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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수 지식을 마련하고 교사를 교육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더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로 다루어 왔다. 이에 비해,
교사 교육에 대해서는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보다는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와 교육과정의 거시적 체계 마련에 목표와 초점을 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이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을 느끼고 한국어 교육의 주요한 영역인 한국어 문법 교육을 연구 영역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본질과 목적이 한국어 교사의 한국
어 교수 기능 수행을 돕는 데 있음을 논하고 이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내
용을 마련하였다. 교수 지식의 마련은 이론적 연구와 함께 한국어 예비 교사들의 수
업 설계 오류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내
용은 교수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지식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로, 교수 내용 지식은
한국어 문법 교수 내용과 이 교수 내용의 이해와 교육에 관여하는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으로 제시하였다. 전자인 한국어 문법 교수 내용에 대한 지식은 문법 항목
지식과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지식으로 나누었으며, 후자인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은 교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와 교수 자료에 대한 지식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로, 교수 방법 지식은 교수 내용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 지식으로, 한국어 문법 교수
방법과 이 교수 방법 이해와 구현에 관여하는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으로 제시
하였다. 전자인 한국어 문법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은 수업 단계별 지식, 교수 자료
활용 지식, 교사 수업 발화 지식으로 제시하였다. 후자인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
식은 교재, 학습자, 교사, 기타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교수 지식 중, 교수 내용 지식은 그 특성 상 한국어 문법 범주별로 상세한 지
식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한국어 ‘보조용언 구성’을 대상으로 교수 지식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제시하였다.
이어서 한국어 교사와 예비 교사의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구현 양상을 분석하여
교수 지식 교육의 근거로 삼았다. 한 교사가 지닌 문법 교수 지식은 결과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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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 지도안 작성과 수업 진행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고 보고 수업 지도안과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수업을 중심에 두고 분석하되
수업 과정에서 교수 지식 외에 다른 변인들이 작용하여 교사의 교수 지식이 잘 관찰
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그 교사가 수업을 위해 작성한 수업 지도안 관찰과 서면
인터뷰 진행을 통해 수업 진행에 다른 변인이 개입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교
사가 지닌 교수 지식을 정밀히 파악하려 하였다. 분석은 본고에서 마련한 교수 지식
의 내용을 기준으로 두고 교수 준거 항목별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수 지식의 내
용을 근거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 대상 수업을 ‘보조용언 구성’ 항목을 교육하는 수업
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경험 교사와 예비 교사의 교수 지식 구현에서 나타나
는 차이와 예비 교사들이 오류를 보이는 교수 지식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 지식 구현 양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지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교수 지식 교육의 내용은 예비 교사들의 수업 오류를
예방하고 처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식이 되어야 함을 목표로 두고 본고에서 마련한
교수 지식이 교육 내용으로서 더욱 실제성을 띄도록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마련한 교수 준거 항목별 지식을 한국어 교수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검토와
피드백을 받아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되도록 기술하였다. 전문가 검토 자료로 교수
준거 항목과 함께 각 준거 항목별 지식의 부재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비 교사
오류를 함께 제시하여 전문가들이 본고에서 마련한 교수 지식과 예비 교사 오류를 비
교하며 실질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교수 방법은,

교수 지식 구현 양

상 분석을 통해 예비 교사의 수업 오류가 개개인에 따라 교수 준거 항목별로 다양하
게 나타남을 확인하고, 개별 예비 교사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제시하였
다. 또한 교수 지식에 대한 원리적 이해가 실제 수업 진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업에
서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교수 지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지식 교육의 자료로 교수 준거 항목과 함께 각 항목별 지식의 부재에 따른 수업 오
류 자료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의 교육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한국어 문법 교육, 한국어 교사 교육, 문법 교수 지식,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수업 구성 요인, 한국어 보조용언 구성.

학번: 2009-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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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고는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을 마련하고 한국어 예
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수 지식 교육을 논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어떤
교육의 영역이든지 교사에게 필요한 교수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그 교
수 지식이 학습자에게 행해지는 교육의 양상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중요
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기 쉬운 것이 이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어 교육의 영역에서도 대부분의 논의가 교육의 수혜자로서 학
습자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한국어 교사 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교사 교육의 내용면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
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외의 한국어 교사가 제도적 교육과정을
거쳐 배출되지 않고 비체계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교사 교육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내용의 차원에서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더 시급하게 요구
되었던 까닭으로 분석된다1).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어 교사 교육의 내용, 특별히
한국어 교육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법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수 지
식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 논의의 방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문법 교수를 위한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이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
양하겠지만, 본고의 주제에 따라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무엇을 문법 교수 지식으
로 보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교사 교육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교재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한국어 문법 교수를 위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에 대한 현재 한국어 교육계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이 교재의 내용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문제는 교사 교육을 위한 내용이 한국어 교
육과 한국어 교사라는 중요한 요인을 염두에 두고 선정되기보다 기존의 학문 문
1)

조항록(2010)과 같은 한국어 교육 정책론에 대한 논의나 김선정 외(2010)와 같은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가 이러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이다. 이러한 연구는 전반적인 교사 교육 체
계와 방법을 다루는 것에 초점이 있어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체계를 이루는 교과목과
그 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주제 항목의 수준에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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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 중 일부를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정밀한 기준 없이 재조직하여 사용하는 경
우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받아들이는 한국어 문법의 항목과 설
명을 그대로 교사 교육을 위해 제공하여, 한국어 교사 교육을 단지 한국어 학습자
의 학습 경로를 따라 선행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한 부류의 문제는 한국어 교사 교육의 내용이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국면
에만 초점을 두어, 다른 언어와 다른 ‘한국어 문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에 제시되어 있지 못한 경우이다. 이 문제는 교사에게 필요
한 한국어 ‘문법’ 지식이 어떤 체계와 범위, 내용으로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어 교사 교육
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이 어떤 준거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기초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교육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
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이다. 이 문제를 다루
는 것은 본 연구자가 연구의 출발 단계에서 가정한 명제,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은 한국어 교사의 교육 수행을 도울 수 있다’에 대한 증명 과정이기도 하다. 이
명제에는 한국어 교사의 교육 수행을 돕는 것이 교사 교육의 목표라는 전제가 바
탕이 되어 있다. 이 전제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 즉, 한국어 교사의 교육 수
행을 돕는 것이 교사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목표를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교육이 이루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교육의 목표를 한국어 교사의 교육 수행을 돕는 것으로 둘 만하
며 그와 같은 목표 설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는,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이 무엇인가’이다. 이 연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즉, 문법 교수 지식이 한국어 교사의
교육 수행을 돕는 것을 목표로 교육된다는 것을 확정적 명제로 둘 때, 그러한 목
표를 가능하게 하는 문법 교수 지식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
로 본 연구자는 위의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 문법 교수 지식의 목표를 교사의 교
육 수행을 돕는 것으로 둘 것을 먼저 논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연구 문
제인 문법 교수 지식이 무엇인가를 논하기에 앞서, 교사의 교육 수행을 먼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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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하여 교수 지식은 교수 기능 수행과 기능 수행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를 결합하여 기술한 준거 항목을 기준으로 한, 그 준거를 성취하기 위한 지식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각 준거와 준거 성취를 위한 지식은 교수 기능 수행의 특징
에 따라 교수 내용 지식, 교수 방법 지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교수 내용 지식
의 경우에는 한국어 문법 범주별로 그 구체적인 지식이 논의되는 성격을 띠는 것
이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 한국어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 범주를
선정하여 교수 지식을 논하였다.
셋째는, ‘한국어 교사와 예비 교사의 교수 지식은 어떠한가’이다. 이는 한국어
교사와 예비 교사가 두 번째 연구 문제를 통해 밝힌 교수 지식에 대해 얼마나 알
고 있고 이를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통해 논의한 교수 지식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교육 수행에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문제이다. 본고는 이에 대해
교수 지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와 교수 지식을 교육 수행에 활용하고 있는
가의 문제를 분리해서 연구하지 않았다. 이는 교수 지식의 목적이 교육 수행을 돕
는 데 있었으므로 한 교사나 예비 교사가 지닌 교수 지식의 측정은 그가 수행하
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교육 수행에는
교수 지식 외에 교사의 정의적 요인 등의 여러 요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교육 수
행을 통해 온전히 교수 지식의 측정을 할 수는 없음은 전제하였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교육 수행에 대한 관찰을 통하지 않은 교수 지식의 측정은 오히려 교수 지
식의 본질과 성격에 근거하지 않은 측정이 되므로 교수 지식 교육 설계를 위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에 본고가 이 연구 문제에 대해 진행
한 연구는 교수 지식 자체에 대한 측정은 아니며, 교수 지식이 교육의 과정에서
구현된 양상에 대한 분석임을 밝힌다.
넷째는,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교수 지식 교육
의 목적을 첫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 문법 교육 수행
을 돕는 것으로 둘 때, 이 목적을 위해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교육은 어떤 내용
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이다. 교육의 내용은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논
의를 통해 마련된 교수 지식의 내용을 세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드
러난 예비 교사가 교육 수행에서 나타내는 문제를 예방하고 이 문제에 대해 처방
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제시하기 위해 어떻게 검증하고 다듬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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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논의하였다. 교육의 방법도 각 예비 교사의 문제에 입각해 각 교사의 교육 수
행을 돕기 위해 적합한 방법을 구안하려 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고는 한국어 교사의 문법 교육 수행을 돕기 위한
분명한 목적 하에 문법 교수 지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에서 시
작되었으며, 연구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목적에 대한 논의, 둘째, 이 목적에 근거한 교수 지식의
마련, 셋째, 한국어 교사와 예비 교사의 문법 교수 지식 구현 양상에 대한 분석,
넷째, 이 분석에서 드러나는 예비 교사의 문제를 예방하고 처방하기 위한 교수 지
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 마련이다.

2. 연구사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주제인 한국어 교사 대상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교육 관련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문법 기술에 대한 연구’,
‘한국어 문법의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에 대한 연구’
가 그것이다.

2.1. 한국어 문법 기술에 대한 연구
본 연구를 위해 한국어 문법 기술이 어떤 내용과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 기술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 고
민한 연구들을 크게 일반적인 학문으로서의 문법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과 교육
을 위한 문법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문법학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현상에 엄격한 내적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복잡한 언
어현상에도 일정한 내적 질서가 있어서 그를 규명(남기심 외, 2004:426)”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성격을 띤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문법
연구는 그 초점이 ‘학습’이나 ‘교수’에 놓인 것이다. ‘학습’에 초점이 놓인 문법은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문법을 일컫는 것이고, ‘교수’에 초점이 놓인 문법은 학습자
를 가르치기 위해 교사에게 제공되는 문법을 일컫는다. 한국어 문법 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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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아니지만 리치(Leech, 2000:17)도 이러한 학문적인 문법, 학습 초점 교육
문법, 교수 초점 교육 문법에 대해 “Academic Grammar, Grammar for
learners, Teachers’ Grammar”로 명명하고 있다2). 이러한 문법 기술 관점과 목
적의 차이로 인해 한국어 문법 기술의 성격과 방향도 서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된
다.

외국의

연구이지만

그린바움(Greenbaum,

1986)이

문법서의

형태를

“reference, pedagogical, teach-yourself, theoretical”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한국어 문법서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3).
먼저, 한국어를 학문 문법의 관점에서 한국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
인지를 고민한 연구로는 고영근(199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한국어에
합당한 문법 체계에 대해 고민하고, 한국어의 공간적, 시간적 변화의 모습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문법 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단어와
어절, 형태소, 문장과 텍스트와 같은 한국어 문법의 단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품사
부, 형태부, 통사부, 의미부, 통보․화용부와 같은 개별 부문을 어떻게 전체 문법 체
계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주로 논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출발이
한국어의 통시적, 공시적 변화를 한번에 설명할 수 있는 간결한 문법 기술과 체계
를 제시하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어를 최대한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교
수와 학습을 위한 기억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해야 하는 교육 문법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 기술에 대
해 논의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교육 문법의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물
은 학습자의 성격에 따라 크게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법 기술에 대한 연구
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법 기술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본
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법 기술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원론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인 원리를 밝힌 연구도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를
더 세분화하고, 교육 목적이 무엇이며 기술 내용이 활용되는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기술 방향과 내용을 세분화하여 상세히 제시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아직

2)

학자에 따라 교육 문법이라는 용어를 교사의 문법에 한정하여 보는 경우도 있다. 코더(Coder,
1975)는 교육 문법이 학생을 위한 설명이나 예라기보다 교사가 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한 설명과
예를 중심으로 한 문법이라고 하였다[백봉자, 2001에서 재인용].
3) 처커(Chalker, 2000)에서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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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법을 교사 대상 교육 문법과 학습자 대상 교육 문법으로 세분화하여 바라
보기보다, 교육 문법을 곧 학습자 대상 문법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여 교사를
위한 교육 문법 기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한국어 교육 문법의 원리를 밝힌 백봉자(2001),
방성원(2002)의 연구나 교육 문법 기술의 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문법의 기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백봉자(2001)는 교육 문법의 개념과 조건을 제시하고, 교육 문법의 예시를
보여준 선구적인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법은 전통
문법과 달리 “의사소통적 기능을 하는 문법으로서 교사와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그 조건을 “문법 요소의 의미 파악이 정확
해서 이론에 맞아야 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으로 본다”, “실용적이어야
한다”, “문법 설명은 간결해야 한다”, “가급적 규칙과 제약을 주어 공식화한다”,
“유사한 요소들의 비교로 연결 사슬을 만든다”, “한국어 교육 문법에는 난이도와
빈도수를 고려한 등급 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학습자 모국어와 대조적인 입장
에서 의미와 기능을 본다”로 제시하여 이후 교육문법 논의와 정립의 방향성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방성원(2002)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법이 모
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법과 “문법 형태의 추출 방식, 체계의 구성 방식 면에
서 차이”를 가짐을 기술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법 용어도 그 특성에
맞게 선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재들에 나타난 문법 용
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문제점은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번역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 “서로 다른 문법 개념
에 대하여 동일한 번역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
한 학습 대상이 되는 문법 요소 중에는 그 형식의 복잡성 때문에 특정한 문법 용
어로 범주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
반적인 대학의 한국어 교재의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인 교
사 대상 한국어 교재의 문법 용어 선정과 기술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
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또한 방성원(2002)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
선정의 기준과 예시도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어 교사 대상 한국어 문법 교재의 교
육 내용 마련을 위해 크게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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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유정(1998)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과 다르다는 점을 논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문법 항
목 선정과 단계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는 문법 항목 선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선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 논의는 문법 기술을 위해서
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면, 문법 항목 선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 중,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 국어 문법 체계 속에서 국어 문법 구조를 가지고 출발
해야 한다.’는 항목은 국어 문법 체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여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한국어 문법 체계를 기술할 수 있을지의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또, ‘문
법 목록의 자료 조사는 국어사전과 문법서, 실제 자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도 일반적인 원칙 제시이지만, 이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을 생각하고 현재 한
국어 교육 문법이 기술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 연구가 현재의 기술을 위한 관
점과 방향을 제시한 것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활용되는 기술 지표를 제시
한 연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든 문법 요소들이 다루어질 필요는 없
다.’라는 원칙도 어떤 기준으로 문법 기술 내용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의미 있는 원칙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형태소가 다양한 의미,
기능을 담당할 때 그것을 분류해서 목록화하는 것과 같은 ‘언어학적 지식이 요구
된다.’는 논의도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며 그 교육을 담
당하는 교사를 위한 문법 기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고민하게 한다.
이 논의에서는 선정된 문법 항목을 어떻게 단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
고 있다. 사용 빈도, 난이도, 일반화 가능성, 기대 문법 등의 주요 개념을 제시하
고 이들 각각에 따라 단계화의 양상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는 한
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법 교육을 위한 지식의 양상을
예측하게 하여 교사 대상 교육 문법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돕는다. 또 “‘시제,
조사, 종결어미……’ 등의 순으로 묶여서 제시되는 것보다 숙달도 단계에 맞게 나
뉘어서 하나의 항목이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의 제안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논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 교육 문법의 대원칙을 확증하는 명제로서 본고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토
대가 된다.
또한 한국어 교육 문법 관련하여 이해영(1998), 이해영(2001)과 같은 거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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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나 학습자들이 지니는 문법 지식에 대해 초점화한 김호정(2010)과 같은 논의
도 교육 문법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논의이다. 또 한국어교육 분
야는 아니지만, 국어교육 분야에서 교육 문법을 논한 연구들도 참고가 된다. 이는
문법의 내용 구조, 문법 지식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교육 변인으
로서의 학습자와 문법 본유의 성격을 어떻게 연관 지어 사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이관규(2008), 주세형(2005), 주세형(2006), 주세형(2009), 남가영
(2007), 남가영 외(2007)가 대표적이다.

2.2. 한국어 문법의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사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지식으로서 한국어 문법 기술 체계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 문법의 특징은 다양한
관점의 문법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구조주의 관점의 학
문 문법에서는 한국어를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문법서로는 남기심‧고영근
(2004), 고영근‧구본관(2009), 왕문용‧민현식(1993) 등이 있다. 교육적 관점에서
한국어 문법의 특징을 밝히고 교육에의 적용점을 논의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국
립국어원(2005a)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이 있는데, 이 책의 제3장에서
는 한국어의 특징을 ‘한국어의 분포, 한국어의 형태적 특징, 한국어 문장의 특징,
한국어 단어의 특징, 한국어 소리의 특징, 그 밖의 한국어의 특징’으로 나누어 제
시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에서 기술된 허용
외(2005)나 한국어 모국어 화자를 위한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기술된 문법 교과
서는 각각의 교육 목적에 따라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띠며 한국어의 특징을 기
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사에게 어떤 내용과 체계의 한국어 문법을 제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돕는다. 국립국어원(2005a)에서는 한국어의 특징을 한
국어의 분포, 형태적 특징, 문장의 특징, 단어의 특징, 소리의 특징, 그 밖의 한국
어의 특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가 사용자 수로 세계 13위 정도가
된다는 분포 상 특징은 한국어 교사들이 한국어 교육의 배경을 이해하고 교육 동
기를 갖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격의 기술이지만, 이후 제시하는 형태적, 문장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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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이하 여러 언어적 특징들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이 된다. “한국
어가 형태적으로 볼 때, 몽골어, 터키어, 퉁구스어, 만주어 등과 함께 알타이어 계
통”에 속하고 이들 언어와 함께 첨가어(교착어)라는 점은 한국어 교육의 교육 대
상 문법 항목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 지식이 된다. 즉, 한국어가 명사에 조사가 붙
어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나 동사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문법적인 의미를 나
타내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교사들이 이해한다면, 한국어 교육에서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인 요소를 교육 항목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
다. 또한 “한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서로 문장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특
징을 보이는 언어에는 일본어, 몽고어, 터키어, 미얀마어, 힌디어 등이 있다”는 내
용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 지식이기도 하고, 같은 어순의 언어권 학
습자를 지도하는 데 배경 지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어순 관련하여
“한국어에서 모든 문법적 요소는 반드시 어간이나 어근 뒤에 온다”는 내용이나
한국어의 “어순상의 특징은 수식어가 항상 피수식어 앞에 온다는” 기술도 기본적
인 한국어 문법 지식이자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이 된다.

2.3.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연구는 한국어 교사
에게 요구되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문법 지식의 내용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김
호정(2006)에서는 이 교육 문법 지식의 목표를 “L2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문
제가 되는 문법 특징을 안다. 학습자 오류를 인식, 판별하고 처치(treatment)할
수 있다. 교재 내용을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L2 습득의 원리에 따른 수업안과 교
수법을 계발할 수 있다.”의 세 가지로 두고 교육 문법 지식의 내용을 ‘관형 표현’
이라는 문법 범주를 선정하여 구체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사
들에게 필요한 문법 지식이 한국어 문법 자체에 대한 일차적인 지식일 뿐 아니라
그 문법을 학습하는 학습자의 언어와 학습 대상으로서의 한국어 문법을 분석할
수 있는 상위적인 지식임을 실체로 보여주는 연구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호정 외(2011), 김호정 외(2012)는 ‘문법 용어’ 사용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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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어 교사들에게 필요한 문법 지식이 상위적 지식이어야 함을 시사한 연구
이다. 김호정(2011)에서는 한국어 수업 담화 분석을 통해 교사의 문법 용어 사용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문법 용어 사용에 대
한 일반적 인식, 특수 맥락에서의 문법 용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용 양상
을 수업 관찰과 교사 인터뷰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김호정 외(2012)에서
도 한국어 교사의 문법 용어 사용 실태를 연구하였는데 한국어 수업을 등급에 따
라 구분하고 그 등급별로 사용되는 문법 용어를 목록화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일
차적인 한국어 문법 지식으로서 문법 용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이차적인 지식
으로서 문법 용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상위적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게
한다.
홍윤기(2006)는 메타언어를 활용하여 한국어 문법을 교육하는 방법론에 대해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메타언어는 문법 용어와는 분리된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이는 본고에서 주목하는 영역인 한국어 교사가 지녀야 할 상위적 지식,
2차적 지식의 성격을 띤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대상이 되는 문법
항목을 ‘-이/가’와 같은 문법 형태소, ‘-(으)면서도’와 같은 문법 형태소의 결합형,
‘-(으)ㄴ/는 걸 보니까 ~ (으)ㄴ/는 것 같다’와 같은 표현 항목으로 나누고 이 각
각의 항목의 성격에 따라 해당 항목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메타언어가
도입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즉, 한국어 교육을 위해 문법 형태소 외에도 “일
정한 의미 개념 및 화행 기능을 담지하는 문법 항목을 문법 교육의 대상으로 포
함시킴으로써 국어 문법서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제시하고 설명할 용어
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이 논문에서는 메타언어를 상황 제시
를 위한 메타언어, 화행 기능 중심의 메타언어, 화용적 상황 및 화자, 청자와의
감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메타언어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언어는 한
국어 교육을 위한 설명 언어라는 점에서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용어이며, 이를
활용할 때, 교사가 교수 현장의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
로 교사의 메타언어 지식이 수업에 응용되는 사례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김부자
(2012), 한송화(2010)와 같은 연구가 있다. 또한 학습자의 메타언어 지식을 수업
에 활용하는 황선유(2013)와 같은 연구도 학습자 메타언어 지식을 끌어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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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사의 메타언어 지식이 중요하게 기능한다는 점을 전제한 연구이다. 또한
지현숙‧김새롬(2011)의 연구도 메타언어로서 문법 용어에 대한 중요성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교사 인식을 살펴본 연구이다.
또한 교사에게 대조 언어학적 지식이 필요함을 시사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연구로 구본관(2003), 신성철(2009), 전성기(1990)가 있는데, 구본관(2003)
에서는 언어 기술에서 문법가의 지식이 타언어 기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제
시하였다. 이는 언어를 교육하는 교사도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를 기술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생각할 때, 한국어
교육을 위해 교사가 지녀야 할 교수 지식으로서 교사의 문법 지식, 특히 학습자의
언어나 학습자가 익숙한 언어에 대한 대조 언어학적 지식이 포함됨을 시사한다.
신성철(2009)에서는 언어 교실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제1언어와 제2언어를 사용하
는 상황을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사용은 교사의 대조언어학적인 지식과 학습자의
모국어 등의 배경 요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교사의 교수 언어 사
용을 위한 지식도 교수 지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성기(1990)는 번역
이나 예문 제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어 수업 현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관이 되며 대조언어학적 지식이 교수
지식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논한 민현식(2005a)의 연
구는 한 언어를 외국어로서 교육할 때,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지식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언어적 자질로 제시한 “한국어
능력과 지식, 영어 능력과 지식, 학습자 모어 이해 및 구사 능력과 지식, 대조언
어학적 지식”은 교사 문법 범주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러한 문법에 초점을 둔 연구 외에도 한국어 교사의 일반적인 한국어 수
업에 대한 고찰이나 반성을 담은 논문들에서도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적
지식이나 문법 교수 상황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에 대해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윤지원(2013), 김경령(2010), 권순희(2006)의 연구가 그와 같은 것이다.
또 전반적인 수업 대화 분석을 보인 연구도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떤 수업
구성 요인을 고려하는가를 보여주며 이러한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이 교수
지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로는 이진영(2007), 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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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박선옥(2003),

김재욱(2007),

진제희(2003),

진제희(2006),

홍윤의

(2003), 홍은실(2005)이 있다. 이는 전반적인 한국어 교수에 필요한 지식을 추출
하기 위한 연구로 볼 수도 있지만, 문법 교육을 위해서 학습자가 주요한 고려 요
인이 된다는 점과, 지식 변환과 지식 전달에서 어떤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교수 지식 논의와 연관된다.
그러나 강승혜(2011)의 한국어 교사, 학습자 관련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논문에서 확인되듯이, 교실 수업에서의 교사말, 교수법, 교수전략, 교사 특성, 교
사 요인을 주제로 이루어져 온 연구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연구는 주로 말하
기와 쓰기 교수에 초점을 두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교사와 학습자 간 대화나 일
반적인 교사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때, 교사에게 필요한 문
법 지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국어 교육에서 교사의 문법 수업을 분석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교수 변환적 지식에 대해 연구한 연구물은 교수 변환에 관여하
는 요인에 대한 지식을 논하기 위해 참고가 된다. 유나(2008), 심영택(2004), 김
은성(2009), 최웅환(2009)이 있다. 유나(2008)의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학
적 변환에 대한 연구나, 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학적 변환에 대한 연구는 학습
자 등 수업 구성 요인에 따라 문법이 어떻게 교수되는지에 대한 모형을 보여준다.
외국의 논의로서 교사의 언어적 자질에 대해 논의한 된 연구로는 페리스
(Ferris, 2004), 쎌세 무르시아와 힐(Celce-Murcia & Hilles, 1988)과 같은 연구
가 있다. 이들 연구는 앞에서 소개한 김호정(2006)의 연구의 전제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페리스(Ferris, 2004)는 영어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TESOL 교육을
위한 교과목에서 전통적인 영어 전공 학과의 학과목과 달리 “ESL 학습자의 오류
를 분석, 그러한 오류에 역점을 둔 수업안을 개발하고 문법 교재와 그 외의 학습
자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는 과제들을 다루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쎌세 무르
시아와 힐(Celce-Murcia & Hilles, 1988)에서도 문법 지식을 갖춘 교사는 학습
자의 오류 분석, 문법적 형식을 선택하고 위계화하는 일 등의 기초적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지식은 대상 언어의 문법 현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수업 현장에서 문법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 문법의 지식임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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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은 한국어 교육 문법 관련 지식 뿐 아니라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수업에 대한 연구나 교
수의 주요한 재료로서 교재에 대한 관련 연구는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선행 연
구자들의 분석을 보여준다. 이 중, 교재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으로 교재의 개발이
나 선택, 평가에 관여하는 요인을 제시한 연구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교재를 분
석하여 교재 개발, 선택, 평가에 관여하는 요인을 밝힌 연구가 있다.
한국어 교재에 대한 거시적 연구로 민현식(2000)에서는 한국어 교재론의 좌표
와 유형을 교재 유형론, 교재 개발론, 교재 평가론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교재 개
발의 첫 단계로서 학습자 요구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들을 예시하
여 교재 개발이 학습자의 실질적인 요구에 기반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
재에 대한 개발과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교사의 수업을 위해 고려해
야 하는 요인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서종학․이미향(2007)에서도 거시적인 차원에
서 한국어 교재의 유형, 분석과 평가, 개발까지를 다루어 한국어 교육 내용과 학
습자,

한국어

교육

환경

요인과의

관계를

통찰하고

있다.

그란트(Grant,

1987:120)에서는 교재 선택 기준 항목으로 교재가 학습자, 교사, 교수요목이나
시험의 3영역에 적합해야 함을 제시하면서, 각 영역에서 하위 선택 기준을 제시
하였는데, 이 하위 선택 기준의 일부가 수업 구성 요인을 표상한다. 이는 ‘교재의
방법론이 학습자들의 특별 요구에 도움이 되었는가?’ 등의 형식으로 기술되는 교
재 선택 기준인데 이 기준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라는 요인이 발견된다. 또한 강
승혜(2003)에서는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실제적인 한국어 학습자 요구 분석을
제시한 논문으로 교재 사용자의 요구 분석 방법론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
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연구들도 한국어 교육 현장의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일반적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논
문으로는 이소영‧한성일(2008), 노명완(1998), 민병곤(2014)와 같은 연구가 참고
가 되며, 이 중에서도 민병곤(2014)은 학습자 교재 분석을 위해 학습자와 교수자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학습자 교재가 집필되어야 한다는 점과 학습자 교재를 보
완할 수 있는 교수자를 위한 지침서도 개발되어야 함을 제시하여 교수 주체로서
의 교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는 수업 구성 요인 간 복합적인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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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을 위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교사 대상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한국어 교수 지식에 대한 그간
의 논의를 보여주는 연구로는 김미경(2010), 김선정(2010) 있으며,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김중섭 외(2010), 김중섭 외(2011)의 논의도 한국
어 교육의 내용과 구조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논의로 한국어의 전반적인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해 참고가 된다.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구조 와 관련된 논의로 보
다 구체적으로 문법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것은 한국어 교육에 활용되는 한국어
용법 사전을 분석하여 이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문법 지식의 내용과 구조가 교수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최은규(2005)와 같은 논의이다. 한편, 직
접적으로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 수업을 위한 요구를 분석한 연구나 제도적인 측
면에서 교사 교육에 시사점을 준 연구도 존재한다. 김선정 외(2010), 송향근
(2002), 방성원‧우인혜(2008), 최태호(2009), 임형재(2010), 이승연 외(2013)의
연구가 그것이다.

3.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교수 지식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
인 ‘문법 교수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Ⅱ장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교수 지식의 본질을 논의하고 이
를 바탕으로 교수 지식의 목적이 문법 교사의 교육 수행을 돕는 것에 있음을 제
시하였다. 이 목적 하에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문법 교수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
해서는 Ⅲ장에서 논의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밝힌 문법 교수 지식의 목적
과 성격에 따라 교수 지식을 교수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지식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 교수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지식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준거 목록을
먼저 제시하고 교수 내용과 방법 결정을 위해 교사가 고려해야 할 수업 구성 요
인 목록도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교수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지식
마련을 위한 준거는 교수 지식이 교사의 교수 기능 수행을 돕는 것에 목적을 둔
기능 지식이라는 점에 근거해 교수 기능과 기능별 목표를 결합한 서술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 이 연구 절차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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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한 준거 설정 절차
본고의 기술
Ⅱ장 1절

연구 내용

연구 성격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목

문법 교수 지식의 목적과 성격 규명을 위한

적과 성격 고찰

이론적 연구
⇓

Ⅱ장 2절

교수 지식 영역을 교수 내용

문법 교수 지식의 거시적 구현 층위에 대한

과 교수 방법으로 구분

이론적 연구
⇓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을 결
Ⅱ장 2절

정하는 수업 구성 요인에 대
한 연구

문법 교수 지식의 구현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

⇓
교수 지식이 구현되는 영역
Ⅲ장 1절

별로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한
준거 설정

문법 교수의 미시적 구현 층위이자 교수 지
식 마련을 위한 준거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이상에서 문법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한 준거를 설정하기까지의 과정을 표로 확
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이 준거 기술을 위한 구체적 연구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고 Ⅱ장 1절에서 교수 지식의 목적과 성격이 교사의 교육 수행을 돕는 것이라
는 점을 제시하고 이 지식 마련을 위한 준거도 ‘교수 지식이 구현되는 교수 기능
과 각 기능별 수행 목표를 결합하여 기술된 목록’이라는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러므로 이 준거 마련을 위한 연구 과정은 교수 지식이 구현되는 지점인
교사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면밀한 고찰의 과정이다. 이 준거는 선행 연구를 통
해 1차로 기술하였으며, 실제 한국어 예비 교사들의 한국어 문법 교육 수행에서
드러나는 기능 수행 오류를 관찰하면서 오류를 드러낸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준
거 목록으로 수차례 수정하여 최종 기술하였다4). 이러한 준거 수정은 수업 지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들을 그 오류가 성취하지 못한 준거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준거를 검토하였으며, 특정 오류를 포괄할 수 있는 교수 준거가 없는 경
우에 준거를 추가로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예비 교사가
4)

준거 수정은 1차로 설정된 준거에 따라 각 준거를 성취하기 위한 교수 지식을 마련하는 과정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준거 수정을 위해 관찰 대상이 된 예비 교사는 교수 지식 마련
을 위한 관찰 대상 예비 교사와 동일하다. 이 예비 교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어서 각 준거별
교수 지식 마련 과정 기술 부분에서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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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문법 항목에 대해 예문이 규범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오류를 보이는 예가 발
견되면 ‘예문이 정확해야 한다’의 교수 준거가 있어야 함을 증명하는 오류로 보고
해당 준거를 추가하는 것이다.

<표 Ⅰ-2>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한 준거 기술 절차
본고의 기술

연구 내용

연구 성격

Ⅱ장 2절에서 설정한 교수
Ⅲ장 1절

내용과 교수 방법 영역에서

교수 기능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나타나는 교수 기능의 설정
⇓
교수 기능 목록을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한
Ⅲ장 1절

교수 기능별 수행 목표 설정

준거로 활용하기 위한 지향점과 목표점 연
구

⇓
Ⅲ장 1절

교수 기능과 수행 목표를 결
합한 준거 기술

교수 내용, 교수 방법별 준거 1차 기술

⇓
예비 교사들이 오류를 나타
Ⅲ장 1절

내는 교수 기능을 포괄하도
록 준거를 수정

1차 기술된 준거에 대한 수차례의 수정 후
최종 기술

다음으로는 이상의 절차로 구체적으로 설정한 교수 준거에 대해 각 준거별로
준거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 지식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과정을 기술한다. 본고는
이 논의를 위해 한국어 예비 교사들의 수업 지도안을 관찰하면서 각 교수 준거가
달성되지 못한 오류로 추측되는 사례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방적 지
식이자 이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이 그 준거를 성취하기 위한 문법 교수 지
식이라고 보았다. 수업 지도안의 오류를 교수 지식 마련의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은
수업 지도안이 문법 교수 설계의 교수 기능이 드러나며 해당 예비 교사의 기존
교수 지식이 구현되어 그 구현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5).
5)

물론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한 관찰 대상 교수 기능은 수업 지도안에서보다 실제 수업 진행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이는 교수 지식이 수업 설계의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업 진행의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수업 지도안이 실제 진행된 수업보
다 해당 예비 교사가 갖고 있는 교수 지식을 더 원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왜냐하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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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예비 한국어 교사의 수업 지도안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집한
총 63편의 자료였다6). 예비 한국어 교사 교수 설계 자료 수집과 교수 준거별 오
류 검토, 오류에 대한 예방 및 처방적 지식으로서의 교수 지식 마련 절차를 간략
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Ⅰ-3> 예비 한국어 교사 수업 지도안 오류 분석과 교수 지식 기술 절차
본고의 기술

연구 내용

연구 성격

예비 한국어 교사 교수 설계
Ⅲ장 1절

자료 수집과 준거별 오류 분
석

D대학교 한국어 교육 전공 학부생 63명의
수업 지도안을 수집한 후 오류 분석

⇓
준거 성취를 위한 교수 내
Ⅲ장 1절

용, 교수 방법별 교수 지식

교수 내용, 교수 방법별 교수 지식 기술

기술
⇓
Ⅲ장 1절

준거 성취에 관여하는 수업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을 교수 지식에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 기술

포함시켜 기술

⇓
Ⅲ장 2절

교수 지식에 대해 보조용언
구성을 들어 상세 기술

교수 지식 중, 문법 범주별 지식 특성이 드
러나는 교수 내용 지식 영역에서 특정 문법
범주에 한정하여 논의

지도안에 비해 수업에서는 교사의 교수 지식이 구현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변인이 더 많아지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수업 지도안에서 자신이 지닌 교수 지식을 잘 구현한 것으로 드러난 예비 교사
가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본고의 교수 지식의 범위에서 다루지 않는 수업 불안 등의 정서적 요인
에 의해 수업 진행에 방해를 받아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이 잘 관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결론
적으로 예비 교사의 교수 지식을 드러내는 자료로 수업 지도안과 실제 수업은 나름대로의 장단점
을 지닌다. 그리하여 본고의 연구 전반에 걸쳐서는 교수 지식 구현 양상 관찰을 위해 한 예비 교
사의 수업 지도안과 실제 수업을 함께 관찰해 가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본격적인 교수 지식 구
현 양상 분석에 앞서, 문법 교수 지식이 무엇인가의 기술을 위한 기초 관찰 자료로는 보다 원천적
인 자료인 수업 지도안을 관찰한 것이다.
6) 63명의 예비 교사는 D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하였으며, 언어학 개론(3학점), 한국어 교
육 개론(3학점), 한국 문화의 이해(3학점), 한국어학 개론(3학점), 한국 문학의 이해(3학점), 한국
어 문법론(3학점), 한국어 표현 교육론(3학점), 한국어 문화 교육론(3학점), 한국어 이해 교육론(3
학점), 한국어 발음 교육론(3학점), 외국어 습득론(3학점), 한국어 평가론(3학점), 사회언어학(3학
점), 대조언어학(3학점), 한국어 어문 규범(3학점) 등을 이수한 후 한국어 교육 실습 수업을 수강
하는 학생들이었으며 이 실습 수업에서 교수할 문법 항목을 선정하고 그 문법 교수를 위한 수업
지도안을 설계할 것을 요구받은 학생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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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수 지식은 준거로서의 각 교수 기능별 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이
며, 각 준거를 달성하는 과정에 수업 구성 요인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교수 지식은 각 준거 목록 순서에 따라 교수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지
식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중, 교수 내용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 틀을 기반으
로 문법 범주별로 구체적인 지식이 마련되는 특성이 있어 이에 따라 보조용언 구
성을 대상으로 교수 내용 지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교수 지식을 근거로 세 번째 연구 문제인 ‘한국어 교사와 예비
교사의 교수 지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을 Ⅳ장에서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과
분석 대상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7). 먼저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하면,
한국어 교사와 예비 교사의 교수 지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으로 교수 지식이
수업에서 구현된 양상을 관찰하여 분석, 기술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Ⅲ장에서
제시한 교수 지식이 그들의 수업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어떻게 드러
났는지를 관찰하여 분석한 것이다8). 분석 결과는 교수 지식을 수업에서 구현하는
데에 관여하는 교수 지식 외의 변인들을 최대한 통제하여 기술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택했다. 첫째는 각 교사 및 예비 교사가 수업을 수행하기 전 작성
한 수업 지도안을 함께 확인하였다. 이는 수업에서 오류로 분석되는 사례가 수업
지도안에서는 오류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였다면 교수 지식의 문제가 아닌 다른
변인의 문제로 분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었다. 둘째는 특별히 오류로
분석되는 사례에 대해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교수 지식의 오류인지, 교수 지식에는
문제가 없으나 여러 변인들이 관여하여 오류가 나타난 것인지를 최대한 확인하여
교수 지식에 초점을 두고 그 교수 지식이 구현된 양상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 선정에서 고려했던 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수업 내용과 관련해, 교사와 예비 교사의 수업은 Ⅲ장의 교수 지
식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문법 범주인 보조용언 구성을 교수한 경우로 한
정하였다. 이는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의 초점화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
었다. 둘째, 분석 대상의 수와 관련해, 한국어 교사 2명과 예비 교사 3명으로 한

