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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듣기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 의사소통과 관련된다.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

거나 일상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모두 듣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 

내재화된 언어적 정보로 우리는 언어적 표현을 하게 된다. 전통적인 교수

법에서도 유아의 언어 습득 절차에서 듣기를 통한 충분한 입력이 보장된 

후 말하기라는 표현 기능이 습득되는 것으로 전제했고, 여전히 침묵기를 

전제한 듣기 기능의 선습득·선학습은 강조되고 있다. 

듣기 교재의 개발이라는 주제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은 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개최한 제14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에서  ‘구어 문법 기반 한국어 듣기 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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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낯선 언어(less-commonly taught language)’이기에 ‘문법’에 대한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법이라고 할 때 ‘듣기’라

는 수용적 기능을 위해서는 ‘구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문법도 보다 구체화하여 ‘구어 문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1)

듣기라는 기능은 ‘청자가 화자로부터 음성 언어를 매개로 하여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해하여 처리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는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대응까지 포함될 것이다. 들

은 후 그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들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전제한다면 ‘듣기’라는 기능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구어를 통해 정보를 수용하는 것 외에 듣기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다양한 

언어적 정보들을 내재화하여 다시 대응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모국어로) 들을 때나 대상 외국어의 숙

련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외국어로 된 말을 들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외국어 듣기에서의 어려움은 일차적으로 언어적 형태에 익

숙하지 않아서일 수 있고, 배경 지식의 부족 등에서 올 수도 있다. 본고의 

초점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구어’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간 한

국어 교육에서 구어 기반의 듣기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교재 역

시 듣기만을 위한 독립형 교재는 별로 없었다. 기관에서 출판한 많은 교

재들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네 기능을 통합하

는 교재가 대다수였다. 당연히 ‘듣기’는 통합 교재 안에 일부로서 구성되

었을 뿐 단독형 교재는 거의 없었다.2) 

1) 처음 학술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발표 제목은 ‘문법 기반 한국어 말하기-듣

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였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는 몇 가지 이유로 ‘문법’은 ‘구

어 문법’으로 구체화했고, 구어를 기반으로 하는 두 기능 중 ‘듣기’만을 대상으로 하

는 교재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 한국어 듣기만을 독자적으로 다룬 교재는 �한국언어문화듣기집�(백봉자, 최정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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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어 듣기 교재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들어 본격

화 되었으나 연구 주제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국어 듣기 교재 개발에 관

한 전반적인 연구나 교재 분석, 학습 목적별 듣기 교재 개발이나 매체 활

용 듣기 교수법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3) 본고가 대상으로 삼은 

구어 기반의 교재 개발이나 연구 등은 더욱 제한적이었다. 즉, 듣기 텍스

트 개발 등에 있어서 구어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듣기 수업 중 학습자들이 

구어 사용 환경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간 몇 몇 논의에서 구어 기반

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규범성’ 등의 보수적 관점에서의 

제약으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실재(實在)하는 한국어와 교재 한국어의 불일치로 인한 학습자의 혼란, 

즉 교실에서 배우고 자신이 구어로 구사하는 한국어가 일반 한국인의 그

것들과 달라서 갖게 되는 괴리감4)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갖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현시점에서는 늦은 감조

차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구어적 담화 맥락 속에 놓일 때 유독 힘들어 

하고, 자신이 구사하는 한국어가 원어민 한국인의 그것과 서로 다르다고 

느끼면서 갖게 되는 ‘결핍감’은 ‘한국어 구어 문법’과 관련된 것이다. ‘구어’

에 충분히 노출되고 입력이 쌓이면서 학습자는 구어 듣기 및 구어 수용에 

익숙해질 것이고, 이는 당연히 구어 산출(구어적 말하기)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즉, ‘구어적 듣기’가 ‘구어적 말하기’를 가능하게 할 것이기에 구어

현숙, 2002.) 외 10여 종에 불과하다. 이 외의 자세한 정보는 졸고(2012ㅁ: 306)를 참고

할 수 있다.

3) 이에 대한 정보는 졸고(2012ㅁ: 306)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4) 본고의 논의 역시 ‘저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주변 사람들로부

터도 한국어를 제법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한국어는 왜 아직

도 한국인의 그것과 다른지, 왜 여전히 한국인들과 대화할 때 알아듣기 어려운 지 

궁금하다’는 학습자들의 불만 토로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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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을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담고 있는 듣기 교재는 ‘말하기를 위

한 입력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어적 

특성’을 잘 반영한 구어 문법 기반의 듣기 교재 개발을 위한 내용 구성과 

교재 개발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할 것이다.

