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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문법 교수요목의 분석
Ⅳ. 문법 교수요목 구성에 대한 제언

Ⅰ.  �

교육학에서 연구와 그 실현으로서의 현장은 밀접한 상호 작용의 관계
를 가진다. 연구 결과는 현장에 반영됨으로써 실용적 가치를 획득하며 현
장의 다양한 상황은 다시 연구에 수용되어 분석됨으로써 양자의 균형 있
는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재는 교수 현장의 직접 
교육 자료이므로 그동안 연구되었던 문법 교육 연구 결과들이 교재에 어
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문법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문법 교육과정 개선과 교육 자료 개발에 도움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한국어 문법의 교수학습 연구 ��매체와 
코퍼스 활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제14회 국제학술회의(2013. 10. 27.)에서 발
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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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에 나타난 문법 교수요목을 분
석하여 문법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교수요목 구성에서는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이 중심적인 부분인데 그 
결과는 교재에 구체화되어 드러난다.1) 최근에 한국어 교육기관들은 새로
운 교재를 개발하여 발행하고 있는데 새 교재에 드러난 문법 항목의 선정
과 배열을 분석하여 현장의 문법 교육 내용의 변화와 그 흐름을 살펴보고
자 한다.2) 한국어 교재의 문법에 대한 연구는 김제열(2001, 2004), 방성원

(2003), 민현식(2005, 2008, 2009), 윤지영(2006), 강현화(2007) 등에서 이루어
졌다. 이들은 교재의 문법 항목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문법 항목을 선정 
또는 위계화하기 위해 교재의 문법 항목을 검토하는 연구인데 모두 2007
년 이전에 간행된 교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본고는 최근 발행된 교
재에 드러난 문법 교수요목을 분석 대상으로 함으로써 교재의 문법 항목
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문법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본고
의 접근 방법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교재의 문법 교수요목을 문법 항목
의 선정 및 배열로 나누어 살펴본다. 4장에서는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법 교수요목 구성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1) 본고에서는 ‘문법 요소’와 ‘문법 항목’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국어 문법을 
구성하는 단위를 지칭할 때는 ‘문법 요소’, 한국어 교육 문법을 위해 제시되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단위에 대해서는 ‘문법 항목’을 사용한다.

2) 2007년～2012년에서 걸쳐 1급～6급이 완간된 다음 세 기관의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교재들은 의사소통적 접근법이 한국어 교육에 도입된 이래, 전통적인 형태 
중심 문법 교육보다 언어 사용에 중점을 둔 문법 교육을 지향하는 추세 속에서 나온 
가장 최근의 교육 자료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보문고, 2009～201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2009.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이화한국어� 1～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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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d���i�

1. ���EF��s4t�GH

문법 교육의 목표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수요목 분석의 틀로 삼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한국어 의사소
통 능력을 기르는 데 둔다면 문법 교육의 목표도 이러한 상위 목표와의 
연계 속에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법 교육의 최종 지향점도 
의사소통, 즉 한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려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점은 백봉자(2001), 성기철(2002), 정희정(2004), 국립국어원

(2005), 이미혜(2009)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법 교육이 의사소통 능력 신장
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문법 지식의 습득, 올바른 문장의 구성 능
력, 상황에 알맞은 문법 사용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문법 교육의 목표는 문법적 능력 및 담화적 능력을 갖추어 한국어 의사소
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문법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면 그에 따라 등급별 하위 목표가 정해지게 
된다. 숙달도별 목표나 교육 내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서는 각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관
별 교육과정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문서화되었으나 문법 
교육의 목표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희경 
외(2002)에 소개된 연세대 한국어학당의 문법 학습 목표를 한국어능력시
험(TOPIK)의 문법 평가기준과 비교한 결과를 약술하는 것으로 등급별 목
표 분석을 대신한다.3) 등급별 문법 목표 기술을 보면 초급이 주로 단문, 

3) 이희경 외(2002)의 등급별 목표와 TOPIK의 문법 평가기준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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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미를 활용한 기본적인 복문 구성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중
급은 더 복잡한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고급은 전문적이거나 문
어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에 따른다면 문법 항목은 초급에서 고급에 걸쳐 사용 빈도가 높은 표
현에서 낮은 표현으로, 문법적 난이도가 낮은 표현에서 높은 표현으로 배
열하게 된다. 

문법 항목의 이러한 배열은 교수요목의 바람직한 유형으로 제시되는 
나선형(김제열, 2004; 김재욱, 2009)이 아닌 선형 교수요목의 형식이다. 고

급 단계는 사용 빈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은 문법 요소를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저빈도는 문법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고급 단계의 문법 교육이 학습자의 문법 사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게 된다.  

방성원(2003: 146)에 따르면 고급 교재의 문법 요소가 실제 언어 현실에
서는 극히 일부분일 가능성이 크고, 빈도가 낮은 언어 요소의 수는 전체 
분포에서 매우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중급 교재에서보
다 고급 교재에서의 문법 항목 중복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문법 형태 중심의 목표 설정이 고급 단계에 이르
기까지 그 의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나선형 학습
은 교수법적인 측면에서 선수 학습 표현과의 비교, 확장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는데, 교수요목이 선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새로운 문법 항목의 
교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이러한 방식의 나선형 학습도 필수가 아
니라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교수요목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등급별 지향점을 달리하면서 
나선형 구조화함으로써 학습자가 문법적 능력과 함께 담화적 능력을 갖

은규(2012) 참조.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을 개발한 김중섭 외(2010)는 7등급 
체계로 설정되어 등급별 비교가 어려우므로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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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중급

→
고급

기초 문법 확장 문법 종합 문법

형태/구조 중심 항목 문법 항목의 다양화 문법 체계
담화 기능 표현

추게 해야 한다. 고경태(2008)은 초급에는 종합적 관점의 문법(의사소통적 
의미나 기능 단위로 재기술)이 필요하고 고급에는 분석적 관점의 문법(형

태의 분석, 문법적 의미 이해) 체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재욱

(2009)에서도 초급 단계에서는 문법 형태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고급 단계로 갈수록 문법 체계 습득을 목표로 
하여 복합 구성 표현, 유사 문법 표현 차이 구별 등이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방성원(2003)에서도 고급은 개별 형태 중심보다 의미 
및 문법 범주, 담화 기능 중심으로 문법 내용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
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문법 교육은 <표 1>과 같이 등급별 목
표와 내용 구성을 달리 함으로써 단계별 문법 교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
야 한다.

<  1>    

초중급 단계에서는 문법 형태 중심의 학습이 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표 1>과 같이 초급은 기초 문법 학습 
단계로서 형태 중심의 기초 문법 항목을 학습한다. 중급은 확장 문법 학
습 단계로서 초급에서 학습한 문법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구조를 학습
한다. 한송화(2005)에서 제시했듯이 중급은 초급 문법의 반복 학습 및 기
능적 확장, 동일 기능의 다양한 표현 사용 등이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고급은 종합 문법 학습 단계로서 문법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내용 학습이 
추가되어야 한다. 방성원(2003)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사 문법에 대한 비교 
대조, 문법 체계 이해를 통한 절차적 지식 습득 등의 내용 구성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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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급별로 새로운 문법 항목의 순차적 제시라는 단선적 설계를 벗어나 
선수 학습 구조를 복습하고 확장, 심화하는 나선형 구조로 교수요목이 구
성된다면 교육과정, 교재, 교수 학습 및 평가 등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
과가 클 것이다.

