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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형태 초점 교육(focus on 

form)’의 필요성이 주창되면서 이를 위한 문법교육의 실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민현식, 2008; 강현화, 2012; 구본관, 2012 

등). 담화 문법 연구는 문법이 일정한 형태와 의미로 작용하되 특정

한 사회적 담화의 사용 맥락 안에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

다. 따라서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에 기반한 문법교육은 형태(form)-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으

며,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8회 국제학술 회(2016.10.22.)에서 발표한 연구 내

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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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meaning)-사용(use)의 3차원적 담화 문법 중심 교육을 강조하

고 있으며(Larsen-Freeman, 2004),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구 방법

으로 담화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박은정, 2006; 이숙, 2008; 윤

현애, 2011 등). 

‘담화’는 완결성을 지닌 문(文) 이상의 단위이자, 인간 생활에서 담당

해야 할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로서의 언어이다(Beaugrande 

& Dressler, 1981; Stubbs, 1983; Schffrin, 1994; Celce-Murcia & 

Olshtain, 2000)1). 담화 분석을 통해 밝혀진 문법의 역동적인 화행 의미

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행적 지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 한국어교육 연구에서는 드라마, 영화 등의 준구

어와 실제 사용된 구어나 문어 담화 분석을 토 로 담화 표지어 또는 

담화 응결 장치의 기능적 특성을 분석해 왔다(안주호, 1992, 2009; 안경

화, 2001; 심란희, 2011 등). 회상법, 경어법, 추측표현, 피동 표현, 부정 

표현을 상으로 하거나,  ‘-길래’, ‘-은데’와 같은 연결 어미, ‘-(으)ㄹ

래’, ‘-(으)ㄹ게’와 같은 종결 어미를 상으로 담화 의미 기능을 밝히기

도 하였다(진정란, 2005; 허경행, 2011; 박나리, 2013 등)2).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담화 문법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 데 

여전히 많은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첫째, 담화 문법의 체계와 기능 

표현들이 신뢰성 있는 자료로 축적, 정립되지 못 하여 문법교육 내

용을 구성할 때 문법 형태와 의사소통 기능의 연결을 유의미하게 

1) 전자는 구조론적인 견지에서 ‘담화’를 정의한 것이며, 후자는 브라운과 율로 표되

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담화’를 정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를 수용하되, ‘언어 형식을 만들어 음성이나 문자로 표현하는 행위’(이용주, 1993: 57)

로서의 담화 의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담화는 구어와 문어 모두를 포

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며, 텍스트는 언어 형식이 실체화된 결과물을 가리키는 용어

로 사용한다. 

2) 한국어교육에서 담화 문법 연구의 동향은 김호정(2015)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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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방성원, 2003: 152). 둘째, 교재 속의 화가 

문법 사용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등장인물들의 관계, 언어 

사용 맥락을 적절하게 구성하지 못 하고 있다. 예컨 , 등장인물들

의 관계가 반말이나 존댓말을 쓰는 수평적 관계만으로 제시되고 있

어 교재를 통해 경어법 사용의 다양한 맥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

도하기가 어렵다(김정남, 2008: 6). 셋째, 학습자가 한국어 교재나 교

실 수업을 통해 유사 문형 표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장 용

례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배운 문형 

지식(이론)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문

장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적절

한 문형이 제시되지 못 하고 있다(이윤진, 2009: 154).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는 모두 담화 문법 중심 교육의 어려움

을 방증한다. 현실적으로 담화 맥락 내 문법 형태, 의미, 사용의 관

계를 밝혀주는 담화 문법 연구가 부족하여 형태-의미-기능 3차원의 

담화 문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되고, 문법 설명을 위한 언

어 입력 자료로서 화, 문장 용례의 부적절성, 실제성(authenticity)

이 결여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언어 사용 

맥락과 사용 언어 표현의 실제성이 담보된 교육 내용과 입력 자료

가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적 담화 상황 및 유형을 경험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맥락 안에서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표현이 교수학습되어

야 학습자들이 상황 맥락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담화를 생산해 낼 

수 있다(한송화, 2003; 김지혜, 2011 등). Larsen-Freeman(2004)에서 

형태-의미-사용 차원의 담화 문법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이를 위한 담화 차원의 문법 분석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이와 동일한 문제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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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담화 문법 중심 교육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

환으로 예보 담화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 의미와 기능을 밝히고, 그 

결과를 토 로 예보 담화의 교육적 수용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예측하기와 보도하기의 혼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기

예보 담화를 분석하되, 담화의 유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기능언

어학 이론 가운데 ‘상호적 메타기능(Interpersonal Metafunction)’ 분

석 방법을 적용하여 담화 분석을 실시한다3). 

일기예보는 일상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는 날씨, 계절을 다루고 

있는 전형적 예보 담화 중 하나로서 한국어교수학습의 초급～중급 

단계에서 거의 모든 교재들이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 때문

에 그간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어휘 교육 차원이나(김호정, 2000; 백

승희, 2008), 문화교육 차원에서(박건숙, 2007) 일기예보 담화 분석

을 시도한 바 있다. ‘주-사건 시간 미래 텍스트’ 유형으로 일기예보 

텍스트 3편을 다루면서 ‘-었-(총 2회 출현)’, ‘-겠-’(총 35회 출현)의 

기능을 밝히거나(김민영, 2012), KBS 9시 뉴스 일기예보 분석을 토

로 문법, 어휘, 문화 교육 방안을 도출한 경우(이 규, 2012)도 있

다. 그러나 한국어문법교육 관점에서 일기예보 담화를 구현해 내는 

텍스트화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旣) 개발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교육

용 일기예보 텍스트의 기능별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 이어 TV 매

체를 통해 방송된 일기예보 담화의 상호적 메타기능을 분석하고, 교

육용 자료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 특징, 기능과의 비교․ 조 분석을 

통하여(실제성·타당성 측면에서) 문법교육용 텍스트화 방향을 제언

할 것이다.  

3) 담화 분석 방법으로서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의 이론적 근거와 의의, 그 하위 분석 

방법으로서 상호적 메타기능 분석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Ⅱ장 2절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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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상, 목적/방법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최종 연구 목적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분석) 상 연구(분석) 목적/방법 최종 연구 목적

•교육용 
예보 

텍스트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 개작된 

일기예보 텍스트

▫텍스트 유형별 특성 
분석

⇨

일기예보 담화의 

문법교육용 텍스
트화 방향 탐색

◦ 자료 텍스트로서 
일기예보

▫상호적 메타기능 
분석(담화 기능, 맥락에 
따른 문법 특징 분석)

⇒ 실제성, 타당성 
측면에서 비교· 조

•실제 
일기예보 

담화

◊TV 일기예보 
텍스트

<그림 1> 연구 대상, 방법 및 목적

Ⅱ. 교육용 텍스트 유형과 담화 분석

 

1. 교육용 텍스트 기능과 유형

텍스트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분류 기준은 텍스트 ‘기능’이다(이성만 역, 1994: 123; 이성

영, 2006: 289).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를 구성하는 텍스트도 

주로 그 기능에 따라 하위 구분된다. 텍스트 기능은 교재에서 다루

고 있는 교과목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이로 인해 

교재를 구성하는 하위 텍스트의 유형도 달라진다. 

