스가 

실제 교실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 및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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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연구를 실시했으며, 코퍼스 활용 영작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정의적 

반응을 인터뷰를 통해 관찰했다. 연구 결과, 코퍼스가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예시문과 연어 유형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언어 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학생들에게 작문 활동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오류들을 

즉시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코퍼스를 활용한 수업

은 장기적으로 학습자들에게 목표언어에 대한 문법적이고 어휘적인 인지

능력을 발전시켜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메건대학(Nijmegen Uni, van 

Halteren)에서도 구문 분석된 말뭉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를 

활용해 영어 문법 교수에 사용하는 사례가 논의된 바 있다. Maria Estling 

Vannestål and Hans Lindquist(2007)도 미국 대학의 문법 수업에서 콘코던스

를 활용한 문법 교수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코퍼스의 

활용에 대한 검증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퍼스를 활용한 문법 교수

는 특히 맥락 문법의 이해에 도움이 됨을 밝혔다. 특히 학습자의 동기를 진

작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책임이나 자신만의 학습 방법 개발이 향상된다

고 보았다. 사후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코퍼스의 유용성에 대해 긍

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반드시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종이로 

된) 코퍼스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함을 보였다. Kathryn 

Oghigian & Kiyomi Chujo(2010)에서도 코퍼스를 활용한 문법 교수의 효용

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8) 하지만 한국어교육의 실정상 교수 환경에의 

개별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이나 컴퓨터 사용의 친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언어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이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8) Johns(1994)는 코퍼스를 활용하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훈련시키고 나서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숙달된 능력을 지니게 되는지를 알아보기란 어렵다고 지적한다. 아직 외국

어 수업에 본격적으로 코퍼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김혜영․전수

인, 2009; Yo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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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코퍼스를 활용해서 번역 교수에 활용하는 사례이다. 다국어

(multi-lingual) 말뭉치나 병렬(parallel) 말뭉치를 이용한 수업으로 번역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정보다는 번역 형식을 익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

다.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셋째는 작문 수업에 코퍼스를 활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코

퍼스를 활용한 영작문 에 있어서의 문법 오류 피드백은 학습자 스스로가 

언어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오류를 교정하게 되므로 기존의 교사 중심

의 피드백에 비해 학습자 중심의 작문 오류 개선에 대한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고 밝혀져 있다. 많은 학자들(Aston, 2001; Gaskell & Cobb, 2004; 

Gilmore, 2008; Tribble, 2002)에 의해 작문에서 콘코던스의 활용 가치가 인

정받고 있다. 공정도․윤현숙(2010)에서도 고등학생 3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코퍼스를 활용한 작문 내 문법 오류 피드백 효과에 관한 사례 연구

를 실시했다. ‘Lextutor(http://www.lextutor.ca/)’를 사용하여 “Brown 

1million 코퍼스”와 “BNC written 1 million” 코퍼스를 혼합 활용하여 유인

물 형태로 제시해 주고 이의 효용성을 확인한 논문이다.

넷째는 어휘문법 교수에 활용하는 사례이다. Wen-Shuenn는 ‘충고, 권

고, 제안’ 등의 문법 교수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코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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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문법 교수의 효용성을 제시하였다. DILIN LIU1 and PING 

JIANG2(2009)역시 언어교육 현장에서 코퍼스 기반의 어휘-문법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중국 대학과 2개의 미국 대학의 약 244명의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하여 코퍼스 활용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했다. 사후 보

고를 통해 코퍼스를 활용한 교육의 문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스스로 

발견하는 학습 기술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다섯째는 수업 활동에 코퍼스를 활용한 사례이다. 김향신․안병규

(2004)에서는 코퍼스를 이용한 소집단 협력학습이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귀납적 방식의 협력학습이 

교사의 설명식 수업보다 문법규칙 수용에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다양한 

학습능력과 수행능력을 지닌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문법규칙을 인지

하고 수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코퍼스는 유형에 맞는 문법 특징을 파악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을 밝혔고, 어떤 단어가 특정 양식(mode)이나 다양한 유형

(style) 속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 의식 고양과 명시적 교수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을 밝혔다. 즉, 목표 구문을 중앙에 정렬시키고 양쪽으로 늘어선 어휘 패

턴을 보여주는 콘코던스는 학습자가 보는 순간, 조사해야 할 문법 항목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게 해 주며, 특정 문법 구조를 입력하기 위한 적

절한 해석 과제(interpretation task)로 사용될 수 있다. 실험 집단만을 대상

으로 실시한 사후 설문조사에서는 코퍼스가 탐구학습 자료로 적당하며, 

학습자들이 대체로 이런 방식의 문법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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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상으로 코퍼스를 활용한 언어교육 연구와 언어교육 활용 사례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국어교육 분야 연구에서의 코퍼스 사용의 실

태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을 살핀 결과, 다른 외국어교육 분야에 비

해 한국어교육에서의 코퍼스의 활용은 미약하며, 특히 문법 교수의 영역

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외 연구의 사례에

서 살펴보듯이 코퍼스의 활용은 실제 자료의 사용과 객관성 담보라는 점

에서 언어교육에 가장 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에서는 

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까? 몇 가지 문제점들을 통해 이유를 살

펴보고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코퍼스 문법 연구자들의 교육에의 인식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코

퍼스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언어교육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교육에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를 교육에의 활용

은 어려웠다. 향후 언어교육자에 의한 코퍼스를 활용 연구가 더욱 필요한

데 특히 기존의 언어학의 연구는 문어 문법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구어적 

실제 자료를 다루는 언어교육에는 구어 코퍼스 기반 문법 연구의 필요성

이 절실하다.