2. EF������ut�-v

한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는 국어 문법과의 관계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까지 국어 문법과 한국어 교육 문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국어 문법과 한국어 교육 문법이 동
일한 내용 분류와 체계를 보이는 규범 문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체계상
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논의(성기철,  2002; 민현식, 2003; 김일병, 2005)와 
교육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모국어로서의 문법 교육을 위한 체계와는 
다른 한국어 교육 문법의 독자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김제열, 2001; 

백봉자, 2001; 김재욱, 2003; 이미혜, 2005; 박동호, 2007; 방성원, 2010)이 그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교수법이나 교육과정 구성상의 구별이 필요
함을 인정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국어 문법의 연구 성과를 출발점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의 특성에 따른 언어 정보 선정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두 입장은 체계를 중시하는가, 교육적 구성을 중시하는가
에 따른 관점의 차이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문법은 국어 문법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학습자 대상이 다름을 고려한 교육적 재구성(교육

의 내용과 방법)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문법 교수요목의 내용으로서의 문법 단위는 한국어 교재에 단원별 학
습용 문법 항목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미혜(2002)의 용어를 빌리자
면 문법 항목, 단순 결합 항목, 표현 항목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문법 항목
과 단순 결합 항목이 단일 형태소 또는 형태소 간의 결합 형식이라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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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항목은 조사, 어미, 어휘 형태소들이 관습적인 공기 관계를 이루는 어
휘구에 해당하며 이는 형태소 단위를 넘어서되 문장보다는 작은 단위에 
해당한다.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범주화 
하는 것이 유용하다. 기존 연구에 나타난 문법 체계 또는 문법 요소의 분
류는 김제열(2001), 이미혜(2002), 방성원(2003), 국립국어원(2005), 한송화

(2006), 강현화(2007, 2012)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미혜(2002), 국립국어원

(2005), 강현화(2007)이 형태적 특성을 중심으로 문법 항목에 접근하고 있
다면 김제열(2001), 방성원(2003), 한송화(2006)은 기능이나 의미 중심으로 
문법 항목을 분류하는 입장이다. 

강현화(2007, 2012)는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을 단일 어휘항목과 복합 
어휘항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복합 어휘 항목의 세부 범주는 용어만 다를 
뿐 이미혜(2002)의 분류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문법 항목의 결
합 형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문법 항목의 구성을 살펴보는 데는 용이하
나 개별 문법 항목이 문법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계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 국립국어원(2005)는 ‘양태 표현’을 문법 요소에 포함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 학교 문법의 체계에 근거하고 있다.4) 

한편 김제열(2001)에서는 국어 문법 범주의 용어 및 개념을 수용한 기
능 범주, 사물과 현상에 대한 한국어 화자의 의미 인식 범주에 해당하는 
의미 범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한국어 문법 항목 중 표현 항목
들을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법 형태
의 기능과 의미 구분이 명료하지 않은 점이 있다. 김제열(2004)에서는 중
급의 교수요목을 구성하면서 하위 범주를 더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런데 등급을 달리 하면서 범주가 달라지므로 체계적이지 못한 점, 기능 
범주의 하위 범주들이 적절히 계열화되지 못한 점, 의미 범주에서 양태 

4) 국립국어원(2005)와 학교 문법 체계와의 비교는 최은규(2005) 참조.



280   �������	32


문장 문법 요소 어휘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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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다른 문법 요소와 같은 위계에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이 눈에 띈
다. 

한송화(2006)에서는 문법 구조가 어떤 의미와 기능을 지니는가에 따라 
문법을 기술하려는 기능 문법의 관점에서 한국어 문법 체계화를 시도하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법 체계는 형식 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의
미한 문법 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아직은 시론
적인 단계이므로 앞으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법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형식 문법적 관점과 기능 문법적 관점의 장점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체
계에 따라 문법 항목을 분류하기로 한다.

<  2>    5)

이 체계의 기본 틀은 국립국어원(2005)를 바탕으로 하되 형태소 단위와 
어휘구로 구성된 문법 항목을 한 체계 내에서 아우르기 위해 김제열
(2001)과 같이 국어 문법적 개념을 살리면서 교육적 유용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 범주명을 사용하였다(종결형, 연결형 등).  문장 범주에는 단

5) 어휘 범주의 ‘용언’은 문장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이 분류 체계에서의 ‘용언’은 
문장 범주의 다른 하위 범주들처럼 단문 구성이나 문장의 확대에 관여하는 문법 요
소가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만을 다루는 항목이므로 ‘어휘’ 범주에 포
함한다.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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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 문법 요소, 문장의 확대에 관여하는 문법 요
소를 포함하였다. 문법 요소에는 기존 문법 요소 외에 양태 표현을 포함
하고 그 의미와 기능에 따라 하위 분류(추측, 소망, 판단, 행동 지시, 의도/

의지, 능력)를 하였다. 어휘 범주에는 문법 항목 중 내용 어휘 항목에 속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이들은 어휘 영역에서 다룰 만한 항목으로 보
이기도 하나 단순한 제시만으로는 사용 능력으로까지 연결되기 어려운 
항목(단위 명사, 용언의 불규칙 활용 등)도 있어서 전통적으로 교재의 문
법 영역에서 다루어 온 범주들이다. 담화 범주에는 접속어와 담화 표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어 교육 문법 연구가 담화 영역 분야에서 심
화되어 항목들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문법 항목들은 체계에 대한 고려가 없이 개별 문법 항목 중심
으로 교재에 고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김제열, 2004; 한송화, 2005). 그러

므로 문법 교수요목 개발 단계에서 문법 항목들 간의 유기적 관계와 체계
화를 밑바탕으로 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교재에서도 드러날 수 있
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화와 그에 따른 문법 항목 목록의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문법 항목의 선정과 교육적 배열, 체계상의 빈칸 확
인 등에 유용할 것이다.6) 

3. ���ws��c"�e�xy

교육적 효용성 측면에서 한국어에 출현하는 모든 문법 요소를 문법 항
목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교육용 문법 항목은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전제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적정한 분량을 

6) 김중섭 외(2011)의 문법 항목의 등급별 목록도 ‘조사, 선어말어미, 연결, 전성, 종결, 

부사, 표현, 불규칙 활용’으로 범주를 구분하고 표현 항목을 모두 ‘표현’으로 분류하
고 있으나 의미나 기능을 고려한 위계화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82   �������	32


선정하고 교육 목적에 따라 배열하는 작업을 전제로 한다.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서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유정(1998)은 사용 빈도, 

난이도,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의 기대 문법, 이해영(2003)은 빈도, 분포 범
위, 학습의 용이성, 학습자의 필요도, 안주호(2004)는 사용 빈도, 활용도, 

문법적 제약, 중심적 의미, 문법적 기능을 하는 통합체 제시, 문어와 구어
의 적절한 비율, 강현화(2012)는 빈도, 복잡도, 난이도, 활용성, 교수 학습
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사용 빈도, 난이도, 활용도, 교수 
학습의 용이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사용 빈도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해당 문법 항목을 언어생활에서 얼
마나 많이 사용하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고급보다는 초급 교수요목에 
제시된 항목들의 사용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민현식(2009)에서는 연
결어미 ‘-러’의 말뭉치 빈도는 높지 않으나 교재에서 목적 설명 대화가 일
찍 등장하기 때문에 초급 초기에 선정되는 예를 볼 때, 위계화는 담화 주
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교수요목 구
성에서 빈도는 배열의 주요 기준일 수는 있으나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는 없다.