신형욱(2011: 140-142)은 교재 내 텍스트를 교수학습 활동을 지시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메타 텍스트’와 교수학습의 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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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텍스트’로 별하고, 교과에 따라 상 텍스트의 성격과 유형을 

달리 설명하였다. 비언어교과에 사용된 텍스트 기호는 형식 측면보

다 내용 측면이 중시된다는 견지에서 ‘수단 텍스트’의 성격을 지닌

다고 보았다. 언어 교과는 ‘모국어’와 ‘외국어’ 상인 경우가 다른데, 

전자는 ‘수단 텍스트’와 언어적 형태와 형식 자체가 교수학습의 

상이 되는 ‘목적 텍스트’로 나누고 있다, 후자인 외국어교재는 그 성

격상 부분 목적 텍스트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제희 외(2015: 151)에서는 위 텍스트 유형 분류에 근거하되, 세

부 유형을 ‘메타 텍스트, 자료 텍스트, 내용 텍스트, 자료 텍스트, 활

동 텍스트, 보충 텍스트’의 6가지로 세분화하였다. 교과서를 구성하

는 상호텍스트성 분석을 위해 텍스트 유형 분류를 시도한 것으로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지리 영역을 다루는 교과목 고유의 성격

을 고려하여 6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들보다 앞서 이성영(2006: 290-302)에서는 언어 교육을 위해 개

발된 국어 교과서를 구성하는 텍스트 유형을 기능에 따라 ‘메타 텍

스트, 자료 텍스트, 활동 텍스트’의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4).‘메타 

텍스트’는 교재 전체나 단원, 자료 활용, 활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

는 텍스트이며, ‘자료 텍스트’는 활동의 상이 되는 자료의 성격을 

지니는 텍스트이다. ‘자료 텍스트’는 학습 내용이 되는 ‘직접적 자료 

텍스트’와 언어 활동의 자료로 선택되어 쓰이는 ‘간접적 자료 텍스

트’로 다시 하위분류된다. ‘직접적 자료 텍스트’는 학습내용, 즉 지식, 

원리, 전략, 절차, 방법 등이 직접적 형태로 서술된 텍스트로서 ‘설

명’을 주 기능으로 하지만 메타텍스트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4) 이 세 가지 유형의 텍스트는 한 권의 교과서 안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

우에 따라서는 한 권의 교과서가 전적으로 한 유형의 텍스트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

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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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간접적 자료 텍스트’는 언어적, 문화적 가치 때문에 언어 활동

의 자료로 선택되어 실리므로 이론상으로 모든 텍스트가 선택 후보

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매체, 장르, 주제, 역할, 상태(완

결/부분), 구성 체제, 출처에 따라 하위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한

다. ‘활동 텍스트’는 활동을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활동을 지시하는 

텍스트이다. 교과서에서 활동은 주로 학습 과제의 형태로 제시하며, 

지향성, 사고 층위, 학습 순서, 수준, 통합성 여부에 따라 활동 텍스

트의 유형을 다시 하위분류한다. 

위와 같은 텍스트 분류 체계는 모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동원되는 매체로서 교과서가 지니는 본래적 기능을 면 하게 분석

하여 도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어교육용 텍

스트 유형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류 체계 및 기준이 된다. 

다만, 한국어교육용 텍스트는 L2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차별적 성격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신형욱, 2011: 141-14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목하여 한국어교육용 텍스트의 세부 유형 분

류를 재체계화하고자 하였다. 

L2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 언어 활동 자료로서 ‘자료 텍스트’가 갖는 중요성

▻ 자료 텍스트의 구체화 방향: 해당 단원의 주된 교육 내용 및 활동 

자료로서 구성되는 경우, 설명용 자료로서 구성되는 경우, 표현/이

해 활동용 자료로서 구성되는 경우 

▻ 문법, 어휘, 표현, 문화에 한 이해를 돕는 설명 텍스트의 중요성

▻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메타 텍스트로서 ‘번역’ 텍스트의 필요

성(선택적임) 

L2로서의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위의 특징들을 고려하여 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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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새로운 분류 체계를 시도한 결과, ‘메타 텍스트, 자료 텍스

트, 활동 텍스트’의 상위 텍스트 유형은 동일하나 이들 각각의 하위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세부 범주를 달리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텍스트 유형 성격과 기능 하위 텍스트 유형

메타 텍스트

교재 전체나 단원, 자
료활용, 활동 안내 또
는 언어요소(문법, 어
휘, 표현), 문화에 
한  설명

-교재 전체 안내
-단원 안내(단원명, 학습목표 등)

-자료 활용 안내(미리보기 등)

-활동 안내
-설명: 문법, 어휘, 표현, 문화 
-번역

자료 텍스트
교육내용, 설명, 표현/

이해 활동의 상

-본문용 자료5) 

-설명용 자료
-표현/이해 활동용 자료

활동 텍스트 활동 유도, 지시

-본문 활동
-표현/이해 활동
-문법 활동 
-어휘 활동 
-정리

<표 1> 한국어교육용 텍스트 유형

‘메타 텍스트’는 교재 전체, 단원, 자료 활용, 활동 안내, 언어요소, 

문화 등을 설명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자료 텍스트’

는 교육내용, 설명, 표현/이해 활동의 상이 된다. ‘활동 텍스트’는 

활동 유도, 지시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어 본문 활동, 표현/이해 

활동, 문법 활동, 어휘 활동, 정리 텍스트를 하위 유형으로 설정할 

5) 교재의 매단원에서 단원 목표와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주로 

앞부분에 제시되고 있는 텍스트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텍스트는 ‘본문’ 외에 

‘회화’, ‘ 화문’으로도 명명되고 있기는 하나, 본고에서는 ‘회화’, ‘ 화’ 외의 장르도 

포함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본문’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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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언어와 맥락의 관계 (Eggins, 2004/2007: 111)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표의 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기존 

한국어교육용 텍스트를 분석하고, 교육용 텍스트화 방향을 논의하

고자 한다.