7) 분석 대상과 분석 수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고 Ⅳ장 1절에서 제시하였다.
8) 한 개인이 지닌 교수 지식에 대해 교수 지식이 구현된 양상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부분에서 “교육 수행에 대한 관찰을 통하지 않은 교수 지
식의 측정은 오히려 교수 지식의 본질과 성격에 근거하지 않은 측정”이 됨을 기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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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러한 분석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교수 지식 교
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수 지식 구현의 양
상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교육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판단
에서였다9). 셋째, 분석 대상의 대표성과 신뢰성 관련해, 분석 양상을 교육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5명이 각 교사와 예비 교사가 각 집단의 대표성을
띠는 사례로 입증되어야 했고, 분석 결과가 실제 그들의 교수 지식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즉 신뢰성을 띄는 사례로 입증되어야 했다. 이 분석 대상 교
사의 경우 대표성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력 5년 정도의 여러 기관에서의 교수 경험을 갖춘,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수하는 교사 2명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 교사 수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들이 평상시 가르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 당시,
진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당 보조용언 구성 수업을 하게 되
는 날짜의 수업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교수 지식 구현 양상에 관여하는 학습
자, 교재, 교수 기관 등의 변인에서 어떤 조작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자연스러운
수업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비 교사의 경우에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예비 교사의 교수 지식 구현 양상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부류의 경향성이 있는지
를 먼저 확인해야 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해 관찰한 63
명의 수업 지도안에서 1차적으로 어떤 경향성이 발견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경
향성 확인을 위해 교수 지식 목록별로 개개의 예비 교사가 나타내는 오류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표에 정리하였다10). 그러나 그 결과 교수 지식의 구현
양상은 어떤 경향성보다 개별적인 특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각

9)

물론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의 양적 통계를 통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교수 지식을 파악해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연구도 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그 양상의 질적인 관찰이 교수 지식 교육
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위해 더 시급하다고 보았다. 교수 지식의 내용과 방법의
기초가 마련될 때 양적 연구를 통해 이 기초에 대한 더 발전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
구자의 판단이다.
10) 표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각 교수 지식의 준거별 오류 분포와 경향성을 파악하려 하
였다. 여기서는 경향성 파악을 위해 정리한 표의 형식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세로축의 문법 교
수 내용 지식의 준거와 문법 교수 방법 지식의 준거 중 문법 교수 내용 지식의 준거 부분만을 제
시하였고, 가로축의 전체 63명의 관찰 대상 예비 교사 중 13명의 사례만을 제시한 것이다. 예컨
대, 아래 표에서 예비 교사 P-1은 교수 지식 준거 ①-[3] 항목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지
식 구현 양상에서 오류를 보였음을 의미하며, P-3은 ①-[2], ①-[3] 항목 관련 지식 구현 양상
에서 오류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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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교사는 수업에서 서로 다른 교수 지식의 차원에서 구현 양상의 문제를 다양
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한 차원에서 나타내는 문제의 양상도 다양했다. 이런
상황에서 분석 대상 3명의 예비 교사는 대표성을 띠는 교사라기보다 다양한 구현
양상을 보여 교수 지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 마련을 위한 풍부한 근거를 제공하는
교사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선정 절차를 기술하면 Ⅲ장의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해 검토한 수업 지
도안을 작성한 63명의 예비 교사 중, 보조용언 구성을 대상으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 수업을 진행한 17명의 예비 교사를 따로 분류하
여 이 중, 3명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예비 교사 수업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3명의 대상이 교수 지식을 구현한 수업은 평가를 받기 위해 충실하게 진행하고
제출한 모의 수업 동영상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각 예비 교사가 지닌 교수 지식이
충분히 구현된 자료로서 간주될 수 있는 근거이다. 또한 수업 동영상 제출 후에도
성실하게 서면 인터뷰에 응하여, 교수 지식 구현 양상 분석에 필요한 수업 구성
요인으로서 교재나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분석하기 용이하게 했던 예비 교사들의
수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분석 대상의 특성과 관련해, 교사와 예
비 교사로 구분한 것은 교수 지식 구현 양상에서 경험 교사와 예비 교사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과, 경험 교사의 구현 양상을 예비 교사의 구현
양상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지향점 마련을 위한 검토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
Ⅴ장에서는 네 번째 연구 문제인 ‘교수 지식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Ⅳ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마련한 교수 준거의 틀을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11). 또한 Ⅳ장에서 제시한 예비 교사의 교수 지식 구현

영역

문법
교수
내용

구분
문법
항목

문법
설명

교수 지식의
준거
①-[1]문법 항목
의 기본 요건
①-[2]문법 항목
의 정확성
①-[3]문법 설명
의 기본 요건
①-[4]문법 설명
의 정확성

수업 지도안에서 오류가 나타난 부분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P-11 P-12 P-1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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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양상에 따라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육 방법의 원리를 개별 교사 중심의 교
육과 수업 오류 자료 활용 교육으로 제시하였다. 개별 교사 중심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교사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는 수업 지도안 분석을 통해 1차
적으로 발견한 오류에 대해 1차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후 수업 분석을 통해 2차
피드백과 오류 요인 분석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의 교육이었다. 수업 오류
자료 활용 원리에 대해서는 자료 마련을 위한 수업 오류 판정에 논의를 집중시켰
다. 논의를 위해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해 교수 준거별 지식 검토를 의뢰한 전문가
집단에게 각 교수 준거 항목 부재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오류를 함께 제시하
고 그 오류 판정이 타당한지를 함께 물었다. 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서 시사점을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 제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1) 전문가 검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고 Ⅴ장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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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교육의 전제
1.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개념과 성격
1.1.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개념
교수 지식에 대한 논의로 슐만(Shulman, 1986)에서는 교사의 지식 기반 요소
로 교과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가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 내용 지식(Subject matter content knowledge)은 교
과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조직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한 지식과 참이나 거짓,
타당성이나 비타당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등 말 그대로 교과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이다. 교육과정 지식(Curricular Knowledge)은 특정 수준의 특정 교
과와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 개발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교수·학습 자료에 대
한 지식이다. PCK는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교과 내용 지
식과 교수법 지식의 특별한 결합체이다. 이러한 요소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수
지식 논의는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 그리고 이를 연결시키는 지점으로서 교과 내
용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PCK)으로 그 흐름을 나눌 수 있다12).
이들 세 부류의 지식에서 초점은 교수 내용, 교수 방법, 그리고 이들의 결합으
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는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을 다양한 교
수 환경 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는 교사가 수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교수 지식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본
고는 이러한 전제를 공유하되,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을 연결시켜 바라본 PCK에
주목한다.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을 따로 논의하지 않고 교수 내용에 중심을 두고
교수 방법 논의에서도 그 내용을 교수할 때의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다.
PCK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 마크스(Marks, 1990)는 PCK의 요소를 첫째, 특정
교과의 내용 지식을 수업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지식, 둘째, 특정 상황의 특정
교과 내용 교수에 알맞게 교수법을 변환시키는 지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

12) 슐만(Shulman, 1986)의 이 연구는 후에 박태호(2011), 양윤정 외(2007) 등의 교과별 PCK 연구
를 위한 기초 연구로 꾸준히 활용되었다.

- 22 -

째, 내용 지식을 수업 상황에 맞게 변화시킨다는 말에는 ‘수업 상황’이 최종적으
로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교수 내용을 결정하는 변인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둘째, 교수 내용에 맞게 교수법을 변환시킨다는 말에는 교수 방법의 선택은 ‘교수
내용’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리고 교수 내용의 변화와 마찬가지
로 교수법의 변환에도 ‘수업 상황’이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크스(Marks,
1990)의 이 틀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도식화
한 틀이고 그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목록화하지 않은 데 반해,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틀은 이를 목록화하고 있다(이화진 외,
2005).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발전한 곽영순(2008)에서는 이 요인에 대해 ‘교과
내용, 학생/평가, 교수환경/전략, 자원 및 관계’라는 틀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교과
내용’은 교과 지식,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며, 마크스(Marks, 1990)에서 언
급한 ‘특정 교과의 내용 지식’과 연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영역
인 ‘학생/평가, 교수환경/전략, 자원 및 관계’에 대한 지식은 학생에 대한 이해, 교
수 환경에 대한 이해, 수업 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의미하며 마크스(Marks,
1990)의 ‘수업 상황’에 맞게 ‘교수 내용’과 ‘교수법’을 변환시키는 측면과 연관하
여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상의 연구 외에도 PCK의 지식 요소를 수업 단계별로
각각 구체화한 연구들13)도 있다.
이 연구들은 수업 단계를 중심축으로 두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PCK를 기술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단계 요인과 이화진 외(2005)의 한국교
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시한 보고서의 PCK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 이를 활용한 교과별 PCK 개발 모형으로 곽영순(2008) 등에서 제시한
예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면, 예컨대 아래와 같은 PCK 구조가 생성될 수 있다. 즉,
수업 전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 교수 환경에
대한 이해, 수업 자원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고, 수업 중, 수업 후 단계에서
필요한 이들 각각의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이다.

13) 원효현(2010:236)에서 이를 잘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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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교수 지식으로서 PCK의 구조
PCK 결정 요인

수업 단계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
교수 환경에 대한 이해
수업 자원에 대한 이해

이와 같은 틀은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을 목록화하
는 체계적인 틀이 될 수 있다. 가로축에서 ‘수업 단계’에 따른 교수 지식을 보여
주기에 유리하고 세로축에서 교사가 수업 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
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가 수업 단계를 진행할
때에는 위 틀의 예컨대, 학생, 교수 환경, 수업 자원의 요인들이 각각 단선적으로
각각의 의사 결정을 하게 한다기보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의사 결정을 하게 한다. 이러한 면에서 위 틀의 단선적인 도식은 수업에 실질적으
로 필요한 의사 결정을 돕는 PCK 도식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게다가 수업 절차
가 위 틀의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도식화될 수는 있으나 각 단계의 PCK가
명료하게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각 단계에 중복되어 존재하는 PCK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업 단계별 교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대표 기능을
위한 PCK를 정리하고 하위의 세부 PCK를 목록화하는 것이 교사 교육을 위한 내
용 마련을 위해 적절한 작업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 수업을 진행하는 단계와 같은 단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수행하는 ‘기능’을
단계화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크스(Marks, 1990)의 논의를 한국어
문법 교육에 적용하여 ‘한국어 문법의 내용 지식을 수업 상황에 맞게 변환, 결정
하는 기능, 한국어 문법의 내용 교수에 알맞게 교수법을 변환,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지식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PCK 이론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 온
‘변환’이라는 용어를 본고에서는 ‘결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이는 본고에
서 변환에 관여하는 요인과 변환의 교수 영역과 항목을 제시하고, 이 주어진 영역
과 항목에서 변환 관여 요인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 가능한 교수적 결정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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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문법 내용 지식의 결정을 위해서는
‘한국어 문법 내용’에 대한 지식과 지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한
국어 교재, 학습자, 교사, 기타 수업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수법의 결정을 위해서는 ‘한국어 문법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과 지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동일하게 ‘한국어 교
재, 학습자, 교사, 기타 수업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였다. 정리하면, 본고는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을 교사의 한국어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 결정의 기능 수
행을 위한 지식으로 보고 그 지식 구조를 아래 <그림 Ⅱ-1>과 같이 설정한 것이
다.

<그림 Ⅱ-1> 한국어 문법 교수 기능과 교수 지식의 구조

한국어 문법 교수 기능

수업 상황에 맞게

문법 내용 지식에

문법의 교수 내용을

알맞은 교수 방법을

결정하는 기능

결정하는 기능

⇑
문법 교수 지식
교수 결정 영역
교수 내용

교수 방법

결정 관여 요인
교재

학습자

교사

기타 수업 환경

그렇다면 위의 틀에 따라 교수 내용 지식과 방법 지식이 어떤 성격의 내용과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한국어 문법 교
수 지식의 성격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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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성격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적합한 교수 지식이 무엇인지 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관점이 어떠하든지 교
수 지식이 한국어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목표
를 두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러한 전제와 같은 맥락의 기술은 한국어 교사에게 필
요한 내용 지식으로서 교육 문법 지식 내용을 연구한 김호정(2006:161)에서 쎌세
무르시아와 힐(Celce-Murcia & Hilles, 1988:7-8)의 연구를 인용, 해석한 관점
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교수 지식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를
교사의 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에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Celce-Murcia & Hilles(1988:7-8)는 교사가 문법 지식을 갖춤으로써 다음과
같이 중요하고도 기초가 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수요목에서 형식, 의미, 내용을 통합한다.
-교수 자료와 교실 활동을 선택하고 준비한다.
-필요한 어떤 시점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다.
-필요한 어느 시점에서 강조를 목적으로 문법적인 형식을 선택하고 위계화한
다.
-규칙을 제시하거나 오류 수정을 하는 데 적절한 연습과 활동을 준비한다.
-학습자의 문법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문법 지식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어
야 하는지를 역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여섯 가지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육 문법 지식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언어학이나 문법 지식과는 대별된다고 하겠다(밑줄은 연구자).

이러한 전제 하에 본고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교수 지식에 대해 기준과 근
거를 마련할 때 목표로 두는 것도 한국어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잘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교사가 수행하는 기능
은 무엇인지이다. 교사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는 본고가 <그림 Ⅱ-1>에서

- 26 -

보인 것과 같이 ‘수업 상황에 맞게 문법의 교수 내용을 결정하는 기능, 문법 교수
에 알맞은 교수 방법을 결정하는 기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
게 하는 지식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제공되는 지식인가를 논해야 한다.
이를 논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고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는
‘수업 상황에 맞게 결정한다는 것’의 전제이다. 어떤 내용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여 교수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해하여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재구
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는, 그렇다면 어떤 내
용을 교사에게 제시하여 교사가 그것을 이해하면, 그것을 수업 상황에 맞게 재구
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저절로 갖추게 되는가, 아니면 재구성에 관여하는 원리도 제
공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또 이에 대한 답으로 ‘재구성에 관여하는 원리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원리는 어떤 지식의 형태여야 하는지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논의로 브루너(Bruner, 1960)는 교육 내
용을 논하며 ‘지식의 구조’로서 ‘사실, 개념, 원리’가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교육 내
용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문법 내용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실’로서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수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지식’을 ‘원
리’로서 제공하면 교육 현장의 여러 변인을 고려하여 교사가 재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교수 지식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를 내용 지식과 방법 지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내용 지식
은 학습자에게 교수되는 문법 지식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일차적으로는 학습자들에게 전달되는 내용 지식 그 자체이면
서, 이차적으로는 학습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교수 상황에 맞게 구성하도록 하는
틀로서의 지식이어야 한다. 방법 지식의 경우에도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면서 교수 상황에 맞게 교수 방법을 구성하도록 하는 틀
로서의 지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적 성격에 따라 교수 지식으로서의 내용 지
식과 방법 지식의 구성 원리와 구조를 이어지는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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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구조
2.1. 내용 지식
교수 지식으로서의 한국어 문법 내용 지식은 한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을 말한
다. ‘한국어 문법’의 개념이나 범위, 체계에서 학문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져, 다양한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들이 어떤 개념, 범위, 체계의 한
국어 문법을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견해 중, 어떤 것이 보다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통일이 되어 있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항록(2010: 305)에서 ‘한국어 교육의 이념 및 목적, 목
표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한 예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이
처럼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아 한국어 교사상
에 대한 논의도, 한국어 교사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어려
운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어원을 통해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교사 교육을
위한 교과목 체계도 통일적으로 제시, 권장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각 교과목의 내
용뿐 아니라, 소위 ‘한국어 문법 교육론’ 교과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한국어 문법’
의 내용에 대해서도 시급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한국어 교사를 위
한 한국어 문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가 교육의 대상으
로 다룰 ‘한국어 문법’의 내용에 대해 교사 수준에서 어떤 개념, 범위, 체계의 지
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서 이
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2.1.1. 내용 지식 구성 원리
앞에서 교수 지식의 성격을 제시하며 내용 지식은 일차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전
달되는 지식 그 자체이면서, 이차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구성할 수 있
는 원리적인 틀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이 원리적인 성
격을 띠는 문법 내용 지식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 구성 원리를 살펴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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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내용 지식은 일차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전달되는 내용 그 자체여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전달되는 문법 내용 구성 원리에 따라 조직된 것이어야 한
다. 학습자들에게 전달되는 문법은 리치(Leech, 2000:17)가 문법의 종류로 제시
한 “Academic Grammar, Grammar for learners, Teachers’ Grammar” 중
“Grammar for learners”에 해당한다. 이를 직역하면, ‘학습자를 위한 문법’이 되
며, 이는 ‘학습자에게 교육되는 문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수 내용
지식으로서의 문법 지식은 학습자에게 교육할 내용을 원리화한 교육 문법의 성격
을 띠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육 문법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 교육계보다 국어 교육계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 한 연구로 임칠성(2009:496)에서는 “‘학문문법’의 ‘문법’과 ‘교
육문법’의 ‘문법’은 그 개념과 내용이 달라야 한다. 학문문법의 문법은 언어의 내
적 구조의 원리와 그에 대한 설명이라면 교육문법의 문법은 실제 일상 언어생활
을 하기 위한 말의 원리와 그 사용이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논
의에서는 교육 문법의 의미를 넓게 보아, 교육 과정에서 전달된 학문 문법을 포함
한 모든 문법이라고 지칭하는 논의도 있다. 교육 문법을 국어과의 교육적 가치가
있는 문법 요소들로 구조화한 문법이라고 본 이병규(2009:255)의 진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육 문법을 좁은 의미로
보든, 넓은 의미로 보든,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한 문법이라고 보고 있
다는 점이다. 모국어로서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이 목표를 위한 교육 문법의 성
격에 대해서는 고춘화(2010:8)의 기술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교육 문법은 언어학적인 원칙들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언어지식을 쉽게 습득하
고 그것을 실제 사용능력으로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인 원칙들
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학습자의 언어 원칙의 이해를 돕고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임을 염두에 둔 기술이다. 이처럼 교육
문법은 철저히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리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고, 한국어 교육 문법의 구
성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백봉자(2001)에서는 한
국어 교육 문법의 목표와 특징에 대해, “외국인을 위한 교육 문법도 전통 문법 이
론에 근거하여 통일된 체계를 가진 문법이어야 함”은 내국인을 위한 교육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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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이지만 “외국어로서의 교육문법은 우선 언어의 의사소통적 도구 기능을 충
분히 하는 것이 그 첫째 목적”이라고 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으로
보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외국어로서의 교육 문법은 ‘언어 원칙의 이해’나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이라는 국어과 교육 문법과는 다른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문법이
다. 임칠성(2009:498)에서도 자국어 문법 교육과 외국어 문법 교육을 비교하면서
외국어 문법 교육이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유창한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사는 학문 문법이
나 모국어로서의 국어 교육 문법과 차별되게 의사소통의 목표를 위해 조직된 한
국어 교육 문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의 목표를 위해 문법 내용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며, 그 원리
는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강병창(2002:9)에서는 교육
문법은 “특히 교재 집필자와 교사가 교재와 수업을 통해 학습자에게 인지시켜야
할 문법의 틀을 정하는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 이를 역으로 이해하면 한국어 교
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인지하도록 제공하는 문법 내용이 교사가 지닌 교육 문
법으로서의 교수 내용 지식에 포괄되어야 함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인지하도록 제공하는 문법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을 교
사가 지녀야 할 교수 내용 지식 구성 원리로 어떻게 들여올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학습자에게 학습하도록 제공된 문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다. 한국어 수업 내용을 분석할 수도 있고,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교육용
사전을 분석할 수도 있으며, 관련 논문을 확인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문법 지식의 형태와 내용을 정리된 틀로 잘 보여주는 것이
한국어 교육용 사전이라고 보고 이 사전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전의 대
표적인 것이 국립국어원(2005b)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용법편-’이다.
이는 “표제어 900여 개, 가표제어 500여 개의 문법 형태에 대한 의미, 결합 정
보, 사용 맥락, 오류 양상 등을 일일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법 사전”
이다. 여기서 표제어인 문법 형태는 한국어의 조사, 어미, 보조용언과 같은 표현
문형이며,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주요 용법, 문법 범주, 결합 정보는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언어 사용의 실질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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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문법의 내용을 잘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체계와 내용의 문법은 일반적인 학문 문법14)의 체계와는 다른 목적으
로 설계되고 기술된 문법이다.
둘째, 내용 지식은 일차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내용 자체여야 하고 학습자
들에게 전달되는 내용 구성 원리에 따라 조직되어야 함에 더해, 이차적으로 그 내
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이는 내용 구성 원리에 따라 조직된 내
용 지식 틀과 함께 내용을 결정할 때의 고려 요인으로 한국어 교재, 기타 수업 환
경 요인의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다.
셋째, 내용 결정을 위한 지식으로 교육 문법의 근원이 되는 학문 문법에 대한
지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문 문법은 교육 문법의 기반 문법으로서 교육 문법을
이해하고 생성하기 위한 상위적인 지식의 성격을 띤다. 물론 문법은 그 기술 목적
에 따라 다양한 체계와 내용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학문 문법도 그 범주가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다양한 체계와 내용의 문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다양한 학
문 문법 내에 존재해 왔던 여러 공통적인 개념들이 교육 문법 구성의 기반이 되
어 왔다. 백봉자(2001:417)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 문법도 전통 문법 이론에
근거하여 통일된 체계를 가진 문법이어야 함”을 기술하여, 전통 문법으로서의 학
문 문법이 내국인을 위한 교육 문법과 외국인을 위한 교육 문법의 공통된 기초가
됨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민현식(2000:39)에서 “한국어 교육 문법은 교수법과
학습 지도법이 다르다뿐이지 전체 틀인 문법 체계와 설명 용어까지 달라야 한다
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 문법의 체계와 용어는 교사들
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법 내용 지식을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지식이 되며,
이러한 면에서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교수 내용 지식에 포괄되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학문 문법의 체계와 용어는 교사들에게 교육 문법을 이해하
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돕는 범위와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교수 내용 지식은 첫째, 교육 문법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문법 구성 원리 지식을 포함하며, 둘째, 교육할 문법 내용에 대한 결정을 위
14) 그린바움(Greenbaum, 1986)은 문법서의 형태를 “reference, pedagogical, teach-yourself,
theoretical”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교수를 목적으로 한 문법서 외에 이론적인 문법서가 존재함을
언급하였고, 리치(Leech, 2000:17)도 문법을 “Academic Grammar, Grammar for learners,
Teachers’ Grammar”로 명명하여 학문적인 성격을 띠는 문법 부류가 존재함을 언급하였다[처커
(Chalker, 200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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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으로서 이 결정에 관여하는 교수 환경 요인과 각 요인에 따른 문법 변형
과 생성 원리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는 교육할 문법의 내용 결정을 위한 지
식으로서 교육 문법의 기반이자 상위적 성격을 띠는 학문 문법의 지식을 포함하
되 교육할 문법 내용 결정을 위한 범위에서 이 지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2.1.2. 내용 지식 구조
앞에서 제시한 문법 내용 지식 구성 원리에 따라 문법 내용 지식 틀을 설계하
고자 한다. 문법 내용 지식 틀은 교사가 알아야 할 문법 지식을 한눈에 보여 주는
조직이어야 한다.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문법의 내용에 대해 한국어 교육용 사전인 국립국어원
(2005b)에서는 조사, 어미, 보조 용언의 표현 문형을 교육 문법의 항목으로 설정
하고 있고, 그에 대해 용법, 문법 범주, 결합 정보 등을 설명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비슷한 사전인 이희자 ․ 이종희(2001)의 ‘한국어 학습용 어미 ․ 조사 사
전’은 뜻풀이, 관용구, 용례, 학습 정보, 참고 정보, 시제 결합 정보, 형태 관련 정
보, 어휘 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현 문형을 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이것이 학
습자들이 한국어 사용을 위해 곧바로 표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형태이기 때문
이고 각각의 표현 문형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용법, 문법 범주, 결합 정
보 등으로 제시한 것은 학문 문법의 범주 분류로 지칭하면 형태, 통사, 의미, 화
용 정보라고 볼 수 있다. 형태 정보는 전통적으로 ‘형태론’이라고 일컬어진 분야
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보로 남기심‧고영근(2004:40)에서는 “형태론(形態論,
morphology)이란 단어의 형태적 특성을 다루는 문법의 하위 부문”이라고 기술하
고 있으며 “조사나 어미가 붙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굴절법과 단어형성법을
연구하는 영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통사 정보는 “문장의 구성 방식과 의미
해석”을 다루는 ‘통사론(統辭論, syntax)’이라고 일컬어진 분야의 연구이다. 남기
심‧고영근(2004:232)에서는 통사론을 문장의 성분, 문법 요소의 통사적 기능과 그
의미, 문장의 짜임새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또한 의미 정보와 담화 정보에 대해
서는 쎌세 무르시아와 올스타인(Celce-Murcia & Olshtain, 2000:19)에서 기술하
고 있는데 의미론이 의미가 언어로 어떻게 기호화되는지를 기술하는 언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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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고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과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과 달
리 화용론은 언어 사용이 일어나는 맥락, 상황, 언어 사용자 및 의사소통 참여자
들에게 초점을 두는 분야라고 언급하였다. 아래는 한국어에서 각 영역의 교육 지
식을 예시한 것이다.
<표 Ⅱ-2> 문법 설명 내용 예시
ⓛ명사와 조사가 결합될 때, 명사의 받침 유무에 따라 결합되는 조사가 다
형태 지식

른 것에 대한 정보
②동사나 형용사가 활용될 때, 어간 끝음절의 모음 종류에 따라 결합되는
어미의 종류가 다른 것에 대한 정보

통사 지식

ⓛ제시된 조사나 어미 등과 결합되는 언어 요소의 품사 정보
②제시된 어휘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경우 그러한 결합 정보
ⓛ어휘가 지칭하는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물 및 방향, 현상 정보

의미 지식

②격조사와 같이 생략이 가능하고 시각적으로 대응되는 현상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어휘 의미

담화 지식

맥락,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때의 기능적 의미

또한 한국어 교육용 사전이 아닌 한국어 교육용 교재를 확인해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문법 지식이 학습자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
도 표현 문형이 교육 대상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형태, 통
사, 의미, 담화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형태로 교육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한 예
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6a)의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다음의 표는 교재에서 각 문법 항목의 설명이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지식 중 어떤 부분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하나의 문법 항목
에 대한 설명이 형태, 통사, 의미, 담화의 모든 영역에서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표의 ‘o’표시 부분이 각 영역의 지식이 기술되었거나 교재의 대화
를 통해 추론되도록 제시된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아래 표는 졸고(2012:7-8)에
서 정리한 것을 재구조화하여 인용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
고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6a)에서 ‘grammar point’라는 부분을
두어 설명하고 있는 항목들이다15).
15)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6a)에서 문법 항목 선정을 위해 전제한 관점이 적절하거나 타당한지
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 이, 삼, 사, …’는 문법의 범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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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과 문법 설명 양상
제시 정보

형태 교수

통사 교수

의미 교수

N은/는

○

○

○

N-이에요/예요

○

○

○

문법 항목

네, 아니요
V-(으)세요

○
○

N 주세요

○

○

○

○

하나, 둘, 셋, 넷, …

○

병, 개, 잔

○

○

N하고 N'

○

○

○

○

N이/가 있어요/없어요

○

이거, 그거, 저거
○

일, 이, 삼, 사, …

○
○

A/V-아요/어요

○

○

○

N을/를

○

○

○

N에 가다/오다

○

○

안 A/V

○

○

○

○

그리고

○

○

_시 _분

○

○

요일

○

○

N에

○

○

S-지만 S'

○

○

○

○

○

○

○

○

○

○

○

○

○

○

V-(으)ㄹ까요?

○

○

_월 _일
A/V-았어요/었어요

○

N에서
N이/가 N'에 있다/없다

○

○

이N, 그N, 저N

N이/가 A

담화 교수

○

N위/아래/앞/뒤/옆/안에

○

○

○

에 따라 문법 항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문법 항목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본
고의 관점은 이후에 제시하며, 여기서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6a) 교재의 문법 설명 부분
(grammar point)에서 다룬 항목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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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으)로 가다/오다

○

○

○

N까지

○

○

분, 시간

○

○

○

N-(이)지요?

○

○

○

○

V-아/어 주세요

○

○

○

○

○

○

○

V-고 있다

이상에서 한국어 교육용 사전과 한국어 교재 모두에서 교육 문법이 문법 항목
과 문법 설명의 구조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교수 내용 지식은 첫째, 이
교육 문법의 구조를 이해하게 하기 위한 틀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법 항
목과 문법 설명의 구조로 제시될 수 있다. 둘째, 교수 내용 지식은 교육 문법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이어야 하므로, 문법 항목과 문법 설명의 두 영역 모두에서 교육 내용 결정에
관여하는 요인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결정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한 세
부적 설명과 함께 결정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문법 교수 내용 지식의 구조는 다음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문법 교수 내용 지식의 구조
문법 교수 내용 지식  문법 교수 내용  문법 항목 지식


 문법 설명 지식

 문법 교수 내용 결정 요인  교재 요인에 대한 지식
 교수 자료 요인에 대한 지식

2.2. 방법 지식
앞에서 문법 교수 내용 지식을 논의한 데 이어 여기서는 문법 교수 방법 지식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어 온 교수법
에 대해 한국어 교육을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할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해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교수법의 목록
과 특질을 교사가 모두 이해하고 있을 때 교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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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혹은 이 중 몇몇 특정 교수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혹은 각 교수법의 특
징 중 일부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등의 논의가 교수 방법 지식이 마련을 위
해 필요하다. 이 논의를 위해 방법 지식의 구성 원리를 논하고, 이에 따라 방법
지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2.1. 방법 지식의 구성 원리
문법 교수 방법의 방대한 지식 중 교사가 어떤 교수 방법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할 때, 그 지식 구성 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는 내용 지식의 구성 원리와 동일하게 교수법 이해와 생성이라는 교사 수행 기
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 방법 지식은 첫째로, 수많은 언어 교수
방법 중, 문법 교수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교수법에 초점을 맞춰 교사가 실질적으
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틀로서 제시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교수
방법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수업 환경 요인을 함께 제시하여 이들 요인에 따
른 교수 방법 결정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로, 교수 방법 이해뿐 아니라 그에
대한 결정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원론적인 교수법 지식이 필요하더라도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긴밀히 선택된 방법으로서의 교수법 지식이어야 한다.
첫째, 교사가 실질적으로 문법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 지식을 구성
하는 원리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에서 교수 방법 구현이 수업의 어
떤 국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에서의 교수법에 대
한 개괄적 연구를 참고로 하면서, 수업 설계 연구나 수업 분석 연구에서 수업의
구성에 대해 제시한 논의를 참고하기로 한다. 한국어 교수법에 대해, 남성우 외
(2006)에서는 문법번역식 교수법, 직접교수법, 청각구두식 교수법, 공동체 언어
학습법, 암시교수법, 침묵식 교수법, 전신반응 교수법, 자연교수법, 의사소통식 교
수법, 총체적 언어 접근법, 과제 중심 교수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서는 이 중, 남성우 외(2006:87)에서 제시하는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특징 중 본
고가 설정한 문법 범주 안에서의 문법 교육 관련 특징을 제시하면서16) 문법 내용
16) 남성우 외(2006:87)에서는 본고에 제시한 특징 외에 ‘단어는 목록의 형태로 많은 양이 교수된
다.’, ‘발음에 대한 것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의 특징이 있었으나, 이는 각각 어휘 교육, 발음 교
육에 대한 것으로 본고가 설정한 문법 교육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본고에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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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를 위해 교수 방법이 구현되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교수 방법 지식을 논하고
자 한다.

<표 Ⅱ-4>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특징과 교수적 결정 영역
번호
①
②

③

④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특징

교수 내용 변환의 특징

수업은 목표어의 사용이 거의 없이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이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여 진행한다.

모국어로 제시됨.

복잡한 문법에 대해 장시간 설명한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이

다.

다량 제시됨.

문법은 단어를 조합하는 규칙을 제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문법 설명에서

공하며 제시는 단어의 곡용과 형태

중, 형태 정보의 교수에

주요하게 다뤄지

에 초점을 맞춘다.

집중됨.

는 정보

초기부터 어려운 고전적 텍스트를
읽는다.

지 않고, 단지 문법 분석 연습에 치
중한다.

⑥

을 위해 어려운 예문과
자료가 사용됨.

텍스트의 내용에는 거의 신경을 쓰
⑤

문법 항목의 제시와 설명

문법 교육과 이해 교육의
연계를 거의 하지 않음.

대부분의 연습은 단지 목표어와 모

연습 활동으로 번역 활동

국어 간의 번역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주를 이룸.

교수 결정 영역
문법 설명 언어
문법 설명의 양

사용되는 예문과
자료의 난이도
문법 교육과 언
어 사용 기능 교
육과의 연계
연습 활동 유형

위에서 확인하는 것과 같이 교수 방법 이론에서 내용 교수를 위해 선택되는 교
수 방법 지식을 추출할 수도 있지만, 수업 설계 연구나 수업 분석 연구에서 수업
의 구성과 전개를 논한 내용을 통해서도 그 지식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어 수업
의 원리와 실제를 연구한 조형일(2012)에서는 수업의 원리를 ‘교실 수업의 기본
원리, 목표 표현의 교수 원리, 기능 영역별 교수 원리, 연습 활동의 교수 원리, 교
육 자료 활용의 원리, 교사 수업 발화의 원리’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수업의 구성과 전개를 고려한 원리로 이해된다. 이처럼 수업에서 목표
표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연습 활동을 진행하는 부분 등 수업의 전개를 고려해
마련한 방법 지식은 전개되는 수업에서 일어나는 교사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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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된 지식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이다. 조형일
(2012)에서 제시한 개괄적인 수업 원리인 ‘교실 수업의 기본 원리’를 제한 나머지
원리를 보면, 이 원리는 <표 Ⅱ-4>에 제시된, 교수 방법의 내용 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 측면에 대응된다. 즉, 수업 발화 영역(①)은 ‘교사 수업 발화의 원리’에
서,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영역(②, ③)은 ‘목표 표현의 교수 원리’에서, 교수 자
료 영역(④)은 ‘교육 자료 활용의 원리’에서, 언어 사용 기능 교육과의 연계 영역
(⑤)은 ‘기능 영역별 교수 원리’에서, 연습 활동 영역(⑥)은 ‘연습 활동의 교수 원
리’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둘째, 수업에서의 교수 방법 결정을 위해 고려하는 수업의 구성 요인은 무엇인
지, 그 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논할 수 있다. 이
요인들은 교수 방법이 구현되는 양상을 결정한다. 이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
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하나는 특정 요인을 먼저 설정하고, 그것이
어떤 영역들에서 어떻게 교수 방법의 구현을 이끌어 내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다
른 하나는 특정 영역을 한정하고, 그 영역에서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그 영역에서
의 교수 방법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전자의 연구로 라이트바
운과 스파다(Lightbown & Spada, 2006)의 연구에서는 ‘제2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한 장을 할애해 ‘학습자’라는 요인에 주목하고, 학습자의 지
능, 적성, 성격, 동기와 태도, 학습자 선호도, 학습자 믿음, 습득 연령의 요인에 따
라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교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필요
성을 기술하고 있다. 후자의 연구로는 브라운(Brown, 2000)의 연구에서 ‘언어 간
영향과 학습자 언어’를 한 장에서 논의하면서 교사가 오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를 논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 연구자는 오류 처리 모델을 두어 ‘오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교사가 수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 영역으로 두고 이
오류를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
시하고 있다. 이 요인들에는 ‘학습자의 정의적 상태’와 같은 학습자 요인부터, ‘언
어적 복잡성’, ‘언어 유형’과 같은 언어 요인, ‘교사의 스타일’과 같은 교사 요인,
‘교육적 초점’과 같은 기타 교수 환경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두 방향의
연구 모두에서 교사가 수업 진행에서 어떤 교수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 고
려해야 하는 요인을 보여 준다. 즉, 각 요인을 중심에 두고 이것이 어떻게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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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는가를 보는 것도, 교사의 기능 수행을 중심에 두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는 것도 본 연구를 위해 모두 유용하다. 그리고 이 두
방향의 연구들에서 대부분 가장 비중 있고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요인은 ‘학습
자 요인’이며, 그 외에 ‘교사 요인’, ‘기타 교수 환경 요인’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교수 방법 이해뿐 아니라 결정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원론적인 교수법 지
식이 필요하더라도 내용 교수를 위해 긴밀히 선택된 방법으로서의 교수법 지식이
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 교사를 위한 교수 방법 지식이 지나치게 원론적이어서
는 안 된다. 즉, 교수 방법의 이론적 탐구를 목적으로 지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 방법에 대한 설명 용어의 사용이나 설명에서 초점을 내용 교수를
위한 교수 방법 설명에 둔다. 예를 들어 문법 설명 제시 방법 중, 명시적 설명과
암시적 설명에 대한 개념 지식이나 문법 연습 방법 중, 통제된 연습과 자유 연습
등의 개념 지식 자체가 교사들에게 필요하다기보다, 활용 가능한 여러 교수 방법
에 대해 내용 교수를 위한 정확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식
을 구성한다는 뜻이다.
요컨대, 문법 수업에 대한 지식 구성 원리는 교사가 수업에서 교수 내용과 교수
법 변환을 잘 수행하게 한다는 목표 하에, 교사가 수업의 어떤 지점, 어떤 영역에
서 어떻게 교수 방법을 구현하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과 각 영역에서 이를 구현할
때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2.2.2. 방법 지식 구조
앞에서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구성 원리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를 바탕
으로 문법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교수 방법 지
식은 수업에서 교사가 내용 교수를 위해 구현하는 방법과 이 방법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는 지식임을 기술하였다. 이를 원리로 하여 구성된 지식 구조는
<그림 Ⅱ-3>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마련되었다. ‘문법 교수 방법 구
현 영역’에 대해서는 조형일(2012)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수업의 원리 중 개괄적
인 성격을 띠는 ‘교실 수업의 기본 원리’와 기능 영역에 초점을 둔 ‘기능 영역별
교수’를 제한 나머지 네 원리가 교사의 수업 진행 기능이 드러나는 수업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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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시되었음을 고려해, 이를 활용하였다. 네 원리에 드러난 4개의 수업 영역
을 활용하되 통합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합하고, 용어를 본고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 영역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문법 교수에 활용되는 것은 활
용되는 방향을 반영하였다. 네 영역 중 ‘목표 표현의 교수’와 ‘연습 활동의 교수’
는 통합하여 ‘목표 문법 항목을 도입, 제시, 연습, 마무리’하는 ‘수업 단계별 방법’
으로 제시하였고 ‘교육 자료 활용’, ‘교사 수업 발화’는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수업 단계별 방법, 교수 자료 활용, 교사 수업 발화의 영역 구분
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즉, 수업 단계별로 드러나는 교수 방식에서 교수
자료 활용의 모습이 드러나고, 모든 단계에서 교사 수업 발화가 관찰된다. 그러므
로 수업 단계별 교수 방법 논의에서 나머지 두 논의 영역인 교수 자료 활용, 교사
수업 발화 논의도 포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수업 단계별 교수 방법 영
역과 나머지 두 영역을 분리하여 설정한 것은 수업 단계별 논의 영역에서는 논의
의 초점을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에 필요한 교수 방법에 두어야 각 단계
별 교수 지식이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수업 자료 활용, 교사
발화 관련 논의는 수업의 전 단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을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각 단계별 방법에 속하게 하면 단계별로
같은 준거 항목이 반복되어 기술되어야 하고, 매 단계에 같은 지식이 반복되어 포
함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교수 방법 구현에 관여하는 요인은 이는 민현식(2000)에 교육의 3요소로 교재,
학습자, 교사가 제시되어 있는 것과 이해영(2001)에 교수 ‧ 학습 상황 분석 요소
로 기관 정보, 학습자, 교사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다17). 이
해영(2001)의 기관 정보는 한국어 교육이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
문에 기타 수업 환경 요인이라는 용어로 제시하여 이 안에 기관 정보 관련 요인
이 포함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교재, 교사, 학습자, 기타 수업 환경 요인의 수업
구성 요인 분류는 김서형 외 역(2010) 등 수업 환경 관련 논의에서 제시하는 상
세 수업 구성 요인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17) 이해영(2001)은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분석의 근거가 되는 수업 환경 요소를
제시한 연구이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환경 요소 목록은 교재 분석뿐 아니라 문법 교수 분
석과 문법 교수 진행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수업 환경 요소 목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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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문법 교수 방법 지식 구조

문법 교수 방법 지식  문법 교수 방법 구현 영역  수업 단계별 방법 지식


 교수 자료 활용 지식



 교사 수업 발화 지식

 문법 교수 방법 결정 요인  교재 요인에 대한 지식
 학습자 요인에 대한 지식
 교사 요인에 대한 지식
 기타 교수 환경 요인에 대한 지식

지금까지 문법 교수 지식의 구조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구조는 Ⅲ
장에서 교수 지식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즉, 이 구조에 따라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한 준거를 기술하며, 그 준거를 바탕으로 교수 지식을 기술하고,
보조용언 구성을 대상으로 교수 지식 논의를 더 구체화할 것이다.