난이도는 개별 문법 요소가 가지는 형태적 통사적 제약, 의미적 화용적 
특성 등의 복잡성으로 문법 내적 논리와 관계가 있다. 이유의 연결형인 ‘-
니까’는 단일 형태소 구성으로 후행절 연결에 큰 제약이 없으나 ‘-는 바람
에’는 의존명사 결합형으로 형태적으로 복잡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주로 
쓰인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어 각각 초급과 중급으로 등급화 된다. 

활용도는 강현화(2012)에서 정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문형
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문법 사용 능력에 해당하는 개념이
므로 그보다는 일반화 가능성으로 보고자 한다. 학습 효과가 커서 다른 
요소의 학습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문법 항목이 활용도가 높다.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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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높은 문법’(안주호, 2004), ‘가장 무표적이고 학습 시 파급 효과가 
큰 문법’(김유정, 1998)이 활용도가 높은 문법으로 선정될 수 있다. 안주호

(2004)의 예를 들면 명사형 어미 ‘-음’과 ‘-기’ 중에 ‘-기’는 내포문 구성에 
활발히 쓰이며 ‘-기 때문에, -기 전에’처럼 문법 항목을 구성하는 생산성
이 있으므로 ‘-음’보다 활용도가 높은 문법 요소이다.

교수 학습의 용이성은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교육적 효용성을 고려하
는 개념이다.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은 교수요목의 다른 내용 범주들, 

즉 주제나 과제,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학습의 용이성을 고려
한 문법 항목 제시도 교수요목 상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의지의 양태 
표현인 ‘-겠-’과 ‘-을 거예요’는 1급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적으
로 오류 문장이 많은 ‘-겠-’(*어머니가 집에 가겠어요.)을 2급에 제시하기
도 한다. 

문법 요소의 사용 빈도, 난이도, 활용도는 언어적 기준이고 교수 학습
의 용이성은 교육적 기준에 해당한다. 교재를 구성할 때는 언어적 기준과 
함께 교육적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최근 한국어 교재들은 의사소통적 접
근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교수요목 구성 시에 주제나 기능을 먼저 선정
하고 그에 따라 문법 요소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수 학습된 문법 항
목을 기반으로 할 때 차시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언어
적 기준에 따른 항목의 배열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Ⅲ. C��$3�
����

1. ���w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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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법 항목의 수와 복도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① 1급～6급까지의 교재 구성표상에 제시된 모든 문법 항목을 입력한다.

②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 문법 항목이 교재 간, 또는 교재 내에서 둘 
이상의 이형태로 제시된 경우 한 항목으로 입력한다.

③ 음운론적 이형태는 대표형으로 제시한다. 

④ 입력된 문법 항목의 기능과 의미에 따라 2.2.에서 전술한 분류 체계(문

장, 문법 요소, 어휘, 담화)로 구분하고 하위 범주로 나눈다.

⑤ 단위명사, 담화표지 등과 같이 실제 교수 항목은 다수이더라도 교재 구
성표를 기준으로 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하나로 처리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된 문법 항목의 총계는 554개이다. 이 중 세 
교재에 모두 선정된 항목은 136개(25%), 두 교재 이상에 선정된 항목은 
278개(50%)이며 나머지 절반은  한 교재에만 출현한다(연세대 160개, 이화

여대 55개, 고려대 61개).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 중복도가 낮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방성원, 2003; 이해영, 2003; 강현화, 2012)을 이와 같은 숫자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중복도가 낮다는 것은 한국어 교육과정이 
통일된 문법 항목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상이한 교
수요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교재별, 등급별 문법 항목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괄호 안의 수
는 이미혜(2002)에서 제시한 각 기관의 이전 1급～4급 교재의 문법항목의 
수로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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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1급 53(76) 76(82) 74(60)

2급 61(98) 84(75) 78(66)

3급 59(76) 84(81) 64(63)

4급 48(75) 80(79) 29(30)

5급 23 47 30

6급 18 40 30

총계 262 411 305

<  3>    

이를 보면 기관별로 새 교재의 문법 항목 수는 이전 교재와 비교해 각
각 증감을 보인다. 그런데 고급 단계에서 항목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세 
교재가 모두 공통적이다. 이것은 고급 단계의 단원 수가 줄거나 단원 당 
목표 문법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1급～4급 각 15단원, 5～6급 
각 10단원, 이화여대는 1급～3급 각 15단원, 4급～6급 각 10단원으로 구성
되어 있어 고급 단계의 단원 수가 초중급에 비해 5단원씩 적다. 목표 문
법 항목의 수는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단원 당 2개～5개, 연세대는 4개～8

개이다. 고려대는 5급～6급은 단원 당 보통 2개이고, 연세대는 4개이다.7) 

각 기관의 교재가 고급 단계에서 문법 항목을 줄이는 것은 교수요목의 선
형 구성으로 인해 고급에서 빈도수가 낮고 따라서 실용성도 낮을 항목의 
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총 항목 수는 기관별로 최소 45개에서 최대 151개까지 차이가 난다. 각 
기관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등 교육과정의 상이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
도 등급 구분(6단계), 수업 시수(단계별 200시간)가 동일한 프로그램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 교육의 다양성 측면보다 교육과정의 이

7) 한 단원의 분량은 교재마다 다르며 수업 시 소요 시간도 상이하다. 한 단원 당 보통 
고려대는 10시간, 연세대는 10～15시간, 이화여대는 8시간～1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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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으로 인한 비체계성을 드러낸다. 한국어 교육 문법의 표준화가 과제
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중섭 외(2011)에서는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이하 표준모형)을 설계하
면서 등급별 문법 항목 수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초급인 1급
과 2급이 각 50개, 중급인 3급과 4급이 각 75개, 고급인 5급과 6급이 각 
100개, 최상급인 7급이 178개, 총 628개로 되어 있다. 

표준모형에서 제시한 문법 항목 수는 <표 3>의 기관별 교재의 문법 항
목 수와 차이를 보이는데 초급과 고급이 특히 그러하다. 초급은 모두 100
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세 기관의 항목 수보다 적다. 표준모형은 7등
급제로 초급이 6등급제의 초급보다 약간 낮은 숙달도로 설정되었고, ‘다

의 항목(조사 ‘으로’, 선어말어미 ‘-겠-’ 등)의 다의성 판단 근거가 명확하
지 않아 구분하지 않았다(강현화, 2012)’는 이유 등으로 항목 수가 적어진 
근거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표준모형의 항목에 
근거해 초급 교수요목을 설계한다면 학습용 문법 항목이 부족하다는 현
실에 당면하게 된다.

고급의 경우는 <표 3>보다 많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표 3>에서는 
최소 41개, 최대 87개의 항목이 고급에 선정되어 있는데 반해 표준모형에
서는 최상급까지 포함하면 무려 378개에 달한다.8) 2.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고급 단계는 새로운 문법 항목의 추가보다 문법 체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이러한 항목 수는 조정이 필요하다.9) 표

8) 표준모형의 5급이 TOPIK의 4.5급 정도에 해당됨을 고려한다고 해도 많은 편이다.