2. 담화의 ‘상호적 메타기능’ 분석

Halliday에 의해 발전한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Functional 

Linguistics)은 담화(구어 또는 문어) 생산과 그 결과물로서의 텍스

트 맥락을 면 히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alliday, 1985). 즉, 

언어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어 담화 분석을 위한 이론과 접근법으

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사회적 맥락층위 즉 사용역(register)은 영역

(field), 관계(tenor), 양식(mode)으로 구성되고, 이 세 요소는 언어 층위

의 ‘관념적 메타기능(Ideational Metafunction)’, ‘상호적 메타기능

(Interpersonal Metafuction)’, ‘구성적 메타기능(Textual Metafunction)’

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즉, 언어는 그 자체로 독

립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맥락의 층위 안에 포함되

어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

용한다. 따라서 사회적 맥

락은 이들 세 가지 메타기

능의 층위를 분석함으로써 

읽힐 수 있게 된다(오른쪽 

<그림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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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언어 사용

내용 제시

구체적, 추상적 사물 및  개체 
언급사물 및 개체의 행동이나 
상태 진술, 개체 간의 관계 묘사
상황  배경에 한 묘사 및 진
술의 상세화

다양한 명사(구)

다양한 동사 및 술어

다양한 전치사구, 부사적 표현

시각 및 
태도 제시

독자와의 관계 형성 및 격식성 
(formality) 여부

개인적 언어 표현 (예, 명령문, 수사
의문문 활용) 혹은 비개인 언어 표
현(예, 진술문), 문어체

<표 2> ‘자기 의견 쓰기’ 답안 분석 틀(박재은 외, 2013)>

사회적 맥락 시스템의 ‘영역’에 해당되는 ‘관념적 메타기능’은 언어

에 담겨있는 내용을 다루므로 담화 또는 텍스트에 담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상호적 메타기능’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사

이의 ‘관계’에 관련되므로 언어에서 표현되는 사람의 말이나 태도, 판

단, 가치 등을 분석하게 된다. ‘구성적 메타기능’은 텍스트나 담화를 

조직하기 위한 언어의 ‘구성’에 관계하므로 언어가 담화나 텍스트를 

조직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게 된다(Halliday 

& Martin, 1993). 

이 세 가지 메타기능 층위의 구체적인 언어 분석은 사회적 맥락

층위 즉, 사용역(register)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부 항목을 달

리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박재은 외(2013: 172)에서는 ‘쓰기’ 

담화를 분석하고 있는 Scheleppegrell(2004)의 분석 틀을 토 로 하

되, ‘자기 의견 쓰기’ 문항7)에 한 ‘답안’이라는 담화 특성을 고려하

여 아래 표와 같은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 틀을 개발하였다. 

6) 언어와 맥락의 상호작용 관계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실제 도식을 단순화하여 제시하였다.

7) 여기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하여 두 가지 립되는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영어

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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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언어 사용

의견 및 판단의 전달
암시적 의사 표현 (예, 내재적 평가 
어휘) 또는 명시적 의사 표현 (예, I 

think, In my opinion) 

담화의 
구성

글의 전반적인 구성
응집력 있는 구성을 위한 절의 연결

접속사 및 연결어
기타 응집 장치 및 절과 절의 연결 
장치

메타기능 분석의 범주

관념적 메타기능

과학적 정보
문장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이나 지식의 개수

정보 제시 형태
과학적 정보를 ‘사실’, ‘원리’, ‘정
의’ 등의 형태로 제시

상호적 메타기능

문장 유형 평서형, 권유형, 의문형

문장 어미 형태
평어(‘-이다’, ‘-한다’, ‘-인가?’, ‘-

하자’ 등) /존 어(-입니다, -합
니다, -합니까, -합시다 등)

<표 3> 초등 과학 교과서 텍스트 분석 틀(이정아 외, 2007)

위 <표 2>와 같이 ‘자기 의견 쓰기’에 한 답안을 ‘내용 제시(관

념적 메타기능)’, ‘시각 및 태도 제시(상호적 메타기능)’, ‘담화의 구

성(구성적 메타기능)’ 측면으로 나누고 각각의 언어 사용, 특징을 살

펴볼 수 있는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내용 제시는 주로 명사(구), 동

사, 술어, 부사적 표현을, 시각 및 태도 제시는 서법(명령문, 진술문 

등)을, 담화 구성은 접속사, 연결어, 응집 장치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이정아 외(2007: 244-250)에서는 한국의 초등 과학 교과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다는 견지에서 Halliday & Martin(1993) 외에 

Dimopoulos 외(2006), Fang(2005)의 분석틀을 재해석하여 아래와 

같은 과학적 언어 분석의 틀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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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기능 분석의 범주

구성적 메타기능

전문 용어 및 기호 사용
과학 영역의 전문용어 및 기호
가 나온 횟수

주어 제시 형태
짧은 주어 제시, 주어 생략, 긴 
명사구의 주어 사용

문장 주어와 문장 첫 구의 일치 일치 여부

위 <표 3>은 과학 교과서 텍스트 분석을 위한 것이므로 관념적 

메타기능은 과학적 정보와 정보 제시 형태를, 상호적 메타기능은 문

장 유형과 문장 어미 형태를, 구성적 메타기능은 전문 용어 및 기호 

사용, 주어 제시 형태, 문장 주어와 문장 첫 구의 일치를 분석의 범

주로 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메타기능 가운데 ‘상호적 메타기능’은 발화

자들 사이의 관계와 발화자의 태도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따라서 상호적 메타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권유문과 같은 문장의 서법

(Mood)과 발화 내용에 한 화자의 믿음이나 태도를 반영하는 양태

(Modality) 등을 주요하게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기예보 담화와 한국어교육용 일기예보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되, 분석 결과를 토 로 문법교육용 (일기)예보 텍스

트화 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핀 세 

가지 메타기능 가운데 ‘상호적 메타기능’ 분석에 초점을 두고 다음

과 같은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일기예보 담화를 예비적으로 

분석한 결과, ‘-겠-’, ‘-(으)ㄹ 것이다’, ‘예상되다’와 같은 표현이 두

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음을 관찰한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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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기능

분석 범주 언어 사용

상호적 
메타
기능

독자와의 
관계 형성 및
격식성
(formality)

여부

의견 및 판단
의 전달

-문장 유형
-종결형, 높임

-양태(명제에 
한 태도)8)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등
▪높임선어말어미 ‘-(으)시-’ 등

▪양태소: -더-, -네, -겠-, -지, -구나, -(으)리-, 

-(으)ㄹ래, (으)ㄹ게  등

▪양태 보조 동사, 양태 관용 표현
-지 싶다, -구나 싶다, -(으)ㄹ까 싶다, -나 
보다, -(으)ㄹ까 보다, -나 한다,  -(으)ㄹ까 
한다, -(은)ㄴ/는 모양이다, -(았/었으면) 하
다, -고 싶다, -(으)려고 하다, -기로 하다, -