Ⅱ. 한국어 듣기 교재가 지향해야 할 점들

구어 문법 기반의 듣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라는 본고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한국어

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도착점으로 ‘문화 간 의

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전제하고자 한다. 졸고(2012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의 목적은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즉 언

어 사용 능력의 제고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인간적 성숙과 자율적 

학습 능력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전제해야 한다. 둘째로는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네 개의 주요 기능 중 듣기 교육에 대한 연

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주장이 제

기되는데도 정작 수 천여 종의 교재 중 듣기 독립 교재가 별로 없다는 점

에서 그간의 듣기 교재 개발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듣기 교재 개

발에 대한 논의를 다른 각도에서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동적 

기능으로서의 듣기 교육이 아니라 의미의 구축이나 생성 등을 전제하는 

듣기의 적극적, 능동적 기능 함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구어 

산출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구어 문법 기반의 듣기 수용 능력의 신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듣기 교재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듣

기라는 기능이 구어를 매개로 하는 기능임에도 구어 문법 기반의 교재 개

발 등이 시도되지 않은 점을 반성하여 구어 문법 기반의 듣기 교재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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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어

의 특성을 살피고 구어 문법의 범주적 특징 및 성격을 제안할 것이다. 

1. 새로운 접근법으로서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기능 교육은 교수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졸고(2012

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근래의 한국어교육이 ‘의사소통적 접근법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을 수용하면서 언어 기반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의 목

표언어 및 목표 문화의 교수-학습에 치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부분적으로는 학습자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 모문화가 활용되기는 

했지만 동등한 지위에서의 각 학습자들의 다양한 모문화(母文化)들이 소

개되고 기반이 되어 소통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채 가치중립적

인 목표 문화가 주로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교재에도 반영되어 

국내에서 개발된 많은 한국어 교재들은 다양한 학습 목적을 지닌 다양한 

학습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범용적인 교재’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아무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죽은 교재’가 되어 버렸다.

외국어 교실은 개별 학습자들 각각의 개별 문화가 공존하고 동등한 지

위를 보장 받으며, 서로가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구어를 매개로 하는 듣기의 교수-학습은 단순히 어휘나 문법의 학습을 

주로 하여 ‘전달 내용’ 및 ‘전달 방식’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문화를 기반으로 하며, 구어 문법의 특성을 충분히 담은 다선적, 다층적 

구조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어 듣기 교재는 구어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이들 구어적 특성은 실제적 사용 환경을 전제할 

때 가장 적절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 사용 환경은 결국 교실 

안이든 밖이든 문화적 맥락이 전제되고 그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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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때 제공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CLT가 언어적 기반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었다면 앞으

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듣기 교재 개발을 위한 접근

법은 새로운 방법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한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5) 이제는 언어에만 국한된 교수가 아니라 ‘문화’도 다루어야 하는데 

다만 교수 대상으로서의 ‘일방향의 문화’가 아니라 상호간 의사소통을 전

제로 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 통합적 듣기, 구어 문법의 이해 기능으로서의 듣기

현재 대다수의 한국어 교육기관들은 네 가지 기능을 분리해서 교수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교재는 기능을 통합한 형태를 띤 것이 

많아 묘한 불일치를 보이면서 한국어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본고의 논점에서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

력의 신장을 위해서 기능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소략하여 언급하고 본격적으로 듣기 교재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다.6) 

5) 그간의 ‘언어적 기반의 의사소통능력(linguistic communicative competence)’ 언어사용

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명사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면 본고에서는 ‘문화 

간 의사소통’에 대하여 ‘Communicating across cultures’라는 동사적 의미로 전제하고

자 한다. 이는 표현 그대로 실제 소통 장면에서 서로의 문화가 동시적으로 전제되며 

배려되고 존중받으면서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원론적 개념이나 논의는 졸고(2012ㄱ,ㄷ) 또는 유수연(2008: 100), 이경우·김경희(2007: 

29-42), 권순희(2010: 38-3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6) 일견 상호모순처럼 보이는 진술이지만 본 논의에서 ‘듣기 교재의 개발’이라는 표현

의 사용은 교재 형태가 통합형이든 독립형이든 교재 개발 전반이 아닌 ‘지문 개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므로 모순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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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의 중요성은 Brook(1964)에서 듣기 활동이 말하기의 두 배, 읽기의 

네 배, 쓰기의 다섯 배에 달한다든지, 듣기 기능이 다른 기능으로의 전이 

능력이 가장 크다는 주장(Lundeteen, 1971), 어린이의 언어습득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활동이라든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곤란 현상을 

겪는 경우는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들을 수 없는 것(듣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Rivers(1973, 1981)의 언급 등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을 두어 듣기 수업의 목표는 시대적, 교수법의 변