9) 김중섭 외(2011)에서 고급과 최상급에 선정된 항목을 일별해 보면 ‘-거들랑’(고급), ‘-

는다디(의문)(최상급), ‘-자니깐’(최상급) 등과 같이 구어성이 강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화자 개인의 선호도, 성별 특성을 드러내는 항목이어서 교육과정이
나 교재 개발 시의 문법 항목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는 중이다’(고급, 

E204), ‘-던’(고급, Y209/K309), ‘-을 모양이다’(고급, Y305/E214), ‘-는 덕분에’(최상급, 

Y210/E207) ‘-은 물론’(최상급, Y310) 등은 고급이나 최상급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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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범주 총계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문장

조사11) 62 37 47 38

종결형 22 20 33 20

명사형 2 2 1

관형사형 6 4 5 5

부사형 1 1 1 1

연결형 205 88 160 120

명사절 내포형 17 5 9 8

관형사절 내포형 18 5 15 8

인용절 내포형 31 14 21 10

문법 요소

시간 표현 23 12 18 14

높임 표현 23 4 1 3

부정 표현 19 10 16 6

사동 표현 2 2 2 2

피동 표현 3 2 3 3

양태 표현 83 42 58 48

어휘
용언 14 6 11 9

부사 3 3 1

준모형은 “구체적인 학습자 집단이나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기보
다는 ‘원형적(proto-type)’ 모형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선정과 위
계화가 이루어진 문법 목록은 구체적인 학습자 집단을 고려한 교육과정
에서 ‘적용적’으로”(강현화, 2012) 이용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용을 염두에 둔 원형 목록 구축이므로 더욱 교육 현장의 수요를 
감안하는 적절한 항목 설정이 요구된다. 

교재의 전체 문법 항목을 범주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0)

<  4>    

나 괄호에 함께 병기한 것처럼(Y는 연세대 교재, E는 이화여대 교재, K는 고려대 교
재. 따라서 E204는 이화여대 교재 2급 4과에 나오는 항목임을 의미함.) 한국어 교재
에서는 2급이나 3급에 선정된 항목이다. 연구자의 경험적 직관으로도 이 항목들은 
고급 단계의 문법 항목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법 항목 위계화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목록의 정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지면의 제약으로 상세한 범주별 분류 결과는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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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표현 1 1 1

의문사 1 1

부정대명사 2 2 1 2

수량 표현 8 2 1 6

접사 2 1 2

담화
접속어 2 2

담화 표지 1 1

그런데 각 범주 구분이 배타적이지 않아 두 범주에 모두 속하는 항목
의 분류 기준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상대 높임법의 화계는 문말
에서 실현되므로 종결형 범주와 높임 표현 범주에 모두 속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재에서 학습자에게 해당 항목의 어떤 기능을 교수하려는 목
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어요, -습니다’는 
종결형으로, 하오체, 하게체, 해체, 해라체 등은 높임 표현으로 분류하였
다. 또한 어휘 범주와 담화 범주의 하위 구분은 잠정적이다. 어휘 범주에
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포함한 내용 어휘 항목이 속해 있다. 교재에서 
문법 요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항목 중 내용 어휘를 모두 어휘 범주에 포
함하고 있으므로 범주의 위계가 다르다는 문제점(용언, 부사, 지시 표현)

이 있다. 이는 내용 어휘의 문법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
다. 담화 범주에는 접속어와 담화 표지가 속해 있으나 담화 문법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 담화 기능 표현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표 4>를 보면 가장 많은 항목이 포함된 범주는 연결형(205개)이며 그 
다음이 양태 표현(83개), 내포형(66개), 조사(62개), 종결형(39개)12)의 순으
로 나타난다. 이들은 한국어의 기본 문장을 구성하거나 단문을 복문으로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문법 요소들로 교재의 문법 항목들이 문장 구성
이라는 문법적 능력 학습에 필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11) 조사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조사 결합형을 포함한 수이다.

12) 종결형은 높임 표현으로 분류된 상대 높임법 어미를 포함한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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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Y106 E108 　 초급

한테 　 E108 　 중급

에게서 Y108 E113 　 초급

에다가 Y208 　 　 초급

한테서 　 E113 　 중급

으로(변화) Y205 　 　K410 초급

으로 하다(선택) Y203 　 　 초급

보여준다. 

2) 문법 항목의 범

문법 항목의 선정 범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동일 범주에 속하는 
항목 중 교재별로 선정 결과가 다른 항목, 다의 항목, 어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동일 범주에 속하는 항목 중에서 교재에 따라 문법 항목으로 다
루어지기도 하고 다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

사와 용언의 경우를 실례로 살펴본다. 격조사 항목은 ‘이/가, 을/를, 에, 에

서, 에게, 에게서, 에다가, 한테, 한테서, 으로, 으로써, 보다, 만큼, 처럼, 의’

가 나타난다. 이 중 세 교재에 모두 나타나는 조사는 ‘이/가, 을/를, 에(위

치, 방향, 시간), 에서, 으로(방향, 수단), 으로써, 보다, 만큼, 처럼, 의’이다. 

그런데 다음 <표 10>과 같이 격조사 중에서 항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
우도 있다. 비교를 위하여 표준모형의 등급을 함께 제시한다.

<  5>     

여격의 ‘에게’는 두 교재에서, ‘한테’는 한 교재에서만 출현하고 있으며 
전혀 다루지 않는 교재도 있다. 그러나 ‘에게, 한테’는 한국어 문장을 구성
하는 기본적인 조사이며, 특히 ‘한테’는 ‘에게’에 비해 구어체에서 사용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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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Y102 E106 　 초급

만 Y108 E107 　 초급

이나(수량) Y205 E209 　 초급

부터 Y202 　 　 초급

은/는(대조) 　 E107 　 초급

마다 　 E208 K208 초급

이라든가 Y303 　 K508 중급

이며 Y404 　 　 중급

대로 Y408 　 　 중급

이나마 　 E507 　 중급

치고 　 E403 K402 중급

따라 Y407 　 　 고급

이라야 Y410 　 　 고급

이야말로 　 E507 K501

까지 　 　 K315 고급

마저 　 　 K413 고급

도가 높은 항목이므로 문법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표 5>와 
같이 표준모형에서는 ‘에게’와 ‘한테’를 각각 초급과 중급으로 선정했으나 
구어에서의 사용 빈도는 ‘한테’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 ‘에게’에 비해 
‘한테’가 문법적 난이도가 있는 항목도 아니므로 1급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조사는 ‘은/는, 도, 만, 이나, 이든지, 밖에, 이라든가, 이라도, 이며, 따

라, 대로, 이라야, 마다, 치고, 이야말로, 이나마, 까지 은커녕, 마저, 부터, 

이란, 만’이 나타난다. 세 교재에 모두 나오는 항목은 ‘은/는, 이나(선택, 제

안), 이든지, 밖에, 이라도, 은커녕’이며 다음 <표 6>은 두 교재 이하에 출
현하는 항목이다. 