고자 하다, -아/어야 하다/되다, -아/어도 되
다/좋다/괜찮다, -(으)ㄹ걸 (그랬다), -았/었
으면/더라면, 았/었다면, -(으)ㄹ 것이다, -

(으)ㄹ 것 같다, -(으)ㄴ/는 것 같다,   -(으)

ㄹ 법하다, -(으)ㄹ 수 있다/없다, -(으)ㄹ 

줄 알다/모르다, -(으)ㄹ지 알다/모르다, -

(으)ㄹ 터이다, -(으)ㄴ/는 척하다, -(으)ㄴ/

는 체하다,  -(으)ㄴ/는 줄로 알다, -(으)ㄹ

줄로 알다, -(으)ㄹ뻔하다, -(으)면 안 되다, 

-아/어서는 안 되다, -(으)ㄴ/는 모양이다, 

-(으)ㄹ 모양이다, -(으)ㄴ/는 법이다, -기/

게 마련이다  등

▪양태 동사와 양태 형용사: 추측하다, 생각하
다, 믿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등

▪양태 부사: 정말, 반드시, 확실히, 아마, 부디, 

다행히도, 상상컨 , 짐작컨  등

<표 4> 자료 텍스트에 대한 상호적 메타기능 분석 적용의 틀

8) 양태 표현의 개념 설정과 그 세부 목록 도출을 위하여 장경희(1995), 임동훈(2008), 서

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교육학사전』 ‘양태’ 범주)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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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기예보 담화의 상호적 메타기능을 독자와의 관계 형

성, 격식성 여부, 의견 및 판단의 전달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

다. 따라서 TV 일기예보 담화와 이것을 교육적 목적 하에 개작(改

作)한 텍스트를 상으로 문장 유형, 종결형, 높임, 양태 등의 실현 

양상을 분석한다. 

Ⅲ. 일기예보 담화의 ‘상호적 메타기능’ 분석

1. 분석 대상 

‘예보(豫報)’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림. 또는 그런 보도’의 

의미를 갖는다(표준국어 사전). 따라서 예보 담화/텍스트도 ‘예측

하기’와 ‘보도하기’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어교

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능/과제 및 텍스트 유형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모형’(2011)에 따르면, 예보 

텍스트의 하위 유형으로는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1수준)’

에 속하는 ’일기예보‘가 있다9). 

9) 뉴욕주 영어과 교육과정의 텍스트 분류 방식을 참조하여 텍스트 종류를 네 개의 

분류로 구분한 후, 분류에 포함된 세부항목들의 공통점을 묶어 상위의 중분류를 

설정하여 총 147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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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현 방식 등급

구어 문어 1 2 3 4 5 6 7

1수준
정보 전달과 이해
를 위한 텍스트

일기예보

일기예보 
방송

∨ ∨

일기예보 
기사

∨

<그림 3> 한국어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텍스트 유형

(‘일기예보’의 경우) (국립국어원, 2011: 55)

일기예보 담화와 관련된 교육적 활동 및 과제는 ‘예측하기’ 기능 

수행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총 90개 

‘기능’의 하나인 ‘예측하기’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하

위 ‘과제’ 및 그 구체화된 ‘활동(과제의 예)’으로 범주화되어 제시되

고 있다. 이 가운데 ‘날씨를 예측하는 말하기’가 그 구체적인 ‘과제의 

예’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예측
하기

등급 판정
1 2 3 4 5 6 7

―― •― ―― ―― ―― →

과제

미래(개인의 장래, 사업 전망 등) 예측하기
사회 현상(경제 상황, 정치 상황 등) 예측하기
결과(시험/면접 결과, 사건의 결과, 가정 상황에 한 결과 등) 예측
하기

등급별 과제 
선택 지침

예측하기는 예측 상에 한 학습자의 인지적 요소(배경지식, 친
도 등)나 상 방과의 관계(친소, 상하 등), 장소(상황, 시간 등), 예측
하기를 위해 사용되는 표현(어휘, 문법 등), 관련 기능(분석하기, 설
명하기 등)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과제의 예
(구체적인 예)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말하기, 날씨를 예측하는 말하기, 가정 상
황에 한 예측 결과 쓰기, 미래 사회에 해 예측하는 글 읽기, 시
험, 면접 등의 결과를 예측하는 말하기

<그림 4> 한국어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능/과제

(‘예측하기’) (국립국어원, 201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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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에서는 ‘날씨/계절/여행’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일기’를 예보하는 담화(구어/문어)를 단원의 본문 

텍스트 또는 활동을 위한 자료 텍스트로 구성하고 있었다. ‘일기예

보 듣기/읽기’와 ‘날씨 예보하기/날씨(변화)에 해 이야기하기’ 등

의 과제 수행을 위한 활동 텍스트도 구안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한

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부설 언어교육 기관에서 출판된 교재 7

종과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 1종을 

검토한 결과, 8종의 교재 모두가 초급하～중급하 단계10)에서 일기

예보 담화를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8종의 교재

를 상으로 일기예보를 다루고 있는 단원을 중심으로 예보 관련 

교육용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분석 상으로 삼은 8종 교재에 한 

기초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교재
등급

(숙달도)

성격
(목적/영역)

상 기관 분석 단원

가 초급하

일반목적/말
하기․듣기․

읽기․쓰기 
영역 간통합
(Integrated 

Korean) 

국내 한국어교
육기관

날씨와 계절

나 초급하 날씨

다 초급상 날씨

라 초급상 일기예보를 들어볼까요?

마 초급상 더우니까 짧게 깎아 주세요

바 중급하
해외 한국어교
육기관

날씨

사 중급하 국내 한국어교
육기관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
랐어요

아 중급상 날씨와 여행

<표 5> 분석 대상 한국어교재(8종)에 대한 기초 정보

10) 초, 중, 고급 단계를 다시 이분하여 ‘초급하(1급)/초급상(2급)→중급하(3급)/중급

상(4급)→고급하(5급)/고급상(6급)’으로 나눈 체계에 따라 교재에 명시한 숙달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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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일기예보 담화의 실제성 및 적합성을 살피기 위하여 2016

년 1월부터 9월까지 TV 매체를 통해 방송된 일기예보 총 81편의 텍

스트를 선정하여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방송사마다 일기예보의 표

현 방식에 차이가 있고 계절별로 다루고 있는 일기예보 내용에 상

이한 점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개의 방송사를 상으로 텍

스트를 수집하였다. 이때 각 방송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뉴스(9시/8시/8시) 시간 에 보도되는 일기예보 가운데 총 81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일기예보 담화 수집 기간 및 방법>

▪수집 기간: 2016. 1월 ～ 2016. 9월 (9개월)