천에 따라 같이 변해왔다. 전통적인 듣기 수업에서는 정보처리 이론을 따

라 소리의 식별, 단선적 이해 중심, 청취 내용의 언어적, 개념적 내용 확

인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으며, 청각 인상의 지속과 청해력을 배양하는, 

그래서 단기 기억된 사실의 재현과 반복, 지속된 내용의 적층적 이해를 

강조했다. 그러나 학습 동기화에 대한 고려, 청취 내용의 기계적 반복이 

가져오는 학습효과에 대한 의문, 상호작용적인 듣기의 모색, 일방적인 반

응(기계적인 반응)을 강조하는 경향에서의 탈피 필요성 대두 등이 등장하

면서 듣기 수업은 변화하게 된다. 즉, 현대의 듣기 수업은 학습자의 동기 

강화, 듣기 자료 구성에서의 잉여성 개념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 상황 제

시의 필요와 질문 대답을 통한 이해의 유도, 과제 중심의 목적성 있는 듣

기, 학습자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탐색과정 중시,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 및 대응 능력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듣기는 James Asher(1977)의 전신반응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TPR)에서 처음으로 언어 학습 및 교수의 주요 부분으로 조명을 받게 되

었다.7) 이후 침묵기(Silent Period) 개념의 도입, Stephen Krashen(1985)의 

이해 가능 입력(comprehensible input) 개념의 제안, 나아가 입력 정보를 체

화(intake)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등으로 발전하면서 듣기 과정에 관한 연

7) 권오량 외 번역(2008: 34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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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확대되었고, 듣기 연구는 활발해 졌다. 이 과정에서 맥락적 특징들

의 효과를 언급하는 연구라든지,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지식만

이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에서 듣기와 관련된 비언어적 요소 역시 초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듣기 수업과 관련된 관심사는 청자의 역할이나 태도,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실생활에서의 듣기, 듣기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활동유형 개발이나 수업 설계 원리, 듣기 교수(기)법, 교

재 개발 및 평가 등 다양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폭넓고 다양한 듣기 관련 연구 분야 중에서 듣기 

교재 개발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실제적 듣기’, 

‘교재’ 두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실제성’은 오히려 교재 개발의 

원리 중의 하나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재의 기능은 이미 알다시피 교수-학습의 내용을 결정해 주고, 자료

를 제공하며, 방법을 제시하고, 동기 유발, 평가 자료 제공 등으로 기술되

곤 했다. 일반적이고 당연한 기술이지만 본고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교수-

학습을 위한 자료 제공’이다. 듣기 교재가 독립적이든 통합적이든 교재가 

있다면 무엇이든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인데 어떤 ‘자료’를 

제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교재가 갖는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듣기용 지

문’일 것이고, 그 지문을 통해 지문 내에 제공되는 내용, 즉 정보적 지식

과 어휘, 문법 등 언어 구조적 지식 등이 주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문을 듣기 위해 필요한 듣기 기술 및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그간의 듣기 교재 및 듣기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주요 연구 대상이

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듣기 관련 연구 경향을 보면 수업 

방안이나 전략, 기능 통합 교육 및 매체 활용 등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교재, 듣기 자료 개발, 교재 분석 등 교육 자료 관

련 연구가 그 뒤를 잇고, 학습자의 학습 목적과 숙련도에 따른 연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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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듣기 교육에서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에 위의 내용들 외 ‘구어 

문법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현숙(2006) 이후 한국어교육에서는 꾸준히 구어, 구어 문법, 구어 문법 

능력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구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구어 문법

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교육되어야 하는지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없는 듯

하다.

본고를 통해 필자는 그 구어의 교육이 말하기의 표현적 기능을 교육하

는 장에서는 다루어질 수 없으며, 당연히 이해적 기능의 듣기에서 ‘입력’

으로 선 제시되고 적층되면서 이해 능력의 폭을 넓히고, 넓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적 능력으로 전이되게 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

는 것이다. 

3.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의 구분

우선 구어와 문어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그간의 대다

수의 교재, 심지어는 말하기-듣기와 관련된 논의에서조차 ‘구어’에 대해서

는 거의 다루지 않았거나 ‘문어’를 당연하게 전제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M.A.K. Halliday(1985), 노대규(1996)8) 등의 논의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9) 

8) 노대규(1996)에서는 구어와 문어의 어휘 의미론적, 문장 의미론적, 통어론적, 음운론

적인 특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물론 이들 외에도 이해영(2002), 문금현(2000), 

J.Richards(1983), P. Ur(1984), H.D. Brown(2001) 등의 논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더 이

상 상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9) 최연희(2000: 15-17)에서 제공된 것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여 제시한다. 구어는 비형식

적이며 구체적이며 주저함이 있고, 통사적 복잡성에서 보다 단순하며, 덜 구조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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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진(지는) 것은 쓸 수 있다. 문어는 사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문어의 체계 혹은 문법은 언중의 합의를 전제로 규범화되고 기술되고 교

육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의 제기는 첫 번째 전제에서 비롯된다. 문어가 

말로 표현된 것, 구어를 모두 다 일치시킬 수 있을까?