<  6>     

‘은/는(대조)’은 ‘은/는(주제)’과 구별하지 않기도 하고 ‘부터’는 다의 항
목으로 다루지 않기도 한다. 이를 제외하면 초급의 경우 ‘도, 만, 이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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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불규칙 Y105 E110 K108 초급

ㄷ 불규칙 Y107 E111 　 초급

ㄹ 탈락 Y104 E107 K207 초급

르 불규칙 Y107 E207 　 초급

ㅅ 불규칙 Y208 E203 　 초급

ㅡ 탈락 　 E106 K209 초급

ㅎ 불규칙 Y106 E208 K306 초급

다’가 남는데 특히 ‘도, 만’은 초급에 기본적인 조사 항목으로 선정될 필요
가 있다. 중고급에서도 보조사의 추가 학습은 필요한데 <표 6>에 드러나
는 것처럼 항목 선정이나 등급 설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조사 중 
어떤 항목이 문법 항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는 실증적인 자료를 바
탕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용언의 활용과 관련되어 문법 항목으로 선정된 것은 ‘ㅂ불규칙, ㄷ불규

칙, ㄹ 탈락, 르 불규칙, ㅅ 불규칙, ㅡ 탈락, ㅎ 불규칙’으로 다음 <표 7>
과 같이 나타난다.13) 

<  7>   

표준모형에서는 이들을 모두 초급으로 등급을 정하였으나 교재에서는 
<표 7>과 같이 1급～3급에 걸쳐 배치하고 있다. 7개의 항목이 모두 항목
으로 선정된 교재는 이화여대 교재뿐이며 연세대 교재에서는 ‘ㅡ탈락’, 고

려대 교재에서는 ‘ㄷ불규칙, 르불규칙, ㅅ불규칙’이 제외되어 있다. ‘ㅡ’로 
된 용언의 어간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하는 ‘ㅡ탈락’은 그 규
칙성으로 인해 용언의 활용 항목에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이 교재의 어휘 

13) 연세대 교재에서는 용언의 활용 항목을 ‘ㅂ 동사, ㄷ 동사, ㅎ 동사’ 등과 같이 제시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로 판단되지만 통상적인 문법 용어가 
아니라서 이질적인 데다가 ‘ㅎ 불규칙’의 대상은 형용사이므로 정확한 명칭도 아니
다. 고려대 교재에서는 ‘ㄹ 불규칙, ㅡ 불규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용어의 정확한 사
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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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학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활용 항목에 
비해 학습 효용성이나 문법 난이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안 보이는 ‘ㄷ불
규칙, 르불규칙, ㅅ불규칙’이 선정되지 않은 것은 교수요목 구성의 누락으
로 보인다. 범주별 문법 항목의 목록이 준비되고 이를 기반으로 등급별 
교수요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의 항목의 선정 범위가 교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사전
상 다의어로 처리된 경우와 다의어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전자의 경우는 조사 ‘으로’, 후자의 경우는 조사 ‘부터’와 연결어미 ‘-는
데’의 예를 들어본다. ‘으로’는 사전에 12개의 의미로 등재되어 있는데 교
재에서는 ‘방향(Y107, E104, K105), 수단(Y107, Y205, E111) 선택(Y203), 재

료(K302), 변화의 결과(K410)’14)와 같이 1급～4급에 걸쳐 학습되고 교재에 
따라 각각 두 항목, 또는 세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사전상 다의어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다의 항목으로 제시하는 경우
는 ‘부터’가 있다. ‘부터’는 사전상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
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풀이되어 있으며 다의어가 아니다. 그런

데 ‘부터～까지’(Y105, E105)와 ‘부터’(너부터 먼저 먹어라.)(Y202)로 나누어 
다의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그런데 ‘대조(Y109, E209, K208), -는데+의문형(Y201), 도입(Y202), 상황 제
시(Y203, E209, K211)’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15) ‘-는데’는 사전에

14) 교재의 예문을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무실로 갑니다.(Y107)

다음 정류장에서 272번 버스로 갈아타세요.(Y205)

우리 반 대표는 야마다 씨로 하겠습니다.(Y203)

불고기는 소고기로 만들어요?(K302)

결혼 준비 기간이 평균 석 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K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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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사16) 수량 표현 Y106 E108 　

숫자 수량 표현 　 E102 　

날짜 수량 표현 　 E103 　

수 관형사(개수) 수량 표현 　 E105 　

수 관형사(시간) 수량 표현 　 E105 　

수 관형사(나이) 수량 표현 　 E107 　

어치 수량 표현 　 　 K204

짜리 수량 표현 　 　 K204

다만 부사 　 　 K501

설마17) 부사 Y407　 　 K501

제발 부사 　 　 K501

서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 문장에서 사용 범위가 넓고 문맥
에 따라 의미가 다르므로 항목을 나누어 교수하는 것이 학습의 효용성이 
높고 학습자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대조‘를 제외한 다른 
용법은 모두 ‘상황 제시’에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 항목에 대
한 미세한 의미 구분이 한 등급에서 모두 제시된다면 학습자는 이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받아들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교재에서 다의 항
목으로 제시된 문법 항목의 현황이 조사되어 다의성 판단 기준에 따라 제
시 범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휘 범주에 포함된 항목 중 어떤 항목을 문법 항목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술한 용언의 활용 항목을 제외하면 어
휘 범주에는 <표 8>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  8>   

15) 연세대 교재를 중심으로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야구를 좋아합니다.(대조 Y109)
   저는 여름을 좋아하는데 미선 씨는 어느 계절을 좋아해요?(-는데+의문형 Y201)
   이분은 우리 선생님인데 아주 친절한 분이에요.(도입 Y202)
   할 일이 많은데 좀 도와주세요. (상황 제시 Y203, E209, K211)
16) ‘권, 자루, 벌, 병, 켤레, 잔’(Y106), ‘원, 명, 마리, 개’(E108) 등이 제시된다.

17) 연세대 교재는 ‘설마 N은 아니겠지요’ 형태로 제시하여 통사적 제약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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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아무데도 부정대명사 Y208 E213 K214

아무나/아무데나 부정대명사 　 E211 K304

있다/없다 용언 Y102 　 　

에 달려있다18) 용언 Y405 E602

이나 다름없다 용언 Y401 E601

-는 게 틀림없다 용언 Y406

단일 어휘 항목이거나 자주 쓰이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형(아무도, 아무

나)이 어휘 범주에 속한다. 이들은 문법 요소가 아니라 어휘 영역에 속하
지만 한국어 교재에서 전통적으로 문법 범주에서 제시하고 용법을 다루
어 온 유형들이다. 

1급 초반부에서는 보통 수량 표현 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교
재에 따라 이들을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도 있다. 수량 표현 중 단위명사는 의존명사로서 선행하는 수 관형사와의 
결합 제약(고유어, 한자어)이 있어 일반 어휘에 비해 문법 항목으로의 선
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 외의 수량 표현은 내용 어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다만, 설마, 제발’ 등은 문장 제약이 있는 부사이기는 하나 제약이 있는 
언어 요소를 모두 문법 항목으로 선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별도의 어휘 
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져도 충분하다고 본다. ‘아무도, 아무나’ 등은 부정
대명사가 특정 조사와 결합하는 형식이며 부정문과 결합하는 문장 제약
도 수반하므로 문법 항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에 달려있다, 이나 다
름없다, -는 게 틀림없다’는 특정 조사와의 결합 형태로 한정하여 용언을 
제시한 경우인데 다른 조사와의 결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휘 영역에
서 다루어도 학습에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어휘 범주 중 
용언의 활용과 함께 단위명사, 부정대명사를 문법 항목으로 선정할 수 있