3. 문법 범주별 교수 지식 논의를 위한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
본고에서 논의하는 문법 교수 지식은 문법 범주별로 적용되어 구체적인 지식이
마련되는 특성이 있다. 앞 절에서 제시한 문법 교수 지식의 영역으로 교수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지식의 영역 중, 교수 내용 지식의 영역에서 그러하다. 본고에
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국어 보조용언 구성을 대상 범주로 선정하였다. 한
국어의 문법 범주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보조 용언 구성에 집중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조용언 구성은 보조용언과 보조적 연결어미18)가 결
18)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용어에 대해 반대하는 연구가 있으나, 7차 교육과정기에 국정 문법 교과
서에서 사용된 용어였고, 이후 검인정 교과서에서도 지배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므로 본고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용어를 반대하는 연구들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본고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대표적인 연구로 유혜령(2005:275-276)에서는 “보조용언 구성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구분하여 기술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면서 “학교 문법에서 이른바 보조적 연결어미를 연결어미의 하위
범주로 기술하는 것이 문법 체계상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조적 연결어미로 함께 묶인
‘-아/-어, -게, -지, -고’의 특성이 서로 이질적임을 밝혀, 보조적 연결어미 설정에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조적 연결어미의 이질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교육에서 보조적 연결어
미와 보조용언을 따로 떼어 교육하지 않고, ‘-고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결합된 표현 문형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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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형태로, 국어교육에서와 한국어교육에서의 교육 내용과 방법의 차이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그만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하는 문법
항목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보조용언 구성 중 어떤 항목은 하나의 형태라도 상적,
양태적, 화행적 의미가 달라19) 한국어교육에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변환하는
양상을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는 보조용언 구성이 선행 용
언과 결합할 때, 보조용언 구성의 의미에 따라 결합 제약이 발생하는 양상이 다양
하여 학습자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문법 항목20)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본 절에서는 Ⅲ장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교수 지식에 대해 보조용언 구성 교
수 지식으로 초점화하여 문법 교수 지식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제로, 보조용
언 구성의 문법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 논의는 교수 문법 항목으로서의 한국어 보
조용언 유형적 특징에 대한 것이다. 한국어 문법 범주 중 보조용언 구성의 유형과
범위가 어떠하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교수 지식이 마련되기 때
문이다. 보조용언 구성의 유형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두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
다. 한 측면은 교육 문법 항목의 여러 유형들 가운데 보조용언 구성이 어떤 유형
에 속하는가를 봄으로써, 보조용언 구성 항목이 지니는 한국어 문법 교육 항목으
로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 측면은 보조용언 구성 항목 안에서도 어
떤 유형이 존재한다면 그 유형에 대한 논의도 보조용언 구성 항목의 구체적인 형
태에 대한 논의가 되어 교수 내용 지식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된다. 그러
므로 전체 교육 문법 항목 속에서 보조용언 구성을 보는 것과 보조용언 구성 항
목 속에서 개별 보조용언 구성 항목을 보는 것 모두가 다 중요하다.

3.1. 전체 문법 항목 내 보조용언 구성 항목 유형의 문법
먼저 전체 교육 문법 항목 내에서 보조용언 구성을 살펴보면, 보조용언 구성은
로 교육하는 이유에 대해 근거를 제공한다.
19) 한송화(2000)에서 ‘-(으)려고 하다’를 그 예로 들고 있는데, 본고의 이어지는 논의에서 이를 자
세히 보이고자 한다.
20) 최해주(2006:126)에서는 “보조용언을 외국인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직관적으로 상황과 의도에 맞는 보조용언을
사용하며 자주 쓰이는 ‘본용언의 어간+연결어미+보조용언’의 결합을 습관처럼 발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보조용언에 대한 직관과 습관을 지니지 못한 한국어 학습자가 다양한 보조
용언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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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의 결합으로, 대체적으로 ‘어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분 고정 유형’에도 속할 수 있고 ‘전체 고정 유형’에도 속할 수 있다21). 보조용
언 구성이 ‘어미를 포함한 유형’의 ‘전체 고정’과 ‘부분 고정’ 유형에 모두 속할 수
있으며 일부 보조용언 구성이 ‘어미, 조사를 포함한 유형’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
은 교육 문법 항목으로서의 보조용언 구성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어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조용언 구성은 ‘-고 있다’, ‘-지 않
다’와 같은 형식으로 보조용언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결합된 형식으로 항목화된다
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학습자에게 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항목으로 보조용언만
제시되지 않고 보조적 연결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은 각 보조용언과
보조적 연결어미의 결합이 긴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2). 이처럼 결합이 긴밀하기
21) 본고에서는 문법 항목 유형을 ‘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유형’, ‘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유형’, ‘조사
와 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유형’, ‘조사와 어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유형’으로 나누고 다시 이들
각 유형은 ‘전체 고정’과 ‘부분 고정’ 유형으로 나누는 견해를 취했다. 조사와 어미를 분류의 기준
으로 둔 것은 이 조사와 어미가 문법 항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착어로서의 한국어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고정 형식에 따라 2차 분류를 진행한 것은 이미혜(2005)의 문법 항목 분류 기준
을 도입한 것인데 미고정 형식의 문법 항목은 미고정된 부분에 대해 결합 규칙 등이 교수되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정 형식도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마련한 문
법 항목 유형 틀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서 보조용언 구성이 속한 유형을 음영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대체적으로는 어미 포함 유형에 속하고, 부분적으로 어미, 조사 포함 유형의 어미 미고
정 형식에 속한다. 즉, ‘-기는 하다’와 같이 조사가 포함된 보조용언 구성이라도 이 조사는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고정적으로 사용된다. ‘-기는 하다’를 보조용언 구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
해서는 이어지는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조사, 어미 기준
어미 포함 유형

조사 포함 유형

문법 항목 유형
고정성 기준
부분 고정
(어미 미고정)
전체 고정
부분 고정
(조사 미고정)
전체 고정

어미, 조사 포함 유형

부분 고정

예시 문법 항목
-아/어/여요
그렇지 않아도
-에
그밖에
조사 미고정

-(이)라고 해도

어미 미고정

-기는 하-

조사,어미 미고정

-에 있-

전체 고정
어미, 조사 미포함 유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시, 분, 들, 한, 두
(의존명사, 접사, 관형사 등)
네(감탄사)

부분 고정
전체 고정

22) 유혜령(2005:283)에서도 “보조용언 구성에서는 선행용언과 후행용언 사이의 선택제약은 별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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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미혜(2005)에서 밝힌 교육 문법
항목의 선정 기준 중 하나인 ‘교육적 응용 가능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가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을 따로 학습하고 이 둘을 적합하게 결합시
켜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 이 둘이 결합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이것을 응용하게
하는 교육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분 고정 유형’과 ‘전체 고정 유형’의 양 측면에 모두 속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와 같은 표현처럼 ‘-지 않다’가 다른 단어, 다른 문법 요소와
결합된 형태로 고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전체 고정 유형’으로 제시함이 더 효과
적이며, ‘먹다’, ‘예쁘다’와 같은 용언과 결합하여 ‘먹지 않다’, ‘예쁘지 않다’와 같
은 표현을 생성해 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표현에서 ‘-지 않다’를 추출하여 ‘부
분 고정 유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특별히 ‘-지 않다’가 부분
고정 유형으로 제시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와 같은 전체 고정 유형으로 제시될
때보다 문법적인 성격을 높게 띠며 그 항목의 응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
다. 이 부분 고정 형식의 보조용언 구성이 지니는 문법적 특성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김석득(1986), 김기혁(1991), 김영희(1993) 등의 연구에서 밝힌 보
조용언 구성의 특징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보조용언 구성을 이중서술어 구성, 합
성동사 구성과 비교하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조
용언 구성은 이중서술어 구성에 비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이 긴밀하며, 이중
서술어 구성이나 합성동사 구성과 달리 어휘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23) 한국어교육의 문법 항목으로서 선정될 때 높은 교육적 응용 가능
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어미를 포함한 유형’에 속하면서 ‘부분 고정’에 속하는 대부분의 보조용
언 구성이나, 이에 포함되지 않고 ‘조사, 어미 포함 유형’에 속하는 소수의 보조용

으나 선행용언에 결합되는 어미와는 서로 선택제약이 있다. 보조용언은 반드시 일정한 어미와만
결합하여 각각 특유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밑줄은 연구자)”고 기술하고 있다.
23)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이 긴밀하다는 것은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부사(어)가 개입할 수
없고, ‘안’, ‘못’과 같은 부정 부사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잘 먹어 두다’, ‘안
먹고 있다’의 표현은 존재하지만 ‘먹어 잘 두다’, ‘먹고 안 있다’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 보조용언 구성이 어휘적 의미가 강하다는 것은 보조용언이 본용언과 결합되어 상, 양태적 의미
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고 있다’에서 ‘-고 있다’는 ‘먹는 행위’의 ‘진
행’되는 상적 의미를 나타내고 ‘나는 밥을 먹고 싶다’에서 ‘-고 싶다’는 ‘먹는 행위’를 ‘바람’의 양
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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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구성 모두 공통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형식은 ‘어미’로 이 어미가 본용언과 결
합될 때의 의미적, 형태적 결합 양상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이 된다. 즉, ‘조사, 어미 포함 유형’이라도 ‘조사’는 ‘-기는 하다’의 ‘는’과
같이 명사형 어미 뒤에 고정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학습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이다.

3.2. 보조용언 구성 항목 내 세부 유형의 문법
다음으로 보조용언 구성 항목 내에서 개별 보조용언 구성 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별 보조용언 구성 항목을 설정하고 분류할 때의 기준에 대한 기존의 논의
를 보면, 개별 보조용언 구성 항목의 유형 설정이 간단한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보조용언 구성에 대해 서로 다른 범위에서, 서로 다른 유
형 설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교육 문법 항목 설정을 위해 어떤 범주와
유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어 교육에서의 보조용언 교육
을 논한 김한샘(2012: 18)에서는 학교 문법에서의 보조용언과 보조적 연결어미의
범주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보조용언의 범주와 일치하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7차 고등 문법 지도서를 보면 보조용언은 보조적 연결 어미 ‘-아24), -게, -지,
-고’를 취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단정적인 설명은 문제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에 등재된 44개의 보조 용언 중 10개의 보조용언이 ‘-아, -게, -지, -고’를 취할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10개의 보조용언을 “듯싶다, 듯하다, 만
하다, 법하다, 뻔하다, 성싶다, 양하다, 직하다, 척하다, 체하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7차 고등 문법의 ‘-아, -게, -지, -고’의 보조적 연결어미 설정에서 염두에
둔 보조용언 목록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조용언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
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 문법에서 이 10개의 보조용언을 보조용언이라고 상
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이 10개의 보조용언
중, ‘듯싶다’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목록은 보조용언으로 보기보다 ‘의존명사+접
사 ‘하다’’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문법에서 전제한 바라고 여겨
24) 어미 ‘-아’의 이형태까지를 모두 제시하면 ‘-아/어/여’로 제시할 수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대표
형태인 ‘-아’만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어’만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김한샘
(2012:18)의 기술 부분에서 ‘-아’라고 기술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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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또한 ‘듯싶다’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보조용언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듯하다’와 같은 의미라고 소개되어 있고25), ‘하다’와 달리 ‘싶다’는 접사로 사용되
는 용례가 없어 접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듯싶다’의 용례를 들어 ‘싶다’도
접사로 볼 수 있다면 ‘듯싶다’ 역시 보조용언으로 보기보다 ‘의존명사 ‘듯’+접사
‘싶다’’의 구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혜령(2005:288)에
서도 최현배(1985)의 보조용언 목록에 따르면 ‘-(으)ㄴ/(으)ㄹ/는’이 보조용언 구
성에 쓰인 형태소로 재구되는데, 이들은 “전성어미 중 관형사형 어미”라고 지적하
면서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연결되는 ‘척하다, 체하다, 양하다’ 등을 보조용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26)”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용언의 범위에 대해 “다양한 보조용언을 최대한 수용하
고 보조용언과 유사한 통어적 구문까지 포함하여 보조용언 의미 범주를 설정”하
는 최해주(2006:132)의 견해나 “축소된 보조용언 구성과 유사하면서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경우들을 일일이 별개의 문법범주로 기술해야 하는 부담”을
해결하려면 “보조용언 구성의 범위를 확장시켜 기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유혜령(2004:292)의 기술도 존재한다. 실제로 아래의 보조용언 목록 표는 학자들
마다 보조용언의 하위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지만, 공통적으로는
보조용언의 범위를 학교 문법에서 규정하는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여, -게, 지, -고’와 보조용언이 결합된 구성의 범위를 뛰어 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5) ‘듯싶다’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은 아래와 같다.
듯싶다 「보조형용사」((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듯하다. ¶ 평일이라
결혼식에 하객이 많지 않을 듯싶다./그의 표정을 보니 내가 실수한 듯싶었다./얼굴을 자세히 보니
까 그 여자도 옛날에는 예뻤던 듯싶다./이 책은 나에게 매우 유익한 책인 듯싶다.
26) 유혜령(2005:288)의 이 기술은 남기심‧고영근(1985:125)의 기술, “전통문법에서 보조동사로 처
리되어 오던 과거 기회의 ‘뻔하다’, 가식의 ‘체하다, 양하다’는 의존명사 ‘뻔, 체, 양’에 ‘하다’가 붙
은 것으로서 보조동사의 테두리에 넣기가 어렵다”는 것과 이러한 ‘뻔하다, 체하다, 양하다’에 대한
성낙수(1988)의 ‘의존명사+하다’로의 분석을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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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보조용언의 하위 유형(최해주, 2006:132-134의 표를 일부 인용)
연구자

유형 분류
(-어) : 가다(오다), 가지고, 내다, 놓다, 대다, 두다, 보다, 쌓

김기혁(1987)

다, 주다(드리다), 지다
(-고) : 나다, 말다, 싶다, 앉다, 있다, 자빠지다
(-어야) : 되다, 하다
(-어) : 가다, 계시다, 나가다, 내다, 놓다, 대다, 두다, 드리다,
마땅하다, 마지아니하다, 먹다, 버릇하다, 버리다, 보다, 빠지
다, 쌓다, 오다, 있다, 주다, 지다, 치우다, 하다
(-고): 계시다, 나다, 말다, 싶다, 앉다, 있다, 자빠지다
(-지): 말다, 못하다, 아니하다
(-게): 굴다, 마련이다, 생기다

이선웅(1995)

(종결어미): 보다, 싶다, 하다
(-기+보조사): 하다
(-어야): 하다
(-려고, -고자): 들다
(인용 보문소): 치다, 하다
(-면): 싶다, 하다
(-거니, -려니): 싶다
(-곤): 하다

그렇다면 위 표와 같이 서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 보조용언 구성의 범위와
유형 중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학교 문법에서 설정한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이 결
합되어 이루는 보조용언 구성 외에도 다양한 보조서술형식을 포함시켜 논의한 김
상대(2000)의 다음과 같은 연구가 참고가 된다.

<표 Ⅱ-6> 보조서술형식의 유형(김상대, 2000)
유형

해당 서술 구성
-아/어 있다(가다, 두다, 주다 등), -게 하다(되다, 생기다), -

V1어간+비종결어미

지 않다(못하다, 말다), -고 있다(나다, 싶다 등), -아야/어야

+V2용언

하다, -고야 말다, -(으)면 하다, -거니 하다, -려고 하다, 고자 하다, -어도 하다(되다), -도록 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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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어간+종결어미+V2용언
V1어간+명사형어미

-ㄴ가/는가/나 보다, -는가/나/(으)ㄹ까 싶다, -ㄹ까 하다, -지
싶다 등
-기는 하다

+보조사+V2용언
V1어간+관형사형어미

-(으)ㄴ/(으)ㄹ/는 듯하다/듯싶다, -(으)ㄹ 뻔하다, -(으)ㄴ/는

+의존명사+V2용언

체하다/척하다, -(으)ㄹ 성싶다

위의 표에 제시된 다양한 보조서술형식에 대해 학교 문법에서 보조용언으로 인
정하는 것은 ‘V1어간+비종결어미+V2용언’ 중 ‘-아/어/여, -게, -지, -고’의 연결
어미로 연결된 구성체들이다27). 그렇다면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도 보조용언 구성
을 이들 연결어미로 결합된 구성체로 한정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방향의 하나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김상대(2000)의 네 가지 형식 ‘V1어간
+비종결어미+V2용언’, ‘V1어간+종결어미+V2용언’, ‘V1어간+명사형어미+보조사
+V2용언’, ‘V1어간+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V2용언’에서 ‘V2용언’의 품사를 어떻
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네 형식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모든
구성을 다 조사하여 그 ‘V2용언’의 품사를 연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은 아니므

27) 7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교과서인 교육인적자원부(2002:100)의 내용에서는 보조용언에 대해 아
래와 같은 서술을 보인다.
(2) 보조용언
용언 중에는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것이
있다. 이를 보조용언(補助用言)이라고 한다.
이 서술은 특별히 ‘-아/어/여, -게, -지, -고’와 결합되는 용언만을 보조용언으로 보고 있지는 않
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 서술 이후 이어지는 예문은 모두 ‘-아/어/여, -게, -지, -고’와 결합
되는 용언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2002:103)의 내용에서 보조적 연결어미에 대
해 아래와 같은 서술을 보여 역시 보조적 연결어미를 ‘-아/어/여, -게, -지, -고’만에 한정하고 있
지 않다는 의식을 주지만, ‘-고’를 들어 보조적 연결어미를 설명하고 있다.
연결 어미에는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가 있다. 보조적 연결
어미는 ‘-고 싶다’의 ‘-고’처럼 본용언을 보조용언에 이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문법 교과서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인 교육과학기술부(2010:137)에서는 보조용언에 대
해 엄밀하게 ‘-아, -어, -게, -지, -고’에만 한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서술에서 볼 수 있다.
보조용언은 기본적으로 선행하는 본용언의 어미가 ‘-아/-어, -게, -지, -고’로 한정된다는 것
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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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 표에서 제시한 예들을 대상으로 이 예에서 사용된 ‘V2용언’에 대해 표준국
어대사전에서 그 품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위 <표 Ⅱ-6>의 대부분의 ‘V2용언’에 대해, 네 가지 형식 분류
에 관계없이 모두 보조동사, 혹은 보조형용사로 제시하고 있고 일부 구성에 대해
서만 보조용언이 아닌 일반적인 동사로 제시하고 있거나 그 정보를 제시하지 않
고 있었다28).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구성 형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보조서술형식에 보조적으로 사용된 용언을 보조용언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향이
큼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견해는 학습자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나의 표현 단위를 하나의 교수 항목으로 선정하는 한국어 교육의 성격에도 그
대로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조차 보조용언인 보조동
사나 보조형용사로 처리하지 않은 용언이 포함된 구성에 대해 한국어 교육의 보
조용언 구성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표
Ⅱ-6>의 보조서술형식을 그대로 한국어 문법 교수 내용 지식으로서 보조용언 교
28) <표 Ⅱ-6>의 항목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품사는 아래 표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한 내
용과 같다. 밑줄로 표시한 내용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연결어미와 결합된 보조용언(혹은 용언)의 형
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인데, 이처럼 형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미는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유형

V1어간+비종결어미
+V2용언

V1어간+종결어미
+V2용언

해당 서술 구성
-아/어 있다(보조동사) -아/어 가다(보조동사), -아/어 두다(보조동사),
-아/어 주다(보조동사), -게 하다(보조동사) -게 되다(동사), -게
생기다(보조형용사), -지 않다(보조동사) -지 못하다(보조동사), 지 말다(보조동사), -고 있다(보조동사) -고 나다(보조동사), -고
싶다(보조형용사), -아야/어야 하다(보조동사), -고야 말다(보조동
사), -(으)면 하다(보조동사), -거니 하다(동사), -려고 하다(보조
동사), -고자 하다(보조동사), -어도 하다(‘-어도 하다’의 형태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의미가 기술되지도 않았음.) -어도 되
다(동사), -도록 하다(‘-도록 하다’의 형태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
에 대한 의미가 기술되지도 않았음)
-ㄴ가/는가/나 보다(보조형용사), -는가/나/(으)ㄹ까 싶다(보조형용사),
-ㄹ까 하다(동사), -지 싶다(‘-지’와 결합되는 ‘싶다’의 형태를 제
시하지는 않았지만 ‘-지 싶다’와 같이 쓰이는 경우의 의미를 기술
하고 이를 ‘보조형용사’로 제시)

V1어간+명사형어미
+보조사+V2용언

-기는 하다(보조형용사)

V1어간+관형사형어미
+의존명사+V2용언

-(으)ㄴ/(으)ㄹ/는 듯하다/듯싶다(보조형용사), -(으)ㄹ 뻔하다(보조형
용사), -(으)ㄴ/는 체하다/척하다(보조동사), -(으)ㄹ 성싶다(보조형
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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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내용 지식, 그 중에서도 항목 지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준국어대
사전에서 보조용언이 아닌 일반적인 용언으로 처리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게 되
다’, ‘-거니 하다’, ‘-어도 되다’, ‘-ㄹ까 하다’가 있으며, 보조용언으로 명시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 항목으로는 ‘-어도 하다’, ‘-도록 하다’, ‘-지 싶다’가 있다.
이 중 ‘-지 싶다’는 명시적으로 이 구성 형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싶다’의
의미로 소개된 항목 중 하나가 ‘-지 싶다’의 의미이며, 이 경우 ‘싶다’는 보조형용
사임이 제시되어 있어 이는 보조형용사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29). 그러
므로 본고에서는 ‘-거니 하다’, ‘-아/어/여도 되다’, ‘-(으)ㄹ까 하다’, ‘-아/어/여도
하다’, ‘-도록 하다’의 경우 각각에 쓰인 ‘하다’와 ‘되다’를 보조용언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거니 하다’에서 ‘하다’는 동사로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하다01
활용 정보: 〔하여(해[해ː]), 하니〕
Ⅰ]「동사」
[10]「1」((‘-거나 -거나, -든지 -든지, -고 -고, -다가 -다가, -거니 -거니,
-둥 -둥, -까 -까’ 따위의 구성 뒤에 쓰여))나열되거나 되풀이되는 둘 이상의
일을 서술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말.
¶ 내 말을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네 선택에 달려 있다./네가 밥을 먹든지
굶든지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배우가 관객들을 울리고 웃기고 한다./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하다가 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친구들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마시기를 좋아한다./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일을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된다./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기로 했다.
29) 이에 해당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싶다 「보조형용사」「2」((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일부 종결형 뒤에 쓰여))앞말이 뜻하는
내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 ¶ 꿈인가 싶다/비가 오는가 싶어 빨래를 걷었다./오
늘이 자네 생일인가 싶어서 선물을 샀네./집에 있겠다 싶어 전화를 했다./그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싶었는지 아주 열심히 일을 한다./상패는 물론 많은 상금까지 받았는데 얼마나 좋으랴 싶
었다./언제 난리가 났느냐 싶게 한가롭고 평화로운 모습이었다.≪유현종, 들불≫/햇살이 그럭저럭
기울어지는가 싶더니….≪이문희, 흑맥≫/사실 순제마저 붙들리거나 하면 그 꼴을 어찌 보랴 싶어
애가 씌우고 겁도 났다.≪염상섭, 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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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ㄴ가/-ㄹ까/-나, -려니, -려나, -거니’ 구성 뒤에 쓰여))생각하거나
추측하다.
¶ 혹시 누군가 올까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실망했다./아무 연락이 없어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나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그가 그 일을 했는가 했
지만 실제로는 여동생이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나는 그가 무슨 말
을 하려니 했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이제 곧
경기가 시작되려나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경기는 시작되지 않았다./나는 사
원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했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니 하다’의 의미는 ‘되풀이하다’와 ‘추측하다’의 두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에서 각각의 의미가 ‘하다’에 실려 있다기
보다 ‘-거니’에 실려 있다. 즉, ‘하다’는 ‘-거니’의 의미를 보충하고 보조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거니’에 대한 의미 기술을 보면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거니02
「어미」
[1]「1」((‘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따위
의 뒤에 붙어))((예스러운 표현이나 문어체로 쓰여))이미 정해진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실의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흔히
뒤에는 의문 형식이 온다.
¶ 나는 젊었거니 짐인들 무거우랴./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경치가 아름다워 예
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부르거니 이 강산에 태어난 자부심을 어디에 비기랴.
「2」((어간 바로 뒤에 붙어))((‘-거니 -거니’ 구성으로 쓰여))대립되는 두 동작
이나 상태가 되풀이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비우다/두 사람은 죄지은 것도 없이 남의 눈을 피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구 밖을 나서서 샘골로 향했다.≪박완서, 미망≫
[2]((‘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
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마땅한 사실로 인정하거나 미루어 짐작한 사실임을 나타
내는 종결 어미. 흔히 속으로 하는 말의 인용 구성에 쓰인다.
¶ 나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저런 말을 들어 봤거니./핏줄의 정이란 다 그러
하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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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의미 기술에서 보듯, ‘하다’와 함께 쓰이지 않는 어미로서의 ‘-거니’에도
‘되풀이되다’, ‘추측하다’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거니 하
다’가 ‘되풀이하다’의 의미나 ‘추측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두 경우 모두에서 ‘하다’
는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보조동사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되풀이되다’의 ‘-거니’는 연결 어미로, ‘추측하다’의 ‘-거니’는 종
결 어미로 기술하고 있어, 김상대(2000)에서 보조서술형식으로 제시하는 ‘V1어간
+비종결어미+V2용언’으로서의 ‘-거니 하다’는 ‘되풀이되다’의 의미의 ‘-거니 하
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추측하다’의 ‘-거니 하다’가 보조용언
구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V1어간+종결어미+V2용언’ 형식의
보조용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최해주(2006)의 한국어 교육용 보조용
언 목록에는 이 ‘추측하다’의 의미의 ‘-거니 하다’가 제시되어 있다30).
둘째, ‘-아/어/여도 되다’의 ‘되다’도 일반적인 동사로 제시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되다’의 의미가 ‘-아/어/여도’의 의미를 보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되다’를 보조동사로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1).
되다01
「동사」[5]「4」((‘-어도’ 다음에 쓰여))어떤 일이 가능하거나 허락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 이제 너는 가도 된다./이것은 먹어도 된다.
-어도0232)
「어미」((끝음절의 모음이 ‘ㅏ, ㅗ’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네./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는 일을 끝마쳐야
한다./재물은 적어도 마음은 넉넉하다./겉은 검어도 속은 희다.

셋째, ‘-(으)ㄹ까 하다’의 ‘하다’도 동사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도 ‘-(으)ㄹ까’의
30) 최해주(2006:148)에서는 ‘-거니/려니 하다’를 ‘추측’의 의미 범주에 속하는 보조용언 구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의미를 ‘그러할 것이라고 속으로 추측하여 짐작하다. 또는 추측하여 인정하
다’로 제시하고 있다.
31) ‘-어/어/여도 되다’에 대해 김영태(1997), 최해주(2006)에서도 이를 보조용언 구성으로 보고 있
다.
32) ‘-아도’, ‘-어도’, ‘-여도’의 의미는 동일하므로 ‘-어도’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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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의미33)를 보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조동사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넷째로 ‘-어도 하다’에 대해서는 ‘-어도 되다’의 경우와 교체할 수 있음을
근거로 이를 보조용언 구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도록 하다’에
대해서도 ‘하다’가 ‘-도록’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으며34), ‘-도록 하다’와 유사한
의미인 ‘-게 하다’의 ‘하다’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조동사로 처리되고 있음35)을
근거로 ‘-도록 하다’를 보조용언 구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36)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V1어간+비종결어미+V2용언’, ‘V1어간+종결어미+V2용
언’, ‘V1어간+명사형어미+보조사+V2용언’, ‘V1어간+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V2
용언’의 보조서술형식은 모두 보조용언 구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견해
이다. 그리고 마지막 ‘V1어간+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V2용언’의 경우에는 <표
Ⅱ-6>에 제시된 예시이고 표준국어대사전에 ‘V2용언’이 보조용언으로 제시된 ‘(으)ㄴ/(으)ㄹ/는 듯하다/듯싶다, -(으)ㄹ 뻔하다, -(으)ㄴ/는 체하다/척하다, -(으)
ㄹ 성싶다’의 경우 외에도 ‘-(은, 는, 을) 것 같다, -(으)ㄹ 수 있다/없다, -(으)ㄹ
줄 알다/모르다’와 같은 통어적 구문도 보조용언 구성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물론
‘-(으)ㄴ/(으)ㄹ/는 듯하다/듯싶다, -(으)ㄹ 뻔하다, -(으)ㄴ/는 체하다/척하다, (으)ㄹ 성싶다’의 ‘듯하다/듯싶다, 뻔하다, 체하다/척하다, 성싶다’는 하나의 단어이

33) 표준국어대사전의 ‘-을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을까 「어미」「2」((주로 ‘-을까 하다’, ‘-을까 싶다’, ‘-을까 보다’ 구성으로 쓰여))해할 자리에 쓰
여, 현재 정해지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자기나 상대편의 의사를 묻는 종결 어미. ¶ 네 방은 언제
닦을까?/이 과자는 내가 먹을까?/내일이 식목일이니 화초라도 심을까 한다./그때 도와준 사람들과
밥이나 한번 먹을까 싶다.
34) 표준국어대사전의 ‘-도록’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도록05 「어미」 [1]((동사 어간이나 일부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
미. 뒤에 ‘은’, ‘도’, ‘까지’ 따위의 보조사가 올 수 있다. ¶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었다./손
님이 편히 주무시도록 조용히 하여야 한다./아이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
다./철수는 눈만 뜨면 신이 다 닳도록 돌아다녀요./학생들은 밤이 새도록까지 토론을 계속하였다.
35) 표준국어대사전의 ‘-게 하다’ 관련 기술은 아래와 같다.
하다01 [Ⅱ]「보조동사」「1」((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게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함을 나타내는 말. ¶ 숙제를 하게 하다/노래를 부르게 하
다/청소를 하게 하다/선생님께서는 반장에게 출석을 부르게 하셨다./몸을 청결하게 하자./어른 앞
에서는 몸가짐을 늘 단정하게 해야 한다.
36) ‘-도록 하다’에 대해 김영태(1997), 최해주(2006)에서도 이를 보조용언 구성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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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하나의 보조용언으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 ‘-(은, 는, 을)
것 같다, -(으)ㄹ 수 있다/없다, -(으)ㄹ 줄 알다/모르다’의 ‘것 같다, 수 있다/없
다, 줄 알다/모르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두 단어로, ‘의존명사+용언’으로 처리
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와 후자 모두 ‘V1어간+관형사
형어미+의존명사+V2용언’ 구성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후자
의 경우, 통어적으로 사용됨을 근거로 본고에서 이를 보조용언 구성과 같은 범주
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김제열(2001)에서 한국어 교육의 관점
하에 보조용언과 유사한 통사구조를 갖고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여러 통사적
복합체를 모두 보조의미 표현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한 최해주(2006:142)에서 “형태상 보조용언 구문과 차이가 많더라도 그 기능이
보조용언과 유사하고 다른 문법범주에 포함시키기도 어려운 통어적 구문도 한국
어 교육용 보조용언 목록에 포함”하는 관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최해주(2006:142)에서는 “형태상 보조용언 구문과 차이가 많다”고 기술하
였으나 본고는 김상대(2000:269)에서 밝힌 것과 같이 ‘듯하다’가 ‘*듯이 하다’로
쓰일 수 없고 ‘수 있다’가 ‘수가 있다’로 쓰일 수 있는 차이 외에는 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김상대(2000:269)에서도 “‘수(가)’는 ‘있다, 없다’ 등
존재사와만 통합될 뿐 ‘*수(가) 많다, *수(가) 적다’처럼 그 외의 말과는 전연 통
합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있다, 없다’는 ‘수(가)’가 쓰일 수 있는
환경 전체이며, 이렇게 그 분포가 극도로 제한될 경우에는 이들을 분석적으로 이
해하는 것보다 한 단위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본고에서도 보조용언 구성의 범주를 넓혀 넷째 유형인 ‘V1어간+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V2용언’ 유형의 보조용언 구성에 ‘-(으)ㄹ 수 있다/없다’와 같은
통어적 구성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 절에서 논의한 보조용언 구성 유형의 문법은 Ⅲ장에서 논의하는 보조용언
구성 교수 지식의 근거가 된다. 특히 보조용언 구성의 형태, 통사적 특징은 교수
지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형태, 통사적 정보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본 절
의 보조용언 구성의 범주 논의에서 보조용언 구성에 통어적 구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 Ⅳ장과 Ⅴ장에서 ‘-(으)ㄹ 줄 알다/모르다’의 교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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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언 구성의 교수로 분류하여 해당 수업을 분석, 이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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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기술
1.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틀
본 절에서는 Ⅱ장 2절에서 제시한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구조에 따라 문법 교
수 내용 지식 틀과 문법 교수 방법 지식 틀을 구성하기로 한다. 지식 틀은 지식
구조에 교사 수행 기능과 기능별 목표가 결합 서술된 준거 항목을 기술한 형태로
구성된다. 이 틀은 1차적으로 이론적 연구를 통해 마련된 준거를 기술하여 설정
하였고, 총 63명의 예비 한국어 교사의 수업 지도안에서 드러나는 교수 지식 구
현의 문제를 예방하고 처방하기 위한 지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차례 준거 항목
을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여기서는 그렇게 설정된 최종 틀을 제시하기로 한다.

1.1. 문법 교수 내용 지식 틀
한국어 문법 교수 내용 지식 틀은 다음과 같다. 이는 Ⅱ장의 <그림 Ⅱ-2>에서
제시한 교수 내용 지식 구조에 교수 내용과 관련된 교사의 기능 수행 항목과 항
목별 목표를 결합하여 마련한 준거를 기술한 형태이다
.
<표 Ⅲ-1> 교수 내용 지식 틀
구분

문법

영역

준거 항목
①-[1] 문법 항목의 기본 요건: 핵심성, 필수성, 보편성, 응용 가

문법

능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이어야 한다.

항목

①-[2] 문법 항목의 정확성: 항목의 기술(결합 관계, 띄어쓰기
등)이 정확해야 한다.
①-[3] 문법 설명 내용의 기본 요건: 언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교수
내용

결정
요인

문법

최소한의 정보가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한다.

설명

①-[4] 문법 설명 내용의 정확성: 제시된 형태, 통사, 의미, 담화

교재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①-<1>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

요인
기타 교수

①-<2> 교재에 제시된 문법 설명
①-<3> 교수 기관의 교수 자료에 제시된 문법 항목

환경 요인

①-<4> 교수 기관의 교수 자료에 제시된 문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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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틀은 문법 구조를 따라 ‘문법 항목’과 ‘문법 설명’ 영역, 이 문법 항목과 설
명의 내용 결정에 관여하는 ‘요인’을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문법 항목 부분에서
는 첫째, 학습자에게 교육할 문법 항목을 이해하거나 생성할 때 문법 항목이 갖추
어야 할 요건을 알아야 그 요건에 합당한 문법 항목을 이해하거나 생성할 수 있
다고 보아 기본 요건 지식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요건은 핵심성, 필수성,
보편성, 응용 가능성, 정확성으로 이미혜(2005)의 문법 항목의 요건 논의에서 제
시한 핵심성, 필수성, 보편성, 응용 가능성을 문법 항목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 할 요건으로 제시하였고, 정확성은 문법 규칙에 맞는 항목인지의 기준으로 제
시하였다.
둘째, 문법 설명은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 내용의 이해와 생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제시되었다. 이 설명 내용은 방대한 문법 내용 중, 한국어 사용
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김호정
(2006)에서 관형 표현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 관형형 어미의 활용 특
징, 관형 표현의 형식과 의미, 한국어 동사의 의미론적 특성, 관형절 내 언어 형
식들 간의 위치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과 같다. 이러한 문법 설명은 형태, 통사,
의미, 담화의 정보로 구조화된다. 문법 설명의 기술 요건으로 한국어 사용을 위한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보의 최소한의 정보가 빠짐없이 제시되었는지, 정확하게
제시되었는지의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문법 설명이 기술되어야 함을 알도록
하였다.
셋째, 문법 항목과 내용의 이해와 재구성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교재, 기타 수업
환경 요인을 두었다. 이는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과 내용, 교수 기관에서 공유
하는 자료에 제시된 문법 내용이 문법 교수 내용 결정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37).
이어서 ①-[1]부터 ①-[4]까지의 준거 항목별 문법 교수 내용 지식과 이 지식
부재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예비 교사의 수업 설계 오류를 제시하기로 한다.