분명 아니다. 문어로는 억양, 악센트, 길이, 세기의 정도, 소리의 성질, 

휴지, 머뭇거림 등을, 더 나아가 A라는 사람이 하는 말과 B라는 사람이 

하는 말임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들을 표현할 수 없다.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우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문어에 반해 구어는 위에서 말한 대로 운율적 특징 및 다양한 소리의 

특징이나 성질 등을 구분해 주는 특징이 있다. 심지어는 비언어적인 요소

들도 발화/말하기에는 수반되는데 그런 장치들을 문어로는 표현할 수 없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해 문어가 이러한 구어적 특성들을 무

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어의 실현에 관련하는, 그러나 문어가 표현

하지 않는/못하는 구어의 독자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었고 편집되지 않은 언어, 문장은 비문법적이며 비완성적이다. 어휘적 복잡성이나 

밀집도(density)에서도 덜 밀집적이고, 어휘 자체는 비형식적 어휘 고빈도 어휘가 많

이 나타나며, 본질적으로 대화적이며 발화순서에 특징 지워 지며, 준비를 하지 않고 

즉시적이지만 예측 못할 정도는 아니다. 강세, 고저, 표정 및 제스처 등의 의미 전달

을 돕는 장치를 활용하며, 문맥 의존적이고 명시적인 청자의 존재 및 즉시적인 피드

백이 제공되고 예측된다. 반복과 잉여정보가 많으며 일시적이고, on-line 기반의 전

달과 산출 시간이 짧다는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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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언어적 비언어적

기술 

내용

한국어의 체계  

기술 내용

(문법 /음운  

특징)

한국어의 비체계  

기술 내용

(구어 실 에 

수반되는 소리  

몸짓 변이형들) 

개별  특징

(개인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그러나 조  

통제할 수 없는 특징)

학술  

명칭

운율 (Prosodic) 

특징

언어학 (Paralingu

istic) 특징

개별 지표  

특성(indexical feature)

주요 

유형들

문장 억양, 강세, 

장단, 연

/휴지 만들기 등11)

소리의 색깔, 빠르기, 

크기, 

얼굴 표정  몸짓 등 

소리 높낮이의 

범 (소 라노-베이스)

음향, 강도 등

<표 1> 구어의 독자적 특징10)

이들 특징들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어로는 표현될 수 없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운율적 특징의 경우 다른 용어로 

‘초분절음운(Suprasegmental)’이라 하는 것처럼 단선적(linear), 분절적

(segmental) 성향을 갖는 문어적 문법 개념에서는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

에 ‘벗어난’의 의미를 붙인 것이다. 

문어에서 구어적 특징을 표현하지 못하는 약점을 만회하려는 노력은 

10) M.A.K. Halliday(1985)에서 제시한 자료를 필자가 한국어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11) 이들 강세, 억양, 장단이라는 운소 중 ‘장단’의 경우는 현대 국어에서 크게 변별적이

지 않으므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중요한 교육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강세’ 역

시 의미의 변별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일반적 강세 유형, 예를 들어 2음절 단어의 

경우 첫음절이 주로 크고 강하게 발음된다든지, 3음절 이상의 경우 첫음절이 받침

이 없는 단모음일 경우 두 번째 음절이 크고 강하게 발음된다는 정도로 다루어지면 

충분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친구, 서점’등은 첫음절이 강하고 크게 발음되지만 

그 반대로 발음해도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대학교, 자동차, 기다리다, 고속도로’ 등

의 단어들은 두 번째 음절이 크고 강하게 발음된다. ‘억양’의 경우는 언어 일반적인 

특성, 판정 의문문은 문장 끝이 올라가는 상승조로, 명령문은 문장 끝이 급격히 떨

어지는 하강조로 발음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 강세나 억양 등은 의미 전달의 정

확성보다는 발화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초급단계부터 교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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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있었는데 ‘구두점’의 도입이 그것이다. 한국어의 경우도 구두

점의 사용 및 띄어쓰기 등은 20세기에 와서다. 영어의 경우 ‘형태소-낱말-

구-절-문장’의 구분을 갖는데 이들 경계를 구분하는 기능 및 마침표, 물

음표, 느낌표 등을 통해 문장의 기능을 표시할 수 있었으며, 따옴표의 도

입은 구어 표현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또 하나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구어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은 언어특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문어 문법을 기술함에 있어서

는 많은 언어들이 체계적인 공통점을 공유하는데, 구어의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M.A.K. Halliday(1985)에서도 예를 들어 지적한 바

와 같이 ‘강조’의 표현이 영어에서는 강세로 이루어지지만 한국어의 경우

는 강세보다는 보조사로 실현된다.12) 

I am supporting the opinion. vs. 나야말로 그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구어 문법에 대한 논의는 지현숙(2006)을 참조할 수 있다. 지현숙(2006: 

52-70)에서는 구어, 구어 문법, 구어 문법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우선 ‘구어(spoken language)’는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이자 주로 일상생활

에서 쓰이는 입말로,13) ‘구어 능력(spoken language ability)은 구어를 사용

하여 대화자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내기 위한 독립적이고 내재적인 

능력’으로 개념화했다. 그리고 ‘구어 문법 능력(spoken grammar ability)는 

‘구어 능력’에 도구성을 부여한, 즉 구어 능력을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능

12) M.A.K. Halliday(1985)에서는 영어는 강세로, 베트남어나 독일어는 첨사(particles)로 

표현된다고 예시되어 있지만 논의의 편이를 위해 한국어로 예시한 것이다. 물론 한

국어의 경우도 영어에서처럼 운율적인 요소들을 통해 강조 등의 표현이 가능할 수 

있다. 