18) 이화여대 교재는 ‘-느냐에 달려있다’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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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3) 문법 항목의 형태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가진 문법 항목들이 여러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항목 중 무엇을 선정하여 대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이미혜(2002)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넓고 필수적인 것을 선택하
고, 유추가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요소는 제외하며 해당 항목
의 문법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법 형태 제시는 문법적 제
약과 의미 기능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지만 교수요목의 항목으
로 나타나야 하므로 경제적인 형태로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으로써’(K510)와 ‘-음으로써’(Y510, E503)19), ‘은커녕’(K408)과 ‘-기는커
녕’(Y503, E409, K408) 등이 예가 된다. 문법적 제약을 보여주면서 경제성
을 고려한다면 ‘으로써, 은커녕’을 대표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선수 학습된 여러 문법 요소의 결합형을 새로운 항목으로 제시하
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 말고’(Y208), ‘-는 게 아니라’(E201), ‘-지

마’(Y204), ‘-지 않고서는’(Y508)은 부정 표현에 연결어미나 종결어미가 결
합된 형태이다. 종결어미 ‘-으리라’(E510, K508)와 관련되어 ‘-으리라 생각
하던/이야기하던/말하던’(Y509), ‘-으리라고는’(K608), ‘-으리라는’(Y603) 등 
관형절 구성으로 제시되는 항목들도 있다. 또한 ‘-을 때 -어야 -지’(Y502), 

‘-어서야 어디 -겠어요?’(Y403), ‘-었으면 -고 얼마나 좋았겠어요’(Y403), 

‘이라도 -을까 보다’(Y510)와 같이 여러 형태들이 연결된 항목도 출현한
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문법 항목이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형태를 통제하

19) 교재에서는 제시 형태에 상관없이 명사, 명사형 결합 예문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역사 속에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있다.(E503)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E503)



296   �������	32


게 되면 통사적 구성이 제한되어 항목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낮은 활용도를 가진 항목은 교육적 유용성도 적으므로 이러한 문법 
항목의 제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ws��xy

1) 문법 항목의 등 별 계화

세 기관의 교재에 모두 선정된 문법 요소는 총 136개이고 두 교재 이상에 
선정된 문법 요소는 총 278개이다. 그런데 이들의 등급별 위계화는 일치하
지 않는다. 136개 중 초중고급의 배치가 일치하는 항목은 총 110개(초급 82
개, 중급 19개, 고급 9개), 1급～6급까지의 배치가 일치하는 항목은 총 61개(1

급 35개, 2급 13개, 3급 8개, 4급 1개, 5급 1개, 6급 3개)이다. 또한 두 교재 
이상에 제시된 항목 278개 중에 초중고급의 배치가 일치하는 항목은 총 199
개(초급 113개, 중급 54개, 고급 32개), 1급～6급까지의 배치가 일치하는 항
목은 총 139개(1급 49개, 2급 32개, 3급 26개, 4급 11개, 5급 9개, 6급 12개)이다. 

이를 보면 중복 항목들은 6등급 간 일치도는 낮은 편이나 3등급(초중고

급) 간 일치도는 높은 편이다. 실제로 두 교재 이상 출현 항목 278개 중 
두 등급 이상 위계가 달리 나타나는 23개 항목을 제외하면 등급 차이는 
모두 한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재의 문법 항목 중복도가 낮지만 중
복 항목에 대한 등급 인식은 교재 간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초급 단계일수록 등급 배치가 일치하는 비율이 높고 중고급 
단계로 갈수록 일치도가 낮아진다. 한 교재에만 출현하는 276개의 항목 
중 초급 항목은 69개, 중급은 129개, 고급은 78개20)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20) 고급 문법 항목 수가 초중급의 절반 이하임을 고려하면 많은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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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든가21) 보조사 Y303 　 K508 중급

-음 명사형 　 E211 K405 초급

-는 데(에) 관형절 내포형 Y601 　 K410

-을 것 관형절 내포형 　 E210 K405 최상급

-을 정도 관형절 내포형 　 E506 K304

-건 -건 연결형 Y404 E610 　 고급

-고도 연결형 Y307 　 K610 중급

교재별 개별 문법 항목으로 인해 중고급에서의 문법 항목 일치도가 낮아
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초급 문법 항목 선정은 중복도의 비율도 상대
적으로 높고 등급 일치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교재들 사이에서 합치
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고급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것은 중고급 문법 
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문법 교육이 개별 문법 형태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초급에서 고급까지 문법의 빈도나 난이도
에 따른 단선적 배열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초급에서는 사용 빈도나 
활용도가 높은 항목들이 주로 제시되었을 것이나 고급으로 갈수록 빈도
가 낮으면서 활용도도 낮은 수많은 문법 요소 중 무엇을 목표 문법으로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교재마다 다른 것이다. 그러나 2.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문법 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법적 능력과 담화적 능력 습득에 두고 그에 따라 등급별 목표와 내용 
구성(초급: 기초 문법, 중급: 확장 문법, 고급: 종합 문법)을 달리 한다면 
이와 같은 난맥상을 개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두 교재 이상 출현 항목 278개 중 동일한 문법 항목이 두 등급 
이상의 위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총 23개이다. 등급 배정을 확인하
기 위해 표준모형의 등급을 함께 제시하였다.21)

<  9>       2     

21) 고려대 교재에는 ‘A라든가 B 같은 C’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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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네 하다 연결형 Y407 E605 　

-는 대로 연결형 Y207 E210 K415 중급

-는 둥 마는 둥(하다) 연결형 Y609 E607 K404 최상급

-는 반면(에) 연결형 Y607 E305 　 중급

-다가도 연결형 Y310 E509 K501 중급

-도록(목적) 연결형 Y401 E206 　
중급

-도록(결과) 연결형 Y409 E408 K610

-으려면 연결형 Y205 E206 K412 고급

-은 끝에 연결형 Y603 E404 　

-은 채(로) 연결형 Y603 E314 K312 고급

-을수록 연결형 Y501 E213 K309 고급

-을 게 아니라 연결형
Y402

Y509 
E201 　

 -지 못하다 부정 표현 Y110 　 K304 초급

ㅎ불규칙 용언 Y106 E208 K306 초급

에 달려있다22) 용언 Y405 E602 　

이나 다름없다 용언 Y401 E601 　

이를 보면 23개의 항목 중 중급과 고급에 걸쳐 있는 항목이 14개, 초급

과 중급에 걸쳐 있는 항목이 7개, 초중고급에 걸쳐 있는 항목이 2개이다. 

등급 위계가 다른 항목들도 역시 중고급 위계에 대한 판단에서 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급별 위계화는 문법 항목 자체의 난이도나 교육과정 내용과의 관련
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므로 등급 판정 자체에 대해 간단히 단정 지을 
수 없다. 세 등급 차이가 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도(Y307, 

K610), -는 반면에(Y607, E305) -을수록(Y501, E213, K309), -을 게 아니라
(Y402, Y509, E201)’로 모두 복문 구성에 관여하는 연결형이다. 연구자의 
교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 항목 중 ‘-을 게 아니라’는 ‘-고도, -

는 반면에, -을수록’에 비해 문법적 복잡도가 덜하고 빈도가 높은 항목에 
속한다. ‘-을 게 아니라’는 연대 교재에는 4급과 5급에 걸쳐 제시되고 있

22) 이대 교재에는 ‘-느냐에 달려있다’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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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급에서는 ‘앞의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뒤의 행동 선택을 제안하거나 
뒤의 행동 선택이 더 낫다는 후회, 원망의 표현’으로, 5급에서는 ‘앞의 내
용을 부정하면서 뒤의 내용을 제시하거나 강조할 때 쓰는 표현’으로 나누
어 설명하고 있다.23) 그러나 이 항목은 부정 표현 ‘이/가 아니다’에 연결
어미 ‘-라’가 결합한 형태로 부정 표현의 학습 후에 제시한다면 어렵지 않
게 유추가 가능한 항목이다. 사용 맥락이나 의미를 한정하면서 다의 항목
으로 제시할 필요까지 없을 것이며, 고급보다는 초급 항목으로 등급화 하
는 것이 낫다. 