▪수집 상 방송사: KBS, MBC, SBS

▪수집 방법: 동일 날짜별로 매달 3편씩(평일 2회, 주말 1회) 선정하여 

총 81편 수집

2.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과 절차로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어교재에서 ‘날씨/계절/여행’ 등을 주제로 일기예보 텍

스트를 다루고 있는 단원의 텍스트 유형별 양상을 고찰하였다.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육용 텍스트 유형 분류에 따라  ‘메타 

텍스트, 자료 텍스트, 활동 텍스트’의 세 가지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

았다. 그 다음으로, 일기예보 자료 텍스트와 TV 매체를 통해 방송

된 일기예보를 상으로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이때 구축된 코퍼스

는 언어 통계 프로그램의 하나인 한마루 2.0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파일 변환을 하고 검색 기능을 통해 기본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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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호적 메타기능 분석 적용을 위하여 <표 4>에서 제시한 항목

들을 검색 키워드로 입력하여 검색 결과를 도출한 뒤 문장 유형, 종

결형, 높임, 양태 표현 등의 용례를 검색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높

은 출현 빈도를 나타낸 ‘-겠-’의 사용 용례를 검색한 결과를 예시하

면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겠-’의 사용 용례에 대한 검색 결과 예시 

위와 같이 검색된 결과를 토 로 교육용 일기예보 텍스트와 TV 

일기예보 텍스트의 문법적 특징을 비교․ 조한 뒤 일기예보 담화

의 문법교육용 텍스트화 방향을 탐색하고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 및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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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등급
(숙달도)

텍스트 유형별 분석

메타 텍스트 자료 텍스트 활동 텍스트

가 초급하

-단원명: 날씨와 계절
(날씨가 조금 흐린데요)

-설명
▪어휘: 계절, 날씨, 계

절 활동 관련
▪문법: 

  ‘-은 후에’, ‘-겠-’₂

-표현/이해 자료:

▫일기도
▫일기예보(구어)

-표현/이해 활동:

▫날씨 말하기
▹일기도 보고 묻고 답하기
▹일기예보 듣고 답하기

-계절에 해 말하기
-날씨 비교하여 말하기
-계절 활동 말하기

<표 6> 교육용 텍스트 유형별 분석 결과

◦교육용 텍스트의 유형별 
양상 분석

 -메타텍스트/자료텍스트/

활동텍스트

➡

◦교육용/실제 일기예보 
텍스트 파일 구축

◦한마루 2.0 사용을 위한 
파일 변환 

➡

◦자료 텍스트 분석:상호
적 메타기능 분석

 -문장유형/종결형/높임/

양태
[교육용 텍스트 분석1] [텍스트 파일 구축․변환] [교육용 텍스트 분석2]


◦일기예보 담화의 문법교

육용 텍스트화 방향 탐색


◦교육용 일기예보 텍스
트 vs. TV 일기예보 텍
스트 분석 결과
(실제성‧적합성 측면에서) 


◦TV 일기예보 분석 :상호

적 메타기능 분석 
  -문장유형/종결형/높임/

양태
[연구 결과 종합 및 성찰] [분석 결과 비교․ 조] [TV 일기예보 분석]

<그림 6> 연구 절차 및 방법

3. 분석 결과

1) 교육용 텍스트 유형별 분석 결과

8종의 교재를 상으로 일기예보 담화를 교육용 텍스트로 표상화

하고 있는 방식, 그 구체적 교육 내용을 ‘교육용 텍스트 유형의 분류 

틀(<표 1>)’에 맞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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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등급
(숙달도)

텍스트 유형별 분석

메타 텍스트 자료 텍스트 활동 텍스트

나 초급하

-단원명: 날씨
-설명
▪어휘: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 관련 어휘/표현
▪문화: 날씨와 생활

-본문 자료:

▫일기예보(구어/문어 
명시x)

-표현/이해 자료: 

▫일기도
▫일기예보(구어,문어
<신문>)

-본문 활동:

▫날씨 이야기하기
▫날씨 예상하기

-표현/이해 활동:

▫일기도 보고 이야기하기
▫일기예보 듣고 질문에 

답하기
▫일기예보(일기도 포

함) 읽고 질문에 답
하기

다 초급상

-단원명/목표: 일기예보
를 들어 볼까요?

-설명
▪어휘: 날씨
▪문법: ‘-아/어/여 가지

고’, ‘-겠-’

-본문 자료:

▫일기예보(구어, 문어)

-본문 활동:

▫일기예보 듣기/읽기

-표현/이해 활동:

▫세계의 날씨 이야기하기

라 초급상

-단원명: 날씨
-설명
▪어휘: 계절/날씨 
▪문법; ‘-(으)ㄴ/는’, ‘-

겠-’

-표현/이해 자료:

▫일기예보(구어)

▫일기도

-표현/이해 활동:

▫일기예보 듣기
▫날씨 이야기하기

마 초급상

-단원명: 더우니까 짧게 
깎아주세요
-설명
▪어휘: 날씨

-표현/이해 자료:

▫일기도
▫일기예보(구어)

-표현/이해 활동:

▫일기도 보고 날씨에 
해 이야기하기

▫일기예보 듣기
▫일기도 보고 세계의 

날씨 이야기하기

바 중급하

-단원명: 날씨
-설명
▪어휘: 날씨
▪문법: ‘-아/어지다’, ‘-네요’

-표현/이해 자료:

-일기예보(구어, 문어)

-표현/이해 활동:

▫날씨와 날씨 변화에 
해 듣고 말하기

▫날씨에 해 설명하는 
글 읽고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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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등급
(숙달도)

텍스트 유형별 분석

메타 텍스트 자료 텍스트 활동 텍스트

사 중급하

-단원명: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설명
▪어휘: 날씨, 날씨 관련 

비유 표현

-표현/이해 자료:

▫일기예보(구어)

-표현/이해 활동:

▫기상 정보 확인하기
▫일기 예보 듣기
▫날씨로 인한 계획 변

경하기
▫날씨에 해 이야기하기
▫세계의 날씨와 지역 정

보 소개하는 게임하기

아 중급상
-단원명: 날씨와 여행
-설명
▪어휘: 여행, 날씨

-표현/이해 자료:

▫일기도
▫일기예보(구어)

-표현/이해 활동:

▫일기도 보고 날씨 이
야기하기

▫일기예보 듣고 말하기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8종의 교재에서는 ‘날씨’, ‘날씨와 계

절’, ‘날씨와 여행’ 등을 단원명으로 하여 일기예보 텍스트를 다루고 

있었다. 초급하～중급상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텍스트를 다루

고 있어 일기예보 자료 텍스트를 상으로 설명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 문법 항목은 ‘-(으)ㄴ/는’, ‘-겠-’, ‘-아/어지다’ 세 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으)ㄴ/는’와 ‘-아/어지다’는 각기 1종의 교재