13) 민현식(1993)에서는 구어체 구어, 문어체 구어, 구어체 문어, 문어체 문어로 구분한 

바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어체 구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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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발휘하게 하는 도구적 장치’로 정의

했다. 결국 본고에서 듣기 교재에 반영되어 입력이 되고 체화(intake)될 

대상으로서의 구어를 강조하는 것은, 실제적 사용 상황에서 자동화되어 

적절하게 구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해주는 구어 문법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Ⅲ. 구어 문법 기반 듣기 교재의 교육 내용

1. 듣기 교재의 기능과 특징

교재의 기능은 이미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 있듯이 다양하다. 교재

는 교수자 및 학습자와 더불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

히 교재는 교수-학습의 도구가 되며, 학습자와 교수자의 연결고리가 되

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재 안에는 교육과정의 설계 과정 전체에

서 보이는 주요 요소들-교육 목적과 목표, 그에 바탕을 둔 교육방법론과 

언어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교수요목의 설계를 통해 제공된 내

용항목들과 적절한 배열 등-이 담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현식(2000) 

등의 여러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14) 

듣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근래 듣기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소리를 듣고 식별하고 의미를 구축해서 이해하는 단선적 과정이 

14) 민현식(2000: 5)에서는 교재에 대해 ‘교육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행위로 

볼 때, 바로 이 ‘무엇’을 담고 있는 총체물’로 정의하고 있다. 서종학·이미향(2007: 

13-14)에서도 교재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 

교육내용을 교육철학과 함께 교사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물리적 실체로, 교육 정

책을 추구해 나가는 총체적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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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목적이 있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듣기는 또 다른 산

출적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하겠다.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으로 자신의 스키마를 활용해서 의미를 만들어 가며, 비언어적인 부분까

지도 활용하며 능동적인 청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듣기는 읽기와 

더불어 더 이상 수동적인 기능이 아니며 능동적인 기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듣기 교재, 듣기 과정에서 기대하는 

교수-학습 내용에 구어적 장치 및 표현들이 효율적으로 배열, 포함될 수 

있다면 듣기 교재의 기능은 좀 더 넓어 질 것이고 듣기 수업에서 다루고 

기대할 수 있는 학습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다. Brown & Yule(1983)에서 

‘친교적 이야기(interactional talk)’와 ‘정보교류적 이야기(transactional talk)’

라는 용어가 도입되고 이후 듣기, 혹은 말하기 기능 교육에서 이들의 구

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듣기나 읽기는 청자나 독자가 무엇을 듣게 될지, 무엇을 읽게 될지 전

혀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미리 들어 보는 연습을 할 수 없다. 물론 그렇

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숙련도에 도달할 때까지 순차적이고 적층적으로 

듣기 전략이나 듣기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그러나 말하기나 쓰기는 절대

적으로 화자나 저자의 몫이다. 미리 연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연습의 

‘대상’이 화자(저자)에 사전에 입력되지 않거나 학습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구어적 특성’에 노출되거나 심지어 학습되지 

않았다면 ‘실제성 있는 구어 사용’은 불가능하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듣기 교재의 기능의 하나로 ‘말하기를 위한 입력 제공자’

를 추가하고, 이를 위한 자료들을 항목화하고 선정하고 적절한 배열을 하

는 과정을 거쳐 교재 개발에 반영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국 본고가 제안하는 듣기 교재의 기능과 특징은 기존의 듣기 교재가 갖는 

기능과 특징에 더하여 구어적 특성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충분한 입력을 

제공하고 노출환경을 만들어 구어 담화의 이해와 구어 사용 능력을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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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 교육 대상이 될 만한 구어 문법의 내용들

구어 문법의 교수 대상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 노대규(1996: 39-339), 

지현숙(2006: 52-70)에서 제시한 구어의 음운론적인 특성, 어휘적, 통사적 

특성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내용 선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15) 

1) 음운론 인 특성과 내용들

음운론적으로 구어는 우선 운율적 요소들을 들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장단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악센트나 억양은 중요한 

요소이고 실제 구어 산출에서 적절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다. 그 외 중요한 특징이 생략 현상(Deletion)이다. 