37) 이는 민현식(2000)에 교육의 3요소로 교재, 학습자, 교사가 제시되어 있는 것, 이해영(2001)에
교수 ‧ 학습 상황 분석 요소로 기관 정보, 학습자, 교사가 제시되어 있는 것 중, 교육 내용에 관여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학습자나 교사 요인은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 결정에 관여한다고
보아 교수 방법 지식의 결정 요인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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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류는 예비 교사의 수업 설계 오류는 준거 항목 설정과 준거 항목별 문법 교
수 내용 지식 기술을 위해 검토한 예비 교사 63명의 수업 지도안에서 발췌한 각
준거별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준거 설정 단계와 준거 항목별 교수 지식 기술
단계 모두에서 Ⅱ장의 이론적인 연구와 함께 주요하고 실질적인 기술 근거로 작
용하였다. 본고에 제시하는 수업 지도안 오류는 실제 예비 교사들이 기록한 맞춤
법과 띄어쓰기 등의 표기와 그 밖의 모든 형식을 그대로 옮겨 오류를 정확히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1. 문법 항목 지식
문법 항목은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국립국어원(2005b)이나 이희
자 ․ 이종희(2001)에서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는 조사, 어미와 같은 문법적 속성을
가진 항목과 관형어, 의존 명사 구성, 관용 표현 등의 어휘적 속성의 항목이다.
이들 문법 항목을 제시할 때 제시되는 문법 항목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지
식은 이미혜(2005:57)의 문법 항목의 기본 요건을 근거로 핵심성, 필수성, 보편
성, 응용 가능성에 대한 지식과 문법 항목의 정확성을 둔다.

(1) 문법 항목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①-[1])

문법 항목의 기본 요건은 문법 항목이 성립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조건이다. 문법 항목이 갖추어야 할 이 기본 요건은 문법 항목의 정확성
판단의 전제 조건이다. 문법 항목의 기본 요건으로서 ‘핵심성, 필수성, 보편성, 응
용 가능성’은 각각 ‘한국어 문법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선택한다, 문법 항목은 필
수적인 요소로 구성한다, 보편적·일반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고려한다, 교육적으
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한다.’의 기준을 의미한다. 첫째, 핵심성의 요건은 중
요한 품사, 문법 범주를 선택해야 하고 하나의 품사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필수성의 요건은 문법 항목이 부가 요소
를 제외한 필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으)ㄹ 뻔하
다’와 ‘-(으)ㄹ 뻔했다’ 중에서는 ‘-(으)ㄹ 뻔하다’가 필수성의 요건에 맞는 항목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보편성의 요건은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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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손한 표현으로 ‘-를 요청합니다’가 아니라 ‘-아/
어 주세요’가 문법 항목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넷째, 응용 가능성은 교육적 효
과를 고려하여 상투적인 표현은 표현 그대로 완전히 고정된 형태로 제시하고 그
밖의 것은 부분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것은 상투적이므로 이 표현 그대로를 문법 항목으로 제시함이
교육적 효과가 높고, ‘-고 싶다’와 같은 것은 ‘먹고 싶다, 쉬고 싶다’와 같은 식으
로 응용해 사용하도록 ‘-고 싶다’에 본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형태, 즉 부분적으로
만 고정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요건
에 대한 교수 지식 부재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오류는 아래와 같다.

<표 Ⅲ-2> 준거 항목 ①-[1]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P-4

수량명사

미제시

미제시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물건에 따라 세는 수량명사에 대해 공부한다.

이 학습자는 단순히 공부할 문법 항목이 ‘수량명사’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법 항목의 핵심성, 필수성, 보편성, 응용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
로, 핵심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으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수량명사를 구체적으
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며 학습자들이 배워서 쓸 수 있는 응용 가능한 문법 항목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한 것이다.

(2) 문법 항목의 정확성(준거 항목 ①-[2])

문법 항목의 정확성은 문법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다. 문법 항목이 기본 요건을 갖추고, 수업 구성 요인을 고려해 적절하게
선택된 문법 항목도 이러한 정확성의 측면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띄
어쓰기, 맞춤법 등의 규범적 측면에서 규범에 어긋난 형태로 제시되거나, 문법 항
목을 제시하면서 그 항목과 결합되는 품사를 함께 기술하는 형태로 제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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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사를 잘못 기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래의 예시가 그 예이다.

<표 Ⅲ-3> 준거 항목 ①-[2]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P-24

~(으)ㄹ거 예요

살아있는 한국어 1

초급(2)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목표 문법 : ~(으)ㄹ거 예요, ~아서 /어서
어휘 : 시제 어휘, 장소 관련 어휘

이 예비 교사는 목표 문법 항목을 ‘-(으)ㄹ 거 예요’로 제시하는 띄어쓰기 오류
를 보였다. 이는 서술격조사 ‘예요’가 앞 명사에 붙어 쓰이는 초보적인 정보에 대
한 교사의 이해가 부족하여 나타난 오류이다38).

1.1.2. 문법 설명 지식
문법 설명에 대한 지식은 문법 항목에 대한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보의 설
명 내용 지식이다. 이러한 설명 내용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조화된
다. 첫째, 해당 문법 항목의 형태, 통사, 의미, 담화적 정보 중 한국어 사용을 위
해 필요한 최소한의 형태, 통사, 의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다. 둘째, 제
시된 설명이 정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다.

(1) 문법 설명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 ①-[3])

문법 설명의 기본 요건에 대한 지식은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보 중 한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정보가 없이 잘 교수되도록 하기 위
한 지식이다39). 해당 문법 항목의 설명에서 그 항목의 형태, 통사적 결합 규칙,
38) 이 경우를 오류가 아닌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다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업 지도
안을 자세히 확인하였는데 이 예비 교사는 전체 수업 지도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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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의미 정보가 빠짐없이 제시될 때, 그 설명이 정보로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기능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오류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표 Ⅲ-4> 준거 항목 ①-[3]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P-8

(으)로, -아서/어서

세종한국어 2(초급)

2급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4) 문법
‘(으)로, -아서/어서 표현을 읽고 따라한다.
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나: 오른쪽으로 오세요.
식당요? 5층으로 가세요.
가: 세종아파트가 어디에 있어요?
나 : 길을 건너서 똑바로 가세요.
가: 커피숍이 어디에 있어요?
나: 2층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세요.

위 예비 교사는 목표 문법 항목의 어떤 정보도 제시하지 않고 대화를 따라 읽
게 하는 것으로 교수를 계획하였다. 암시적인 교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명시적
인 설명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으)로’와 ‘-아/어서’로 문법
항목을 설정했다면, 예컨대, 형태 정보로 선행 명사의 받침 유무에 따라 ‘-로’와
‘-으로’로 결합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이나 동사 어간의 모음 종류에 따라 ‘-아서’
와 ‘-어서’의 결합이 결정된다는 점은 최소한 제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통사 정
보로 ‘-(으)로’는 명사와 ‘-아/어서’는 동사와 결합된다는 점도 제시되어야 했
다40).

39) 본고에서는 기본적 정보가 누락된 설명의 경우를 교수 내용 지식 오류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교수 지식도 교수 내용 지식으로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의 자격을 갖춘 설명의 경
우 선택적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정보의 질과 양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 교수 방법 지식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40) 전체 수업 지도안에서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오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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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설명의 정확성(준거 항목 ①-[4])

문법 설명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에게 교수하는 문법 설명 내용
에서 잘못된 언어 사용 정보, 규범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
식이다. 이에 대한 오류는 아래와 같다.

<표 Ⅲ-5> 준거 항목 ①-[4]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학습자 교재 설정

P-2

-(으)니까

한국말 하시네요

대상 학습자 설정
2급 미국인
대학생2명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교사는 다양한 단어 카드를 보여 주면서 ‘-(으)니까’ 의 활용 연습을
교사를 따라서 학생들이 함께 읽게 한다.

예) 있다-있으니까/ 좋다-좋으니까/ 재미있다-재미있으니까/ 빠르다-빠르니까
멀다-멀으니까/ 싸다-싸니까/ 나쁘다-나쁘니까/ 없다-없으니까/ 비싸다-비싸니까
( 이때 ‘-(으)니까는 동사와 형용사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T: 다음은 받침에 ‘ㅂ’ 이 올 경우 ‘ㅂ’ 이 탈락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때 ‘ㅂ’ 불규칙 활용 어휘를 집중적으로 연습시킨다.)
예) 덥다-더우니까 춥다-추우니까 어렵다- 어려우니까 쉽다-쉬우니까 맵다- 매우니까
(학생들과 같이 읽었으면 다음은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을 하는 식으로 다시 반복하
여 교사는 받침이 ‘ㅂ’ 일 경우에는 ‘ㅂ’ 이 없어지는 것에 주의시킨다.)

위 예비 교사는 받침 유무에 따라 ‘-으니까’와 ‘-니까’로 다르게 결합되는 형태
적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41), 목표 문법 항목 관련 지식으로 ‘ㅂ’불규칙 활용
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에서도 이 불규칙 활용의 형태적 결합 정보를 체계적으로
41) 이 예비 교사는 형태적 정보를 일부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잘못 제시하는 오류를 범해 ‘멀
다-머니까’를 ‘멀다-멀으니까’로 기술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오류는 이 예비 교사가 연습
및 활용 단계에서 잘못된 예문을 기술하는 오류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오류 유형 부분
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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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못했다. ‘ㅂ’불규칙을 지도하려면 단순히 ‘ㅂ’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간의 받침 ‘ㅂ’이 모음 ‘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으니까’와 결합될 때 ‘오’나 ‘우’
로 바뀌는 것으로 지도해야 한다.

1.2. 문법 교수 방법 지식 틀
문법 교수 방법 지식 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Ⅱ장의 <그림 Ⅱ-3>에
서 제시한 교수 방법 지식 구조에 교수 방법과 관련된 교사의 기능 수행 항목과
항목별 목표를 결합하여 마련한 준거를 기술한 형태이다.
<표 Ⅲ-6> 문법 교수 방법 지식 틀
구분

영역

준거 항목
②-[1] 도입: 문법 항목이 적절해야 한다.
②-[2] 도입: 문법 항목 제시 방식이 적절해야 한다.
②-[3] 도입: 대화가 문법 항목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
게 해야 한다.(기본 요건)
②-[4] 제시: 문법 설명이 적절해야 한다.
②-[5] 제시: 문법 설명 방식이 적절해야 한다.

수업 단계별
방법

②-[6] 제시: 예문이 설명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
다.(기본 요건)
②-[7] 연습 및 활용: 문법 연습과 활용 방식이 적절해

문법 교수

야 한다.

방법

②-[8] 연습 및 활용: 활동이 문법 연습과 활용에 초점
이 맞춰져야 한다.(기본 요건)
②-[9] 연습 및 활용: 활동이 적절해야 한다.
②-[10] 마무리 단계의 정리 설명, 활동, 과제는 도입,
제시, 연습 및 활용 단계의 관련 지식에 근거한다.
②-[11] 교수 자료의 선택과 활용이 목표 문법 항목
교수 자료 활용

교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②-[12] 교수 자료의 선택과 활용이 적절해야 한다.
②-[12] 교수 언어의 사용이 정확해야 한다.

교사 수업 발화

②-[13] 교수 언어의 사용이 적절해야 한다.
②-[14] 문법 용어 사용이 정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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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5] 문법 용어 사용이 적절해야 한다.
②-[16] 문법 교수를 위해 사용 예문이 정확해야 한다.
②-[17] 문법 교수를 위해 사용 예문이 적절해야 한다.
②-<1> 교재에 제시된 문법 교수 방법
교재 요인

②-<2> 교재에 전제된 학습자, 교사, 기타 수업 환경
요인
②-<3> 한국어 학습 목적(특수, 일반 목적)
②-<4> 학습자의 나이, 수준, 기대, 태도, 동기

학습자 요인

②-<5>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모국어
②-<6> 학습자의 관심사
②-<7>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방식
②-<8> 교수 기관에서 기대하는 교사의 역할

결정 요인

교사 요인

②-<9> 교사의 교재 재구성 권리
②-<10> 교사의 교재 재구성 능력과 시간
②-<11> 교사가 선호하는 교수 방법
②-<12> 교수 기관의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②-<13> 교수 기관의 교수요목 존재 유무

기타 교수 환경
요인

②-<14> 정해져 있거나 권장된 교재 유무
②-<15> 주어진 학습 시간
②-<16> 학급의 규모
②-<17> 교실의 물리적 환경(시청각 장비, 컴퓨터 등)
②-<18> 교수 기관에서 지향하는 교수법

그렇다면 교수 방법 지식 틀의 준거 기술 근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
째로 수업 단계별 논의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도입-제시-연습 및 활용-마
무리’의 수업 단계가 대표적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수업 단계에 대해서는
다수의 한국어 교육 논문에서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재욱(2006:26)에서는 “도입(Warm-up)→제시‧설명(Presentation)→연습(Practice)
→활용 연습(Practical Application)→마무리(Follow-up)”를 일반적인 언어 수업
구성 단계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문법 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음과
문법 교육에 활용될 때의 각 단계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백승주(2011:61-62)
에서도 언어 수업에서 “언어 형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기능과 사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 교수 방법과 교수 모형이 달라”진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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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업 모형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어 교
육 현장에서 교안 작성이나, 신입 교사 교육, 수업 참관 보고서 작성 시에 사용되
는 수업 단계 모형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도입 단계-제시 단계-연습 단계활용 단계-정리 단계’의 5단계 모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단계가
문법 교육을 위해 적용되었을 때 각 단계별 특징이나 교수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정리되어 있는 바가 있다면, 이를 문법 교수 방법 논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대해 백승주(2011:77)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가설적인 것이지만 연구자의 실제 수업 분석 사례를 통해 가설적 수업 단
계의 타당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도입 단계: 목표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만들기, 대화 속에서 목표 문법
의 자연스러운 노출, 목표 문법 형태에 대한 인식 고양
‧ 제시 단계: 문법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예와 명시적 설명 제시
‧ 연습 단계: 문법 형태에 대한 연습
‧ 활용 단계: 문법을 활용한 의사소통 활동
‧ 정리 단계: 목표 수업 내용의 정리 및 검토, 학습자 평가

이러한 수업 단계별 특징에 따라 각 단계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기능이 정해지
며 그 정해진 기능 수행 방식이 교수 방법 논의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수업 단계별 교수 방법 논의를 진행할 때 이 5단계 수업 구성 원리에 따라 수
업 단계를 구분하되 ‘연습 단계’와 ‘활용 단계’를 ‘연습 및 활용 단계’로 제시한다.
이는 본고에서 수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업에서 연습 단계와 활용 단계
의 활동이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 단계의 교수 방법이
차별적이라기보다 공통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본고에서
는 ‘도입, 제시, 연습 및 활용, 마무리’의 네 단계의 특징에 따라 각 단계별 교수
방법 지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되, 세부 지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문법 항목을 소개하되 대화 속 예문을 통해 소개하는 도입 단
계의 특징에 따라 ‘문법 항목의 선정’과 ‘문법 항목의 소개 방식’, ‘문법 항목 소개
를 위해 활용되는 예문’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였다. 제시 단계에서는 예문을 통해
문법 내용을 설명하는 도입 단계의 특징에 따라 ‘문법 설명 내용 선정’과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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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방식’과 ‘문법 설명에 활용되는 예문’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였다. 문법 내용
에 대한 연습과 활용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습 및 활용 단계에서는 ‘연습과
활용 방식’과 이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였다. 문법에 대한 마무리 설
명이 있거나 정리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과제가 부여되기도 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는 마무리 단계에 제시되는 ‘설명, 활동, 과제’에 대해, 이것이 제시, 연습 및 활동
단계의 설명과 활동의 관련 단계의 지식에 근거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교수 자료의 활용, 교수 발화의 영역에서의 준거는, 수업 단계별 방법 영
역에서의 준거 설정에서도 그러했지만, 교수 방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준거가
아니라, 본고의 주제에 따라 문법 내용 교수를 위한 교수 방법 지식 관련 준거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면 교사 수업 발화는 발음, 속도, 몸짓 언어 등의 다양한 측
면에서 해당 지식이 구성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문법 내용 교수에 초점을 두어
‘문법 설명 교수 언어 수준’에 대한 지식만을 다룬다. 또한 교수 발화 영역에서의
준거는 방법이 아닌 내용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전
제하였다. 예를 들어 ‘②-[12] 교수 언어의 사용이 정확해야 한다’와 같은 준거는
사용된 교수 언어의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준거 하에 마련되
는 교수 지식도 내용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 언어’는 교
수 내용을 위해 선택되는 방법이지 목표 교수 내용, 즉 교수되어야 하는 내용 자
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 방법 지식 마련을 위한 준거로 제시되기에 합당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준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준거별 목표가 대부분 ‘적절성’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각 준거와 관련해 방법적 선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때 내용 교수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은 정확성의
관점에서 마련되기보다 적절성의 관점에서 마련된다. 즉, 어떤 수업 방법이 절대
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여러 수업 구성 요인을 고려할 때 적절
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42). 그리고 이러한 적절성 판단을 위해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게 간주된다.

42) 다만, 교수 발화의 사용에서 문법 설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설명 언어, 예문, 문법 용어 측
면에 대한 지식은 적절성의 관점이 아닌 정확성의 관점에서 준거별 목표가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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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교수 방법 관련 준거 수행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해서는 교재, 학습자, 교사, 기타 수업 환경 요인의 구조로 나누어 세부 항목
요인을 기술하였다. 이는 수업 단계별 방법, 자료 활용, 교사 발화의 영역에 설정
된 각 준거에 따른 교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관여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중, 교재 요인에 대해서는 교재 개발 단계에서 교재를 사용할 학습자,
교사, 기타 수업 환경 요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교재 내에 전제된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교재에 기술된 교수 방법을 이해하도록 세부 요인 지
식을 기술하였다. 학습자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 나이, 수준,
기대, 태도, 동기, 언어 학습 경험, 모국어, 관심사,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방식
등에 대한 지식을 포괄하도록 기술하였다. 교사에 대한 지식은 한국어 교사로서의
자신에게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대하는 역할, 자신에게 부여된 교재 재구성 권
리, 재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 자신이 선호하는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지식으로 기술하였다. 기타 교수 환경 요인은 교사가 속한 교수 기관의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교수 기관의 교수요목 존재 유무, 정해져 있거나
권장된 교재 유무, 주어진 학습 시간, 학급의 규모, 교실의 물리적 환경, 교수 기
관에서 지향하는 교수 방법과 같은 요인을 포괄하도록 기술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②-[1]부터 ②-[17]까지의 준거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이
에 대한 지식도 교수 방법 지식을 구성한다.
다음으로는 각 준거 항목별 교수 방법 지식을 기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기술
의 근거가 된 63명의 예비 교사의 수업 설계에서 나타난 오류도 함께 제시한다.
‘정확성’을 목표로 하는 준거의 경우 오류 판단이 용이하나 ‘적절성’을 목표로 하
는 준거의 경우 오류 판단을 위해 예비 교사가 수업 지도안에 제시한 수업 구성
요인을 고려하여 그 요인에 적절한가를 검토하였다. ‘정확하지 않은 오류’뿐 아니
라 ‘적절하지 않은 오류’를 설정한 본고의 관점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잘
못된 교수 방법’이 아니더라도, ‘특정 수업 맥락에서 그 수업 구성 요인에 적절하
지 않은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
절성 오류에 대한 예방과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을 교수 방법 지식으로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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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수업 단계별 방법 지식
(1)도입

수업 구성 단계 중 도입 단계는 교사가 목표 문법 항목이 포함된 발화를 통해
학습자에게 목표 문법 항목을 발견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 단계이다43). 교수 언
어는 주로 목표어인 한국어가 선택되며 목표 문법 항목이 사용된 예문을 통해 해
당 문법 항목에 주목하고,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으로 이끌
어가는 것이 도입 단계의 교수이다. 이를 전제로, 도입 단계의 분석은 세 가지 측
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도입 단계에 제시되는 문법 항목이 학습자의 수준, 수
업 시간 등의 수업 구성 요인에 적절한가이다. 둘째는 도입 단계의 제시 방식이
목표 문법 항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추론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마
련되었는가이다. 셋째는 도입 단계의 대화가 그 문법 항목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
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이다.

1) 문법 항목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1])

문법 항목의 적절성은 학습자의 수준과 수업 시간 등의 수업 구성 요인을 고려
했을 때 교육 대상 문법 항목이 적절하게 선정,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문법 항목이 기본 요건을 갖추고 정확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수업 구성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국어 내적 요인을 고려하는 과정을 포함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문법 항목이 적절성을 갖추도록 하는 지식은 따라 수업 구성 요인을 고려
하여 선택한다는 점에서 수업 방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수

43) 수업 구성 단계를 ‘도입-제시-연습 및 활용-마무리’로 두고 각 단계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기능
을 중심으로 방법 지식을 구안한 것 자체가 한국어 교수에서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는 수많은 방
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방법에 대한 지식을 차단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수업 구성 단계를 ‘도입-제시-연습 및 활용-마무리’로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교수 방법을 제시한 것은 이 단계가 한국어 교수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단계임을 여러 연구(백승
주 2011, 김재욱 2006 등)에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단계를 구체화하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내용 교수를 위한 의미 있는 방법 지식을 보이기보다, 일반적인 언어 교수 방법
과 한국어 교수 방법을 나열하게 되어, 교수 지식의 적용적 측면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가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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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법 항목이 목표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는 것이나,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수의 문법 항목이 목표 문법 항목으로 제시
되는 경우, 이 문법 항목의 적절성 지식이 부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Ⅲ-7> 준거 항목 ②-[1]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P-3

목표 문법 항목 설정

학습자 교재 설정

~(으)ㄹ 거 예요,

여성결혼이민자와

-아/어

함께하는 한국어 1

대상 학습자 설정
미제시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학습 목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으)ㄹ 거 예요’, ‘-아/어’. 이용하여 문장을 바꾸고, 바르

게 읽을 수 있다.

이 예비 교사의 경우는 20분 가량의 수업을 위해 목표 문법 항목을 두 가지 항
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적절성 판단 지식의
부재에 따른 오류로 판단되었다.

2) 문법 항목 도입 방식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2])

문법 항목의 도입 단계에서 목표 문법 항목에 주목하고 그 사용 정보를 추론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수업이 구성되어야 함을 알게 하는 지식이다. 이 지식의 부
재로 나타나는 오류는 학습자들을 목표 문법 항목의 형태에 노출시키지 않는 형
식을 띤다. 이 경우 도입 단계는 제시 단계와 유의미하게 연결되지 않고, 제시 단
계에서 결합 규칙이나 의미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표 Ⅲ-8> 준거 항목 ②-[2]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P-3

목표 문법 항목 설정

학습자 교재 설정

~(으)ㄹ거 예요,

여성결혼이민자와

-아/어

함께하는 한국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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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습자 설정
미제시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T: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S:네, 잘 지냈어요.
T:먼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물어볼게요.
김치 찌개는 맛이 어때요?
S:매워요.
T:무엇이 달아요?
S:쵸콜릿 달아요.
T: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S:네 바람이 불고 있어요.
T:자, 그럼 저를 보세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S:모자를 쓰고 있어요.
T:지금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S:운동회를 준비 하고 있어요.
T:지금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S: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T:오늘은 ‘~(으)ㄹ거 예요’. ‘-아/어’. 를 공부하겠어요.
S:네
(오늘 배울 단어를 흑판에 붙여놓는다. 눈에 보이도록)

위 예비 교사의 경우에는 지난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만을 점검했을 뿐, 도입
단계에서 오늘 공부할 목표 문법이 포함된 문장을 사용해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목표 문법 항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다.

3) 문법 항목 제시를 위해 진행된 대화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 ②-[3])

문법 항목 형태를 소개하는 방식은 대화를 통해 문법 항목을 추론하게 하는 방
식으로 적절했지만 대화의 구조와 내용이 문법 항목의 사용 정보를 추론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도입의 대화가 문법 항목의 사용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조
건을 갖추는 것이 대화의 기본 요건 관련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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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준거 항목 ②-[3]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10

~다가, ~(으)면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
한국어 2

초급(2)급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인사 및 질문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T (한 학습자를 가리키며) 오늘 여기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S 전철 탓 다가44) 버스로 갈아타고 왔어요.
-T 버스 내려서는 여기 골목을 어떻게 찾아 왔지요?
-S 네,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쭉 직진하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 T 선생님은 오늘 집에서 마을버스 탓 다가 1호선 전철 탓 다가 신도림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대림역에서 내려서 1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하다가 오른쪽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 왔어요.
-T(다른 학생을 가리키며 질문)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해요?
-S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T 네, 그렇지요. 길을 찾아가다가 모를 때 묻거나 또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을 때 친절하
게 알려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이 교사는 ‘오늘 여기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를 발화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학생들이 ‘-다가’를 활용한 문장을 발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활용해 ‘선생
님은 오늘 집에서 마을버스 탓 다가 1호선 전철 탓 다가 신도림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후략)’를 발화하기를 계획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다가’를 배우지 않
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은 ‘-다가’를 활용한 이 같은 답을 못한다. ‘지
하철 탔어요’, ‘버스로 갈아 탔어요’ 형식으로 대답하면, 교사가 ‘지하철 탔다가 버
스로 갈아 탔어요’ 형식으로 발화하면서 학생들이 ‘-다가’를 접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도입이다.

44)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인데 예비 교사가 작성한 지도안에 기술된 형태를 그대로 제시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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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

목표 문법 항목의 제시 단계에서는 목표 문법 항목의 형태, 통사적 규칙으로서
결합 조건에 대한 설명, 의미나 담화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이 단계에
서의 분석은 문법 설명이 적절한가, 설명 방식이 적절한가, 예문이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1) 문법 설명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4])

문법 설명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나 수업 시간 등 수업 요인을
고려했을 때 제시된 정보의 깊이와 양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학
습자의 수준이나 계획된 수업 시간에 알맞지 않은 과도한 정보가 제시된 경우가
오류에 해당한다.

<표 Ⅲ-10> 준거 항목 ②-[4]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15

～처럼

학습자 교재 설정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처럼은 조사 이/가와는 쓰일 수 없어요.
문장을 보며 설명 해 준다.
. 싸이 머리(가)처럼 해 주세요. (X)
. 싸이 머리처럼 해 주세요. (0)
등..... (이미 위에서 공부한 문형을 가지고 ~처럼은 조사 이/가와
함께 쓸 수없음을 간단히 공부한다.)

여러분 혹시 잘 모르는 어휘나 질문 있어요?
S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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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습자 설정
외국인 2명

여기서 목표 문법 항목의 형태 정보를 제시할 때, ‘명사+처럼’의 사용 환경을
알려주는

방향이

더

좋을

것이다.

명사라는

말이

학생들에게

어렵다면,

‘N(noun)+처럼’ 형식으로 칠판에 표기를 해 두고, 반복되는 명사를 사용하여 이
N이 명사를 의미하는 것임을 학생들이 추측하게 할 수도 있다. ‘조사 이/가’와 함
께 쓸 수 없다‘는 정보는 정보 자체는 정확하지만 정보량의 관점에서 ’~처럼‘을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에 과잉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적절성의 오류이다.

2) 문법 설명 방식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5])

문법 설명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지식은 문법 항목의 결합 규칙이나 의미 설명
을 위해 이 문법 항목을 포함한 어구나 문장이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배열되도
록 하는 것이다. 즉, 어구나 문장 제시 없이 결합 조건이 단도직입적으로 설명되
었거나, 많은 어구나 문장이 제시되었어도 결합 규칙을 추론하기에 무의미하게 나
열되었다면 오류로 판단될 수 있다.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자료의 선택과 활용 방식, 교수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문을 활용하지 않고 의미 설명
을 학습자의 수준보다 높은 언어로 제시하면, 문법 설명 제시 방식의 문제이자,
교수 언어 사용 방식의 문제가 된다. 또한 예문과 교수 자료로서의 문형 카드를
통해 쉽게 형태 정보가 교수될 수 있음에도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형태 설명을
학습자의 수준과 높은 언어로 제시하면, 문법 설명 제시 방식의 문제이자, 자료
미활용의 문제, 교수 언어 사용 방식의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 이러한 논의의 중
복에도 불구하고 문법 설명 방식의 적절성과 교수 자료 활용의 적절성, 교사 수업
발화의 적절성의 교수 지식 목록을 따로 둔 이유는 교수 자료 활용과 교사 수업
발화가 이 문법 설명 제시 단계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교수 지식이 아니며, 문법
설명 제시 단계의 문제가 교사 수업 발화와 교수 자료 활용과 관계되어서만 나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세 영역이 중첩되는 문제도 나타나지만, 그렇
지 않은 문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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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준거 항목 ②-[5]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15

～처럼

학습자 교재 설정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대상 학습자 설정
외국인 2명

오늘은 “이 여자처럼 해 주세요“라는 문장에 나와 있는
“~처럼"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칠판에 ~처럼의 문형카드를 제시한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S - ~처럼
T - 잘 읽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처럼⌟)은 어떤 모양이나 행동을
비유해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S - 아니요, 몰라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하나 하나 예문을 보면서 공부해 봅시다.
선생님 따라 읽어보세요.

- 순희는 사과처럼 얼굴이 빨개졌어요.
T-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S - 잘 모르겠어요.
T- “사과의 빨간색과 순희의 얼굴색이 비슷해요.
이럴때 사과처럼 얼굴이 빨개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럼’의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어떤 모양이나 행동을 비유해서 나타
내는 말’의 어려운 뜻풀이를 그대로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이해했는지를 묻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여러 예문을 통해 해당 문법 항목의 의미를 충분
히 추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미 제시를 함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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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법 설명을 위해 사용된 예문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 ②-[6])

예문이 기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지식은 제시 단계의 여러 예문이 목표 문법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식이다. 문법 설명을 위해 사용된 예문에서 기본 요건
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다.

<표 Ⅲ-12> 준거 항목 ②-[6]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P-5

목표 문법 항목 설정
~ Vst기 때문에,
N이든지/든지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연세대학교 2-1

미제시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 기 때문에’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예문) 칠판에 써서 이해하기
* 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 부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위 예비 교사의 경우에는 목표 문법 항목을 동사와 결합되는 ‘-기 때문에’로 설
정하였으나, 제시 단계에서 제시한 예문은 명사와 결합되는 ‘-(이)기 때문에’이다.
예문이 목표 문법 항목을 벗어난 다른 문법 항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목표
문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예문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연습 및 활용
연습 및 활용 단계에서는 문법 항목에 대한 활용 연습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
서의 지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된다. 문법 연습과 활용 방식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과 계획된 활동이 목표 문법 항목의 사용을 연습하고 그 항목을 활용하
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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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법 연습과 활용 방식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7])

연습과 활용 방식의 적절성 지식은 문법 연습과 활용을 위해 제시하는 활동이
해당 문법 항목의 사용을 연습하고 그 항목을 활용하기 위해 내용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이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Ⅲ-13> 준거 항목 ②-[7]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1

-고 있다

학습자 교재 설정
한국어 수업을 위한
문법 활용집

대상 학습자 설정
초급(2)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교재에 나온 그림을 보면서
1.다음 그림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림을 보면서 ‘-고 있다’를 사용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하게한다.
-영희씨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2.친구의 그림과 다른곳을 찾게 한다.

위 표에서는 ‘친구의 그림과 다른 곳을 찾게 한다’의 활동은 ‘-고 있다’의 연습
을 위해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추측하기 어렵다. 이 활동은 구조와 내용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고 있다’의 연습과 활용을 위해 구안
한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문법 연습과 활용을 위한 활동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 ②-[8])

문법 연습과 활용을 위한 활동이 목표 문법 항목의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
보를 익히고 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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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준거 항목 ②-[8]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P-5

목표 문법 항목 설정
Vst기 때문에,
N이든지/든지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연세대학교 2-1

미제시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기 때문에’를 먼저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든지/이든지’를 연습시킨다.
문법연습을 질문하며 다같이 혹은 개인적 질문으로 풀어본다.
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 방학
가) 일하기가 어때요?
나) 봄
가) 이 식당에는 손님이 많군요.
나) 맛
가) 웨이 씨는 왜 인기가 많아요?
나) 얼굴이

위의 첫째, 둘째 문제는 목표 문법 항목인 ‘V+기 때문에’가 아니라 ‘N+(이)기
때문에’의 연습에 해당한다. 이처럼 목표 문법 항목의 연습과 활용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면 기본 요건에 어긋난 활동이 된다.

3) 문법 연습과 활용을 위한 활동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9])

연습과 활용을 위한 활동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활동이 구안된 방식도 적절
했고, 목표 문법 항목에의 초점도 맞았는데, 그 활동이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 높
은 난이도의 활동이거나 그 내용이 학습자의 실생활과 괴리되어 있는 등, 수업 구
성 요인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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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준거 항목 ②-[9]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P-19

목표 문법 항목 설정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을 위한

동남아시아

-았/었기 때문에

문법 활용집

결혼이민자(초 2급)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T : 다음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따라 읽어 봅시다.
-기능이 다양하다.

-사용이 편리하다.

-안전하다.

-청소가 쉽다.

-전기료가 적게 나오다.

-디자인이 예쁘다.

-휴대가 간편하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대답해 보세요.
T : 유명씨, 전자레인지를 왜 샀어요?/ S1 :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샀어요.
T : 칸타녹씨, 다리미를 왜 샀어요?/ S2 :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샀어요.
T : 데보라씨, 청소기를 왜 샀어요?/ S3 : 청소하기가 쉽기 때문에 샀어요.
T : 흐엉씨, 냉장고를 왜 샀어요?/ S4 :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에 샀어요.
T : 선생님은 어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S5 : 선생님은 어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해요.
T : 참 잘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한 ‘-했기 때문에’ 어휘는 지나간 일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위 예비 교사는 목표 문형 ‘-았/었기 때문에’에 대한 연습 활동에서 ‘-했기 때문
에’를 포함한 문장으로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았/었기 때문에’의
형태에 대해, 어간 ‘하다’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가 사용된다는 것이 쉽게 유
추되지 않는 학습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에게는 위에서 제시한 활동
이 내용과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목표 문법 항목에도 잘 초점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난이도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활동일 수 있다.

(4) 마무리
마무리 단계에서는 목표 문법 항목 설명에 대한 정리, 마무리 활동이 이루어지
거나 과제가 제시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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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대한 정리, 활동, 과제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
므로 이들 모두를 잘 제시하게 하는 것이 마무리 단계의 지식은 아니며, 각 요소
를 제시할 경우, 적절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 설명이 이루어질 경우, 설명은 제시 단계의 설명에 근거하
되, 활동은 연습 및 활용 단계에 근거한다. 즉, 설명은 ‘②-[4] 문법 설명의 적절
성’에 따라 선정된 내용을 간략히 반복,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한 활동은 ‘②-[7]
연습 및 활용 방식의 적절성, ②-[8] 연습 및 활용을 위한 활동의 기본 요건, ②
-[9] 연습 및 활용을 위한 활동의 적절성’에 따른 활동이 간략히 제시되는 과정
이다. 과제가 제시될 경우에는 이 과제도 일종의 활동이기 때문에 과제 구안을 위
해 ‘②-[7], ②-[8], ②-[9]’의 지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②-[10] 마무리 단계의 정리 설명, 활동, 과제는 도입, 제시, 연습 및 활용
단계의 관련 지식에 근거한다.’는 관련 지식인 ‘②-[4], ②-[7], ②-[8], ②-[9]’
에 따라 마무리 단계를 잘 구성하게 하는 지식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마무리 활동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한 두 명의 예비 교사의 활동 오류
사례를 제시한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마무리 활동 제시에서 ‘②-[7], ②-[8], ②-[9]’의 지식 요
건을 만족시켜야 했으나 ‘②-[8] 연습 및 활용을 위한 활동의 기본 요건’에서 해
당 목표 문법 항목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오류를 보인 사례이다.

<표 Ⅲ-16> 준거 항목 ②-[10]의 오류 예시 1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1

-고 있다

학습자 교재 설정
한국어 수업을 위한
문법 활용집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그림카드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오늘 배운 것을 확인해 보기
-야야씨 집에 가면 무엇을 하나요?
-집에서 남편은 무엇을 하나요?
-집에서 아이는 무엇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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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습자 설정
초급(2)

위 표에서 ‘아야씨 집에 가면 무엇을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고 있다’를 사용해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다. 즉, ‘집에 가면 ~을(를) 해요.’
와 같은 형식의 답이 예상되는 질문이므로 목표 문법 항목의 사용에 초점이 맞춰
진 질문이 아닌 것이다. 목표 문법 항목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야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와 같은 형식으로 목표 문법 항목을 사용해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마무리 단계에서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춘 활동이 된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마무리 활동 제시에서 ‘②-[7], ②-[8], ②-[9]’의 지식
요건을 만족시켜야 했으나 ‘②-[7] 연습 및 활용 방식의 적절성’, ‘②-[9] 연습
및 활용을 위한 활동의 적절성’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오류를 보인
사례이다.
<표 Ⅲ-17> 준거 항목 ②-[10]의 오류 예시 2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T-20

-(으)ㄴ/는 것 같다.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여성결혼 이민자와

2급 중국인 근로자

함께하는 한국어2

남녀 4명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1) 듣고 말하기
[옷 가게에서 물건을 교환하는 대화 예시문을 나누어 주고 선생님이 '가'를 읽고 학생들은 '
나'를 읽게 한다.]

가: 뭘 도와드릴까요?
나: 바지를 사 갔는데 교환하고 싶어요.
가: 왜 교환하시려고 해요.
나: 바지통이 넓은 것 같아요.
이것 말고 다른 디자인은 없어요?
가: 여기 많이 있어요. 골라 보세요.
(2) 읽고 쓰기
[인터넷 쇼핑몰의 교환, 반품 안내문을 나누어주고 읽고 답을 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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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및 반품 안내
저희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건의 교환이나 반품을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일주일 이내에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 상담원과 통화한 후에 물건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물건과 함께 성함, 연락처, 반품이유를 꼭 써서 보내 주세요.

-안산 여성의류 쇼핑몰 임직원 올림-

1) 위 안내 전단지를 보고 물건을 반품하려고 합니다. 아래에 순서를 쓰세요.
①물건에 이름, 연락처, 반품이유, 구입일시,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쓰고 영수증도 보낸다
(2)
②상담원에게 전화한다. (1)
③쇼핑몰에 물건을 보낸다.(3)

위의 마무리 활동의 경우, ‘(1)듣고 말하기’는 내용, 구조적으로 제시한 활동 방
식에 문제가 없어 ‘②-[7]’의 지식 요건을 갖추고, 목표 문법 항목에도 초점이 맞
춰져 ‘②-[8]’의 지식 요건도 갖춘 활동이다. 그러나 모든 수업을 마치고 내용 이
해 정도를 점검하는 마무리 활동으로써 난이도가 너무 낮고 단순한 활동이어서
‘②-[9]’의 지식 요건인 활동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읽고
쓰기’ 활동은 ‘②-[8], ②-[9]’의 요건은 만족시키나 ‘②-[7]’의 활동 방식의 적
절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관시켜 재미있게 제시한 읽
기 자료는 내용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으)ㄴ 것 같다’를 활용해

‘반

품 이유를 꼭 써서 보내 주세요’의 부분을 읽기 자료에 제시하고 ‘②상담원에게
전화한다’를 제시한 만큼, 반품 이유를 학생들에게 그냥 생각하게 하기보다 목표
문법 항목인 ‘-(으)ㄴ 것 같다’를 사용하여 반품 이유를 쓰도록 했다면 더욱 적절
한 방식의 활동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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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교수 자료 활용 지식
교수 자료 활용의 측면에서는 교수 자료의 선택과 활용이 적절해야 한다는 지
식을 둔다. 이는 앞서 논의한 수업 단계별 지식 영역에서 다룰 수도 있으나 특정
단계에서 특정 교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수업 내용과 활동에 따라 자
료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식 영역을 두어 논의하는 것이
다. 본고에서는 자료에 대해 주 교재 이외에 교사가 선택하는 보조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로 한다. 주 교재의 선택과 활용의 측면에서도 교사에게 관련 지
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주 교재를 임의로 선택하고 있
어, 본고에서는 주 교재를 방법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문법 교수 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으로 보았다. 자료 선택과 활용
지식은, 자료 선택과 활용이 목표 문법 항목의 교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
식과 자료 선택과 활용이 수업 구성 요인에 적절해야 한다는 지식의 두 가지로
나뉜다.