에서 다루고 있었으며 ‘-겠-’의 경우만 3종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었

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일기예보 텍스트를 상으로 명시적

인 문법 교수학습이 활발히 진행된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일기예보를 본문 자료 텍스트로 다루고 있는 경우도 초급 교재 2

종에서만 볼 수 있었다. 나머지 교재에서는 표현/이해 자료 텍스트

로 다루면서 여러 활동 텍스트를 고안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자료 

텍스트로는 구어와 문어, 일기도를 포괄하고 있었는데, 구어와 문어

의 구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활동 텍스트는 본문 연계인 경우와 표현/이해 활동 연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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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일기예보 듣기와 읽기, 날씨 이야기하기/예상하기를 주요한 활

동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교재 가～아

숙달도 초급하～중급상

메타 텍스트

-단원명:날씨, 날씨와 계절, 날씨와 여행
-설명
▪어휘: 계절/날씨/여행 
▪문법; ‘-(으)ㄴ/는’(1종), ‘-겠-’(3종), ‘-아/어지다’(1종)

자료 텍스트

-본문 자료(2종):

▫일기예보(구어/문어 명시x)

▫일기예보(구어, 문어)

-표현/이해 자료:구어(8종), 문어(3종), 일기도(3종)

활동 텍스트

-본문 활동
▫일기예보 듣기/읽기
▫날씨 이야기하기/예상하기

-표현/이해 활동
▫일기예보 듣기/읽기
▫날씨 이야기하기
▫일기도 보고 답하기
날씨에 해 설명하는 글 읽고 쓰기

2) 자료 텍스트의 ‘상호  메타기능’ 분석

일기예보 담화를 교재 내 본문 자료 텍스트 또는 표현/이해 자료 

텍스트로 다루고 있는 경우는 총 35개 문장, 427어절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기예보를 자료 텍스트로 다루고 있는 경우에 해 상

호적 메타기능 분석을 적용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33개 

문장이 평서형, 2개의 문장이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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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장이 합쇼체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였으며 2개의 문장만이 ‘연결

어미+요’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

도 ‘조심하십시오’, ‘준비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표현에

서 사용되고 있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 비가 많이 내리고 더우니까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전남 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우산을 준비하시고 긴 팔 옷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기예보 자료 텍스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

태는 ‘-겠-’으로 전체 35개 문장 가운데 22개 문장(51/427어절)에 출현

하고 있었다. ‘-(으)ㄹ 것이다’, ‘-(으)ㄹ것으로 예상되다’가 각기 2회씩 

출현하였으며, ‘-(으)ㄹ 것으로 보이다’, ‘-(으)ㄹ 것 같다’는 1회씩 출

현하고 있었다. 이 외에 부사 ‘ 체로’가 2회 출현 빈도를 나타냈다. 

① -겠- (45회 출현) 

▫오늘 서울은 비가 내리지는 않겠고 흐린 후 맑겠습니다. 

② -(으)ㄹ 것이다 (2회 출현)

▫기온이 3~4도 높아져 25도가 될 것입니다.

③ -(으)ㄹ것으로 예상되다 (2회 출현)  

▫오늘보다 3도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으)ㄹ 것으로 보이다 (1회 출현)  

▫ 동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⑤ -(으)ㄹ 것 같다 (1회 출현)  

▫오늘 밤 늦게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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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체로(2회 출현) ▫남부지방은 체로 맑겠습니다.

3) 일기 보 담화 분석

일기예보 담화 분석을 위해 수집한 텍스트는 총 1,134문장,  9416

어절(KBS: 381문장, 3,254어절; MBC: 485문장, 3,542어절; SBS: 268

문장, 2,620어절)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텍스트 파일에 한마

루 2.0을 사용하여 상호적 메타기능 분석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합쇼체의 평서형 문장이 사용되었으나 ‘연결어미+요’ 

형태의 문장도 가끔씩 사용되고 있었다. 

▫강원도는 한낮에도 강릉이 21도에 ^머물겠습니다.(K11))

▫한낮에도 1도에 머물겠는데요.(K)

둘째, ‘주의하셔야겠습니다’와 같이 ‘-합쇼’체의 평서형 문장 형식

을 사용하면서 요청(조언/권유/제안)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M)

▫갈수록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겨울 추위 비 단단히 하셔

야겠습니다.(M)

셋째, ‘-겠-’이 총 324회 출현하여 최  빈도치를 나타냈다. 비문

법적 표현인 ‘-(으)ㄹ 전망이다’(23회)와 ‘(이)라는 전망이다’(5회), 

11) K-KBS, M-MBC, S-SBS 방송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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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 것으로 보이다’(17회)가 다음 순서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

나 ‘-겠-’과 비교하면 상 적으로 낮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이들 외

에 ‘-더라도’가 4회, ‘-으로 예상되다’, ‘-(으)ㄹ것 같다’, ‘-더니’, ‘-았

/었으면’은 1회씩 사용되고 있었다. 

▫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 영향을 주겠습니다.(M)

∘ 하늘이 다소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K) 

∘ 꽃샘추위 없이 갈수록 따스해질 전망입니다.(M) 

∘ 더운 날씨는 앞으로 더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S)

∘ 비구름이 물러가더라도 해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불면서 약간 서늘

하겠습니다.(M)

∘ 물결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돼 태풍 특보와 풍랑 특보가 내려지

겠습니다.(S) 

∘ 파란 가을 하늘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M)

∘ 어제는 참 햇살이 다정하더니(K)

∘ 계속 날이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지만 긴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S) 

넷째, 양태 부사로는 ‘ 체로’(22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16회)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행히’, ‘아마도’는 각 

2회/1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이 체로 맑겠고,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K)

∘기온은 약간 떨어지겠습니다.(M)

∘다행히 설날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영서와 수도권을 중

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S)

∘아마도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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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기예보 담화의 문법교육용 텍스트화 방향

언어 교재는 여러 유형의 하위 텍스트로 구성되므로 언어 자료로

서 텍스트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실제성(authenticity)’(방혜숙. 