단어 내부 생략은 의문사 ‘무엇’, ‘것’에서의 자음 생략, 그리고 모음 생략

은 소위 고모음축약이라 불리는 ‘마음-맘, 다음-담, 싸움-쌈, 내일-낼’ 등

을 들 수 있다. 음절의 생략은 ‘그런데-근데, 그러면-그럼’ 등을 들 수 있

다. 이처럼 문어적 표현에서는 축약이나 생략되지 않는 형태들이 구어에

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탈락한다. 나아가 ‘너를-널, 너는-넌’ 등에서의 조

사 ‘는,를’의 생략, ‘돈을 세어 보세요-돈을 세 보세요, 좀 떼어 줄래?-좀 

떼 줄래?’처럼 용언 어간의 끝음절이 ‘ㅔ/ㅐ’인 경우 어미 ‘-ㅓ’의 생략 등 

굉장히 다양한 축약/탈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한국어교육현장에서 다

룰 대상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겠지만 ‘꺼내다-끄내다, 예쁘다-이쁘다, 혜

택-헤택’와 같은 단어 차원에서의 음운 변동, ‘어디로-어디루, 나하고-나

하구, 하나도-하나두, 언제 가냐고-언제 가냐구, 밥 먹고-밥 먹구, 아무리 

15) 본문에 예시되는 많은 예들은 노대규(1996), 지현숙(2006)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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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도-좋아두, 가더라-가드라’와 같은 조사나 어미의 음운 변동 등이 대

상이 될 수는 있다. 이들 구어적 표현들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한국어 학습자들도 자주 노출될 수 있는 대상들이다. 사용이 아닌 이해의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겠지

만 굳이 사용을 자제시킬 것도 아닐 것이다.

2) 어휘  특성과 내용들

어휘 의미론적으로는 일단 각주6)에서도 짧게 언급했듯이 비형식적 어

휘, 고빈도 어휘가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땅값-토지 

가격, 책방-서점’ 등, 그리고 수사의 사용 ‘열다섯-십오’, ‘죽다-사망하다, 

많다-풍부하다’등의 용언, 구어에 많이 쓰이는 부사와 문어에 많이 쓰이

는 부사 구분, ‘랑-하고-과/와’와 같은 접속 조사의 사용, ‘-어서/니까;-(으)

므로’, ‘-려고;-고자’의 선택 사용의 정도를 언급할 수 있다. 그 외 실제적 

구어 실현에서 많이 나타나는 감탄사 혹은 소위 ‘보충어(filler)’류들의 사

용, 즉 ‘음, 저, 에, 있잖아, (제가)요 (어제)요, (그런데)말입니다’와 같은 표

현들, 축소사인 ‘요-이, 고-그’ 등의 표현, 욕설이나 은어, 유아어, 금기어, 

‘비냉, 물냉’과 같은 두 자짜리 축약어 등이 구어적 특징을 보이는 어휘적 

대상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는 아니어도 이해 및 사용을 전제할 수 있

는 내용은 분명 존재한다.

3) 통사 의미  특성과 내용들 

한국어는 문장을 통한 의미 표현에서 구어와 문어가 서로 다르다. 동일

한 의미를 구어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가능하지만 문어적 표현에서는 어

색한 경우가 많아 비유적 표현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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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가) 그 사람은 매사에 칼이야. ↔ 그 사람은 매사에 정확해.

(나) 언어학을 공부하려면 촘스키를 읽어야지. ↔ 언어학을 공부하려면 촘

스키가 쓴 책이나 논문을 읽어야지. 

 

또한 간접적, 직접적 표현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다) A. 어머니, 저 내일 친구들하고 등산을 다녀올게요.

B. 나는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간접 명령) / 너는 가지 마라.(직접 명령)

(라) A. 나 오늘 너네 집에 놀러가도 돼?

B. 나 지금 바쁜데. / 지금 오지 말고 나중에 와.

(마) A. 김 과장, 퇴근합시다.

B. 목이 좀 컬컬한데요. / 우리 한잔 합시다.

면대면 의사소통에서 구어는 문어와 반복적 표현도 다르다.

(바) 경치가 참 좋다, 좋아.

(사) 너, 너, 왜 그러니? 왜 그래?

이상과 같이 구어의 실현은 문어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위에서 예시

된 것들만 봐도 단순히 이해 차원에서의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용 

상황까지 전제해야 함이 분명하다. 이 경우 응집장치 등과 같은 면대면 

대화쌍으로 이루어진 담화적 특성에 대한 것들 역시 함께 다루어져야 한

다.16) 즉, 결국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구어 문법 교육’, 구어의 이해

16) 학술대회 발표 원고에서는 다루지 못했는데 ‘면대면 담화적 특징’을 본고에서는 추

가하였다. 지정 토론을 통해 소중한 도움 말씀을 해 주신 안경화 선생님께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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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용을 전제할 경우, 듣기 교재의 개발 단계에서 고려되고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당연히 이들 구어적 표현이나 특성들일 것이다. 