(1) 자료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 ②-[11])

자료의 기본 요건 관련 지식은 자료가 해당 목표 문법 항목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는 지식이다.

<표 Ⅲ-18> 준거 항목 ②-[11]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14

-고 있다

학습자 교재 설정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

대상 학습자 설정
초급(2)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학 교수·학습 활동
단습

시 학 습 지도상

계 내 교사 / 학생

간 자료 유의사항

용
활 T:이번에는 카드를 이용해서 빈 칸에 알맞 3′ 연 습 ☞ 연습하기를 할 수 있는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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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은 카드를 붙이고 한 사람이 읽으면 다같이
연 1- 따라 읽어 주세요.

하 기 를 준비해 준다. 이때 ppt자료
전지 의 정답을 미리 보여주지 않도

탐 S:저 여자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색

록 주의한다.

저 개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음절 ☞ 각 음절로 잘라진 카드를 한

습하

저 아이는 옷을 벗고 있어요.

카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맞추어 보게

기

저 남자는 꽃을 들고 있어요.

한다. (순서는 매번 바꾼다.)

저 여자는 반지를 끼고 있어요.
저 여자는 가방을 메고 있어요.

☞ 정답 확인을 한 문장씩 하면
서 큰소리로 따라 읽어 보게 한

T: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따라 읽어 보세요.

ppt자 다.
료

위 예비 교사는 ‘-고 있다’에 대한 연습을 위해 ‘음절 카드’라고 이름 붙인 카드
를 사용하였다. 이는 ‘쓰고 있다’의 ‘쓰’, ‘입고 있다’의 ‘입’과 같은 어간이 적힌
카드이며, 이를 각 문장의 각 어간이 들어갈 자리에 각 문장의 의미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학습자에게 요구된 활동이다. 예를 들어, ‘저 여자는 모자
를 ( )고 있어요’의 괄호 안에 ‘쓰’가 적힌 카드를 채우는 활동이다45). 그런데 이
활동은 목표 문법 항목인 ‘-고 있다’가 아니라 ‘쓰다’, ‘입다’와 같은 어휘에 초점
이 맞춰진 활동이 되었다. 연습 단계의 연습이 목표 문법 항목에 초점을 두고 이
루어져야 함을 생각하면, 문항 카드를 ‘쓰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형태로 ‘-고
있다’를 포함시켜 제작해야 했다.

(2) 자료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12])

자료의 적절성 지식은 자료를 수업 구성 요인에 적절하게 선택, 활용할 수 있는
가를 의미한다. 학습자의 수준이나 관심사, 교실의 물리적 환경 등의 요인이 적절
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45) 교수 학습 자료 선택과 활용의 양상은 수업 지도안만으로 확인이 어려워 해당 예비 교사가 제공
한 수업 지도안을 바탕으로 실시한 수업 동영상을 함께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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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준거 항목 ②-[12]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14

-고 있다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

초급(2)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T:자, 이번에는 친구를 찾는 게임을 해 보겠어요.
먼저 두 사람은 물건들을 쓰고, 들고, 끼고, 메세요.
다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물건을 쓰고, 들고, 끼고, 멘 사람 중에 한 명을 머리 속으
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
는지 알아 맞추는 게임이에요.

3가지 정도 물어 보면 돼요.
A: 친구가 _____을(를) ____고 있나요?
B: 네, 친구가 _____을(를) ____고 있어요.
/아니오.

이 활동은 ‘-고 있다’의 활용 단계에서 진행되는 활동인데, 활동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 높아서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
다. 활동에 대해 교사가 발화를 통해 설명하기보다 칠판에 의상과 소지품을 다르
게 갖춘 두 명의 학생 그림을 붙여 놓고, 교사가 이 중 한 명을 ‘-고 있다’를 사
용한 문장으로 묘사한 후, ‘누구예요?’를 묻고, 찾도록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설명
할 수 있다. 즉, 활동에 대한 설명을 위해 교사의 발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그림 자료는 학습자가 초급 수준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활동 설명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되는 것이 된다. 그림 자료를 통해
활동 설명을 이해시킨 후에야 실제 학생들끼리 서로 다른 의상과 소지품을 갖추
게 하고 학습자들이 돌아가면서 교실에 있는 다른 학습자를 한 명씩 골라 묘사하
고, 나머지 학습자가 그 학생을 찾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84 -

1.2.3. 교사 수업 발화 지식
(1) 교수 언어 사용의 정확성(준거 항목 ②-[13])

교수 언어 사용의 정확성 관련 지식은 목표 문법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은 아니지만, 목표 문법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가 발화하는 문장이 문법적으
로 정확하게 제시되기 위한 지식이다.

<표 Ⅲ-20> 준거 항목 ②-[13]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14

-고 있다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

초급(2)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T:자, 이번에는 친구를 찾는 게임을 해 보겠어요.
먼저 두 사람은 물건들을 쓰고, 들고, 끼고, 메세요.
다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물건을 쓰고, 들고, 끼고, 멘 사람 중에 한 명을 머리 속으
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
는지 알아 맞추는 게임이에요.

3가지 정도 물어 보면 돼요.
A: 친구가 _____을(를) ____고 있나요?

B: 네, 친구가 _____을(를) ____고 있어요.
/아니오.

‘메세요’는 ‘매세요’로, ‘멘 사람’은 ‘맨 사람’으로 ‘머리 속’은 ‘머릿속’으로, ‘알
아 맞추는’은 ‘알아맞히는’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교수 언어의 정확
성은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한 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습자
에게는 교사의 발화가 표본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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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 언어 사용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14])

교수 언어 사용의 적절성 관련 지식은 목표 문법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아니지만, 목표 문법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가 발화하는 문장이 수업 구성 요
인, 특히 학습자 수준을 고려할 때 적절한가에 대한 지식이다.

<표 Ⅲ-21> 준거 항목 ②-[14]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15

～처럼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외국인 2명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 피노키오가 코끼리처럼 코가 길어졌어요.
T-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S - 선생님, 정말 피노키오가 코가 길어졌어요?
T- 여러분은 피노키오가 누구인지 아세요?
피노키오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에 보면 피노키오라는 아이가 나와요.
피노키오라는 아이는 거짓말을 매우 잘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조금씩 길어졌어요.
그래서 피노키오의 코가 어느덧 코끼리의 긴 코처럼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노키오의 코와 코끼리의 코가 비슷하게
길어졌지요.
이럴 때 “피노키오가 코끼리 코처럼 길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다’, ‘어느덧’과 같은 어휘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 어려운 어휘라면 학
습자가 이미 학습한 어휘나 표현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 언어 수준을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3) 문법 용어 사용의 정확성(준거 항목 ②-[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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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문법 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문법 용어가 정확해야 한다는 지식이다.

<표 Ⅲ-22> 준거 항목 ②-[15]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교포 2세로 8살~9살

P-24

~하고

한글학교 한국어 (2)

사이의 초급단계
어린이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주체 두 개를 연결하는 구어체 어미 ‘-하고’를 사용하여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

이상에서 목표 문법 항목 ‘-하고’는 어미가 아닌 조사이다. 이 설계안에서 ‘-하
고’의 형태, 통사, 의미의 내용 정보는 정확하게 제시되었지만, 용어 사용의 측면
에서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46).

(4) 문법 용어 사용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16])

문법 용어 사용의 적절성은 수업 구성 요인에 따라 문법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다47). 그런데 적절성의 기준이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표 문법 항목의 결합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동사, 형용사, 명사’와 같은
품사명을 사용하였다면 이것이 일반적인 성인 학습자에게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
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도 한자 언어
권 학습자에게라면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적절성에 대
해서는 일반적으로 문법 용어의 사용 없이도 교수가 가능한 상황에서 문법 용어
를 사용한 경우를 오류 사례로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 ‘동사, 형용사, 명사’
46) 수업 지도안의 문법 용어 사용이 교사 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교사 수업 발화에서
의 문법 용어 사용 오류로 분류하였다.
47) 김호정 외(2011)의 연구는 수업 녹음과 교사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이나 요구, 교사의 문
법 용어 사용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문법 용어 사용 양상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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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결합 정보 설명을 위한 용어 사용은 오류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고 싶다’와 결합하는 품사는 동사라는 것은 ‘먹다’, ‘쉬다’와 같은 동사와의 결합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을 통해서도 학습하게 할 수 있지만, 결합 규칙에 대한 명시적
인 교수를 원하는 학습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수업이라면, 명시적 용어 사용을 통
해 ‘동사’와 결합된다는 사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 문법 항
목 ‘-고 싶다’가 보조용언이라는 사실을 교수하는 일은 ‘-고 싶다’의 사용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고 보조용언이라는 문법 용어의 사용 없이도 ‘-고 싶다’를 교수할
수 있다.

<표 Ⅲ-23> 준거 항목 ②-[16]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6

동사(으)ㄹ 거예요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한국어 초급2

미제시

(경희대 출판국)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지난 시간에

명사+만을 이용하여 말하기를 공부했어요. 그림을 보고 말해 보세요.

교사; 그림 제시
학생: 나오코 씨만 공부합니다.
교사: 그림 제시
학생: 빌리 씨는 나오코 씨만 생각합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조사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예요.
...(중략)...
●동사 (으)ㄹ

거예요는

받침이 없을 때ㄹ 거예요/ 받침이

있을 때 을 거예요을 쓴다.

내용은 앞으로 할 것에 대한 화자의 의지나 의도의 표현일 때 쓰인다.

보조사 ‘만’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조사’라는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
들에게 인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물론 이 예비 교사가 대상 학습자를 제시하
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를 고려한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데에 완전히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한국어 학습자를 상정하고 이 지도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문법 용어나 설명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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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문의 정확성(준거 항목 ②-[17])

예문의 정확성에 대한 지식은 문법 항목을 포함한 예문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지식이다.
<표 Ⅲ-24> 준거 항목 ②-[17]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3

~(으)ㄹ거 예요

학습자 교재 설정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대상 학습자 설정
미제시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T:한 문장씩 답을 넣어서 읽어 보세요.
S:이 학생은 글씨를 쓸 거예요.
이 학생은 방송을 들을 거예요.
이 아이는 공을 갖고 놀 거예요.
이 남자는 가방을 들을 거예요.
이 여자는 신발을 신을 거예요.
이 여자는 가방을 맬 거예요.
(미리 실습지를 배부한 다음에 작성하도록 한다)

위 예비 교사의 경우에는 마무리 활동에서 ‘가방을 들을 거예요’의 예문을 사용
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는 잘못된 예문의 사용으로 잘못된 형태 지식이 교수될 수
있는 오류로 ‘가방을 들 거예요’로 수정해야 한다.

(6) 예문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18])

이는 목표 문법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예문을 활용할 때, 수업 구성 요인을 고
려할 때 적절한지에 대한 지식이다. 특히 예문은 학습자가 목표 문법 항목에 집중
하게 하기 위해 예문 내 다른 문장 구성 요소에서 학습자에게 새로운 어휘나 문
법 항목은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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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5> 준거 항목 ②-[18] 의 오류 예시
예비 교사
P-5

목표 문법 항목 설정
~ Vst기 때문에,
N이든지/든지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연세대학교 2-1

미제시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도입:
여러분 중에 직장이나 회사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젊을 때 회사에 들어갔는데 지역도 달랐고 사람들도 달랐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새로
웠고 적응이 잘 안됐었어요.
제니카 씨는 처음 출근했을 때 어땠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하기도 어려웠고 또
사무실 도구들은 무엇이든지 다 새롭게 보였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 때문에’와 ‘든지/이든지’를 통해서 문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겠어요.

위 예비 교사의 경우에는 도입 단계에서 사용한 예문이 학습자의 난이도에 적
절하지 않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여러 종류의 문법 항목이 포함된 복합문의 구조
를 사용하여 긴 문장을 구사하고 있어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적
응이 되다/안 되다’, ‘사무실 도구’ 등의 표현이나 어휘도 ‘힘들다’, ‘사무실에 있는
물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난이도에 더 적절하다.

2. 한국어 보조용언 구성의 교수 지식
본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문법 교수 지식의 틀에 따라 한국어 문법 범주의
하나인 보조용언이 사용되어 이루어진 보조용언 구성을 교수하기 위한 지식에 대
해 논하고자 한다. 한국어 보조용언 구성 교수 지식을 논하되 교수 내용 지식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 이는 교수 방법 지식이 문법 범주에 따라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교수 방법은 교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수
업 구성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교수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이 있
다. 한국어 보조용언 구성 교수 내용 지식은 앞의 문법 교수 내용 지식 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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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항목과 문법 설명 영역의 지식, 그리고 각 지식의 결정 요인으로 설정된다.
이를 차례대로 논의하기로 한다.

2.1. 보조용언 구성 항목
2.1.1. 보조용언 구성 항목의 기본 요건
이는 문법 내용 지식의 하위 지식인 문법 항목에 대한 지식 중, 기본 요건에 대
한 지식이다. 이 내용 지식은 문법 항목의 요건과 기술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문
법 항목의 요건은 이미혜(2005)의 기준에 따라 핵심성, 필수성, 보편성, 응용 가
능성으로 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문법 항목의 요건에 대해서 각 요건별로 보
조용언 구성 항목의 기술과 관계된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핵심성

한국어 문법에서 핵심적인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대해 이
미혜(2005:58)에서는 문법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사, 문
법 범주”라고 설명하고 있다. “핵심적”,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법 범주가 무엇인
지는 여러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겠지만, 이 논의에서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는 않다. 그러나 최윤곤(2007)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의 모
든 문법적인 현상을 학습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이들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실제
적이고 필수적인 문법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한 내용을
참고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법 범주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실제적이고 필
수적인 문법 범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용언 구성이 필수적
인 문법 범주인지, 또 보조용언 구성 중 의사소통을 위해 더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마련될 수 있다. 보조용언 구성이 의사소통을 위
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최해주(2006:126)의 “우리말의 보조용언은 본용언 못지
않게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단순히 본용언의 서술기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적 기능과 함께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거나 때로는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기도
한다”는 견해뿐 아니라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이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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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언 구성의 여러 종류 중, 필수적인 문법 범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국인의
말뭉치 자료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보조용언 구성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빈도수를 바탕으로 교육 대상 문법 항목 선정 과정을 거
쳐 보조용언 구성을 교육 항목으로 제시한 한국어 교재들에서 공통적으로 싣고
있는 보조용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방향이 있다48).

(2) 필수성

‘필수적인 요소로 구성한다’는 것은 기본형을 두고 기본형에 추가될 수 있는 부
가 요소는 추가되지 않은 형태인 기본형을 문법 항목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
다. 예컨대, ‘-(으)ㄹ 뻔하다’와 ‘-(으)ㄹ 뻔했다’가 있을 때 과거 선어말어미 ‘-였
-’이 부가되지 않은 형태인 ‘-(으)ㄹ 뻔하다’를 기본형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미혜(2005:59)의 서술이다. 그렇다면 보조용언 구성에서 필수적인 것과 부가적
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조용언 구성의 기본형에 대해 먼저 제시해 주어야 하며 이 기본형은 앞에서 논
의한 보조용언 구성의 하위 유형인 ‘V1어간+비종결어미+V2용언’, ‘V1어간+종결
어미+V2용언’, ‘V1어간+명사형어미+보조사+V2용언’, ‘V1어간+관형사형어미+의
존명사+V2용언’의 형태에서 ‘V1어간’을 제하고 ‘V2용언’이 동사의 기본형으로 제
시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유형을 기본형으로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각 유형을 구성하는 요소를 고찰하고, 부가 요소가 덧붙어 확장 가능한 유형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보조용언 구성 항목을 필수성에 근거해 이해하도록 하는 지
식을 마련하는 방법이 된다.
먼저 첫째 유형인 ‘V1어간+비종결어미+V2용언’에서 ‘V1어간’을 제하고 ‘V2용
언’의 기본형을 제시한 형태인 ‘비종결어미+V2용언의 기본형’은 ‘-지 못하다’와

48) 말뭉치를 분석하거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보조용언 구성의 빈도수에 따라 교육용 보조용언
구성을 추출하는 일은 본고의 초점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최해주(2006)과 같은 교육용 보조용언
선정 연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최해주(2006:141-143)에서는 한국어 교
육용 보조용언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것으로 의미적으로 볼 때 함께 묶어서 설
명하는 것이 효율적인 여러 보조용언 유형들을 포함”시키고 “형태상 보조용언 구문과 차이가 많
더라도 그 기능이 보조용언과 유사하고 다른 문법범주에 포함시키기도 어려운 통어적 구문들도
한국어 교육용 보조용언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소개하면서 총 74개의 표현 항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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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으로 확장될 수 있는 형태는 ‘-지도 못하다’와 같이 비종결어미에 보조
사가 결합된 형태, ‘-지 못했다’와 같이 V2용언의 기본형에 선어말어미가 결합된
형태, ‘-지 못해서’와 같이 V2용언이 어미 변화를 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
둘째 유형인 ‘V1어간+종결어미+V2용언’에서 ‘V1어간’을 제하고 ‘V2용언’의 기
본형을 제시한 형태인 ‘종결어미+V2용언의 기본형’은 ‘-는가/나/(으)ㄹ까 싶다’와
같은 유형인데, 이는 ‘-는가/나/(으)ㄹ까도 싶다’와 같이 종결어미에 보조사가 결
합된 형태로 확장되거나 ‘-는가/나/(으)ㄹ까 싶었다’와 같이 V2용언의 기본형에
선어말어미가 결합된 형태나 ‘-는가/나/(으)ㄹ까 싶어서’와 같이 V2용언의 기본형
이 어미 변화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
셋째 유형인 ‘V1어간+명사형어미+보조사+V2용언’에서 ‘V1어간’을 제하고 ‘V2
용언’의 기본형을 제시한 형태인 ‘명사형어미+보조사+V2용언의 기본형’에서는 ‘기는 하다’와 같은 형태인데 이는 V2용언의 기본형에 선어말어미가 결합된 ‘-기
는 하였다’나 V2용언이 어미 변화한 ‘-기는 해서’와 같은 형식으로 확장될 수 있
다.
넷째 유형인 ‘V1어간+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V2용언’의 경우에는 ‘관형사형어
미+의존명사+V2용언의 기본형’으로 기본형이 확정되고, ‘-(으)ㄹ 뻔하다’, ‘-(으)
ㄹ 수 있다49)’와 같은 형식인데, 이는 V2용언의 기본형에 선어말어미가 결합된
‘-(으)ㄹ 뻔하였다’, ‘-(으)ㄹ 수 있었다’와 같이 확장되거나 V2용언이 어미 변화
한 ‘-(으)ㄹ 뻔해서’, ‘-(으)ㄹ 수 있어서’와 같이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으)ㄹ
뻔도 하다’, ‘-(으)ㄹ 수도 있다’와 같이 의존명사에 보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확장
되기도 한다. 물론 ‘뻔하다’는 ‘수 있다’와 달리 복합어이므로 ‘뻔도 하다’의 존재
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분명히 ‘뻔도 하다’와 같은
용례가 존재함을 근거로 넷째 형태인 ‘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V2용언의 기본형’
의 확장형으로 ‘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보조사+V2용언’의 형태도 인정한다50).
네 개의 기본 유형에서 부가 요소가 추가되어 확장된 유형은 선행 용언과 후행
49) ‘-(으)ㄹ 뻔하다’의 ‘뻔하다’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보조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는 복합어임에 반해
‘-(으)ㄹ 수 있다’의 ‘수 있다’는 명백히 ‘의존명사+V2용언’으로 분석되는 통어적 구성이다. 그러
나 본고에서는 이들 모두를 같은 ‘V1어간+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V2용언’의 보조용언 구성으로
포함시킨다는 견해를 앞에서 기술한 바 있다.
50)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으)ㄹ 뻔도 하다’와 같은 용례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
트 다음(www.daum.net)에서는 ‘두 시간 이상 기다릴 뻔도 했다.’와 같은 문장이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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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을 이어주는 비종결어미나 종결어미, 의존명사에 보조사가 결합되는 경우, 후
행 용언에 선어말어미가 결합되거나 후행 용언이 어미 변화하는 경우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의 과정에서 비종결어미, 종결어미에 보조사가 결합된 후, 또
다른 보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 ‘-지 못하다’는 ‘-지조차도 못하다’, ‘-(으)ㄹ까 하
다’는 ‘-(으)ㄹ까조차도 하다’, ‘-(으)ㄹ 뻔하다’는 ‘-(으)ㄹ 뻔조차도 하다’와 같은
형식이다. 또한 확장의 과정에서 후행 용언이 어미 변화한 후, 네 개의 유형 모두
에서 보조사가 결합되는 형태로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첫째 유형인 ‘-지 못하다’
는 ‘-지 못해서만’, 둘째 유형인 ‘-는가/나/(으)ㄹ까 싶다’는 ‘-는가/나/(으)ㄹ까 싶
어서만’, 셋째 유형인 ‘-기는 하다’는 ‘-기는 해서만’, 넷째 유형인 ‘-(으)ㄹ 뻔하
다’는 ‘-(으)ㄹ 뻔해서만’과 같이 ‘만’과 같은 보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 그리고 각
각의 ‘만’뒤에 보조사 ‘도’가 또 결합되는 식으로 보조사가 또 결합될 수 있다. 유
의할 것은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 사이에 어휘적인 부가 요소가 결합될 수는 없
는데 그것은 ‘보조용언 구성은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일반적으로 다른 어휘적
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는 특성(남기심 외, 2001:318)’과도 관련된다51). 아래는 이
와 같은 확장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Ⅲ-26> 보조용언 구성 항목의 기본 유형과 확장 유형
보조용언 구성 형태
V1어간+비종결어미
+V2용언

V1어간+종결어미
+V2용언

기본 유형

확장 유형
비 종결어미+( 보조 사) +( 보조

비종결어미+V2용언의 기본형

사)+V2용언의 어간+(선어말어
미)+어미+(보조사)+(보조사)
종결어미+(보조사)+(보조

종결어미+V2용언의 기본형

사)+V2용언의 어간+(선어말어
미)+어미+(보조사)+(보조사)

V1어간+명사형어미

명사형어미+보조사

+보조사+V2용언

+V2용언의 기본형

명사형어미+보조사+V2용언의
어간+(선어말어미)+어미+(보
조사)+(보조사)

51) ‘*-지 매우 못하다’, ‘*-(으)ㄹ까 혹시 하다’, ‘*-(으)ㄹ 자칫 뻔하다’와 같은 형태가 성립되지 않
는다는 뜻이다. 셋째 유형인 ‘-기는 하다’에서 ‘-기는 잘 하다’로 ‘잘’이라는 부사가 결합될 수 있
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여기서 ‘-기는 하다’는 보조용언 구성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명사형
어미 ‘기’와 결합된 선행 동사의 동작을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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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보조
V1어간+관형사형어미

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

사)+(보조사)+V2용언의

어간

+의존명사+V2용언

+V2용언의 기본형

+(선어말어미)+어미+(보조
사)+(보조사)

(3) 보편성

이 기준에 대해 이미혜(2005)에서는 문법 항목은 한국인의 일반적인 언어 사용
을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 장소, 특정 시기, 특정인의 언어 습관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손한 요청 표현을 할 때, 보조용언
구성 ‘-아/어/해 주다’를 활용한 ‘-아/어/해 주세요’를 쓰지만 ‘-을/를 요청합니다’
를 쓰지는 않으므로 ‘-을/를 요청합니다’가 아니라 ‘-아/어/해 주세요’가 학습자
문법 항목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교수 대상 보조
용언 구성이 선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으)ㄹ 뻔하다’ 구성과 비슷하게 ‘-(으)ㄹ
뻔보다’를 사용하는 한국어 화자들이 있으나52) 이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
법 항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보조용언 구성의 보편성 판단은 교사의 직관에 근
거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한국어 교재나 한국어 학습 사전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육용 보조용언 구성 목록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4) 응용 가능성

‘응용 가능성’은 하나의 항목을 학습한 후에 다른 항목의 이해나 생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문법 항목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혜(2005:61)에서는 한국 사
회에서 널리 쓰이는 상투적인 표현은 완전 고정형53)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밖의 것은 부분 고정형으로 제시하여 확장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보조용언 구성의 경우에 본용언 ‘그렇다’에 보조
용언 ‘-지 않다’가 결합되고 어미 변화해 형성된 ‘그렇지 않아도’는 상투적인 표현
52) 다음 포털 사이트(http://daum.net/)에서 검색한 용례로는 ‘오늘 나 죽을 뻔봤다.’, ‘웃겨 죽을 뻔
봤다.’가 있다.
53) 완전 고정형과 부분 고정형은 문법 항목 구분 시, 일차 구분을 어미와 조사 포함 유무에 따라 진
행한 후, 이차 구분을 진행할 때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앞 절에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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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띠므로 부분 고정형인 ‘-지 않다’에 ‘그렇다’가 결합되고 ‘-지 않아도’
로 어미 변화한 형태로 지도하기보다 ‘그렇지 않다’를 완전 고정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상투적 표현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
는데 한국어 관용어의 특징에 대한 논의 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 그 하나로 서울
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558)에서 관용어의 의미적 불투명성에 대해 “통사적
제약이 강할수록 통사적으로 고정성을 띠고 있는 반면 의미적 투명성은 약하다”
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즉, 상투적이고 관용적인 표현
에서 일반적 표현인 ‘-지 않다’의 의미가 투명하게 유지되지 않아 ‘-지 않다’의
의미를 바탕으로 ‘그렇지 않아도’의 의미를 추출하기 어려울 때, ‘그렇지 않아도’
를 독립적인 문법 항목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응용가능성 논의를
확장하면 완전 고정형 제시를 할 것인지, 부분 고정형 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더 발전하여 부분 고정형 제시를 위해서도 고정시켜 제시할 부분의 범
위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으)ㄹ지도 모르다’는 부
분 고정형 항목이지만, ‘-(으)ㄹ지 모르다’에 보조사 ‘도’가 결합된 형태로 고정되
어 제시되었다. 앞에서 논의한 둘째 요건인 ‘필수성’을 생각하면 ‘-(으)ㄹ지도 모
르다’는 기본 유형인 ‘-(으)ㄹ지 모르다’의 확장 유형이기 때문에 문법 항목으로서
의 요건을 못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넷째 요건인 ‘응용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으)ㄹ지도 모르다’가 고정적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응용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좋은 문법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으)ㄹ까 보다’가 어
미 변화한 ‘-(으)ㄹ까 봐’와 같은 형식은 기본 유형이 아니어서 필수성의 요건에
서는 좋은 문법 항목이 아니지만, 응용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좋은 문법 항목일 수
있다54).

2.1.2. 보조용언 구성 항목의 정확성
여기서 논의할 내용은 보조용언 구성 항목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지식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맞춤법과 띄어쓰기, 보조용언 구성과 결합되는 문법 요소 등의
54) 조현선 외(2012)의 한국어 교재에서도 229쪽에 ‘-(으)ㄹ까 봐’의 형태로, 231쪽에 ‘-(으)ㄹ지도
모르다’의 형태로 문법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교재 집필진이 문법 항목 선정에서 응용가능
성의 요건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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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규칙 이해 지식을 포함한다. 맞춤법 지식은 보조용언 구성 하나 하나의 표기
정보에 유의하게 하는 지식이며, 사전적 표기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
다. 띄어쓰기 지식은 보조용언 구성의 세부 유형의 구조와 그 유형을 구성하는 문
법 요소의 품사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세부 유형 중, 넷째 유형 ‘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보조사)+(보조사)+V2용언
의 어간+(선어말어미)+어미+(보조사)+(보조사)’에서는 의존명사와 V2용언을 붙
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사전에 등재된 ‘듯하다’와 같은 형태는
의존명사와 V2용언 사이를 붙인다. ‘-은/는 것 같다’와 같이 의존명사와 V2용언
사이를 띄어 쓰는 경우는 보조용언 구성이 아닌 일반적인 통어적 구성이라고 보
는 견해도 있으나 한국어 교육의 보조용언 구성 논의에서 이를 보조용언 구성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결합 규칙에 대해서는 하나의 동일한 문법 항목을 결합 규칙 표시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르게 기술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기술된 여러 형태를 살펴보면서
각 형태별로 기술의 정확성에 유의해야 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쟁점은
문법 항목의 형태적, 통사적 결합 규칙을 문법 항목 형태를 통해 암시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하나의 문법 항목이 제시되는 양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보조용언 구성에서 문법 항목이 서로 다른 형태로 제시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표 Ⅲ-27>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 항목 기술 양상 예시
보조용언 구성 형태

V1어간+비종결어미+V2용언

V1어간+종결어미+V2용언
V1어간+명사형어미+보조사
+V2용언
V1어간+관형사형어미
+의존명사+V2용언

예시 문법 항목

문법 항목 기술 양상 예시

-아/어 있다

(동사)+-아(/어/여) 있다

-려고 하다

(동사)+-(으)려고 하다

그렇지 않아도

(문장)+ 그렇지 않아도 +(문장)

-(으)ㄹ까 보다

(동사/형용사)+-(으)ㄹ까 보다
(동사)+-(으)ㄹ까 보다

-기는 하다

(동사/형용사)+-기는 하다

-(으)ㄹ 뻔하다

(동사)+(으)ㄹ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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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어 있다’는 ‘(동사)+-아(/어/여) 있다’로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다. ‘동
사’ 혹은 ‘Verb(동사)’의 약자인 ‘V’를 ‘-아/어 있다’ 앞에 표기할 경우, 이 보조용
언 구성이 어떤 품사의 단어와 결합하는지, 즉 결합되는 선행 용언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 용언과 결합되는 형태를 ‘-아/어/여’로
표기할 경우, 동사 어간의 마지막 음절 모음의 종류에 따라 결합되는 어미가 달라
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려고 하다’ 형태는 ‘(동사)+-(으)려고 하다’로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는
데 ‘동사’ 표기로 결합되는 선행 용언의 품사를, ‘-(으)려고 하다’의 표기로 선행
용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으려고 하다’와 ‘-려고 하다’의 두 형태로 사용됨을
나타낼 수 있다.
셋째, ‘-(으)ㄹ까 보다’는 ‘(동사/형용사)+-(으)ㄹ까 보다’와 ‘(동사)+-(으)ㄹ까
보다’로 기술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으)ㄹ까 보다’와 결합되는 선행 용언의 품
사를 제시하는 형태로 항목을 기술하자면 이는 두 가지 형태로 기술될 수 있다.
그것은 ‘-(으)ㄹ까 보다’가 지니는 의미에 따라 결합되는 선행 용언의 품사에 제
한을 받기 때문이다. 먼저 ‘어떤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루어 그런 것 같다고 추측
하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비행기를 놓칠까 봐’, ‘아이가 아플까 봐’와 같은 형식
으로 동사와 형용사 모두에 결합될 수 있지만, ‘아직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나
그 행동을 할 마음이나 생각이 있음’의 의미일 때에는 ‘내일은 쉴까 보다’와 같이
동사에만 결합될 수 있다.
넷째, ‘-기는 하다’는 ‘(동사/형용사)+-기는 하다’로 제시될 수 있다. 선행 용언
의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가 가능하고, 선행 용언 마지막 음절의 받침, 어미
종류와 관계 없이 ‘-기는 하다’가 결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으)ㄹ 뻔하다’는
선행 용언의 품사를 나타내고 그 선행 용언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받침 유무에
따라 ‘(동사)+(으)ㄹ 뻔하다’로 기술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부분 고정형 보조용언 구성일 경우, 그 항목의 결합 규칙은 주
로 선행 용언의 품사를 나타내는 통사적 규칙, 선행 용언의 마지막 음절의 받침,
어미 종류에 따라 결합되는 어미가 달라지는 형태적 규칙이 주를 이루며, 문법 항
목 기술에 결합 규칙을 포함할 경우, 이러한 결합 규칙 제시가 정확해야 한다. 또
한 완전 고정형 보조용언 구성일 경우, 다른 종류의 결합 규칙을 암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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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첫째 유형에 속하는 ‘-지 않다’의 완전 고정형인 ‘그렇지 않아도’에 대
해 기술할 때, ‘그렇지 않아도’의 전과 후에 문장이 결합되기 때문에, ‘(문장)+ 그
렇지 않아도 +(문장)’과 같은 형식, 혹은 ‘Sentence(문장)’의 약자인 ‘S’를 사용하
여 ‘S+ 그렇지 않아도 +S’와 같은 형식으로 문항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

2.1.3. 보조용언 구성 항목 결정 요인
보조용언 구성에 대한 내용 지식 중, 보조용언 구성의 항목에 대한 지식으로,
문법 항목의 기본 요건, 문법 항목의 정확성 지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지식
중 선택 가능한 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문법 항목의 기본 요건
중 필수성과 응용 가능성이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문법 항목 형
태를 교수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법 항목에 대한 교
수적 결정을 해야 할 때 관여하는 결정 요인을 ‘①-<1>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
목’과 ‘①-<3> 교수 기관의 교수 자료에 제시된 문법 항목’으로 두었다. 즉, 교수
시 활용되는 한국어 교재와 교사가 속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활용하는 자료가
교사가 핵심성, 필수성, 보편성, 응용 가능성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정확한 문법
항목을 제시하기 위한 결정적인 자료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2.2. 보조용언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
다음은 보조용언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보조용언 구성
의 설명 지식은 문법 설명 내용이 문법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하는 기본 요건(①-[3])과 문법 설명 내용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하
는 정확성(①-[4])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이 기본 요건과 정확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교재의 문법 설명(①-<2>)과 교사가 속한 교수 기관의 교수 자료의
문법 설명(①-<4>)에 대한 지식이다.
2.2.1. 보조용언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의 기본 요건
보조용언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 내용이 해당 보조용언 구성의 사용을 위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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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정보로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요건이다. 보조용언 구성에
대한 설명 내용은 다른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Ⅱ
장에서 논의한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보 구조의 틀을 따르므로 이 틀을 보조
용언 구성 항목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1) 형태 정보

먼저 보조용언 구성에 대한 형태적 설명은 ‘-아/어/여 있다’와 같이 본용언의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 종류에 따라 결합하는 어미의 종류가 다른 경우와 ‘(으)려고 하다’와 같이 본용언의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으려고 하다’와 ‘-려
고 하다’로 결합되는 형태가 다른 경우, ‘-지 못하다’와 같이 본용언의 모음 종류
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같은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이다.
이러한 형태적 설명은 보조용언 구성이 하위 네 유형 모두에서 비종결어미, 종결
어미,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로 서로 다른 종류의 어미이기는 하지만 어미를
구성 요소로 갖고 있으며, 이러한 어미가 본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형태적 정보
가 내용 지식이 됨을 의미한다. 물론 조어법 중심의 국어 형태론의 범위에서 조사
나 어미의 결합 현상을 다루지 않고, 이러한 결합은 통사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견해가 있지만, 서정수(2006:446)에서는 “형태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
면 정작 굴절법은 형태론의 주변이 아니라 핵심이 된다. 전통문법에서 형태론은
어형변화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임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본고에서도 보조용언 구성에서 어미와 어간의 굴절적 결합에 대한 지식을
형태적인 지식으로 분류하기로 한다55).
보조용언 구성의 형태적 지식으로 또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본용언과 보조용
언 구성의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불규칙 현상이다. 한국어의 불규칙 활용의

55) 어미와 어간의 결합은 굴절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진호(1994)는 인구어에서 굴절이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비해,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에서 조사와 어미는 구나 문장에 결합하
기 때문에 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어미와 어간과 결합은 형
태적이라기보다 통사적인 현상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어간의 모음의 종류, 받침 유무에 따라
결합하는 어미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은 다른 통사적 현상과 성격을 많이 달리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어간의 형태적 성격에 따라 서로 달리 결합되는 어미들은 의미와 기능은 동일하
지만 형태만 다른 ‘이형태’적 속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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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보조용언 구성과 연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아래 표는 불규칙 활용 목록과
보조용언

구성에

적용된

예이다.

불규칙

활용

목록은

남기심·고영근

(2004:139-150)에 따르되 보조용언 구성과 결합될 때 나타나는 불규칙 활용만을
제시하였고, 어미 불규칙으로 제시한 ‘여’ 불규칙은 제하였다56).