2008; 정다운, 2011 등) 또는 ‘전형성(typicality)’(김서형 외, 2012: 

430-434)의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성과 전형성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성

과 가상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성영, 2012)의 문제

가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자료 텍스트가 해당 언어 사

회의 ‘실상(實狀)’을 반영해야 할 당위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언어의 실제를 반영하더라도 출현 빈도가 높고 표성을 지녀야 한

다는 견지에서 ‘실제성’ 신에 ‘전형성’의 개념과 용어 사용을 주창

하는 경우에도, 그 하위 원리로 ‘자연성’을 포함하고 있는 연유도 이

러한 당위성과 관련이 있다. ‘실제성을 텍스트나 상황의 외형적인 

‘reality’ 정도로만 보는 편향된 인식‘에서 벗어난다면12) 실제성이 언

어 교육에서 갖는 함의는 더욱 크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 

김수영(2014: 246-247)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언어 교육에서의 

실제성은 단순히 외형적 상황에 해서만 ‘사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언어 사용 맥락의 다양성과 언어 표현의 자연성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언어 표현의 선택이 

‘올바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사용 맥락에 적합한가’의 문제일 

것이다. 앞서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적 토 를 설명하면서 언어 사

용 맥락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과 언어 변이 선택에 주목해야 할 필

12) 권은선(2016: 7)에서는 교실 수업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제성’이 실현 난해성과 비

효율성을 낳기에 교육적 유용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

되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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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논의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교재 안에 구현된 일기예보 텍스트와 

실제 일기예보 담화를 상으로 실시한 상호적 메타기능 분석 결과

(Ⅲ장)를 토 로 일기예보 담화의 교육용 텍스트화 방향을 논의하고

자 한다.

먼저, 문법교육을 위한 구어 자료 텍스트로서 일기예보는 ‘예보’의 

담화 기능, ‘일기예보’의 장르적 속성, ‘TV 매체를 통해 방송되는 일

기예보’라는 사용역에 따른 문법(체계)의 특징을 반영한 실제성 있

는 텍스트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구체적 내용을 예시하

면 다음과 같다.13)

핵심 기능 보도하기

▫지나간 상황 보도: ‘-았/었-’ 

▫현재 상황 보도: ‘-고 있다’

▫미래 상황 예측‧보도: 

 ‘-겠-’, 피동형(‘-(으)ㄹ 것으로  
 보이다’, ‘예상되다’)

▫비교: ‘-아/어지다’, 

▫요청: ‘-(으)시-+아/어야겠다’

    ⇕

장르(genres) 일기예보

    ⇕

혼합 기능

보도하기 & 예측하기

▪비교하기: 차이, 변화 보도
▪요청하기: 조언/권유/제안

     ⇕

사용역
(registers)

일기예보: TV/라디오

<그림 7> 자료 텍스트로서 일기예보의 담화 기능, 장르, 사용역에 따른 문법(체계) 특징 

일기예보는 ‘보도하기’와 ‘예측하기’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장르인

데 미래 상황을 예측함에 있어 ‘-겠-’의 문법 형태를 매우 빈번하게 

13) McCarthy & Carter(1994: 36)에서 제시하고 있는 담화 기능, 장르, 사용역에 따른 문

법(체계) 기술의 틀을 따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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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겠-’의 사용은 일기예보 담화에서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와 같은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과 

매우 조적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서 ‘...내릴 것 같습니다’, ‘... 

계속될 것입니다’(아래 교재 예문)와 같은 표현을 선택, 사용하는 것

은, 실제성이 매우 결여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적절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다수의 학습자들이 ‘-(으)ㄹ 것이다’와 ‘-겠-’의 의미, 기능 변

별을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육용 텍스트

는 언어 실상을 보여주는 올바른 입력 자료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 

  

◦ 오늘 밤과 내일의 날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었는데요. 오늘 밤 늦게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이 비는 내

일 오전까지만 내리고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교재 ‘나’)

◦ 기온이 3～4도 높아져 25도가 될 것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도 더

운 날씨가 계속될 것입니다. (교재 ‘바’)

일기예보에서는 날씨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주의를 요청하는

(조언/권유/제안) 기능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일부 교재에서 ‘-(으)

십시오’와 같은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일기

예보 담화에서는 ‘하셔야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주의를 요청하

고 있는 것도 매우 특징적인 양상이다.

◦ 이럴 때는 두꺼운 옷보다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교재 ‘나’)

◦ 이번 주에는 계속 비가 많이 내리고 더우니까 건강에 조심하십시

오. (교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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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피셔야겠습니다. (KBS)

‘-아/어야겠다’는 구어 코퍼스에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덩어리 

형태로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1인칭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교재 ‘사’에서도 ‘V-아야겠다/어야겠다’에 

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앞으로 하겠

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 쓴다. 

   예) 너무 졸려요. 이제 자야겠어요. 

 동사와 결합한다. 

(동사: 가다→가야겠다, 하다→해야겠다, 먹다→먹어야겠다)

그런데 위 일기예보 텍스트에 제시된 예문과 같이 ‘-(으)시-+아/

어야겠다’의 결합 형태는 ‘1인칭’이 아닌 ‘청자’의 주의를 요청/권유

하는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한국어교재에서는 ‘-겠-’의 개별 형태만을 다루고 ‘-아/어야

겠-’은 물론 ‘-(으)시어야겠다’와 같은 복합 형태를 다루는 데에는 

매우 소홀하다.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겠-’의 의미기능을 살피고 

있는 박은정(2006)에 따르면, 5종의 교재 가운데 2종의 교재에서만 

‘-아/어야겠다’의 의미를 다루고 있었다. 그가 지적한 로, 구어에

서 사용 빈도가 높은 ‘-아/어야겠다’와 여기에 ‘-(으)시-’가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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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시-+아/어야겠다’의 의미, 기능을 학습자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교수학습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송화(2003: 293-294)에 따르면, ‘-(으)십시오’는 거의 초급에서 

교수되는 문법 항목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 기능을 하는 어미이다. 그런데 이 항목을 교수

하고 나면 학습자들이 종종 ‘선생님 그 글씨 쓰십시오.’ 혹은 ‘선생

님, 단어 뜻 가르치십시오’ 등의 비문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어 주

십시오’를 교수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오류를 범한다

고 한다. 그는 처음 ‘-(으)십시오’를 교수할 때 너무 포괄적인 의미

를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로 하여금 ‘-(으)십시오’를 과잉 일반화하

는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일반화 오

류를 막기 위해서는 각 문법 요소의 정확한 의미 한계와 더불어 교

수를 위한 문법 설명, 해당 문법 구조가 쓰이는 정확한 상황을 전제

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한

데, 문법 습득은 해당 항목을 가르치는 단원에서 그것의 정확한 의

미 한계를 설명하고, 연습시키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에게 제공되거나 주어지는 자료 또한 습득의 중요한 원천이

자 자원이 된다. 교재에 제시하는 텍스트가 입력 자료로서 갖는 중

요성도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학습자들이 ‘-(으)십시오’의 

습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이에 한 부적절한 문법 설

명, 연습 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지만, 텍스트에 내포된 잘못

된 언어 용례가 부적절한 입력으로 작용한 탓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입력 자료로서 ‘텍스트의 언어적 실제성’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기예보라고 해서 미래 상황의 날씨만 예측하고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 시점에서 현 상황 또는 그 이전 상황에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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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간략히 보도하며, 특히 이러한 날씨를 이후 날씨와 비교 관점

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아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회복