 

3. 구어 문법 기반 한국어 듣기 교재 개발을 위한 원리

구어 문법 기반의 듣기 교재 개발을 위한 원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로 제안될 수 있다. 물론 그간의 듣기 교재 개발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

들17)에서 제안된 원리들은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많은 원

리들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도 있다. 다만 구어 문법에 대한 고려가 그간

의 듣기 교재 개발 원리에서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구어 문법 관련 

원리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듣기 교재에 제공되는 텍스트는 맥락 의존 이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고맥락(high-context) 문화 사회’라고 한다. 즉, 어

떠한 말의 단어 뜻을 그대로 이해하기보다(화자가 명확히 말하는 것보다) 

그 문맥에 맞추어 청자가 스스로 알아서 (맥락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경우

를 말한다. 고맥락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이미 자

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

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말을 듣는 사람도 상대방의 말을 문자 그

대로 이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알아서 잘해라.”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알아서’ 정말 잘 해야 하는 것이고, 명절에 부모

님께서 “절대 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어도 절대(꼭) 명절에 집에 가야 

린다. 

17) 이미혜(2005: 200-201)에서는 듣기 자료 구성의 원칙을 세 가지(다양한 구어 유형 포

함, 실제적 자료 구성, 자료 유형에 맞는 과제 활동 제시)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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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눈치와 직관을 발휘하고 행간을 잘 읽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만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한 셈이다. 교재 안의 텍스트

(대화)는 상황 맥락과 사회 맥락 중심으로 대화 안에 정보를 많이 포함하

지 않더라도 그 상황(장소, 시간 등)과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대

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속담 및 비유적인 표현, 

한국 사회에서의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2) 듣기 교재에 제공되는 텍스트는 인간 계 이어야 한다.

‘인간관계적’인 텍스트는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집단과의 관계가 다

양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구어 특성이 반영되어

야 한다. 인간관계는 크게 아는 사이와 모르는 사이로 분류될 수 있다. 아

는 사이에서도 각별하고 가까운 사이, 가깝지는 않지만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있고, 모르는 사이도 처음 만나서 대화하고 점점 알아가는 사이와 

한 번만 만나게 되는 사이가 있을 것이다. 친숙한 관계부터 친숙하지 않

은 관계까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실제적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 

3) 듣기 교재에 제공되는 텍스트는 상호 문화 이어야 한다.

‘상호 문화적’이란 말은 ‘문화상호적’이란 말로 쓰일 수도 있다. 문화 사

이의 동등한 교류, 즉 둘 또는 그 이상의 문화들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주고받음을 의미한다. 타문화와 자신의 모국 문화 사이의 다름을 미리 알

고 상호교류를 통해 그 차이를 알고 확인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자료

를 중심으로 연습/훈련할 수 있도록 텍스트가 구성되어야 한다. 앞 각주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간 의사소통을 동사적으로 해석한 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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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써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게 

하고, 그래서 실제적 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서로를 존중하

고 배려하는 행위로 이해하고자 함이었다.18)

4) 듣기 교재에 제공되는 텍스트는 면 면 구어담화  특성이 반 되어야 한다.19)

교재에 제공되는 텍스트는 자연스러운 많은 요소들이 배제된 ‘모델적’ 

대화이긴 하지만, 일반 실제 상황에서의 대화와 거의 동일한 법칙과 기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면대면 구어담화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구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전

면에 드러내기보다 말의 말미에 가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귀납적인 

표현 방식을 선호한다고 본다면 그런 방식으로 자료가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축약, 탈락, 생략 등의 음운적 특성, 보충어의 사용,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문장, 말 겹치기(중간에 끼어들기, 말 끊기 포함), 침묵 등의 

구어 문법 현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A-B의 대화 순서가 지켜지지 않더라

도 상대자의 침묵이나 말 겹치기, 대화의 반복 등을 제공하면 실제성을 

지킬 수 있다. 

5) 듣기 교재에 제공되는 텍스트는 용성이 높아야 한다. 

18) 발표 때는 이 부분의 설명에 덧붙여 ‘언어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했었다. 정현숙

(2007: 201-202)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상대방 문화에 대한 무지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조선족 중국인한테 ‘한국과 중국이 축구하면 어느 팀을 응원해

요?’라는 질문이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임에

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라고 묻는 행위는 다분히 폭력적일 수 있다.

19) 졸고(2012ㄹ)에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한 ‘규범성’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자국인

을 대상으로 하는 규범인 만큼 동일하게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에도 적용해야 하는

지의 문제, 규범성 및 보수성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으면 구어적 특성을 실제적인 

현실 한국어를 교재에 보다 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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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내용과 정보의 사용 목적이 학습자의 생활에 적합하고, 교실 밖에

서의 생활에 전이될 수 있는 구어 자료가 되어야 한다. 자료가 적합해야 

학습자가 주의를 집중하여 듣게 된다. 실제성을 위해 배경에서 들리는 잡

음 등이 필요하며, 말하기 속도의 자연스러움, 억양 및 발음의 자연스러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과업 중심

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물론 구어 말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입력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도 적용성이 높아야 한다.