<표 Ⅲ-28>보조용언 구성에서의 불규칙 활용의 예
불규칙 활용

설명

보조용언 구성에서의 예

‘ㅅ’ 불규칙

모음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되는 것

짓다+어 가다→지어 가다

‘ㄷ’ 불규칙

모음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뀌는 것

묻다(問)+어 보다→물어 보다

‘ㅂ’ 불규칙

모음어미 앞에서 ‘ㅂ’이 ‘오(우)’로 바뀌는 것

돕다+아 가다→도와 가다

‘르’ 불규칙

‘르’로 끝나는 용언이 모음어미와 결합하면
‘으’가 탈락되고 동시에 ‘ㄹ’이 덧생기는 것

‘우’ 불규칙

모음어미 앞에서 ‘우’가 떨어지는 것

‘러’ 불규칙

‘어’ 계통의 모음어미를 ‘러’로 바꾸는 것

흐르다+어 가다→흘러 가다

푸다+어 가다→퍼 가다
이르다(至)+어 가다
→이르러 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규칙 활용은 동사나 형용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될 때 일어나며, 일부 불규칙 활용은 일부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와 결합될 때 일어난다. 이러한 불규칙 활용이 보조용언 구성의 내용 지식으로서
의 보조용언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 내용 중 형태 정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상당수의 보조용언 구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잇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용언

56) 남기심·고영근(2004:147)에서는 ‘파다’에 ‘아’가 결합되는 데 반해 ‘파다’와 같이 어간에 모음
‘ㅏ’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동사에는 ‘여’가 결합되는 현상에 대해 ‘여’ 불규칙으로 설명하였
다. 그러나 본고는 어미 ‘여’를 어미 ‘아/어’의 이형태로 본다. ‘아/어/여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보
조용언의 기본 형태에 ‘여’를 제시해 줌으로써 한국어 교육 문법으로서의 불규칙 활용 목록을 줄
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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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사나 형용사가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용언이면 보조용언 구성과 결합될 때
에도 불규칙 활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불규칙 활용 정보가 문법 항목의 결합 규칙에 대한 형태적 설명에서 꼭
제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문법 항목에 대한 설
명의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제시되어야 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학
습자의 수준에 따라 이를 교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학습자가 목표 문법에 집
중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규
칙 활용 정보는 교수 내용 지식의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교수해야 하는 정보로 이
해하기보다 교수 방법 지식의 측면에서 여러 수업 구성 요인을 고려하여 교수 여
부를 결정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2) 통사 정보

보조용언 구성에 대한 내용 지식으로서 통사 정보는 주로 보조용언의 상적, 양
태적 의미57)에 따라 나타나는 결합 제약에 대한 것이다. 장미라(2006)에서는 ‘놓
다, 두다, 버리다, 내다, 말다, 치우다’의 보조용언의 상적, 양태적 의미에 따라 나
타나는 결합 제약을 논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용언 구성의 통사 정보는 보조용언
구성의 상적, 양태적 의미 정보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각 보
조용언 구성의 상적, 양태적 의미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 혹은 상적, 양태적
의미의 범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보조용언이 개별적인 상적, 양태적 의미 범
주를 지니고 있어 통사 정보도 개별 보조용언에 따라 정리되어야 하는지를 이해
해야 한다. 장미라(2006)에서 이러한 의미 범주화와 그 범주에 따른 통사적 제약
을 논의한 것을 확인하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말다, 치우다’가 상적으로 모두 ‘행위의 완료’라는 의미를 갖
고 있는 것으로 이들 보조용언을 범주화했으며, 이 상적 의미 기능에 수반되어 나
57) ‘상(相)’은 한 사건이나 상태가 일정한 시간 영역(시간적 위치) 안에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
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과거 선어말어미 ‘-았/었’으로 실현되는 완결상, 보조용언 ‘-고 있다’로
실현되는 진행상, 보조용언 ‘-아/어 두다’로 실현되는 완료상과 같은 것이다. ‘양태(modality)’는
명제에 대한 화자나 주어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제에 대한 의무, 희망, 의도, 회의, 평가,
추론 등을 포함하여 명제의 가능성이나 개연성, 필연성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한송화
2000: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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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통사적 특징으로는 동작 동사와 결합한다는 점, 부사 ‘아직’이나 연결 문
법 형태 ‘-다가 말다, -(으)면서/며’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양태적으로는 이들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말다, 치우다’가 ‘주어의 심리적
인 태도’를 나타낼 때에의 통사적 결합 제약으로는 주어가 유정물이어야 한다는
점, 주체 놓임을 나타내는 ‘-시-’가 반드시 보조용언에 결합해야 한다는 점, 타동
사와 결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 양태적으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어 제약, 본용언
결합 제약, ‘-시-’ 결합 제약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상적, 양
태적 의미의 공통점에 주목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보조용언의 의미 범주화가 통사
정보의 체계적 도출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양태적으로 “명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보조용언의 통사‧ 의미적인 특징”은 “보조
용언별 구체적인 특징”이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장미라, 2006:49). 그러므로 이
에 관한 한, “보조 용언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이들 보조용언들의 변별성에 중점을
두어 통사적인 제약 현상과 사용상에서 나타나는 의미 차이에 대해 살펴”보는 연
구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보조용언에 대한 대부분의 의미적, 통사적 연구가
개별 보조용언별로 이루어져 온 것을 이해하게 하는 지점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
한 보조용언 구성의 상적‧ 양태적 의미에 따른 통사 정보에 대한 접근도 보조용언
을 의미적으로 범주화하여 한 범주에 속하는 보조용언 구성들에 대한 통일적인
통사 정보를 도출하려는 시도보다 개별 보조용언의 상적 ‧ 양태적 의미에 유의하
여 개별 보조용언 구성의 통사 정보를 각각 도출하려는 시도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보조용언 구성 중 첫째 유
형에 속하는 ‘-(으)려고 하다’를 예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통사 정보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으)려고 하다’는 한송화(2000:192)에서 서술하는 것과 같이 ‘(으)려고 하다’를 구성하는 보조용언 “‘하다’가 상적 기능, 양태적 기능, 화용적 기
능을 두루” 보인다는 점에서 풍부한 논의가 가능한 문법 항목이다. 특별히 ‘-(으)
려고 하다’는 상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와 양태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모두 있어
주의 깊게 내용 지식이 논의되어야 한다. 먼저 ‘-(으)려고 하다’에 대한 국립국어
원(2005b)의 기술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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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9> ‘-(으)려고 하다’에 대한 국립국어원(2005b)의 기술
‧ -으려고 하다
: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의 의도를 나타내거나 곧 일어날 움직임임을 나타내는 표현. 어
미 ‘-으려고1’와 동사 ‘하다’가 함께 쓰인 표현

분류

표현

형태 정보

-으려고 하다, -려고 하다

있는 동사 어간 뒤에 사용한다. 예

⃟ -으려고 하다: ‘ㄹ’을 제외한 받침

먹으려고 하다, 잡으려고 하다 ⃟ -려고 하다: 받침 없

는 동사 어간이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에 사용한다.
하다, 만들려고 하다

가표제어

예

가려고 하다, 자려고

-려고 하다

용법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할 마음, 뜻, 의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어떤 일이 막 일어날 것 같거나 어떤 상황이 시작될 것 같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용법’에서 볼 수 있는 의미 정보로 ‘1.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할 마음, 뜻,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양태적 의미이며, ‘2. 어떤 일이 막 일어날 것 같거
나 어떤 상황이 시작될 것 같음’을 나타내는 것은 상적 의미이다. 이 양태적 의미
와 상적 의미의 공통점은 ‘동작’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양태적
으로 쓰일 때에도 어떤 ‘동작’을 하고자 하는 주어나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상
적으로 쓰일 때에도 어떤 ‘동작’이 곧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공통적인 의미에 근거해 추출되는 통사 정보는 이 보조용언 구성은 본용언으
로 동사와만 결합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본용언으로 형용사와는 결합될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각 의미 차이에 따른 세부 통사 정보의 차이
에 대해 논할 필요도 있다.
먼저 보조용언 구성 ‘-(으)려고 하다’가 상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의 통사 정보
에 대해 살펴보면, 한송화(2000:195)에서는 본용언으로 [-의도성]의 동사와 결합
된다는 점, ‘-(으)ㄹ 때’와 결합해 시간의 부사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58), 때
를 나타내는 부사절과 함께 쓰일 수 있다는 점59)을 들고 있다. 이때 [-의도성]의
58) ‘내가 가려고 할 때 철수가 왔다.’와 같이 ‘가려고 할 때’로 결합되는 경우이다.
59) ‘비가 곧 멎으려고 해요.’에서와 같이 ‘곧’과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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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와 결합된다는 것은 [+의도성]의 동사와 결합되는 순간 상적 의미가 아닌
‘의도’의 양태를 드러내는 의미로 전환되어 버림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단순히 상적 의미의 ‘-(으)려고 하다’의 통사적 정보를 ‘[-의도성]의 동사와 결합
할 수 있다’로 정리하면 문제가 생긴다. 국립국어원(2005b)의 관련 용례로 ‘회의
가 벌써 끝나려고 한다.’, ‘비가 곧 멎으려고 해요.’와 같이 ‘서두르세요. 기차가 떠
나려고 해요.’를 제시하고 있는데 ‘끝나다’와 ‘멎다’는 [-의도성]이라고 해도, ‘떠
나다’는 [+의도성]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차가 떠나려고 해요.’
를 상적 의미가 아닌 양태적 의미의 ‘-려고 하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
로 ‘떠나다’의 성격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기차가 떠나다’의 성격에 근거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차’는 ‘의도’를 가질 수 없는 무생물 주어이고, 본용언
의 주체로서의 이 주어가 지닌 [-의도성]의 성격 때문에 ‘기차가 떠나려고 하다’
가 상적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적 의미로서의 ‘-려고 하다’는 결합
되는 본용언이 [-의도성]의 동사일 때, 혹은 비의도성을 가지는 주체를 주어로
하는 동사와 결합될 수 있다고 정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조용언 구성 ‘-(으)려고 하다’의 양태적 의미에 따른 통사 정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송화(2000:198)에서는 양태적 의미의 ‘-(으)려고 하다’
에 대해 “화자나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며 행위성 동사와만 연결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화자의 의도를, 주어와 청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청자의 의도를,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자의 행위성 동사와 결합되는 특징에 대해
서는 ‘의도’의 양태적 의미의 ‘-(으)려고 하다’가 비행위성 동사와 결합되면 의도
의 의미가 아닌 단순히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상적 의미
로 변환되어버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자의 화자, 청자, 주어의 의도로
양태의 주체를 나누어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일적으로 ‘주어’의 의도를 드러
내는 ‘-(으)려고 하다’로 기술해도 무방하다고 본다60). 그리고 한국어에서 문맥상
이다.
60) 한송화(2000:198)에서는 ‘-(으)려고 하다’가 쓰인 문장의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으)
려고 하다’가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저는 방학하는 그 이튿날 외할머니를 뵈러 가려
고 해요.’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때 화자와 주어의 일치 여부를 굳이 생각하지 않고 주어 ‘저’의
의도를 나타내는 ‘-(으)려고 하다’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어 ‘저는’이 이 문장에
서 생략된 경우에라도 생략된 주어인 ‘저는’을 재구하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렵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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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칭, 이인칭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략된 주어’를 포함해 ‘주어’
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기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문으로 문장에 두 개 이상의
주어가 존재할 때에는 복문을 단문으로 분석하여 ‘-(으)려고 하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61).

(3) 의미 정보

다음으로 보조용언 구성의 의미 정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보조용언의 의미에
대해 보조용언이 본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독자적인 어휘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과 본용언과 함께 쓰이면 본래의 어휘적 의미가 아닌, 본용언의 어휘
적 의미를 도와 양상, 양태, 사동, 피동, 부정 등과 같은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다
는 점에 대해서는 보조용언을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다. 이러한 ‘본용언의 어휘적 의미’를 돕는 보조용언의 ‘문법적인 의미’에 대한 교
수 내용 지식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지에 대해, 가능한 접근의 하나로 보조용언
들을 의미적으로 유사한 것들끼리 범주화하는 방법이 있다. 최해주(2006)의 연구
가 그것인데, 여기서는 보조용언의 의미를 “진행, 방향+진행, 추측, 종결, 보유‧보
존, 반복, 피동, 사동(유도), 의무‧당위, 당연, 희망, 의도, 강조‧비속, 가능‧능력, 가
식, 높은 가능성‧경향, 시행 후 살핌, 상태, 허용, 시도, 봉사, 경험, 결정, 처신, 유
일, 정도, 다행”으로 나누어 각 범주에 속한 보조용언 구성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전체적으로 보조용언 구성의 의미를 확인하기에 효과적인 내용
지식이다. 그런데 사실 보조용언 구성의 이러한 의미 범주 안에서도 세부적인 의
‘-(으)려고 하다’가 ‘(생략된)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유효하다. 한송화(2000:198)에
제시된 다른 경우의 예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어와 청자가 일치하는 ‘넌 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와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 ‘그는 일어나 물통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했다.’의 두 예문 모두가 ‘-(으)려고 하다’가 ‘(생략된)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다’는 보다 간단한 설
명을 만족시킨다.
61) ‘-(으)려고 하다’가 사용된 복문으로는 ‘나는 네가 학교에 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네
가 비밀로 알고 있는 것을 모두에게 말하려고 한다’와 같은 안은 문장과 ‘나는 빵을 먹으려고 하
고 너는 물을 마시려고 한다’와 같은 이어진 문장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네가 학교에 가려고 하
는 것을 알고 있다.’에서 ‘가려고 하다’의 주어가 ‘네가’이고 ‘나는 네가 비밀로 알고 있는 것을 모
두에게 말하려고 한다’에서 ‘말하려고 한다’의 주어가 ‘나는’이므로 이들 각각의 주어가 각각의 의
도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나는 빵을 먹으려고 하고 너는 물을 마시려고 한다’에서 ‘먹으
려고 하고’의 주어가 ‘나는’이고, ‘마시려고 한다’의 주어가 ‘너는’이므로 ‘내가’ 빵을 먹으려는 의
도를, ‘네가’ 물을 마시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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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존재한다. 예컨대, ‘-(으)려고 하다’는 앞에서 관련 통사 정보를 제시하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어떤 행위의 의도를 나타내거나 곧 일어날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님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부적인 의미는 보조용언을 구성하는 각 문
법 요소의 의미를 통해 투명하게 추론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먼저 세부 의미를 보조용언을 구성하는 각 문법 요소의 의미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보조용언 ‘-(으)려고 하다’를 구성하는 연결 어미 ‘으려고’와 동사 ‘하다’의 의미를 통해 전체 ‘-(으)려고 하다’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
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으려고’와 ‘하다’의 의미를 살펴보는 근거는 국립국어원
(2005b:671)에서 ‘-(으)려고 하다’가 ‘-(으)려고’와 ‘하다’가 결합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으)려고’와 ‘하다’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아닌
‘-(으)려고 하다’를 표제어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으)려고 하다’의 의미에 대해
서는 표제어 ‘-(으)려고’와 표제어 ‘하다’에 대한 설명 중, ‘하다’에 대한 설명 부
분에서 아래와 같이 ‘-(으)려고 하다’ 관계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으)려고 하다’의 보조동사로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
를 의도하거나 바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으)려고 하다’에
는 ‘의도’의 양태적 의미 외에도 ‘비가 오려고 한다’의 경우와 같이 곧 일이 일어
날 것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상적 의미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락하
고 있다.

하다01 [Ⅱ]「보조동사」
「4」((동사 뒤에서 ‘-으려(고) 하다’, ‘-고자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
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의도하거나 바람을 나타내는 말.
¶ 밥을 안 먹으려 한다./시험이 끝난 후에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피곤해서 보
지 않았다./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으)려고 하다’를 ‘하다’의 하위 범주로 두고
있으며, ‘-(으)려고 하다’의 상적 의미를 누락해서 제시한 것을 통해 볼 때, 보조
용언 구성의 의미를 보조용언의 일반 용언으로 쓰일 때의 의미를 통해 추론하는
것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동사로서의 ‘하다’의 의미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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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성]의 ‘-(으)려고 하다’의 의미를 ‘하다’의 의
미를 통해 추론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한 방향으로, ‘-(으)려고 하다’를 ‘-(으)려고’의 의미로부터 접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으)려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으려고’,
‘-려고’로 따로 등재하고 있으며 ‘-(으)려고’의 연결 기능뿐 아니라 종결 기능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으려고「어미」
[1]((‘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1」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2」곧 일어날 움직임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2]((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주어진 사태에 대하여 의심이나 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려고02「어미」
[1]((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
어))
「1」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2」곧 일어날 움직임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2]((‘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
미 ‘-으시-’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주어진 사태에 대하여 의심과 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이상에서 종결 기능의 ‘-(으)려고’를 설명한 [2]번 항목을 제하고 [1]번 항목
에서는 ‘연결어미’로 이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속적 연결어미’로서의
‘-(으)려고’와 ‘보조적 연결어미’로서의 ‘-(으)려고’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종속적 연결어미의 ‘-(으)려고’와
보조적 연결어미의 ‘-(으)려고’의 미세한 기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동일하
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연결 어미로서의 ‘-(으)려고’에 대해 기술된 의미를 통해 ‘-(으)려고 하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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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연결어미 ‘-(으)려고’의 설명을 통해서는 ‘-(으)려고 하다’
의 양태적 의미와 상적 의미를 모두 추론할 수 있다. ‘「1」어떤 행동을 할 의도
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의 설명으로부터 양태적 의미를,
‘「2」곧 일어날 움직임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부터 상적 의미
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조용언 구성의 의미를 보조용언의 일반 용언으로서의 의미를 통해
추론하는 것의 문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용언 구성을 구성하는 각 문법 요
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는 그 의미를 비교적 섬세하게 추론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모든 보조용언 구성의 의미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 목지선(2013)에서도 ‘-으려고 하다’의 경우는 ‘-으려고 + 후
행절’의 형태나 종결어미로 쓰이는 ‘-으려고’와 달리 “주어의 자질에 따라 의도나
목적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상이나 조짐의 의미도 가진다고 기술하면서 ‘-(으)려
고’와 ‘-(으)려고 하다’를 분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으)려고 하다’를 하나의 항
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즉, 한국어 교육에서
보조용언 구성의 세부적 의미는 개별 보조용언 구성 단위로 교수되는 것이 적절
하다.

(4) 담화 정보

여기서는 보조용언 구성의 담화적 지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담화적 지식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화용론’의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이 화용론에 대해 쎌
세 무르시아와 올스타인(Celce-Murcia & Olshtain, 2000:19)은 “의미론이 의미
가 언어로 어떻게 기호화되는지를 기술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과 상황에 대해
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과 달리 화용론은 언어 사용이 일어나는 맥락, 상황,
언어 사용자 및 의사소통 참여자들에게 초점을 두는 분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러므로 문법 요소들도 그것을 사용하는 화자와 청자 간에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의미 외에 맥락과 상황과 관련된 화용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화용적 의미는 언어 교수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되면서 ‘의사소통 기능
(communicative funtion)’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Richards, 2001:37). 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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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윌킨스(Wilkins, 1976)에서는 ‘양태적 기능, 도덕적 가치 판단 기능, 설득
의 기능, 정보 교환 기능, 이성적 문답 기능, 개인적 감정 기능, 정서적 관계 기
능, 대인 관계 기능’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는 등,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분류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기능을 화자의 청자에 대한 발화 의도의 개념으로 이해하
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인다. 보조용언 구성의 화용론적 의미에
대해 연구한 한송화(2000:191)에서도 보조용언의 상적, 양태적 의미 외에 보조용
언이 지니는 또 하나의 의미를 화행적 기능이라고 하였다62). 이 연구에서는 보조
동사 ‘하다’의 화행 기능에 대해 ‘-었으면 하다, -어야 하다, -으십사 하다, -도록
하다, -기로 하다’가 맥락에 따라 명령의 화행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고자
하다, -려고 하다, -기로 하다, -도록 하다’가 맥락에 따라 약속의 화행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행적 기능이 보편적인 것은 아
니”나, 화행적 기능이 “보조동사의 사전적 의미만으로도 습득되기가 어려우며 따
라서 이에 대한 기능별 분류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한송화, 2000:191). 만
약 이런 기능별 분류가 견고한 체계로 확립된다면 보조용언 구성 전체의 화용적
의미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또한 개별 보조용언 구성이 사용되는 맥락
에 따른 개별 보조용언 구성의 화용적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고에서는 이 개별 보조용언 구성의 하나로, 본고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으)려고 하다’의 사례를 통해 그 화용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송화
(2000:205)에서는 ‘-(으)려고 하다’가 갖는 ‘약속’의 화행 기능에 대해 “주어와 화
자가 일치할 때 화자의 강한 의지 표현이면서 약속의 화행 기능을 갖게 된다”고
기술하면서 그 예로 “앞으로는 선생님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드리
려고 합니다.”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선생님’이 청자이고, 청자에게 수행하려
는 행위가 청자에게 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으)려고 하다’가 약속의 화행적 기
능을 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화행적 기능이 ‘-기로 약속하다’나 ‘을 게’와 같은 표현보다는 약속 행위가 덜 명시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62) 한송화(2000:191)에서는 “보조동사가 지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보조동사의 화행적 기능이다. 지
금까지 보조동사의 상적, 양태적 기능에 대하여는 주목을 해 왔으나 보조동사가 지니는 화행적 기
능에 대하여는 주목해 오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으)려고 하다’ 같
은 ‘보조동사’뿐 아니라 ‘-고 싶다’ 같은 ‘보조형용사’의 화행적 기능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본고에 인용할 때에는 ‘보조동사’만이 아니라 ‘보조형용사’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인 ‘보
조용언’의 화행적 기능에 주목한 연구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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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으)려고 하다’가 가지는 약속의 화행 기능 외에도 다른 화행 기능을 가
짐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 ‘나는 오늘, 우리 반 학생 중의 한 학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와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화두에 자신이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
로 이끄는 행위를 하는 화행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한송화, 2000:206). 이는 하
나의 보조용언 구성이 맥락에 따라 수없이 많은 화행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기술이다. 물론 “화자가 화두에 자신이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로 이끄는
행위”도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으)려고 하다’의 약속의 화행 기능
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정리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약속”의 범주를 어디
까지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뒤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유로 보
조용언의 의미 범주의 체계화보다도 화용 범주의 체계화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또
한 이를 체계화했더라도 한국어 교육의 단위는 ‘보조용언 구성’이라는 전체 단위
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개별 보조용언 구성 단위이므로 한국어 교사에게도 개별
보조용언 구성의 화용적 기능을 그것이 사용된 맥락과 관련하여 세밀하게 아는
내용 지식이 더욱 요구된다.
그런데 이 화용적 기능이 보조용언 구성의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앞에서 밝혔듯, 화행적 의미가 보조용언의 상적, 양태
적 의미 외에 보조용언이 지니는 또 하나의 의미이고, 보조용언 구성이 사용되는
개별 맥락과 상황에 따라 보조용언 구성이 획득하는 화행적 기능이 맥락과 상황
에 따라 다양하다면 하나의 보조용언 구성이 다양한 맥락과 상황과 결합되어 획
득하는 기능을 모두 교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필수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기능을 언어 교수의 중심에 놓기 시작하면서 “기능의 선택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Richards, 2001:155), 문법 항목 목록을 개념과 기능들의 목
록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 의사소통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생산물을
일일이 열거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게 된 것(Widdowson(1979), Richards &
Rodgers(1986), Nunan(1988:37), Brown(2000:296)”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담화 정보는 한국어 교수 내용 지식의 측면에서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에 필
수적으로 꼭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로 정리할 수는 없다. 다만, 방법 지식의 측면
에서 학습자 수준과 요구 등의 수업 구성 요인에 따라 선택적으로 교수할 수 있
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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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보조용언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의 정확성
여기서는 보조용언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기 위한 지식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설명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정확히 제시해야 할 설명 목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갖는 것에서 시작한다. 설명 지식 목록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1)형태 정보
‧ 보조용언 구성이 본용언(선행 용언)과 결합될 때, 본용언(선행 용언) 어간 끝
음절 모음의 종류나 어간 끝음절 받침 유무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
하는 어미의 형태가 달라짐.
‧ 본용언(선행 용언)이 불규칙 활용 용언이면 보조용언 구성의 어미와 결합될
때 불규칙 활용을 함.
‧ 보조용언 구성의 보조용언은 결합되는 어미에 따라 불규칙 활용을 함.
2)통사 정보
‧ 보조용언 구성은 용언(동사, 형용사)에 결합됨.
‧ 보조용언의 상적, 양태적 의미에 따라서 통사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본용언
이나 다른 문장 성분에 제약이 있음.
3)의미 정보
‧ 보조용언 구성은 그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범주화될 수 있음.
‧ 보조용언 구성의 의미는 상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로 나뉨.
‧ 보조용언 구성의 의미는 해당 보조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의 의미나 보
조용언 구성을 구성하는 다른 성분의 의미를 통해 추론될 수 있으나 개별 보
조용언 구성은 한 단위의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므로 이 개별 보조용언 구성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함.
4)담화 정보
‧ 보조용언 구성의 담화적 의미는 유사한 담화적 의미를 가지는 것끼리 분류
될 수 있음.
‧ 그러나 개별 보조용언 구성의 담화적 의미는 그 보조용언 구성이 사용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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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 근거해 세밀하게 결정되므로 개별 보조용언 구성 각각의 담화적 의미를
맥락과 연관하여 정할 수 있음.

위의 목록 중, 특별히 담화 정보는 문법 항목이 맥락에 따라 갖는 기능 정보이
기 때문에 정확성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 정보는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맥락적 정보를 제
시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민선(2004)의 문법 항목의 기능 논의를 근거로
정확성 판단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 논의에서는 문법 교육을 위한
‘기능’이라는 용어에 대해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기능을 분석하면서 한국어 교재
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능에 세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연
구자가 분석한 기능에 대한 세 가지 개념 중, 한 가지는 ‘불규칙 용언으로 표현하
기’와 같은 ‘문법적인 영역’으로, 어떤 교재에서는 기능을 ‘문법 범주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개념으로는 기능을 ‘전화로 용
건 말하기’와 같은 ‘실생활 활동에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개념으로는 ‘거절하기’와 같은 ‘화자의 발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구자는 ‘기능’을 “발화할 때 발화 내용에 대하
여 청자에게 가지는 발화 의도”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으)ㄹ 수 있다/없
다’에 대해서는 기능을 화자가 발화 시에 청자에게 가지는 발화 의도인 [제안하
기], [거절하기], [수락하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기능’에 대
한 정의와 관점을 받아들여 교수되는 문법 항목의 담화 정보는 발화자의 의도라
는 점에 초점을 두고 문법 항목 교수 시 문법 항목과 함께 제시하는 맥락 안에서
문법 항목이 가지는 기능을 정확히 교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로
한다.

2.2.3. 보조용언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 결정 요인
보조용언 구성에 대한 교수 내용 지식 중, 보조용언 구성의 항목에 대한 설명
지식으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교수 지식 중 보조용언 구성의 담화적 기능에 대해
서는 대한 교사의 이해와 교육 내용의 결정에 관여하는 교재와 교수 자료의 요인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의 기본 요건으로 형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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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미, 담화의 내용 중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준
거에 대해, 특별히 보조용언 구성이 발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담화적 기능에 대
해 각 교재에 제시된 담화 상황이 다르고 담화의 내용에 대한 교재의 이해가 다
르기 때문에 교사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담화적 기능 설명의 측면에서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
지에 대한 교수적 결정을 해야 할 때 관여하는 결정 요인을 본고에서는 ‘①-<2>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과 ‘①-<4> 교수 기관의 교수 자료에 제시
된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두었다. 즉, 교사가 제공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보
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제시할 때, 관여하는 자료로서 교수 시 활용되는 한국어
교재와 교사가 속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활용하는 자료가 기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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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보조용언 구성 교수 지식 구현 양상 분석
1. 분석 대상
여기서는 Ⅲ장에서 마련한 교수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와 예비 교사의
보조용언 구성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은 한국어 보조용언
구성을 교수한 수업 5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어 교수 지식은 궁극적으로 한
국어 수업을 위한 것이며 수업을 통해 구현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63).
분석 대상 수업 5편 중 3편은 Ⅱ장에서 교수 지식 기술을 위해 검토한 수업 지도
안을 제출한 예비 교사들 중 3명이 그들 수업 지도안을 바탕으로 진행한 각각의
모의 수업이다64).
그리고 나머지 2편의 분석 대상 수업은 현재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
서 한국어를 교수하고 있는 교사의 수업 1편과 국제대학원의 한국어 강사의 수업
1편이다. 본고 Ⅰ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분석 대상의 선정은 경험 교사
가 교수 지식 구현의 지향점을 보여줄 것이며, 예비 교사 교수 지식 구현의 문제
를 더 잘 보여줄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 예비 교사 3인의 수업은 곧 실
제 교수 현장에 나아갈 예비 교사의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를 이어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자료이나, 모의 수업이라
는 한계로 인해 교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교수 기관 요인의 영향이
없는 상태로 수업이 진행되어 교수 기관 요인과 교수적 결정과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은 어려웠다. 이러한 면에서 교수 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의 수업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였다65). 각 교사와 예비 교사의 정보를 기술하면서 분석 대상 교사
63) 이러한 전제에 대해서는 Ⅰ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교수 지식 외에 수업 구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최대한 배제된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 방법과 분석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Ⅰ장에 설명하였다.
64) 본고에서 설계한 교수 지식의 검증을 위해 관찰한 63명의 예비 교사 중 17명이 보조용언 구성
을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17명 중 14명이 수업 지도안과 그에 따른 모의 수업 동영상을
모두 제출하였다. 이 14명의 예비 교사 중 3명의 사례를 본 장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구
체적인 사례 선정 과정은 Ⅰ장에 기술하였다.
65) 분석한 모의 수업은 말 그대로 모의로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습자와의 상호 대화나 피드
백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의적인 상황에서의 대화나 피드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수업 환경과는 많이 달랐다. 그러나 본고의 교수 지식은 학습자와의 상호 대
화나 피드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교수 내용 자체와 이 교수 내용을 교사가 제시하고 설

- 115 -

와 예비 교사 선정 근거, 분석 대상 수업 선정 근거를 기술하기로 한다.

<표 Ⅳ-1> 분석 대상 교사 정보
교사 번호66)

구분

교수 경험 기관

교수 경력

T-1

교사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 다문화 교육 센터

5년

T-2

교사

P-14

예비 교사

없음

없음

P-26

예비 교사

없음

없음

P-27

예비 교사

없음

2년

외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학과, 국내 대학의 한국
어 교육 기관, 국내 대학의 국제대학원

5년

위에서 ‘T-1’으로 표기한 교사는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과 다문화 교육
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약 5년의 교수 경력을 갖고 있는 교사로 현재도 대학
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초급 한국어를 교수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T-2’로 표
기한 교사도 외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학과,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 국제
대학원 한국어 수업 등 약 5년의 교수 경력을 갖고 있는 교사이며 현재도 대학의
국제대학원 초급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2명의 교사는 여러 특성의 기
관과 매체에서 한국어를 교수하여 다양한 학습자와 기관 요인에 따른 한국어 교
수에 능숙한 교사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교수 지식 구현을 위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P-14, P-26, P-27의 예비 교사는 대학의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에
서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고 졸업을 앞둔 예비 교사이다67). 현직 교사 중 ‘T-1’의
명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모의 수업을 진행하는 예비 교사의 교수 지식 구현 양
상 분석을 위한 자료가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라 모의 수업이라는 점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았다.
또한 모의 수업이지만, 교사가 가정하여 설정한 학습자와 교재는 존재하므로, 교수 지식 구현과
이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 요인과 교재 요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였다. 교사가 설정한 학습자가
모의 수업 시 수업에 참여하느냐의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본고의 초점은 교사의 교
수 내용과 방법이어서 학습자의 참여 유무가 분석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66) 본고에서는 현직 교사 2명에 대해 각 ‘T-1’, ‘T-2’로, 예비 교사는 ‘P-1’부터 ‘P-63’까지로 표
시하였는데 이 63명의 예비 교사 중, ‘P-14, P-26, P-27’의 교사가 본 장의 교수 지식 구현 양
상 분석 대상 교사가 되었다.
67) P-14의 예비 교사는 10년의 전문 학습지 교사로 한글과 영어를 지도한 경험이 있음을 설문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수 경험은 없었다. P-27은 2004년 8월
부터 2006년 8월까지 ‘◯◯이주민센터’에서 교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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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업 파일을 녹음하고, 수업 후 수업 자료와 수업 진
행 설명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교사 ‘T-2’의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의 동의를 얻어 수업 중 촬영한 동영상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3명의 예비
교사의 모의 수업은 20분 정도의 수업을 위해 예비 교사가 임의로 설정한 수업
구성 요인 하에 설계한 모의 수업 지도안과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모의 수업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모의 수업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모의 수업 지도안
을 함께 분석하였다. 수업 지도안이나 모의 수업 동영상이 본 장의 제목처럼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교수 지식 자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어
서 교수 지식 구현 과정에 관여하는 다른 요인, 즉 예비 교사의 수업 불안 등의
정서적 요인이나 기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완전히 통제될 수 없는 상태의 교수
지식 구현 결과라는 점은 연구 대상으로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지식이 기능 수행을 위한 지식이라는 점에서
둘 다 예비 교사가 지닌 교수 기능을 보여주어 이들이 지닌 교수 지식을 추론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교수 지식 구현에 관여하는 다른 요인이 비교적 적
은 자료는 수업 지도안이며, 이것이 모의 수업 지도안보다 예비 교사가 지닌 교수
지식을 추론하기에 더 용이한 자료이다. 예컨대 수업 진행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예비 교사라면 수업 지도안 작성에서는 교수 지식을 잘 드러낼 수 있지만, 수업에
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수업 지도안만으로는 교수 지식
을 잘 추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업 지도안에는 교사 발화나 교수 자료 활
용 등 실제적인 교수 양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교사의 교수 기능 수행을 관찰할 수 있는 모의
수업을 통해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을 파악하되 교수 지식 구현에 교수 지식 외의
요인이 최대한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정서적 요인이나 기
타 모의 수업을 진행하는 환경적 요인이 완전히 통제될 수는 없으므로, 본고에서
는 모의 수업을 중심에 두고 관찰하면서,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상
태에서 작성되는 수업 지도안을 동시에 관찰하여 예비 교사가 지닌 교수 지식을
파악하려 한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이 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모의 수업을 진행한 예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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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수업 지도안 작성 이전에도 D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수를 위한 교육을 받았고
수업 지도안 작성 직전에도 한국어 수업 실습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수업 지도안
작성 후 모의 수업 진행 이전에도 수업 지도안에 부재된 것으로 보이는 교수 지
식에 대한 교육을 피드백 형식을 통해 받았다. 그러므로 분석 대상인 모의 수업
은 여러 차례의 한국어 교수에 대한 교육의 영향 하에 시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 교사가 수업 지도안과 모의 수업에서 보이는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을 분석하
면 예비 교사의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을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본고 Ⅴ장에서 교수 지식 교육에 대해 논하며 제시하였고 본 장
에서는 모의 수업에 집중하되 예비 교사가 지닌 교수 지식에 대한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 수업 지도안을 참고로 분석하였다. 수업 지도안 이후의 피드백
이 추가된 모의 수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의 의문이 있을 수 있
으나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진 교수 지식 관련 교육의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수 지식 구현 양상 분석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이 가능하다
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어 교육 관련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을 분석 대
상으로 삼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 수업 분석에 대해서는 수업 지도안 이
후의 피드백이 모든 분석 대상자를 향해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개별 피드백 이후의 모의 수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의 의문
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해 수업 지도안을 통해 드러난 교수 지식 부재로
판단되는 개별 예비 교사의 문제를 개별 피드백을 통해 차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인식시킨 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모의 수업 지도안과 각 수업의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 분석 대상 한국어 수업 정보
교사
번호68)

교수 기관

T-1

S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T-2

S대학교 국제대학원

목표 문법 항목
-아/어/여

버리

다
-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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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교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6)

대상 학습자
초급(2급)
초급(1급)

P-14

없음(모의 수업)

P-26

없음(모의 수업)

P-27

없음(모의 수업)

한국이주여성

-고 있다

인권센터(2005)

-을/를 줄 알다/
모르다
-(으)려고
다70)

하

초급(2급)

이미혜 외(2009)

미제시69)

김영규 외(2012)

초급(2급)

이들의 수업에서 나타난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은 본고 Ⅲ장 1절에서 제시한 교
수 지식 목록에 따라 분석하고 지식 목록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들 수업
에서 설정한 목표 문법 항목이 보조용언 구성이었으므로 보조용언 교수 지식을
근거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수업의 해당 내용을 제시하고, 연구자의 판단
에 따라 오류나 특이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그들 수
업에 나타난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관찰을 통해 그러한 교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수업을 진행한 교사 및 예비 교사와의 인터뷰
를 통해 그러한 교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교사의 생각과 수업 구성 요인에 대
한 이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터뷰를 진행한 후71), 최종적인 오류 판정
을 하여 Ⅴ장의 교수 지식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근거로 삼았다.