표준모형에서는 ‘-고도, -는 반면에’는 중급, ‘-을수록’은 고급으로 등급
화 했으나 ‘-을수록’이 ‘-고도, -는 반면에’에 비해 문법적 난이도가 더 높
은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표 9>에 나타난 각 교재의 
서로 다른 등급화를 통해서 확인된다. 또한 국립국어원(2002)의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 의하면 ‘-을수록(278)’과 ‘-고도(207)’의 사용 빈도가 거
의 비슷하고 연결어미 120개 중 빈도 순위가 각각 50위, 55위로 나타난
다.24) 이를 보아도 ‘-을수록’의 등급화가 달라야 할 타당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 세 표현은 초급의 기본적 연결어미보다는 좀 더 세밀한 의미
를 나타내지만 문법적 제약을 달리 수반하지 않으므로 모두 중급 항목으
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법 항목의 범주별 계화

문법 항목 범주에 따른 위계화와 유의 항목의 위계화로 나누어 살펴보

23) 예문은 다음과 같다. 

    수업 시간에 들을 게 아니라 이치로 씨를 빌려주려고 가져온 거예요.<E201>

    전화로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세요.<Y402>

    무조건 참기만 할 게 아니라 가끔은 화를 내기도 해야 정신 건강에 좋다.<Y509>

24) 안주호(2004: 277)에 제시된 자료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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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Y101 E102 K201 초급

-지 않다 Y104 E108 K209 초급

-지 말다 Y107 　 K115 초급

못 Y110 E114 K112 초급

-지 못하다 Y110 　 K304 초급

안 　 E106 K104 초급

기로 한다. 전자의 경우는 부정 표현과 종결형, 후자의 경우는 이유의 연
결형을 중심으로 보겠다. 다음은 부정 구문을 구성하는 부정 표현 항목이
다. 비교를 위하여 표준모형의 등급을 함께 제시하였다.

<  10>    

표준모형에서는 부정 표현을 모두 초급으로 선정하였으며 연세대와 이
대 교재도 모두 1급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고려대에서는 1급～3급에 걸쳐 
나타난다. ‘안’과 ‘-지 않다’의 등급을 달리 한 것은 동일 의미 기능 항목으
로 인한 학습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고려로 보인다. 그러나 명사 서술
어 문장이 1급 초반에서 학습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 표현인 ‘이 아니다’

가 2급에 나온다거나, ‘-지 못하다’가 3급에 제시되어 3급에 이르러서야 
부정 표현 학습이 완료되는 위계화는 교육과정의 내용적 관련성이 개재
되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종결형은 상대높임법의 종결형을 포함해 39개가 출현한다. 이 중 등급
이 동일한 항목은 1급의 ‘입니까, 입니다, -습니까?, -습니다, -읍시다, -으

십시오, -으세요, -어요, -지요?, 2급의 ‘-어, -자, -니, -어라, -이야, -는다, 

-나요?’ 5급의 ‘-으오’이다. 선행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었던 것은 1급
의 서술형 종결어미 제시 순서이다. 명사 서술문과 동사 서술문의 제시 
순서, 격식체와 비격식체 종결어미의 제시 순서가 그것이다. 김유정(1998), 

김제열(2001)에서는 명사 서술문이 동사 서술문 교육보다 앞서야 한다고 
하였으나 안주호(2004)에서는 실제 발화에서 명사문의 사용 빈도가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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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는 점에서 명사 서술어의 선수 학습에 이견을 제기한다. ‘-습니

다’와 ‘-어요’의 배열에 대해서는 김유정(1998)은 ‘-어요’ 형이 사회적 기능
면에서 비격식적 부분을 담당하므로 격식적 부분을 담당하는 ‘-습니다’보

다 먼저 학습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김제열(2001)은 한국어 학습 초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언어의 사회적 기능보다 언어 구조 자체를 보여주
는 것이어야 하고 학습의 용이성도 고려하면 교체형 학습 부담이 적고 용
언의 활용 연습에 용이한 ‘-습니다’를 먼저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교재에 나타난 ‘이에요, 입니다, -습니다, -아요/어요’의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연세대: 입니다(Y101)> -습니다(Y101)> -아요/어요(Y105) 

이  대: 입니다(E102)> -습니다(E103)> -아요/어요(E105)

고려대: 이에요(K101)> -어요(K102)> -습니다(K114)

세 교재는 모두 명사 서술문을 먼저 제시하고 동사 서술문을 나중에 
제시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경우는 연세
대와 이대 교재가 격식체를 먼저 제시하고 있고, 고려대는 비격식체를 먼
저 제시한 후 격식체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어미의 제시 순서
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해당 기관의 교육
과정 설계에 반영되는 교육적 관점을 잘 드러내는 것라고 본다. 격식체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교수요목 구성상에서 학습의 용이성을 더 중시하
는 태도라면 비격식체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는 구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
은 형태에 대한 학습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기대 문법을 배려하
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높임법의 종결형은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는 1급에서 제시되고 해체
(-아/어)와 해라체(-자, -니?, -아라/어라, -는다)는 2급에서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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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Y107 E110 K108 초급

-으니까 Y107 E205 K204 초급

-기 때문에 Y201 E203 K202 초급

때문에 　 E203 K214

-어서 그런지 Y209 E207 K307

-을까 봐 Y307 E301 K209

-느라고 Y309 E313 K312 중급

-기에 Y403 E308 　 중급

으로 인해 Y405 E408 K311

-는 바람에 Y408 E307 K311 중급

-길래 Y503 E410 K403 고급

-는 만큼 Y508 E603 K503 중급

-는 탓에 Y605 E405 K510

-으므로 　 E501 K502 중급

제시되고 있다. 하오체와 하게체는 교재에 따라 제시 여부가 다르다. 연

세대는 이희경 외(2002)에서 제시한 교육목표에서도 하오체, 하게체의 이
해와 일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화계에 대해 세 교재 중 가장 다양하
게 다루고 있는 편이다. 하오체 중 ‘-으오’(평서형)는 세 교재에서 모두 5
급에 제시되고 있으며다른 하오체 어미(-소(Y501), -구려(Y501)), 하게체 
어미(-게(Y501, K603), -네(Y501), -나?(Y501) -세(Y501)) 등도 출현하고 있
다. 방성원(2003: 154)는 고급 단계에서의 하오체, 하게체 학습을 단순히 
이해 문법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한국어 상대높임법 체계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다음은 유의 항목의 등급별 위계화를 살펴보기 위해 연결형 범주 중 
이유의 의미로 사용되는 항목들을 보기로 한다. 위계화의 비교를 위해 22
개의 항목 중 두 교재 이상에 출현한 항목만을 <표 11>에 제시한다. 

<  11>    

이 중 ‘때문에, -기에, -으므로’만 두 교재에 출현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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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 교재에 출현한다. ‘때문에’는 ‘-기 때문에’와 구분해서 제시하기도 
하고(E203, K202, K214) 한 항목으로 다루기도 한다(Y201). ‘-기에’는 유사
한 형태인 ‘-길래’와 구별하여 제시하기도 하고(Y403, Y503, E308, E410) 

구어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은 ‘-길래’만이 제시되기도 한다(K403). 문어 
문법 형태인 ‘-으므로’는  두 교재에서만 나온다. 