둘째, 언어교사들이 교육에서의 코퍼스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 이는 코퍼스 사용의 대중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코퍼스 활용에 대

한 교사의 인식을 보면, 약 100명의 한국어교육 연구자와 교사를 대상으

로 한 설문에서 사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68%로 높게 나타났다.9) 이는 

향후 교사교육에서 좀 더 쉽게 코퍼스에 접근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교수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교사친화적 자료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10) 

9) 강현화(2011) 참조.

10) 이런 이유로 연구자 및 교사 대상 설문에서 활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교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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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수 현장에서 가용할 코퍼스 자료가 부족하다. 현재 균형성을 

갖춘 한국어교육용 코퍼스의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언어교육이 

관심을 가지는 구어 코퍼스의 규모는 매우 적다. 향후로는 구어 자료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행위 전반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언어적 행위

를 분석할 수 있는 동영상 코퍼스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수업 현장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효과적인 교수

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친숙성과 요구를 끌어내야 하며, 교재에의 반영 여

부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 개발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

하여 교재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법 

교수 방법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본다. 전통적 문법 교수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 실제성을 담보한 새로운 형태의 문

법 교수의 방안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코퍼스의 활용

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문법교육에서의 코퍼스 활용의 효용성 점검을 통해 한국어교육 

문법 교수에 있어서의 코퍼스의 활용 방안을 살피고자 했다. 실제 자료와 

구어 자료에 초점을 놓이는 의사소통중심의 언어 교수 현장에서 이제 코

퍼스의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필수 요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코퍼스의 구축, 코퍼스 기반 연구, 코퍼스 활용 문법 교수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1)

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25%에 불과했고, 대부분 연구 자료로 사용했음(81.9%)

을 알 수 있었다. 코퍼스 자료 수집 방법의 경우에도 연구자나 교사가 직접 설계하

여 수집하는 예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개 자료 활용이 34.4%, 기타가 

21.9%순으로 나타났다. 

* 이 논문은 2012. 10. 31. 투고되었으며, 2012. 11. 21. 심사가 시작되어 2012 12. 6.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2. 12. 10.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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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코퍼스와 한국어 문법 교육

강 화

본고는 한국어 문법 교육에 있어서의 코퍼스 활용 연구를 분석하고 문법 교수

에의 활용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국내외 언어교육 연구에

서의 코퍼스를 활용한 문법 교육 자료 연구와 문법 교수 방안 연구를 분석해 보

았다. 언어교육에서의 활용성을 제로 하여 문법을 어휘 문법, 문장 문법, 담화 

문법의 세 역으로 구분하고 이들 역에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첫째, 국내외 연구를 비교해 보면 국외의 연구에 비해 국내 연구는 코퍼스 활

용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교수 장에의 용 부분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교수자의 코퍼스 근의 용이성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제안하

다. 둘째,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 한국어교육에서의 코퍼스 구축의 문제 을 발

견할 수 있었다. 한국어교육에서의 코퍼스의 사용은 코퍼스 규모나 균형성이 확

보되지 못해, 은 자료의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거나 문어에 치 되어 언어교

육에의 효용이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 주도의 규모 한국어 교육

용 코퍼스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셋째, 코퍼스 활용을 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이나 음성, 동 상 코퍼스로 이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코퍼스가 구

축되어야만 문장 문법에 머물고 있는 문법 교육이 어휘 근  문법, 담화 차원

의 문법, 맥락 차원의 문법 교수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문법 교육, 코퍼스, 어휘 문법, 문장 문법, 담화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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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pus and Korean Grammar Teaching

Kang, Hyoun-hw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rpus studies in Korean 

grammar teaching and suggest its applications. Based on the applicability i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divide grammar into three areas: lexico 

grammar, discourse grammar and sentence grammar and intends to analyze 

the research results in these areas.

First, this paper finds that the domestic studies lacks in corpus application 

research compared to the foreign studies, especially in the field application of 

corpus in teaching. This paper suggests that this problem can be resolved 

through instructor's easy access to the corpus. Second, this paper analyzes the 

previous studies and detects the problems regarding corpus building in Korean 

education. This paper proposes the need for building large corpus led by 

Korean government. Third, this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eacher 

training using the corpus and building various types of voice and video corpus 

for grammar education that goes beyond current sentence oriented grammar to 

lexical approached grammar, discourse grammar and context grammar.

[Key words] grammar teaching, corpus, lexico-grammar, discourse gramm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