2. 분석 내용
2.1. 보조용언 구성 교수 내용 지식

68) 본고에서는 현직 교사 2명에 대해 각 ‘T-1’, ‘T-2’로, 예비 교사는 ‘P-1’부터 ‘P-63’까지로 표
시하였는데 이 63명의 예비 교사 중, ‘P-14, P-26, P-27’의 교사가 본 장의 교수 지식 구현 양
상 분석 대상 교사가 되었다.
69) 이 예비 교사는 수업 지도안에 대상 학습자를 기술하지 않았으나 ‘-(으)ㄹ 줄 알다/모르다’는 보
통 중급(3급) 학생들에게 교수되므로 교수 지식 구현 분석 시에는 대상 학습자를 3급 학습자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70) 이 예비 교사는 수업에서 ‘-(으)려고 하다’와 함께 ‘-지요’, ‘-(이)지요’에 대한 교수도 진행하였
는데 본고에서는 보조용언 구성의 교수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으)려고 하다’에 초점을 둔다. 다
만, 수업에서 3개의 목표 문법 항목을 다루고 있어 수업 구조가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도입-제시
-연습 및 활용-마무리’의 수업을 진행한 다른 네 명의 교사와 달리 ‘도입1-제시1-연습과 활용
1-제시2-연습과 활용2-마무리’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으)려고 하다’가 다루어진 것은 ‘도입, 제
시1, 연습과 활용1’ 부분이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71) 인터뷰는 서면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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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교수 내용 지식은 문법 항목에 대한 지식과 문법 설명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지며, 교수되는 문법 항목과 문법 설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교재와
교수 기관 요인을 제시하였다. 5명의 교사 및 예비 교사가 이러한 교수 준거 항
목별 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그 지식이 구현된 수업을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
2.1.1. 보조용언 구성 항목에 대한 지식
(1) 보조용언 구성 항목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①-[1])
보조용언 구성 항목이 핵심성, 필수성, 보편성, 응용 가능성의 기본 요건을 충
족하는 항목이어야 한다는 지식에 대해, 그 구현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3> 준거 항목 ①-[1]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V-아/어
다’로 제시

버리

‘V-고
제시

싶다’로

‘~고 있다’로 제
시

P-26
V-(으)ㄹ 줄

P-27
V-(으)려고

알다/ 모르다
‘V-(으)ㄹ 줄 알

하다

다/
제시

모르다’로

‘V~(으)려고 하
다’로 제시

각 교사 및 예비 교사는 보조용언 구성에 대해 위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교
사가 사용한 문형 카드나 판서를 통해 제시되었는데 기본 요건 중, 핵심성, 필수
성, 보편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항목 형태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5명의 교사 및 예비 교사가 모두 보조용언 구성의 보조용언 제시에서 ‘버리다’,
‘싶다’, ‘있다’, ‘모르다’, ‘하다’로 용언의 기본형을 선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응용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T-1의 경우, ‘-아/어 버렸다’를 제시하는 것이 더 활용도가
높았을 수 있다. 즉, ‘-아/어 버리다’에 과거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인 ‘아/어 버렸다’ 형태가 상투적으로 고정되어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 형
태를 교수하는 것이 응용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 T-1이 사용한
한국어 교재의 모든 ‘-아/어 버리다’ 활용 예문이 ‘-아/어 버렸다’를 활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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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어 버렸어요’를 포함한 예문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아/어 버렸다’의 높
은 활용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14가 활용한 교재에도 문법 항
목 제시가 ‘-고 있다’가 아닌 ‘-고 있어요’로 되어 있으나 P-14도 ‘-고 있다’로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T-1, P-14을 비롯한 모든 교
사가 보조용언의 기본형을 제시했다는 것은 응용 가능성보다는 필수성을 문법 항
목의 기본 요건 충족을 위해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수업 구성 요인 중, 교재 요인이 이들의 수업에 강하게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것으
로 분석된다. 즉, 각 교사 및 예비 교사가 선택한 교재에 제시된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 항목 형태를 그대로 수업에서 제시한 것이다72).
(2) 보조용언 구성 항목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①-[2])
문법 항목의 정확성은 문법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다. 어문 규범의 측면에서와, 문법 항목을 제시하면서 그 항목과 결합되는
품사를 제시할 경우, 이 기술의 측면에서 정확해야 한다.
<표 Ⅳ-4> 준거 항목 ①-[2]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V-아/어
다’로 제시

버리

‘V-고
제시

싶다’로

P-26
V-(으)ㄹ 줄

P-27
V-(으)려고

‘~고 있다’로 제

알다/ 모르다
‘V-(으)ㄹ 줄 알

하다
‘V~(으)려고 하

시

다/모르다’로 제시

다’로 제시

이상의 5명이 제시한 문법 항목에서 볼 때, 띄어쓰기나 맞춤법 오류는 존재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 항목에 결합되는 품사의 제시에서도 오류는 나타
나지 않았다. 여기에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각 교사 및 예비 교사가 선택한 총 5권의 교재를 검토한 결과, 문법 항목에
이와 결합되는 품사를 함께 제시할 것인지의 측면에서는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

72) 5인의 교사 및 예비 교사가 선택한 총 5권의 교재를 검토한 결과, 문법 항목에 이와 결합되는
품사를 함께 제시할 것인지의 측면에서는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과 차이를 보인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합 품사 제시 유무를 떠나 문법 항목의 기본 형태는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
는 형태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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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차이를 보인 경우가 P-26, P-27로 확인되었다. 즉, P-26의 선택 교재인 이
미혜 외(2009:22)에서는 ‘V’가 빠진 형태인 ‘-(으)ㄹ 줄 알다/모르다’가 문법 항목
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P-27의 선택 교재인 김영규 외(2012:241)에서는 P-27이
수업에서 제시한 항목 ‘V~(으)려고 하다’가 아닌 ‘V/A-(으)려고 하다’가 제시되어
있었다. 즉, P-26의 경우 교재에서 제시되지 않은, 보조용언 구성과 결합되는 품
사까지 함께 항목으로 제시하였고, P-27의 경우, 교재에 제시된 결합 정보를 변
형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두 예비 교사 모두 결합 조건 제시 형태에서 오류를 범
하지 않은 것이다.
P-26의 경우 교재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보조용언 구성과 결합되는 품사를
제시한 것은 이 예비 교사가 교재 외에 참고한 문법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이 예비 교사가 참고했다고 응답한 문법서에서 이 교사가 제시한
형태의 문법 항목을 찾지는 못하였다73). P-27의 경우 김영규 외(2012: 241)에서
항목이 ‘V/A-(으)려고 하다’로 제시되어 있었지만 제시된 예문은 모두 ‘-(으)려고
하다’가 동사와 결합되는 경우였다. ‘-(으)려고 하다’가 동사와 결합될 때와 형용
사와 결합될 때 서로 다른 의미로 활용됨을 생각할 때, 오히려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교재에서 제시하는 ‘V/A-(으)려고 하다’보다 P-27이
제시한 ‘V-(으)려고 하다’가 더 정확한 문법 항목 제시가 된다. 이 예비 교사가
교재에서 제시된 형태보다 더 정확하게 문법 항목을 제시한 것이 특이 사항으로
관찰되어 해당 문법 항목이 교재의 다른 부분에 제시된 것을 확인한 결과, 김영규
외(2012:9)의 교재 구성을 소개하는 표 부분에 제시된 해당 과의 문법 형태는
‘V-(으)려고 하다’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교재의 해당 과에 제
시된 ‘V/A-(으)려고 하다’는 교재 집필의 실수로 판단되며 다행히도 예비 교사
P-27이 교재 앞부분에 정확히 소개된 항목을 인용해 문법 항목의 정확성 측면에

73) 이 예비 교사는 예비 교사 대상 1차 설문지의 ‘4. 모의 수업 지도안 작성을 위해 선정한 교재 외
에 참고했던 추가 서적 이름을 써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2, 세
종 한국어 1, 2’라고 응답하였다.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2’는 이 교사가 주교재로 선정한
이미혜 외(2009)의 교재로 추가 서적은 아니며, ‘세종 한국어 1’은 김정숙 외(2013a), ‘세종한국
어 2’는 김정숙 외(2011)로 서지 사항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세종 한국어 1, 2’에서는 이 교
사가 선정한 문법 항목을 다루고 있지 않고 ‘세종 한국어 7’(김정숙 외, 2013b)에서야 문법 항목
으로 ‘-는/(으)ㄴ/(으)ㄹ 줄 알다/모르다’가 제시되고 있어 이 예비 교사가 참고하였다고 기술한
교재와 문법 항목 제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참고로 ‘세종 한국어’ 교재는 누리세종
학당 사이트(http://www.sejonghakdang.org/)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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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류를 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1.2. 보조용언 구성 항목의 설명 지식
(1) 문법 설명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 ①-[3])

문법 설명의 기본 요건에 대한 지식은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보 중 한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정보가 없이 잘 교수되도록 하기 위
한 지식이다.
<표 Ⅳ-5> 준거 항목 ①-[3]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형태: 미제시

‧형태: 미제시

‧형태: 미제시

P-26
V-(으)ㄹ 줄

P-27
V-(으)려고

알다/ 모르다
‧형태: 어간의 받

하다
‧형태: 미제시

침에 따른 ‘-을 줄
‧통사:

결합되는

품사(동사,

V)만

‧통사: ‘Verb plus,
-고 싶다’의 교사

카드로 간접 제시.

발화로 제시.

‧의미: 예문 사용

‧의미:

대화와 쉬운 교수

대화를 통한 제시

예문

‧의미: 미제시

사용

발화를 통한 뜻풀
이로 제시

‧담화: ‘상황 설명

‧통사: 미제시

알다/모르다’와

‧통사: 동사 뒤에

‘ㄹ 줄 알다/모르

‘-으려고 하다’가

다’의 결합 차이를

옴을 교사 발화

교사 발화와 설명

로 제시

‧담화: ‘사람이나 동

내용이 적힌 카드

물 묘사하기’ 대화

를 통해 제시

‧의미: 쉬운 교수

로 암시적 제시

발화를 통한 뜻

‧담화: ‘희망 표현

‧통사: ‘V -(으)ㄹ

하기’ 대화로 암시

줄 알다/모르다’의

적 제시

교사 발화로 제시.

하기’ 대화로 암시

풀이로 제시

‧담화:
입

적 제시

단계에서만

‧의미: 미제시(도입

‘계획

단계에서만

유사

로 대화로 암시

문법

활용

적 제시)

항목

예문 사용 대화로
제시)

‧담화: ‘능력 표현
하기’ 대화로 암시
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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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시(도

표현하기’

이상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보조용언 구성의 설명 내용으로 형태, 통
사, 의미, 담화 정보의 제시 유무가 교사나 예비 교사마다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이것이 보조용언 구성에 대한 설명의 최소한의 정보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이상의 5가지의 보조용언 구성을 활용하기 위해 각각의
보조용언 구성에 대해 문법 항목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정보인 담
화 정보 외에 최소한 형태, 통사, 의미 정보를 알아야 그 항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교사인 T-1과 T-2가 일부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데에
는 결정 요인 중 교재의 설명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1의 경우, 형태, 통사 지식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선택 교재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4:251)에는 어간의 모음 종류에 따른 결합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1은 형태, 통사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
에 대해, ‘1급에서 결합 조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는데, 간혹 2급
수업부터 듣는 학생들이 있어 2급 수업 초반에는 이러한 형태, 통사 지식을 다루
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74). T-2의 경우, 통사 정보는 제시했으나 형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문법 항목과 결합되는 용언의 어간의 모음 종류
나 받침 유무에 따라 결합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T-2가 항상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결합 제약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T-1과 T-2는 그들의 이전 수업이나
교재 요인을 고려해 학생들이 문법 설명 내용의 최소한의 정보를 알게 했다는 점
에서 교수 내용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75).
P-14는 형태, 통사, 의미 지식을 모두 제시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고 있
다’가 결합되는 용언의 어간의 모음 종류나 받침 유무와 관계 없이 결합된다는 점
74) T-1은 교수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전체를 통틀어 이미 다루어져 학습자가 알
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해당 문법 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재
내용의 요인(교수 내용 결정 요인 ①-<1>)이자, 기관의 교수 자료 내용의 요인(교수 내용 결정
요인 ①-<2>)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이전 수업에서 알고
있었든, 이 수업에서 알게 되었든 이 교사가 언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 스스
로 알고 있으며 이를 학습자가 모두 알게 하였다는 점에서 ‘①-[3]’의 지식 요건을 만족시킨 것으
로 분석하였다.
75)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수 내용 지식에 여전히 ‘①-[3] 문법 설명 내용의 기본 요건: 언어 사용
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최소한
의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되 정보량을 조절하는 것은 문법 교수 방법 지식의 ‘②
-[4] 문법 설명이 적절해야 한다’ 지식에서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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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명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통사적으로 ‘-고
있다’가 동사와 결합된다는 사실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예비 교사가
제시한 문법 항목 형태도 ‘V-고 있다’나 ‘동사+-고 있다’가 아니었으므로, 학습자
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예비 교사가 통
사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선택

교재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5:130)의 교재 내용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 교재에는 해당 과에도, 교재
첫 부분의 교재 구성표에도 ‘-고 있다’ 항목에 대해 결합되는 품사를 제시하지 않
고 있으며, 이 문법 항목에 대한 교재의 설명에도 결합 조건에 대해 제시하지 않
고 있다. 또한 이 교사는 의미 교수에서도 ‘-고 있다’의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됨
을 나타내는 의미’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이 예비 교사가 ‘-고 있다’의 의미를
몰랐고,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기보다, 의미 교수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의미 교수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이 예비 교사
가 수업을 위해 작성한 모의 수업 지도안의 내용에 ‘지도상 유의사항’으로 “‘-고
있다’의 상태와 진행의 용법을 상세히 구분하기 보다는 말의 활용에 집중한다”라
는 내용이 기술된 것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이 교사는 ‘-고 있다’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말의 활용에 집중하여 학습자를 의미 추론의 국면으로 이끌어 가는 데
에는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 교사의 의미 교수의 실패에 대해서는 교수
방법 지식 ②-[5], 문법 설명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서 논의하기로 한다76).
P-26의 경우는 의미 교수 내용이 누락되었으나 다른 형태, 통사 정보는 잘 제
시되었다. 특히 형태 정보에 대해서는 이 예비 교사가 택한 이미혜 외(2009: 22)
에서는 어간이 받침 ‘ㄹ’인 경우에 해당하는 형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예비 교사는 이러한 정보도 추가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 교사가 누락한 의미도
P-14와 마찬가지로 몰라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모의 수업 지도안에는 이
예비 교사가 목표 문법 항목의 의미 제시를 계획한 부분에 “V -(으)ㄹ 줄 알다/
모르다”가 “동사 뒤에 사용되어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이나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
지를 나타낸다”로 있음을 볼 때, 예비 교사는 이 의미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예비 교사는 의미 제시 방법에 대해서도 잘 계획하고 있었다.

76) 교수 내용 구현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의 분석에 대해, 바로 오류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수업 구성 요인에 따라 오류 판정이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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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지도안에는 의미 제시를 위해 학생들과 대화할 내용으로 교사가 “◯◯씨, 운
전 잘해요? 운전할 수 있어요?”를 묻고, 학생들이 “네, 운전 잘해요.”로 답하면,
교사가 “◯◯씨는 운전을 할 줄 알아요.”로 문법 항목이 포함된 문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P-26은 의미를 알고 있었고, 의미 제시도
빠짐없이 할 것을 계획했으나, 즉, 문법 설명 내용 중 의미 제시가 필요하다는 기
본 요건의 교수 지식은 완전히 갖추고 있었지만, 수업에서 실제로 구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로 분석된다. 다만, 제시 단계에서는 의미 교수를 위한 시도가 없
었지만, 이 예비 교사의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대화가
성공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 제시 단계에 누락된 내용이 보완될 수 있다고 분
석된다.
P-27의 경우는 형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 학습자77)들이 ‘먹으려고 해요’를
‘머려고 해요’로, ‘읽으려고 해요’를 ‘일려고 해요’라고 발화하는 오류를 범했으나,
그러나 이 예비 교사는 그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고 형태 정보를 제시하지도 않았
다. 또한 담화 정보에 대해 다른 4명의 교사가 문법 제시 단계의 대화에서 특정
맥락을 설정하고 문법 항목이 가지는 기능이 암시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한 것에
비해, P-27의 예비 교사는 제시 단계에서 단순히 탈맥락적으로 제시된 문장을 읽
게 함으로써 담화 정보, 즉 문법 항목의 기능에 대한 교수는 포함하고 있지 않았
다. 그러나 이 예비 교사도 도입 단계에서는 계획을 묻는 대화로 계획 표현하기의
담화 기능을 암시하고 있기는 하였다. 이렇게 담화 정보가 제시 단계에서 다루어
지지는 않았지만, 문법 항목의 담화 정보가 언어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는 아
니므로 이 정보의 누락이 문법 설명 내용의 기본 요건에 위배되는 요소는 아니다.

(2) 보조용언 구성에 대한 설명의 정확성(준거 항목 ①-[4])

문법 설명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에게 교수하는 문법 설명 내용
에서 잘못된 언어 사용 정보, 규범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
식이다. 이에 대한 오류는 아래와 같다.

77) P-27의 예비 교사의 경우, 모의 수업 진행이었지만, 외국인 학습자를 섭외하여 수업을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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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준거 항목 ①-[4]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형태: 미제시

‧형태: 미제시

‧형태: 미제시

P-26
V-(으)ㄹ 줄
알다/ 모르다
‧형태: 어간의 받

P-27
V-(으)려고
하다
‧형태: 미제시

침에 따른 ‘-을
‧통사: 결합되는

‧통사:

‘Verb

품사(동사, V)만

plus, -고 싶다’

카드로 간접 제

의 교사 발화로

시.

제시.

‧통사: 미제시

‧의미: 미제시

줄 알다/모르다’

‧통사: 동사 뒤

와 ‘ㄹ 줄 알다/

에 ‘-으려고 하

모르다’의

결합

다’가 옴을 교

차이를 교사 발

사 발화로 제시

‧담화: ‘사람이나

화와 설명 내용
이 적힌 카드를

‧의미: 쉬운 교

통해 제시

수 발화를 통한

‧의미: 예문 사용

‧의미: 예문 사용

동물

대화와 쉬운 교

대화를 통한 제

대화로

수 발화를 통한

시

제시

묘사하기’
암시적

뜻풀이로 제시

뜻풀이로 제시
‧통사: ‘V -(으)

‧담화: ‘희망 표

ㄹ 줄 알다/모르

‧담화:

‧담화: ‘상황 설

현하기’

다’의 교사 발화

(도입 단계에서

명하기’

암시적 제시

로 제시.

만 ‘계획 표현

대화로

대화로

암시적 제시

미제시

하기’로 대화로
‧의미: 미제시(도
입

암시적 제시)

단계에서만

유사 문법 항목
활용 예문 사용
대화로 제시)

‧담화: ‘능력 표
현하기’

대화로

암시적 제시

위에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특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의미와 담화의 정확성과 관련된 것이다.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보 중, 형태, 통
사 정보는 규범적인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오의 판단이 복잡하지 않다. 그리
고 위 표에서도 형태, 통사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면78), 나머지 형
78) 각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교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관련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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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통사 정보는 정확하게 제시되었음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의미와
담화 정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문법 항목이 가진 의미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담화 정보는 각 교사 및 예비 교사의 이에 대한 이해, 그들이
선택한 교재에 나타난 담화 및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의미
정보에 대해서는 T-1, T-2, P-27의 세 경우에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T-1은 ‘V-아/어 버리다’에 대해 ‘어떤 일의 결과가 아쉬운 기분이 들게
함’과 ‘어떤 행위를 다 끝내 부담을 덜게 됨’의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79). 이는 이
교사의 수업에서 사용된 교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4:251)의 부록에서 이
의미를 ‘어떤 일의 결과가 화자에게 아쉬운 기분이 들게 하였거나 어떤 행위를 다
끝내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낸다’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보조용언 ‘버리다’의 사전적 의미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앞말이 나타내는 행
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로 제
시되어 있다. ‘의미’를 과연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 제시가 가능하
지만80), 표준국어대사전의 이러한 의미 제시는 ‘보조용언’이 양태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어 버리다’의 양태적 의미
도 사전에 제시된 두 가지 의미 외에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결국 이
사전적 의미를 근거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4:251)의 의미가 기술되었으며,
이 교재 요인이 T-1의 수업의 의미 제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T-2는 ‘-고 싶다’를 ‘화자가 원하는 것’의 의미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도 교재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교사가 사용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6b:72)에는 “‘-고 싶다’ is used to express the subject’s hope”으로 의미
를 기술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보조용언 ‘싶다’에 대해 ‘앞말이 뜻하는 행
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제시하고 있어 동
석하는 논의는 교수 내용 지식 ①-[3] 항목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79) 물론, 의미 제시를 이러한 의미에 대한 서술 형식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의미 제시 방법에 대해
서는 교수 방법 지식 ②-[5]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80)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Marconi. D.(1997)에서는 의미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언어 사
용자 사이에서 공유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아/
어 버리다’의 의미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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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소망’의 양태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P-27이 ‘-으려고 하다’가 동사와 결합될 때의 의미에 대해 ‘미래의 계획을 나
타냄’의 의미를 제시한 것도 이 예비 교사가 선택한 교재인 김영규 외(2012:241)
의 “It indicates a speaker’s intention or plan”의 기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
다. 이 예비 교사의 경우, ‘-으려고 하다’가 형용사와 결합될 때의 상적 의미와 혼
동하지 않고, 제시한 목표 문법 항목, ‘V-으려고 하다’에 알맞은 양태적 의미 제
시를 정확히 하였다.
그러므로 보조용언 구성의 양태적, 상적 의미 제시가 복잡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한 세 명의 교사 및 예비 교사가 이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문법 교수
내용 교수를 결정하는 요인 중 교재 요인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담화 정보에 대해서는 ‘-아/어 버리다’는 상황 설명하기, ‘-고 싶다’는
희망 표현하기, ‘-고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 묘사하기, ‘-(으)ㄹ 줄 알다/모르다’는
능력 표현하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담화
정보는 주로 제시 단계에서 제시되지는 않았고 연습 및 활동 단계에서 제시한 활
동의 주제와 맥락, 활동 중에 제시되는 대화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
었다. 각 보조용언 구성에 대한 이러한 담화 기능 설정이 정확한지에 대해 논의하
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각 ‘문법 항목’이 가지는 ‘담화
적 기능’에 대한 해석이나 관점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민선(2004)에
서 한국어 교재들에서 담화적 기능에 대한 해석과 관점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음을 제시한 것으로도 입증되었다. 실제로 담화 정보를 제시한 T-1, T-2, P-14,
P-26이 제시한 활동과 활동 속에 나타난 목표 문법 항목의 담화 기능은 각 교재
에서 제시한 기능과 일치하였다. 그런데 이 4명의 교사 및 예비 교사가 선택한
교재에서 제시한 기능을 보면 각 보조용언 구성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관찰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희망 표현하기’, ‘능력 표
현하기’의 경우에는 기능을 ‘해당 보조용언 구성의 의미를 드러내는 화자의 의도’
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황 설명하기’, ‘사람이나 동물 묘사하기’는
‘실생활에서 주어진 문법 항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언어 활동’으로 보고 있다. 즉,
‘희망’이나 ‘능력’은 ‘-고 싶다’나 ‘-(으)ㄹ 줄 알다/모르다’의 속성이어서 ‘희망 표
현하기’와 ‘능력 표현하기’는 이들 보조용언 구성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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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크지만, ‘상황 설명’이나 ‘묘사’를 위해 꼭 ‘-아/어 버리다’, ‘-고 있다’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 설명’을 ‘-아/어 버리다’의 기능으로 교수하
는 것이 정확한지, ‘묘사’를 ‘-고 있다’의 기능으로 교수하는 것이 정확한지에 대
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2. 보조용언 구성 교수 방법 지식
보조용언 구성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은 보조용언 구성 항목의 내용 교수를 위
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 교수 방법 준거 항목에 따라 수업 단계별 방
법 지식 구현 양상을 분석한 후, 수업의 특정 단계를 넘어 수업의 전 단계에서 주
요하게 필요한 교수 방법 지식으로 교수 자료 활용 지식, 교수 발화 지식의 구현
양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보조용언 구성 교수 방법 지식은 교수 내용으로서의 한
국어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 정확한 교수에 초점을 두는 교수 내용 지식과 달리
여러 수업 구성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지식, 여러 선택 가능한
방식 중, 그 방식을 운용하는 기준에 대한 지식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수
방법 지식 구현 양상 분석은 수업 구성 요인 목록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이해
를 통해 이루어진다.
2.2.1. 수업 단계별 방법 지식
(1) 도입

수업 구성 단계 중 도입 단계는 교사가 목표 문법 항목이 포함된 발화를 통해
학습자에게 목표 문법 항목을 발견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의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을 교수 방법 지식 목록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보조용언 구성 항목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1])

문법 항목의 적절성은 학습자의 수준과 수업 시간 등의 수업 구성 요인을 고려
했을 때 교육 대상 문법 항목이 적절하게 선정,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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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준거 항목 ②-[1]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V-아/어
다’로 제시

버리

‘V-고

싶다’로

제시

‘~고 있다’로 제
시

P-26
V-(으)ㄹ 줄

P-27
V-(으)려고

알다/ 모르다
‘V-(으)ㄹ 줄 알

하다

다/
제시

모르다’로

‘V~(으)려고 하
다’로 제시

각 교사 및 예비 교사의 문법 항목이 수업 구성 요인에 적절한지를 분석하면,
주요한 수업 변인으로, 학습자 요인 중 ②-<4> 학습자의 수준의 측면에서는 모두
적절하다. 이것은 교사 및 예비 교사가 교재에 의존하여 그 교재가 전제하는 학습
자의 수준(수업 구성 요인 ②-<2>)과 자신의 수업에서의 학습자의 수준을 비교하
여 교재에 제시된 교수 항목을 그대로 수업에 활용하는 까닭이 크다고 분석된다.
특히 T-1의 경우, ②-<14> 요인에 따라 기관에 정해져 있거나 권장된 교재가 있
으며, 그 교재에 따른 ②-<13> 요인, 기관의 교수요목이 존재하므로 교사가 문법
항목 선정의 적절성 측면에서 오류를 범할 위험이 없다고 분석된다. 게다가 ②
-<18> 요인에 의해 교수 기관에서 한 학습자 집단을 두 명의 교사가 번갈아 가
며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②-<19> 요인, 교재 재구성 권리가 제한된 측면이
있어 교사 스스로 문법 항목의 순서를 변경하는 일도 없는 것이 오류 발생 가능
성을 차단한다고 분석되었다.
교사 T-2는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조사에서 T-1에 비해 ②-<14> 정해져 있
거나 권장된 교재 요인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교재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②-<9> 교재 재구성 권리도 큼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초급 수준의 교재를 ②-<2> 교재에 전제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문법 항목 제시 순서의 재구성 없이 1과부터 순서대로 교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교재에 오류가 없다면 문법 항목의 적절성 오류는 나타
날 확률이 낮다고 분석되었다.
예비 교사 P-14, P-26, P-27도 마찬가지로 상정한 각 급의 학습자 수준에 적
합한 문법 항목을 제시함으로 제시된 항목이 ②-<4>의 요건에 적절하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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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항목 도입 방식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2])

문법 항목의 도입 단계에서 목표 문법 항목에 주목하고 그 사용 정보를 추론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식이다.

<표 Ⅳ-8> 준거 항목 ②-[2]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P-26
V-(으)ㄹ 줄

P-27
V-(으)려고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필통이 떨어지는

생일에 대해 이

날씨에 대해 이

알다/ 모르다
한국어를 배우는

하다
여행 다녀온 이

상황을 연출하고

야기하며

야기하며

것에 대해 이야

야기를

‘필통이

떨어졌

씨,

생일에

뭐

날씨가

기하며

‘선생님

‘이번 겨울 방

어요’와 ‘필통이

할

거예요?

뭘

요?’

후,

은 한국 사람이

학 때 어디 가

떨어져

버렸어

하고 싶어요?’로

‘바람이 불고 있

에요. 그래서 한

려고

발화하고

물은 뒤 학생이

어요’를 발화하고

국어를 말할 수

발화하고

‘-아/어 버리다’

영화를

‘-고 있다’를 접

있어요.

한국어

이 ‘제주도 가

를 접하게 함.

하자

하게 함.

를 말할 줄 알아

고 싶어요’라고

요.’로 발화하고

하자 ‘제주도에

‘여러분은

여행 가려고 해

요’를

본다고
‘◯◯씨는

영화를
요.

‘오늘
어떤가

물은

좋아해

영화를

거예요.
보고

‘◯◯

볼

한국

하며

해요?’를
학생

영화를

어를 말할 수 있

요?’를

싶어요.’를

나요? 한국어를

고

말할

하다’를 접하게

발화하고
싶다’를

‘-고
접하게

줄

알아

요?’로 발화하여

함.

발화하

‘-(으)려고

함.

‘-으(ㄹ) 줄 알
다’를

접하게

함.

각 교사 및 예비 교사가 모두 목표 문법 항목을 도입의 대화에 포함시켜 이 항
목을 접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과
국제대학원에서 한국어를 교수하는 T-1과 T-2가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
본 연구자는 ②-<7> 요인, 즉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방식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는 가정을 하였다. 즉, 외국의 학생들이지만, 국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한
국어를 배울 때의 기대는 한국어를 교수 언어로 한 직접 교수법 방식을 선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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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가정이었다. 이에 대해 T-1의 경우는 ②-<18> 교수 기관에서 지향하는
교수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물론 ②-<7>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
습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T-2의 경우에는 사실 교수 기관인
국제대학원의 특성 상,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져서 한국어 수업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②-<18> 요인), 학습자도 한국어 교사가 다른 과목의 교
사처럼 영어로 명확히 문법 항목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학습자의 기대(②-<4> 요인)를 고려할 때에는 도입의
이러한 문법 항목에 대한 추론 유도 방식도 학습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
을 교사는 알고 있었다. 게다가 학습자의 수준(②-<4> 요인)도 초급 단계이기 때
문에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한 추론을 위해 제시한 대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석사 과정 학생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크니 교수 기
관인 국제대학원에서도 교사에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주기보
다 기본적인 한국어를 접하게 하는 역할(②-<8>)을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에서 목표 문법 항목을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
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교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81).

경험상 이런 귀납적인 제시만으로는 학습자가 완전한 의미를 구성해 내기란
불가능하다. 초급 학습자들일수록 한국어에 대한 기존 지식이 너무나 적기에
의미의 명시적인 제시를 더 원한다. 교사가 이를 무시해 버리고 계속 귀납적인
예를 들면 학습자들은 오히려 불안해하며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본 교사는 “교재”라고 생각한다. 이미 학습
자들은 교재를 펴는 순간, 대화 본문에 제시된 “-고 싶다”에 대한 영어 번역
(would like to)과 영어로 된 문법 설명('-고 싶다‘ is used to express the
subject's hope)을 보게 된다. 그렇기에 교사가 이미 제시하기 전에 의미를 대
충이라도 읽고 들어간다. 거기에다 교사가 제시하는 상황 맥락과 개념 형성을
위한 의미 제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더욱 분명히 문법 요소를 습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초급일수록 교재에 의존하는 정도는 더 크다고 생각한다. 교재
81) T-2를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이러한 도입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가 기술한 응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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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법 제시가 쉽고 명확하면, 교사도 학습자도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다.
<T-2의 준거 항목 ②-[2]의 지식 구현 양상에 대한 서면 인터뷰 기술>

즉, 이 교사는 이상에 기술한 추론을 통한 도입 방식 활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②-<1>의 교재 요인에 따라 교재에 제시된 문법 교수 방법인 문법 번역식 방
법이 학습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입을 활용한다는 것
이었다. 이는 본 연구자가 ②-<1>의 요인이 교재에 드러난 문법 교수 방법이 수
업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했던 것과 반대로
교사의 교수 방법이 교재와 상이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교수 효
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었던 것은 본
고의 T-1과 T-2의 도입 방식에 대한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②-<7>의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방법과 ②-<11>의 교사가 선호하는
교수 방법, ②-<18>의 교수 기관에서 지향하는 교수 방법이 상충될 때에는 ②
-<1>의 교재에 제시된 문법 교수 방법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었다.
P-14, P-26, P-27의 경우에는 도입에서 대화를 통해 문법 항목을 추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P-26을 제외하고는 문법 항목이 제대
로 추론될 수 있는 대화의 구성이 아니었고,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학습에 의
해 대화를 통한 도입이 필요함을 명제적으로 학습한 경우로 분석된다82). 게다가
능숙한 도입의 방식을 구현한 P-26도 수업을 위해 작성한 지도안에서는 도입에
대한 계획을 “취미를 말하게 한 후 배울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제시하여 그것을
한국말로 표현하게 한다”로 기술하여 목표 문법 항목과 연관된 도입에 대한 교수
지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이 예비
교사가 능숙한 도입 단계의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을 보인 것은, 이 도입 방식에 대
한 피드백의 영향이었다고 분석된다83).
82) 이들은 대학의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에서 한국어 교육 실습론을 수강한 학생들로 한국어 수업
의 도입에서 대화를 통해 문법 항목에 대해 추론하도록 하는 수업 방법에 대해 배운 상태여서 이
를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제시한 대화는 문법 항목에 대해 추론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였다
는 데 문제가 있다. 대화를 통한 문법 항목의 추론 가능성 관련 지식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준거
항목 ①-[3]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기로 한다.
83) 수업 지도안 이후의 피드백이 모든 분석 대상자를 향해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개별 피드백 이후의 모의 수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의 의문이 있을 수 있는

- 134 -

3) 문법 항목 제시를 위해 진행된 대화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 ②-[3])

문법 항목 형태를 소개하는 방식은 대화를 통해 문법 항목을 추론하게 하는 방
식으로 적절했지만 대화의 구조와 내용이 문법 항목의 사용 정보를 추론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도입에서의 대화가 문법 항목의 사용 정보를 추론할 수 있
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대화의 기본 요건 관련 지식이다.

것에 대해 본고는 이 장의 분석 대상 소개 부분에서 제시한 바 있다. 수업 지도안을 통해 드러난
교수 지식 부재로 판단되는 개별 예비 교사의 문제를 개별 피드백을 통해 차별하지 않고 균등하
게 인식시킨 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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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9> 준거 항목 ②-[3]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필통이 떨어지

생일에 대해 이

날씨에 대해 이

는 상황을 제시

야기하며

‘◯◯

야기하며

하고,

학생들이

씨,

생일에

뭐

날씨가

이미 알고 있는

할

거예요?

뭘

요?’

표현

‘-었어요’

‘오늘
어떤가

P-27
V-(으)려고

알다/ 모르다
한국어를 배우는

하다
‘이번 겨울 방

것에 대해 이야

학 때 어디 가

기하며

려고

‘선생님

해요?’를

후,

은 한국 사람이

발화하고

하고 싶어요?’로

‘바람이 불고 있

에요. 그래서 한

이 ‘제주도 가

를 활용하여 ‘떨

물은 뒤 학생이

어요’를 발화했으

국어를 말할 수

고 싶어요’라고

어졌어요’를

영화를

본다고

나 ‘-고 있다’의

있어요.

한국어

하자 ‘제주도에

‘◯◯씨는

의미를 추론하게

를 말할 줄 알아

여행 가려고 해

좋아해

하기 위해 학생

요.’로 발화하고

요?’를 발화함.

볼

들이 이미 알고

‘여러분은

학습자가

영화를

있을 법한, ‘-고

어를 말할 수 있

수업을 통해 새

있다’의

나요? 한국어를

롭게 배울 문법

먼

저 발화해 이해

하자

하게

영화를

함.

‘떨어져

재차
버렸어

요.

영화를

요’를 발화해 학

거예요.

습자가

보고

떨어져

싶어요.’를

있는 필통을 보

발화하여

면서

하다’의

물은

P-26
V-(으)ㄹ 줄

의미와

이번

‘좋아

연관 지을 수 있

말할

알아

항목을

사용해

소망의

는 어휘나 표현

요?’로 발화하여

질문을

제시한

재차 발화된 문

의미와 ‘-(으)ㄹ

을 사용하지 않

‘-으(ㄹ) 줄 알

것이

오류임.

장에서 ‘-어 버

거예요’의

아직

아 추론이 어려

다’를 이보다 더

학습자가

렸어요’의

의미

이루어지지 않음

울 것으로 분석

쉬운 어휘인 -

의

를 추론하게 함.

의 의미를 연관

됨. 예컨대, ‘지

(으)ㄹ 수 있다

어휘를

지어 ‘-고 싶어

금’이나

‘와의

고 ‘가고 싶어

요’를

요’를 함께 제시

교사에게

함.

추론하게

‘-아/어

하지 않음.

줄

한국

학생

연관시켜

추론하게 함.

질문

‘가다’라는
이해하

요’로 답했더라
도 학습자가 질
문의

‘-(으)려

고 하다’를 이
해했다고

오해

하면 안

되는

상황임.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도입에서 사용된 대화를 통해 목표 문법 항목을 추론할
수 없는 경우는 P-14와 P-27의 경우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수업 전사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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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오늘 여러분 날씨가 어떤가요? 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라는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모자를 쓴 사람 그림이 있는 ppt자료를 응시하며)
저 여자는 모자를 어떻게 하죠? ‘쓰다’라고 하죠. 네, 잘 하셨어요84).
그런데 ‘쓰다’를 ‘쓰고 있어요’로 바꿔 볼 거예요. 이런 문형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P-14의 준거 항목 ②-[3]의 지식 구현 양상>

위의 교수 발화 전사 자료에서 ‘네, 바람이 불고 있어요.’를 발화하기 전, ‘바람
이 불어요.’를 먼저 발화하면 이에 근거해 ‘바람이 불고 있어요’에서 ‘-고 있다’의
의미를 추론하게 하는 데 더 적절하다. 또 예비 교사가 ‘저 여자는 모자를 어떻게
하죠?’라고 하고 학습자가 ‘쓰다’를 발화했다면 대화에서 ‘지금’이라는 어휘를 활
용해 ‘쓰다, 지금 쓰고 있어요.’ 와 같은 형식으로 ‘-고 있다’의 동작상의 의미를
추론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P-27의 도입 대화이다.
P-27: 오늘 수업할 내용을 들어가 보면, 파니아 씨, 작년 여름에 어디 갔다 왔
어요? 작년 여름방학 때?
S-1: 작년에? 러시아 갔다 왔어요.
P-27: 저도 작년 여름 때,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 왔어요. 이번 겨울 방학 때
어디 갈려고85) 해요?
S-1:

제주도에 안 가서 제주도 가고 싶어요.

P-27: 아. 제주도에 여행 가려고 해요?
S-1:

제주도에 가려고 해요.

P-27: 베이 씨는 이번에 어디…….
S-2:

우리 반 같이 가요.

P-27: 우리 반 같이 가자고요?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은 제주도에 여행을 가려
고 해요.
84) 이 예비 교사는 1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예비 교사의 ‘저 여자는 모자
를 어떻게 하죠?’의 질문에 대해 이 1명의 학습자가 ‘쓰다’라고 대답했는지 동영상에서는 소리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 예비 교사는 학습자가 ‘쓰다’를 발화했다고 여기고 ‘잘 했어요’를 발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85) 예비 교사가 ‘가려고’를 ‘갈려고’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해 그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수 발화
오류는 준거 항목 ②-[13]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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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 오늘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사만 씨, 내년에 겨울에 어디 가고 싶
어요?
S-3: 겨울에? 나도 제주도 가고 싶어요.
P-27: 제주도에 가려고 해요?
S-3: 좋으니까.
P-27: 좋으니까?
<P-27의 준거 항목 ②-[3]의 지식 구현 양상>

이 예비 교사는 ‘이번 겨울 방학 때 어디 갈려고 해요?’를 단도직입적으로 학습
자를 향한 질문에서 활용하고 있다. ‘-(으)려고 하다’ 이전에 ‘-(으)려고 하다’와
의미가 유사한 ‘-(으)ㄹ 거예요?’ 등을 활용해 ‘이번 겨울에 어디 갈 거예요?’를
발화한 후 곧이어 ‘어디 가려고 해요?’를 발화하면 ‘-(으)려고 하다’의 의미 추론
을 도울 수 있다.

(2) 제시

목표 문법 항목의 제시 단계에서는 목표 문법 항목의 형태, 통사적 규칙으로서
결합 조건에 대한 설명, 의미나 담화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1) 문법 설명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4])

문법 설명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나 수업 시간 등 수업 요인을
고려했을 때 제시된 정보의 깊이와 양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다.

<표 Ⅵ-10> 준거 항목 ②-[4]의 지식 구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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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T-2

P-14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형태: 미제시

‧형태: 미제시

‧형태: 미제시

P-26
V-(으)ㄹ 줄
알다/ 모르다
‧형태: 어간의 받

P-27
V-(으)려고
하다
‧형태: 미제시

침에 따른 ‘-을
‧통사: 결합되는

‧통사:

‘Verb

품사(동사, V)만

plus, -고 싶다’

카드로 간접 제

의 교사 발화로

시.

제시.