<표 11>을 보면 한 등급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항목 제시 
순서에 따라 등급별 위계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어서, -으

니까, -기 때문에, 때문에’는 공통적으로 초급에 제시되어 있다. ‘-어서’와 
‘-으니까’는 보통 1급 교재에 함께 제시되어 왔으나 학습자의 오류를 줄이
기 위해 최근에는 ‘-어서’를 1급에, ‘-으니까’를 2급에 제시하는 경향이 있
다. ‘-느라고’는 문법 제약이 많아서 학습자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형태인
데 3급의 항목으로 거의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중급 이후로는 
의존명사 결합형으로 추가적 의미가 더해지거나 문어적 형태로 사용되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다.

Ⅳ. C��$3�
���.��!��B

이상의 문법 교수요목 분석 결과를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문법항목의 선정과 관련한 논의이다.

① 한 교재에만 제시되는 문법 항목이 50%에 이를 정도로 문법 항목의 
중복도가 낮으며 이는 중고급으로 갈수록 더욱 낮아진다. 

② 교재별로 제시된 문법 항목 수의 차이가 큰데 수업 시수, 등급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면 교육 문법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문

법 항목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문법 요소(어휘 항목으로 처리해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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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선수 학습 항목에 따라 유추가 가능한 것 등)를 제외하고 정리하는 작
업이 요구된다. 표준모형의 문법 항목 내용이나 수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
가 이루어져야 표준적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범주별 항목 선정 범위가 다르고 기본적인 문법 요소가 결여된 경
우도 나타난다. 교수요목을 구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범주별 문법 항목 목
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다의 항목의 선정 범위가 서로 다르다. 다의성 판단 기준과 함께 교
육용 문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다루는 것이 유용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
야 한다. 

⑤ 어휘 항목은 문법 항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내용 어휘 
항목에서 다루어도 되는 경우로 구분을 해야 한다. 

⑥ 동일한 문법 항목이 여러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 문법적 제약과 경
제성을 고려하여 대표 형태를 선정해야 한다.

⑦ 여러 문법 형태가 연결되어 과도하게 통제된 문법 항목은 학습의 
효용성 측면에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

둘째, 문법 항목 위계화와 관련한 논의이다.

① 두 교재 이상 중복도를 보이는 문법 항목 등급은 교재별로 한 등급 
정도 차이를 보인다. 공통 문법항목에 대한 등급 인식이 같은 것으로 보
이며 등급 위계화 작업은 이러한 항목들을 출발점으로 할 수 있을 것이
다.

② 초급 문법 항목은 중복도나 등급 일치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중
고급 단계로 갈수록 중복도나 일치도가 낮아진다. 이것은 중고급 문법 교
육에 대해서도 초급과 동일하게 형태 중심의 단선적 배열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중고급 문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③ 문법 항목의 등급별 위계화나 범주별 위계화는 문법 항목의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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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나 난이도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내용 범주와의 관련성, 교재가 취하
고 있는 교육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법 교수요목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을 몇 
가지 추가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 및 등급별 목표에 따라 문법항목 선정 
및 배열 원리가 정해지고 문법 교수요목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때 등급별 
목표는 초급에서는 형태와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 문법, 중급에서는 
문법 항목이 다양화를 기반으로 한 확장 문법, 고급에서는 문법 체계 및 
담화 기능 학습을 중시하는 종합 문법으로 설정하여 한국어 문법 교육이 
구조 중심에서 체계화 지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교육 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문법 항목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문법 요소의 범주별 체계적 제시, 필수 항목의 누락 
방지 등이 가능하며 체계와의 연계 속에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어 문법 체계의 교육적 재구성에 대한 연구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나선형 교수요목 설계가 교수요목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어 문법의 선형 교수요목(김제열, 2004; 김재

욱, 2009) 구성은 본고의 검토에서도 확인되었다. 나선형 교육을 수업에서
의 교수법적 처리에만 맡기지 않고 교수요목에도 반영하여 체계적, 반복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학습자들의 문법 오류를 감소시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수요목에 유사 문법에 대한 비
교 대조, 문법 범주별 종합 정리 등을 포함하여 문법 학습을 통합시키고 
새 문법 항목으로 확장시키는 등의 나선형 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문법 교육의 목표를 문장 구성 능력뿐만 아니라 담화 구성 능력 
습득에까지 이르도록 하려면 담화기능을 수반하는 문법 표현에 대한 연



306   �������	32


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급에서 빈도가 낮은 문법 항목을 교육
하는 것보다 적절한 담화 기능 표현들이 제시될 수 있다면 유용성이 더 
클 것이다. 일부 교재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다양한 
담화 상황에 대한 분석과 담화 기능 표현 추출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 교육용 항목으로 선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법 항목의 선정과 위계화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다양한 담화 상황에
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담화 코퍼스 분석(사용 빈도, 분포, 의

미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교육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적용될 때 
문법 교육 내용 구성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고,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최근에 발행된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에 나타난 문법 항목의 
선정과 위계화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법 교수요목의 개선 방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
다 보니 항목의 선정이나 위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에 한계
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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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규

본고의 목 은 한국어 교육기 의 교재에 나타난 문법 교수요목을 분석하여 

문법 교육의 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먼  선행 연구

를 문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육 문법의 체계와 유형, 문법 항목의 선정  

계화로 나 어 살펴보고 분석의 틀을 마련하 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재의 문

법 교수요목을 분석한 결과, 문법 항목의 선정과 련하여, 교재 간 문법 항목 

복도가 낮으며 기본 문법 요소가 결여된 경우도 있어 교육 문법 표 화가 

실함을 확인하 다. 한 문법 항목의 계화와 련하여,  문법 항목에 비

해 고  단계로 갈수록 문법의 복도나 등 별 일치도가 낮아져 고  문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으로는 첫째, 한국어 문법 교

육의 목표  등 별 목표에 따른 문법 항목 선정  계화 원리가 정해지고, 

둘째, 한국어 교육 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문법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셋

째, 나선형 교수요목 설계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넷째, 담화 기능을 수반

하는 문법 표 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문법 항목의 선정과 

계화의 객 성을 확보하기 한 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 다.

[주제어] 문법 교수요목, 교육 문법, 문법  항목의 선정, 문법 항목의 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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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un-kyu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look into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grammar education with the analysis of grammar syllabuses in the 

Korean textbooks and establish a plan for its improvement.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in the aspect of the Selection of Grammar Items, there 

were not many grammar items shared between the textbooks, some of them 

lacking in the basic grammar element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lso 

showed that, in the aspect of the Grading of Grammar Items, the tendency of 

grammar item sharing and grade compliance between the textbooks was 

lower in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level grammar items than the 

beginning-level grammar item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we need to establish the principles of the selection and grading of 

grammar items Second, we need to select Korean grammar items based on 

the educational grammar system. Third, we need to do researches on how to 

design the helically-structured syllabuses. Fourth, we need to do researches 

on the grammatical expressions that involve conversations. Finally, we need 

to do fundamental researches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selection and 

grading of grammar items.

[Key words] Grammar Syllabuses, Educational Grammar, Selection of 

Grammar Items, Grading of Grammar It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