하다’, ‘더 낮겠다’, ‘오늘보다 6도나 떨어지겠다’, ‘맑아지다’와 같은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한국어교육용 텍스트에서도 이들 표현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내일 서울 경기와 충청도는 차차 맑아지겠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철원과 춘천의 아

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영남은 구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5도로 오늘

보다 6도나 떨어지겠습니다.  호남도 한낮에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

다.(K)

Ⅲ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 일기예보 텍스

트를 다루면서 특정 문법 항목에 주목하여 그것을 설명하는 경우는 

‘-(으)ㄴ/는’, ‘-겠-’, ‘-아/어지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교재는 

모두 일기예보 텍스트를 초급 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우인데, ‘-

겠-’의 경우만 3종의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으)ㄴ/는’과 

‘-아/어지다’는 각각 한 차례씩만 다루고 있었다. ‘-겠-’은 논리적 사

고를 통하여 정보를 추측하는 ‘사유 양태’의 하나이며(장경희, 1995),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나 상태에 해 깊은 ‘상호 반응적 관여

도(interpersonal commitment)‘(서경희 외, 1995: 43-48)를 표시한다. 

‘-겠-’이 일기예보 텍스트에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겠-’의 

이러한 본질적 의미, 기능과 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교재 내 설

명 텍스트에서 일기예보 자료 텍스트에 나타나는 ‘-겠-’의 담화 의

미,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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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 외에 ‘-아/어지다’도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므로 일기예보 

자료 텍스트와 관련지어 ‘-아/어지다’의 의미, 기능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어지다’ 항목이 중급 단계에서 교수학습하는 문법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우(국립국어원, 2013)가 많은 현실을 고려

해 볼 때, 메타 텍스트를 통해 ‘-아/어지다’의 본격적인 의미,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중급 단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급 단계에서 일기예보 담화를 자료 텍스트로 제시, 활용

한다면 ‘간접 인용 표현’을 교수학습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교재 구성 시,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

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김수영, 2014: 246-247), 일기예보를 듣

거나 읽고 난 후 화 중에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을 접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8종의 교재 가운

데 오직 1종의 교재에서만 일기예보 자료 텍스트를 상으로 간접 

인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 개발되어 있었다. 차후에는 일

기예보 텍스트를 활용하여 간접 인용 표현을 연습할 수 있는 다양

한 ‘활동(과제) 텍스트’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교수학습 ‘경험의 실제

성’ 및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담화 문법 중심 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담화 분석 연구의 중

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문법교육 현

장에서 담화 문법 중심 교육의 실효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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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토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 상황에서 비롯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담화 문법에 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예보 

담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 로 예보 담화의 문법교육용 텍스트

화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어교육용 텍스트를 ‘메타 텍스트’, ‘자료 텍

스트’, ‘활동 텍스트’의 삼분 체제로 분류, 유형화하고 ‘날씨/계절/여

행’ 등의 주제로 일기예보 담화를 다루고 있는 텍스트의 유형별 특

성을 분석하였다. 일기예보 담화를 자료 텍스트로 다루고 있는 경우

에 해서는 체계기능언어학 이론 가운데서도 상호적 메타기능 분

석을 적용하여 문장유형, 종결형, 높임, 양태 표현 등의 문법적 특징

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TV 매체를 통해 보도된 일기예보 담화의 기

능, 사용역에 해서도 상호적 메타기능 분석을 실시하고, 실제성, 

적합성 측면에서 그 결과를 교육용 자료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 특

징, 기능과 비교․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위 연구 결과를 토 로 일기예보 담화의 형태-의미-기

능 간의 연계성을 밝히고 문법교육용 텍스트화 방향을 세 가지 텍

스트 유형과 연계시켜 제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담화 

문법에 한 기초 연구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는 바가 있

다는 견지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일기예보 담화는 구어 

외에 문어 텍스트로도 실현되고 있어 이 두 가지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들 간의 비교․고찰을 통해서만 그 본질적 특성이 온전히 규명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문제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수행할 것을 기약한다.*14)

* 이 논문은 2016. 11. 15. 투고되었으며, 2016. 11. 22. 심사가 시작되어 2016. 12. 6.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6. 12. 6.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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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예보 담화의 문법교육용 텍스트화 방향 연구

-일기예보 담화의 ‘상호적 메타기능’ 분석을 토대로-

김호정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일기 보 텍스트와 실제 일기 보 텍스트 간의 비교·

조 분석을 통하여 문법교육용 일기 보 텍스트화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먼 , 기(旣) 개발된 한국어 교재 8종을 상으로 교육용 일기 보 

텍스트의 기능별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 다. 교육용 텍스트의 유형화는 텍스트

가 담당하는 기능과 텍스트의 내용  특성에 따라 하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한

국어교육용 텍스트를 ‘메타 텍스트’, ‘자료 텍스트’, ‘활동 텍스트’의 삼분 체제로 

분류, 유형화한 뒤 ‘날씨/계 /여행’ 등의 주제로 일기 보 담화를 다루고 있는 

단원을 상으로 텍스트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 다. 이 가운데 일기 보 담화를 

자료 텍스트로 다루고 있는 경우에 해서는 체계기능언어학 이론 가운데서도 

‘상호  메타기능(Interpersonal Metafunction)’ 분석을 용하여 문장유형, 종결

형, 높임, 양태 표  등의 문법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TV 매체를 통해 사

용된 일기 보 담화에 해서도 ‘상호  메타기능’ 분석을 실시하고 교육용 자료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 특징, 기능을 실제성, 합성 측면에서 비교하며 논구하

다. 그 결과를 토 로 일기 보 담화의 문법교육용 텍스트화 방향을 메타 텍스

트, 자료 텍스트, 활동 텍스트와 련지어 논의하고 제언하 다.

[주제어] 보 담화, 문법교육용 텍스트, 일기 보, 상호  메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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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xtualization of Forecasts for Korean Grammar Education

-Applying the Analysis of “Interpersonal Metafunction” in Weather Forecasts-

Kim, Ho-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extualized forecasts for Korean 

grammar education. For this purpose, it analyzes the types and features of 

weather forecasts modified for education in eight Korean textbooks. The 

educational texts are sub-classified by their function and contents. Therefore, 

texts for L2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subdivided into meta texts, 

material texts, and activity texts, and they are analyze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ather forecasts as material texts are also 

analyzed in terms of sentence type, sentence ending, honorification and 

modality to examine interpersonal metafunction of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Weather forecasts on TV are analyzed in the same way to study 

interpersonal metafunction of the texts. The textualization of forecasts for 

Korean grammar education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m in terms of meta texts, material texts, and activity texts.  

[Key words] Forecasts, Textualization for Grammar Education, Weather 

Forecasts, Interpersonal Metafun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