Ⅳ. 결론과 제언

본고는 구어 문법 기반의 한국어 듣기 교재의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

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유학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

가 증가하면서 한국어의 학습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고, 이는 한국어 교

육에서의 또 다른 진보를 요구하게 된다. 한동안 소외되었던 발음교육의 

문제라든지, 한국인과 같은 구어 구사 능력에 대한 관심이 그것의 시작일 

것이다. 

기존의 교재 개발이나 교실 구사 언어가 주로 ‘문어 문법’에 기반을 두

고 있었다면, 앞에서 언급한 발음 교육이나 한국인과 같은 구어 구사 능

력의 신장은 교실 수업에서, 또는 교재 개발의 근간이 ‘구어 문법 기반’이

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위한 제언의 성격이 강하며, 작게는 구

어를 매개로 하는 말하기와 듣기 수업에서의 변화를 위한 구어 문법 기반 

듣기 교재의 개발,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는 구어적 담화 교육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구어 듣기 입력의 역할로서의 듣기 교재, 이를 위한 구어 문법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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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제안했으며, 구어 기반의 듣기 교재 

개발을 위한 원리를 제안하였다. 아직 구어 문법 체계의 정립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수요목에 관한 논

의 역시 충분하지 않기에 원리의 제안 등이 논리적인 약점을 지닐 수 있

다. 하지만 논의의 시작점은 되리라 믿고 제안한 원리를 정리하여 결론으

로 삼고자 한다.

첫째, 듣기 교재에 제공되는 텍스트는 맥락 의존적이어야 한다.

둘째, 듣기 교재에 제공되는 텍스트는 인간 관계적이어야 한다.

셋째, 듣기 교재에 제공되는 텍스트는 상호 문화적이어야 한다.

넷째, 듣기 교재에 제공되는 텍스트는 면대면 구어담화적 특성이 반영

되어야 한다.

다섯째, 듣기 교재에 제공되는 텍스트는 적용성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결론에 덧붙여 다양해진 다수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생각하면서 

언어적 능력만이 아닌 학습자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

도록 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배양 역시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이 능력은 외국인 학습자만이 아닌 한국어 교수자를 포함한 한국인 

모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자 태도이며, 구체적 실천임은 당연하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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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어 문법 기반 한국어 듣기 교재의 지향성 논의 

최정순

본 논문은 이제까지의 한국어 교재가 문어 문법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과 

교실 언어 사용 역시 교재에 의해 문어 심 으로 진행되었다는 을 제로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어 장기 학습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간 소홀했던 발음 

교육의 요성이 강조되고, 구어 구사 능력의 신장에 한 요구가 실제 교육

장에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어를 기반으로 하는 말하기와 듣

기 교육에서, 만약 듣기 교재에 구어  특성이 충분히 반 되고 그래서 학습자

들에게 듣기 수업에서 구어가 충분히 입력되고 노출될 수 있으면 효율 인 구어 

구사 능력이 배양될 것이라 제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교재에 반 되어 

교수-학습되어야 할 구어 문법 항목들을 제시해 보고, 듣기 교재의 역할을 구어 

입력 제공자로 제하 다. 그 외에 ‘문화 간 의사소통’을 구체 이고 실제 으

로 실천하는 행 로서 정의하며 이를 교재의 개발 원리에 포함하 다. 구어 기

반 듣기 교재의 개발을 한 5개의 원리-맥락의존 , 인간 계 , 상호문화 , 

면 면 구어담화 , 높은 용성-를 제안하 다.

[주제어] 구어, 구어 문법, 듣기, 듣기 교재, 문화 간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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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iscussion for directions of a Korean Textbook 

for Listening skills based on the spoken grammar

Choe, Jeong-soon

This paper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Korean textbooks have always been 

developed around the grammar of the written language, as opposed to the spoken 

language, and that therefore the language used in the classroom is similarly 

centered around the forms of the written languag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extbooks. As the number of long-term learners of Korean increases, however, 

there is an increased need for improving pronunciation, as well as improving oral 

proficiency in general. This paper suggests that greater gains in oral proficiency 

will be achieved if the textbooks used in speaking/listening classes reflect 

features of the spoken language and provide learners with significant exposure to 

the spoken language. First, I list the grammar items of the spoken language that 

should appear in such a textbook. I includ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s a 

guiding principle for textbook development, and I conclude with the suggestion 

that textbooks be context-dependent, interactive, cross-cultural, 

face-to-face-discourse oriented, and that the content be applicable to real life.

[Key words] Spoken language, Spoken grammar, Listening, Textbook for listening 

skills, Inter-cultural communication(Communicating across Cult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