‧통사: 미제시

‧의미: 미제시

줄 알다/모르다’

‧통사: 동사 뒤

와 ‘ㄹ 줄 알다/

에 ‘-으려고 하

모르다’의

결합

다’가 옴을 교

차이를 교사 발

사 발화로 제시

‧담화: ‘사람이나

화와 설명 내용
이 적힌 카드를

‧의미: 쉬운 교

통해 제시

수 발화를 통한

‧의미: 예문 사용

‧의미: 예문 사용

동물

대화와 쉬운 교

대화를 통한 제

대화로

수 발화를 통한

시

제시

묘사하기’
암시적

뜻풀이로 제시

뜻풀이로 제시
‧통사: ‘V -(으)

‧담화: ‘희망 표

ㄹ 줄 알다/모르

‧담화:

‧담화: ‘상황 설

현하기’

다’의 교사 발화

(도입 단계에서

명하기’

암시적 제시

로 제시

만 ‘계획 표현

대화로

대화로

암시적 제시

미제시

하기’로 대화로
‧의미: 미제시(도
입

암시적 제시)

단계에서만

유사 문법 항목
활용 예문 사용
대화로 제시)

‧담화: ‘능력 표
현하기’

대화로

암시적 제시

이상의 정보 적절성은 각 교사 및 예비 교사의 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 구
성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학습자의 수준(②-<4> 요인)에 따라 적절한 난이
도의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모국어, 언어 학습 경험(②-<5> 요인)에
따라 모국어나 학습자에게 익숙한 언어와의 대조언어학적 사용 정보가 제시될 수
도 있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 목적(②-<3> 요인), 교수 기관의 한국어 교수 프로
그램의 목표(②-<12>)에 따라 특수한 문법 정보가 제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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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난이도의 문제로 여겨지는 오류가 발생하지
는 않았다. 이 역시 수업에 활용된 교재가 설정한 학습자 수준에 맞게 문법 설명
의 적절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교사 및 예비 교사가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
인 것으로, 즉, 교재의 방법론적 적절성(②-<1>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된
다. 학습자의 모국어 요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를 고려해 대조언어학적 사용 정보
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는 T-1과 T-2이 다국어권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을 진행하였고, P-14, P-27도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P-26은 대상 학습자를 중국어권 학습자로 설정하였지만, 이를 특별히
교수에 고려하지는 않았다. 다만, T-1, T-2, P-27의 수업은 이들이 사용한 교재
에서 문법 설명에 대한 영어 번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학습자가 이 정보를 활용해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수업이었다. 이 교재의 영어가 학습자에게 익
숙한 언어(②-<5> 요인)라면 이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의 대조언어학적 정보를 제
시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 측면에서는 T-2의 대상 학습자가 영어에 능통한
학습자들이었기 때문에 교재의 영어 설명(②-<1>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이
를 활용해 교사가 직접 종종 영어와 한국어의 대조언어학적 정보를 교수하기도
함을 분석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학습자의 학습 목적이나 T-1, T-2가 속한 교수
기관의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목
적과 목표를 두고 있었으므로 특수한 언어 사용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2) 문법 설명 제시 방식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5])

문법 설명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지식은 문법 항목의 결합 규칙이나 의미 설명
을 위해 이 문법 항목을 포함한 예시 어구나 문장과 함께 잘 제시되었는가의 조
건이다. 앞의 Ⅱ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법 설명 제시 방식의 문제와 교수 자
료 활용 방식, 교수 발화의 방식의 문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을 전제하고 논의
를 이어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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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준거 항목 ②-[5]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형태: 미제시

‧형태: 미제시

‧형태: 미제시

P-26
V-(으)ㄹ 줄
알다/ 모르다
‧형태: 어간의 받

P-27
V-(으)려고
하다
‧형태: 미제시

침에 따른 ‘-을
‧통사: 결합되는

‧통사:

품사(동사, V)만

plus, -고 싶다’

‘Verb

카드로 간접 제

의 교사 발화로

시.

제시.

‧통사: 미제시
‧의미: 미제시

줄 알다/모르다’

‧통사: 동사 뒤

와 ‘ㄹ 줄 알다/

에 ‘-으려고 하

모르다’의

결합

다’가 옴을 교

차이를 교사 발

사 발화로 제시

‧담화: ‘사람이나

화와 설명 내용
이 적힌 카드를

‧의미: 쉬운 교

통해 제시

수 발화를 통한

‧의미: 예문 사용

‧의미: 예문 사용

동물

대화와 쉬운 교

대화를 통한 제

대화로

수 발화를 통한

시

제시

묘사하기’
암시적

뜻풀이로 제시

뜻풀이로 제시
‧통사: ‘V -(으)

‧담화: ‘희망 표

ㄹ 줄 알다/모르

‧담화:

‧담화: ‘상황 설

현하기’

다’의 교사 발화

(도입 단계에서

명하기’

암시적 제시

로 제시.

만 ‘계획 표현

대화로

대화로

암시적 제시

미제시

하기’로 대화로
‧의미: 미제시(도
입

암시적 제시)

단계에서만

유사 문법 항목
활용 예문 사용
대화로 제시)
‧담화: ‘능력 표
현하기’

대화로

암시적 제시

교사가 제시하는 대화 상황 안에 드러나는 맥락을 통해 암시적으로 교수되는
담화 정보를 제외하고, 형태, 통사, 의미 정보의 경우, 예문을 잘 활용하지 못하
면, 학습자에게 어려운 교수 언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교수 언어의 적절성 문제
로 발전하게 된다86). 물론 문법 항목이 포함된 예문을 활용하되 설명 내용 이해
86) ②-[14]의 교수 언어 사용의 적절성, ②-[16]의 문법 용어 사용의 적절성 문제는 ②-[5] 문법
설명 방식이 적절성 문제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문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문법 설명 방식을 적절하게 할 뿐 아니라, 학습자 수준(②-<4> 요인)에 너무 어려운 교수 언어나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②-[14]의 교수 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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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예문이 구성되어야 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된 5명의
교사 및 예비 교사는 문법 설명을 위해 많은 예문을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는 ②-[5]의 지식 요건이 충족된 것과 같이 보인다. 그러나 문법 설명 정
보 중 예문이 특별히 잘 활용되어야 하는 의미 정보 교수 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다.
P-26, P-27의 경우, 제시 단계에서 제시한 예문으로는 의미 교수가 일어났다
고 보기 어려운 경우였고, 도입 단계에서의 예문의 활용을 통한 의미 추론을 유도
한 것에 그쳤다. 특히 P-26은 도입 단계에서 예문을 통해 의미 추론을 효과적으
로 유도한 데 반해, 제시 단계에서는 예문을 통한 의미 교수를 시도하기보다, “말
을 탈 줄 알다, 요 말을 탈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말을 탈 줄 모
르면? ‘말을 탈 줄 모르다’라고 하기도 해요”라는 방식으로 모순된 교수 언어로
의미 교수 오류를 보였다. 이는 예문을 통한 교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수 발화
에 오류를 범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P-14는
제시 단계에서 사용된 예문으로도, 도입 단계에서 사용된 예문으로도 의미 교수가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로 이상의 표에 ‘미제시’로 기록하였다.
P-14의 경우, 목표 문법 항목을 포함한 예문은 제시 단계에서 여러 문장이 제
시되었으나, 예문의 내용이 그야 말로 목표 문법 항목만 포함하고 있었고 의미 추
론, 의미 이해를 위한 어휘와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P-14:
자, 먼저 피피티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 여자는 모자를……. 어떻게 하죠? ‘쓰다’라고 하죠. 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쓰다’를 ‘쓰고 있어요’로 바꿔 볼 거예요. 이런 문형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저 개는 옷을 입다. 옷을 입다.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자, 그다음, 저 아이는 옷을, 옷을? 벗다. 이거는, 저 아이는 옷을 벗고 있어요.
저 남자는, 저 남자는 누굴까요?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 남자는 꽃을 들다, 그죠? 저 남자는 꽃을 들고 있어요.
저 여자는 반지를? 어떻게 하죠? 끼다. 네, 잘하셨습니다.
②-[16]의 교사 발화에서 사용되는 문법 용어를 제외한 나머지 교수 언어들을 범위로 함을 다시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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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는 반지를 끼고 있어요. 반지를 끼고 있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여러분.
<P-14의 준거 항목 ②-[5]의 지식 구현 양상>

이 예비 교사는 기본형을 ‘-고 있다’를 활용해 제시하고 있는데, 예문을 제시하
였지만, ppt자료를 접한 학습자는 많은 예문에도 불구하고 ‘-아/어요’와 ‘-고 있어
요’의 차이를 궁금해 할 수 있다. 도입 단계에서도 ‘-고 있다’ 활용 예문이 ‘오늘,
여러분, 날씨가 어떤가요? 네, 바람이 불고 있어요.’만 제시되어 있어서 이 궁금증
은 도입 단계를 통해서도 생긴 채, 제시 단계에서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것이
다. ‘-고 있다’가 진행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
금’ 등의 어휘가 포함된 예문을 사용하거나, 교사가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림 자료가 아닌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면 ‘-고 있다’의 의미
를 보다 선명하게 제시할 줄 수 있다.
반면, 경험 교사 T-1과 T-2는 의미 제시에서 상당히 능숙한 모습을 보였다.
두 경험 교사는 비슷한 의미 제시 양상을 보였는데,

T-1은 ‘-아/어 버리다’의

양태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T-1:
여기에 뭐 있어요? 커피 있어요. 선생님이 커피를 어떻게 했어요? 커피를 마
셨어요. 선생님이 커피를 마셨어요. 끝. 끝. 그런데 오늘 배워요. 아까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쵸. 마시다. 어떻게 해요? 마시다, 여기 다 없어요. 마
시……. 어 버리다. 이거 하나 짧게? 마셔. 그러데 여기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끝났어요. 이미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 마셔 버렸어요. 이렇
게 할 수 있어요. 우리 1급에서는 ‘마셨어요’ 공부했어요. 다 끝났어요. 공부했
어요. 2급에서는 ‘-아/어 버리다’ 해요. 그러면 아, ‘다 마셔 버렸어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느낌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뭐가 있을까요? 숙제를 끝내다. ‘숙
제를 다 했어요’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1급에서는, 숙제를 ‘끝냈어요’. 1급
에서 공부했어요. 우리 오늘은 뭘 공부해요? 숙제를 끝내……. 그 다음에 여기
‘어’ 있어요. 한 번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써요? 응, 네, 끝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숙제를 끝냈어요. 숙제를 끝내버렸어요. 어
떤 느낌 있어요? 의미는 다 ‘끝냈어요’ 느낌이에요. 하지만 말할 때 느낌이 조
금 달라요. ‘끝내 버렸어요’는 ‘아, 이제 숙제 안 해도 돼! 끝!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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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느낌이 ‘끝내 버리다’예요.
그런데 음, 조금 다른 느낌이 또 있어요. 이거 두 번째는 우리 이거 알아요?
버스를 놓치다. 어떤 느낌이에요? 버스를 놓치다. 우리 이거 알아요? (물건을
떨어뜨리고) 떨어졌어요. 맞아요.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잡다. 어, 잘못했어요.
놓쳤어요. 떨어졌어요. 응. 여기 ‘버스를 놓치다’는 앞에 버스 정류장이에요. 갔
어요. 뛰어 갔어요. 근데 버스 갔어요. 버스 탔어요? 못 탔어요. 이게 버스를
놓치다. 그럼 1급에서는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버스를 놓쳤어요. 그런데 2
급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요? 버스를? 버스를? ‘놓치다’에서 ‘이어’ 빨리해요. 그
러니까 ‘놓쳐 버렸어요’.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와! 버스 놓쳐 버렸어요!(밝은
목소리로)’ 이 느낌이에요? ‘버스를 놓쳐 버렸어요. 어떡해.’ 이런 느낌. 두 개
느낌이 달라요.
앞에 동사 있어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우리 다 마셨어요. 마셔 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느낌이에요. 그런데 숙제를 끝내 버렸어요. ‘아싸. 내일 놀아요.
숙제 끝내 버렸어요!’ 느낌 있어요. ‘아. 버스를 놓쳐 버렸어요. 어떡해. 아. 학
교 늦어요 어떡해!’ 두 가지 느낌을 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급하고
조금 달라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T-1의 준거 항목 ②-[5]의 지식 구현 양상>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T-1은 수많은 목표 문법 항목을 사용한 예문을 사용하
고, 학습자 수준(②-[4] 요인)에 맞는 발화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아/어 버리
다’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양태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3) 문법 설명을 위해 사용된 예문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 ②-[6])

예문이 기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지식은 제시 단계의 여러 예문이 목표 문법
항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시 단계에서 목표 문
법의 형태, 통사, 의미 정보의 교수를 위해 활용되는 예문이 목표 문법을 포함하
지 않은 경우가 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V-(으)려고 하다’의 의미 제시 예문
중, ‘A-(으)려고 하다’가 포함된 예문이 활용된다든지, ‘V-(으)ㄹ 줄 알다/모르다’
의 형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예문이 설명된 규칙의 일부만을 보이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오류가 될 수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된 오류 중, 설명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예문에서는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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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로는 P-26의 사례가 있었다. ‘-(으)ㄹ 줄 알다/모르다’의
형태 정보로 받침이 있을 때 ‘을 줄 알다/모르다’, 받침 ‘ㄹ’이나 받침이 없는 경우
‘ㄹ 줄 알다/모르다’와 결합된다고 하였는데 제시 단계 뿐 아니라, 전 수업에 걸쳐
제시된 예문에서 받침 ‘ㄹ’인 어간과 결합되는 어구나 문장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3) 연습 및 활용
1) 문법 연습과 활용 방식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7])
연습과 활용 방식의 적절성 지식은 문법 연습과 활용을 위해 제시하는 활동이
해당 문법 항목의 사용을 연습하고 그 항목을 활용하기 위해 내용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이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Ⅳ-12> 준거 항목 ②-[7]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알다/ 모르다

하다

‘-아/어 버리다’를

‧‘가다, 먹다, 사다,

‧동사 어간이 적힌

‧능력을 물은 질문

‧‘-(으)려고 하다’

활용한 상황 설명

보다’를 ‘-고 싶다’

카드와 ‘-고 있다’

이 적힌 학습지의

가 포함된 문장

하기 말하기(발표)

와 결합해 4개의

의 ‘고’가 적힌 카

질문에

따라 읽은 후 스

활동(교재 제시 활

문장을 쓰고 말하

드를 쌍으로 문장

줄 알다/모르다’로

동)

기

의 빈 칸에 붙이기

답을

‧소망을 묻고 대답

‧상대방

쓴 후, 교사와 학

하기(교재 제시 활

(교재

동)

변형)

묘사하기
제시

‧교사가

활동

P-26
V-(으)ㄹ 줄

‘-(으)ㄹ
쓰고

친구 찾기

스로 읽기

답을

생, 학생 간 묻고
답하기(교재

묘사하는

P-27
V-(으)려고

활동

변형)
‧교사의 능력 관련
질문에 답하기
‧교사가 준비한 그
림을 활용해 학습
자끼리 능력 관련
질문에 답하기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 및 예비 교사가 제시한 활동의 구조, 실행 가능성
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 이는 교재 요인(②-<1>)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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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다. 즉, 교재에서 제시한 활동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교재의 활동을 변형한
활동으로 전문가에 의해 구안된 활동이나 유사한 활동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활동을 거의 제시하지 않은 P-27을 제외하고는 경험 교사보다 예비
교사가 교재의 활동을 더욱 변형해 활용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②-<9> 교사의
교재 재구성 권리나 ②-<10> 교사의 교재 재구성 시간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즉, T-1의 경우에는 교수 기관의 지침에 따라, 또 한 개 반을 2인의 교사가 번갈
아 가며 교수하는 특징을 따라 교재를 충실하게 따르며 교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P-14, P-26, P-27에 비해 한국어 수업을 계속 해야 하는 현직 교사이기
때문에 활동을 구안할 시간도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2) 문법 연습과 활용을 위한 활동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 ②-[8])

문법 연습과 활용을 위한 활동이 목표 문법 항목의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
보를 익히고 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다.

<표 Ⅳ-13> 준거 항목 ②-[8]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아/어 버리다’

‧‘가다, 먹다, 사

‧동사 어간이 적

알다/ 모르다
‧능력을 물은 질

하다
‧‘-(으)려고

를 활용한 상황

다, 보다’를 ‘-고

힌 카드와 ‘-고

문이 적힌 학습

다’가

설명하기 말하기

싶다’와

있다’의

‘고’가

지의 질문에 ‘-

문장 따라 읽은

(발표)

4개의 문장을 쓰

적힌 카드를 쌍

(으)ㄹ 줄 알다/

후 스스로 읽기

고 말하기

으로 문장의 빈

모르다’로

‧소망을 묻고 대

칸에 붙이기

쓰고

답하기(교재

‧상대방 묘사하기

후,

(교재 제시 활동

생, 학생 간 묻

변형)

고

‧교사가 묘사하는

활동 변형)

친구 찾기

‧교사의 능력 관

활동(교

재 제시 활동)

시 활동)

결합해

제

P-26
V-(으)ㄹ 줄

답을

답을

쓴

교사와

학

답하기(교재

련 질문에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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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준비한

그림을

활용해

P-27
V-(으)려고
하

포함된

학습자끼리 능력
관련 질문에 답
하기

위 표에 나타난 활동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목표 문법 항목의 연습과 관련된
활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만, P-14의 경우,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활
동을 많이 구안하면서, 목표 문법 항목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단어 학습에 가까
운 활동이 한 가지 발견되었다. 이는 어간과 ‘-고 있다’의 ‘고’ 카드를 문장의 빈
칸에 넣는 활동이었는데, 이는 ‘-고 있다’의 활용 문제라기보다 문장 빈칸에 의미
적으로 알맞은 동사 어간 고르기 활동이 되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3) 문법 연습과 활용을 위한 활동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9])

연습과 활용을 위한 활동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활동이 구안된 방식도 적절
했고, 목표 문법 항목에의 초점도 맞았는데, 그 활동이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 높
은 난이도의 활동이거나 그 내용이 학습자의 실생활과 괴리되어 있는 등, 수업 구
성 요인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표 Ⅳ-14> 준거 항목 ②-[9]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아/어 버리다’

‧‘가다, 먹다, 사

‧동사 어간이 적

알다/ 모르다
‧능력을 물은 질

하다
‧‘-(으)려고

를 활용한 상황

다, 보다’를 ‘-고

힌 카드와 ‘-고

문이 적힌 학습

다’가

설명하기 말하기

싶다’와

있다’의

‘고’가

지의 질문에 ‘-

문장 따라 읽은

(발표)

4개의 문장을 쓰

적힌 카드를 쌍

(으)ㄹ 줄 알다/

후 스스로 읽기

고 말하기

으로 문장의 빈

모르다’로

‧소망을 묻고 대

칸에 붙이기

쓰고

답하기(교재

‧상대방 묘사하기

후,

(교재 제시 활동

생, 학생 간 묻

변형)

고

‧교사가 묘사하는

활동 변형)

활동(교

재 제시 활동)

시 활동)

결합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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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V-(으)ㄹ 줄

답을

답을

쓴

교사와

학

답하기(교재

P-27
V-(으)려고
하

포함된

친구 찾기

‧교사의 능력 관
련 질문에 답하기
‧교사가

준비한

그림을

활용해

학습자끼리 능력
관련 질문에 답
하기

위에 제시된 모든 활동이 학습자 수준(②-<4>)이나 관심사(②-<6>)을 반영해
잘 제시되었다. 특히 관심사의 요인에 대해서는 P-14와 P-26의 경우에 학생들의
실생활 정보를 잘 활용해 활동을 흥미 있게 구안하였다.

(4) 마무리
마무리 단계에서는 목표 문법 항목 설명에 대한 정리, 마무리 활동이 이루어지
거나 과제가 제시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설명에 대한 정리, 활동, 과제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앞
에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를 잘 제시하게 하는 것이 마무리 단계의 지
식은 아니며, 각 요소를 제시할 경우, 적절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 설명이 이루어질 경우, 설명은 제시 단계의 설명에 근거
하되, 활동은 연습 및 활용 단계에 근거한다. 즉, 설명은 ‘②-[4] 문법 설명의 적
절성’에 따라 선정된 내용을 간략히 반복,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한 활동은 ‘②
-[7] 연습 및 활용 방식의 적절성, ②-[8] 연습 및 활용을 위한 활동의 기본 요
건, ②-[9] 연습 및 활용을 위한 활동의 적절성’에 따른 활동이 간략히 제시되는
과정이다. 과제가 제시될 경우에는 이 과제도 일종의 활동이기 때문에 과제 구안
을 위해 ‘②-[7], ②-[8], ②-[9]’의 지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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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준거 항목 ②-[10]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P-26
V-(으)ㄹ 줄

P-27
V-(으)려고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다음 문법 항목

‧목표 문법을 사

‧‘-고 있다’ 활용

알다/ 모르다
‧목표 문법 활용

하다
‧목표 문법 의

교수로의 이동

용한 수업 후의

예문 말하기 복

예문 통해 목표

미와 예문 제시

할 일에 대한 계

습

문법 사용법 정

를 통한

획.

‧쓰기

리

내용 정리

제시된 예문 따

‧목표 문법 항목

‧목표 문법 활

라 쓰고 읽기

으로 20개 문장

용 문장

‧과제 제시 : 공

써 오기 과제 제

읽기

부했던 내용 사

시

학습지에

교수

쓰고

진 찍어 교사에
게 보내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T-1의 경우는 실제 수업에서 이 문항을 다루기 때문에
명시적인 마무리 단계가 없이 다음 목표 문법 항목으로 교수의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P-14의 과제가 문법 항목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부했던 내용 내용을 사진으로 찍는 활동
이 어떤 활동인지 명확하지 않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②-[7] 활동의 기
본 요건 성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2.2. 교수 자료 활용 지식
교수 자료 활용의 측면에서는 교수 자료의 선택과 활용이 적절해야 한다는 지
식을 둔다. 이는 앞서 논의한 수업 단계별 지식 영역에서 다룰 수도 있으나 특정
단계에서 특정 교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수업 내용과 활동에 따라 자
료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식 영역을 두어 논의함을 제시
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자료에 대해 주교재 이외에 교사가 선택하는 보조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로 하였다.

(1) 자료의 기본 요건(준거 항목 ②-[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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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기본 요건 관련 지식은 자료가 해당 목표 문법 항목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는 지식이다.

<표 Ⅳ-16> 준거 항목 ②-[11]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P-26
V-(으)ㄹ 줄

P-27
V-(으)려고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필통, 커피 등

‧판서를 통한 형

‧그림 자료를 활

알다/ 모르다
‧그림 자료를 활

하다
‧판서를
통한

실물 자료 활용

태,

용한 목표 문법

용한 목표 문법

형태, 통사 정

목표 문법 항목

설명

항목 사용 예문

항목 사용 예문

보 설명

의미 설명

제시

제시

‧문법 항목 카드

‧교사 제작 카드

‧교사 제작 활동

활용 통사 정보

통한 활동

지 통한 활동

제시

‧꽃, 모자 등 실

‧판서를

‧교수 기관 공통

물 자료 활용 활

수 있는 형태 정

ppt 자료 활용

동

보 기술한 카드

통사

정보

대신할

제시와 활동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자료 활용은 교사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한 부분
이다. 자료 활용의 목적도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목표 문법 항목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료의 활용이 목표 문법 항목 교수에 얼마나 필수
적인가의 요건이다. 교수 자료를 목표 문법 항목의 설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 것은 교사 T-1과 P-14였다. T-1은 ‘-아/어 버리다’의 의미 제시를 위
해 필통, 컵 등의 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고, P-14도 비록 ‘-아/어요’와 ‘-고
있어요’의 차이를 암시하는 예문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상태를 묘사하는 의
미의 ‘-고 있다’ 설명을 시도하기 위해 그림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
한 그림 자료 뿐 아니라, 문형 카드 자료나 판서, 결합 설명 기술 카드를 통한 형
태, 통사 정보 교수는 문법 용어 사용, 교수 언어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효과적으
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활용을 최저화한 T-1과 P-27도 통사 정보를 위해
판서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하나의 활동 자료가 목표 문법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제작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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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고 있다’에 대한 연습을 위해 ‘음절 카
드’라고 이름 붙인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는 ‘쓰고 있다’의 ‘쓰’, ‘입고 있다’의 ‘입’
과 같은 어간이 적힌 카드이며, 이를 각 문장의 각 어간이 들어갈 자리에 각 문장
의 의미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학습자에게 요구된 활동이다. 예를 들
어, ‘저 여자는 모자를 (

)고 있어요’의 괄호 안에 ‘쓰’가 적힌 카드를 채우는 활

동이다87). 그런데 이 활동은 목표 문법 항목인 ‘-고 있다’가 아니라 ‘쓰다’, ‘입다’
와 같은 어휘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이 되었다. 연습 단계의 연습이 목표 문법 항
목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생각하면, 문항 카드를 ‘쓰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형태로 ‘-고 있다’를 포함시켜 제작해야 했다.

(2) 자료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12])

자료의 적절성 지식은 자료를 수업 구성 요인에 적절하게 선택, 활용할 수 있는
가를 의미한다. 학습자의 수준이나 관심사, 교실의 물리적 환경 등의 요인이 적절
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표 Ⅳ-17> 준거 항목 ②-[12]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P-26
V-(으)ㄹ 줄

P-27
V-(으)려고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필통, 커피 등

‧판서를 통한 형

‧그림 자료를 활

알다/ 모르다
‧그림 자료를 활

하다
‧판서를
통한

실물 자료 활용

태,

용한 목표 문법

용한 목표 문법

형태, 통사 정

목표 문법 항목

설명

항목 사용 예문

항목 사용 예문

보 설명

의미 설명

제시

제시

‧문법 항목 카드

‧교사 제작 카드

‧교사 제작 활동

활용 통사 정보

통한 활동

지 통한 활동

제시

‧꽃, 모자 등 실

‧판서를

‧교수 기관 공통

물 자료 활용 활

수 있는 형태 정

ppt 자료 활용

동

보 기술한 카드

통사

정보

대신할

제시와 활동

87) Ⅲ장 1절에서 각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해 점검한 오류로 제시하기도 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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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②-<17>의 교실의 물리적 환경 요인, ②-<6> 학습자의
관심사 요인이 크게 고려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1의 경우는 교수 기관의 특성
상 물리적 환경 요인이 늘 보장되는 상황에서 교수 기관에서 교사들 간 공유하는
PPT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 P-14, P-26은 ②-<6> 학습자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그림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물리적 환경 요인이 보장
되는 상황이었지만 T-1과 달리 T-2는 컴퓨터나 실물 자료를 활용하는 경향이
낮았다. 이에 대해 T-2는 필요한 설명을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영어로 제시하기
때문에 활동의 진행이나 설명을 위해 기타 자료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 낮아짐을
응답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방식(②-<7>) 요인이 교사가 선호하는
교수 방법(②-<11>)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2.2.3. 교사 수업 발화 지식
(1) 교수 언어 사용의 정확성(준거 항목 ②-[13])

교수 언어 사용의 정확성 관련 지식은 목표 문법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아니지만, 목표 문법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가 발화하는 문장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되기 위한 지식이다.

<표 Ⅳ-18> 준거 항목 ②-[13]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그쵸’ 사용

오류 문장 없음

‘너무

잘하십니

다’ 사용.

P-26
V-(으)ㄹ 줄

P-27
V-(으)려고

알다/ 모르다
‘너무 많이 수고

하다
‘갈려고 하다’의

하셨어요’, ‘너무

사용

나 다들 잘 했어
요’ 사용
‘예습’이라고 해
야 할 때 ‘복습’
이라고 함.
‘여기’를

‘요기’

라고 발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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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를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 교수 언어의 비문법적인 사례가 확인되었다. T-1
은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쵸’가, P-14, P-26은 부정적인 말과 결합
되는 부사 ‘너무’가 사용되었다. 또 P-26은 ‘예습’과 ‘복습’을 혼동해 발화하고,
P-27은 ‘가려고 하다’를 ‘갈려고 하다’로 잘못 발음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교사 발화의 부정확성은 목표 문법 항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교사의 발
화를 표본으로 여기는 학습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교수 언어 사용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14])

교수 언어 사용의 적절성 관련 지식은 목표 문법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아니지만, 목표 문법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가 발화하는 문장이 수업 구성 요
인, 특히 학습자 수준을 고려할 때 적절한가에 대한 지식이다.
< 표 Ⅳ-19> 준거 항목 ②-[14]의 지식 구현 양상
T-1

T-2

P-14

P-26
V-(으)ㄹ 줄

P-27
V-(으)려고

V-아/어 버리다

V-고 싶다

V-고 있다

교수 발화 수준

교수 발화 수준

교수 발화 수준

알다/ 모르다
교수 발화 수준

하다
교수 발화 수준

적절함

적절함

약간 높음

약간 높음

약간 높음

교수 발화 수준의 측면에서 경험 교사와 예비 교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T-1과 T-2는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목표 문법
항목을 위한 설명이나, 활동 지시 설명의 경우에 학습자의 수준(②-<4>)에 따라
발화 수준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서술어인 용언의 어미 하나를 선택할 때
에도 학습자들이 이미 배운 어미를 활용하는 등 섬세하게 훈련된 교사의 교수 발
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P-14, P-26, P-27은 특히 활동 설명과 지
시 발화에서 발화 어휘 수준이 높고, 발화양도 많은데, 문장 구조도 복잡한 경우
가 많았다. 특히 P-26은 ‘말을 탈 줄 알다. 말을 탈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표
현이에요’, ‘말을 탈 줄 모르면? ‘말을 탈 줄 모르다’라고 하기도 해요’와 같이 목
표 문법 항목을 목표 문법 항목을 사용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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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법 용어 사용의 정확성(준거 항목 ②-[15])

교사가 문법 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문법 용어가 정확해야 한다는 지식이다. 본
고의 P-27을 제외한 분석 대상 4명의 교사 및 예비 교사의 수업에서는 문법 용
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통사 규칙 설명이 없었던 P-14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에서
모두 문형 카드나 판서로 ‘동사’의 약자 ‘V’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P-27
의 경우에 교수 발화 중 ‘자, 여러분들, 동사라고 해요. 이걸. 동사. 동사는 움직이
는 활동을 하는 걸 동사라 하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거의 뒤에 ‘뭐뭐 으려고 해요’ 오늘, 어제 지나간 일이 아니고
내일, 모래, 다음 달, 내년에 뭘 하겠다고 할 때, 려고 해요.’라고 발화하여 ‘동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라는 용어 사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88).

(4) 문법 용어 사용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16])

문법 용어 사용의 적절성은 수업 구성 요인에 따라 문법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본고에서는 준거 항목 ②-[15]의 기술에서 보였
듯이 P-27의 경우만 문법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 사용은 성인 학습자(②-<4>)
임을 고려했을 때 크게 무리를 주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한국어 문법 용어 사용

88) P-27의 경우에는 ‘-(으)려고 하다’와 함께 ‘-(이)지요’를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법 용어 사용을 보여 참고로 제시한다.
P-27: 이번에는 ‘뭐뭐 지요?’ ‘뭐뭐 이지요?’ 이걸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문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
금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말로 명사, 동사, 형용사 요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명사, 동사, 형용
사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n, v, a.그래서 명사는, 요 뭐죠?
S: 가위.
P-27: 뭐죠?
S:지우개
P-27요 누구죠?
S:사라, 타냐.
P-27이런 걸 명사예요. 앉다, 일어서다, 뛰다, 먹다 이런 거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 형용사, 타냐 씨
예쁘죠? 사만 씨 멋있죠? 이 때, 멋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뭐 지요?’. 동사, 형용사 뒤엔 ‘뭐
뭐 지요?’, 명사 뒤에는 ‘뭐뭐 이지요?’. ‘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그냥 ‘지요?’가 아니고 이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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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어서 이 지식에서 초점을 두는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T-2는 ‘Verb’라는
영어 문법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역시 학습자 요인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5>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에서 이들이 영어에 능통한 학습자
이기 때문에 활용된 것이었다.

(5) 예문의 정확성(준거 항목 ②-[17])

예문의 정확성에 대한 지식은 문법 항목을 포함한 예문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지식이다. 예컨대, ‘-(으)려고 하다’와 ‘살다’가 결합될 때 ‘살으려
고 하다’와 같은 잘못된 결합 형태가 예문에 포함되는 경우가 이런 오류가 된다.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된 5명의 교사 및 예비 교사에게는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재의 예문이 그대로 수업에 활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
었다(②-<1> 요인)

(6) 예문의 적절성(준거 항목 ②-[18])

이는 목표 문법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예문을 활용할 때, 수업 구성 요인을 고
려할 때 적절한지에 대한 지식이다. 특히 예문은 학습자가 목표 문법 항목에 집중
하게 하기 위해 예문 내 다른 문장 구성 요소에서 학습자에게 새로운 어휘나 문
법 항목은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본고의 5명의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나
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P-26은 학습자 수준(②-<4>)에 따라 사용 오류로 판정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굽다+을 줄 알다’가 ‘구울
줄 알다’로 활용되었을 때, ‘ㅂ’ 불규칙을 배우지 않은 학습자라면, 이러한 예문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P-26: 짠 시 그 밑에 문장 읽어 줄까요?
S-1: 고기를 구울 줄 알아요?
P-26: 오. 요기 보니까 삽겹살이네요.
삽겹살을, 고기를 구울 줄 알아요.
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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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구울 줄 알아요.’ 라고 해야 되죠.
S-1: 고기를 구울 줄 알아요.
P-26: 그 밑에는,
S-1: 아니요, 고기를 구울 줄 몰라요.
<P-26 준거 항목 ②-[18]에 대한 지식 구현 양상>

문법 항목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으)ㄹ 줄 알다/모르다’ 이전에 ‘ㅂ’불규칙
을 교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예문 사용을 오류로 확실히 판
정하지는 않으나, 학습자가 새로운 문법 항목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문 사용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조용언 구성 수업에서 나타난 교수 준거 항목별 지식 구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5명의 오류 양상을 표로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14, 26,
27의 괄호로 설명한 부분은 모의 수업 이전의 모의 수업 지도안에서는 교수 지식
구현 오류를 보였으나 모의 수업 지도안 작성 후 모의 수업을 실시하기까지 제공
된 피드백으로 오류 양상이 사라진 부분이다. 예비 교사의 보다 근원적인 교수 준
거 항목별 지식 구현 양상까지 보이기 위해 함께 제시한다.
<표 Ⅳ-20> 분석 대상 교사 및 예비 교사의 지식 구현 양상 오류
지식
유형

지식 목록

T-1

T-2

P-14

P-26

P-27

①-[1] 문법 항목의
기본 요건
①-[2] 문법 항목의
정확성
문법

형태

교수

없음89)

내용

①-[3] 문법 설명 내

형태

지식

용의 기본 요건

없음

지식

형태

지식

없음

형태,

통사,

의미

지식

없음

의미
없음

지식

(통사

지식

지식

미제시 오류
는 피드백으
로 없어집)

①-[4] 문법 설명 내
용의 정확성
(학습

②-[1] 도입: 문법 항

당

목의 적절성

시간
항목이

너무 많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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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피드백

후, 분석 대
상인

‘-(으)

려고

하다’

포함, 2개로
항목

줄여 제시)
(문법 항목

②-[2] 도입: 문법 항

도입이 없었

도입이 없었

목 제시 방식의 적절

으나 피드백

으나 피드백

성

으로

으로

(문법

오류

없어짐)
(항목 노출

오류

없어짐)

이 없어 추
②-[3] 도입: 대화의

추론 어려움

기본 요건

론이 불가능
했으나 피드

추론 어려움

백으로 오류
없어짐)
②-[4] 제시: 문법 설
명의 적절성
문법
교수
방법

예문 사용했

②-[5] 제시: 문법 설

으나

명 방식의 적절성

추론

불가

지식

도입에서만

도입에서만

추론.

추론.

설명

단계에 의미

로 이어짐
설명한 형태

없음

②-[6] 제시: 예문의

정보

이해

기본 요건

위한

예문

없음
(활동

불가

②-[7] 연습 및 활용:

활동이었으

문법 연습과 활용 방

나 피드백으

식의 적절성

로 오류 없
어짐)
활동 초점이

②-[8] 연습 및 활용:

어휘로 옮겨

활동의 기본 요건

감

②-[9] 연습 및 활용:
활동의 적절성
②-[10] 마무리 단계

과제의 초점

의 정리 설명, 활동,

이 빗나감

과제의 요건
②-[11] 교수 자료의

교수 자료가

선택과 활용의 기본

어휘 초점으

요건

로 옮겨감

- 157 -

제시

언어 이상으

연습
없음

활동

②-[12] 교수 자료의
선택과 활용의 적절성
②-[13] 교수 언어

규범

사용의 정확성

문장 제시

②-[14]

교수

오류

규범

언어

사용의 적절성
②-[15]

문법

용어
용어

규범

오류

규범

오류

문장 제시

문장 제시

문장 제시

언어

언어

언어

높음

사용의 정확성
②-[16] 문법

오류

수준

높음

수준

수준

높음

사용의 적절성
②-[17] 문법 교수를
위해 사용한 예문의
정확성
②-[18] 문법 교수를
위해 사용한 예문의
적절성

89) 이 예비 교사는 연습 활동을 제시하지 않아서 담화 지식도 드러내지 못했는데 담화 지식은 보조
용언 구성의 담화 기능으로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점을 Ⅲ장 1절에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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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예비 한국어 교사 대상 문법 교수 지식 교육의 설계
1. 교육 목표
문법 교수 지식 교육의 목표는 교사가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문법 교육을 잘 수
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육되는 지식의 성격은 기능적 지식이며, 교사
가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구현된다. 이러한 기능 중심적 지식의 본질로부터 규정
되는 교사 문법 지식의 성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내용 지식은 학
습자들에게 전달되는 형태의 교수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학습자
용 한국어 교재나 교수 기관의 교수 자료에 제시된 한국어 교수의 내용을 체계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로, 교수 방법 지식은 교수 내용
지식을 교재, 학습자, 교사, 교수 기관의 수업 구성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어떻
게 교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 지식이다. 이는 수업 단계별 방법, 교수 자료 활
용 방법, 교사 수업 발화의 측면에서의 교사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른 지식 항목으
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본고의 지식 틀은 개별 예비 교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교수 지식에
대해, 실제적으로 교수 현장에서 교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수 지식을 확
인하며 체계적으로 진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교수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지식의 각 항목별로 자신에게 부재된 교수 지식을 확인하여 교수 기능을 위
한 지식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2.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 내용 지식 목록과 교수 방법 지식 목록을
실제적인 교육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
한 교수 지식 목록을 제시하고, 이 목록에 따라 보조용언 구성의 교수 지식을 구
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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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교수 지식의 검토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 지식이 교수 지식의 목표인 교사의 교수 기능 수행을 위
해 잘 설계, 기술되었는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본고
Ⅲ장에 제시한 문법 교수 지식 구조의 각 항목과 이에 대한 문법 교수 지식 기술
을 전문가 3명에게 제시하고 검토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검토를 돕기 위해 교수
지식 기술과 함께 이 기술의 전제가 된 예비 한국어 교사의 해당 교수 지도안 오
류 부분도 함께 제공하였다. 검토 의견은 해당 검토 자료를 각 전문가에게 제시하
고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검토 의뢰 시, 검토
의견이 제공한 교수 지도안의 오류가 오류라고 볼 수 있는지, 기술한 교수 지식이
해당 수업 설계 부분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집
중되도록 검토 방향을 제공하였다. 문법 교수 지식 검토를 맡은 전문가 정보를 간
략하게 개괄하기로 한다.
<표 Ⅴ-1> 교육의 실제성 확보를 위한 문법 교수 지식 검토 전문가 정보
대상
R-1
R-2
R-3

한국어 교수 경력
국내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

연구 경력
한국어 교육학 박사 과정 수료

한국어 교수 경력 10년
국내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육학 박사

한국어 교수 경력 9.5년
국내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육학 박사

한국어 교수 경력 12년

먼저 교수 지식의 준거 항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3인의 교수 전문가,
R-1, R-2, R-3에게 받은 의견은 다양하였다. 먼저 3인이 전체적으로 교수 지식
목록을 검토하고 제시한 견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전체적인 검토 의견은 한국
어 교수 현장의 실제성에 대한 전문가의 고민을 담고 있었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 지식 목록을 실제적으로 용어와 개념을 수정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
다90).
90) 검토자 R-1은 전체적인 검토 의견 대신, 교수 지식 재분류 방향을 예시 목록 표를 통해 제안하
였는데, 이는 본고의 목록을 수업 단계별로 통합하는 방향이었고, 내용의 재편을 제안한 것은 아
니었다.

- 160 -

‧ R-2:
-예비교사의 모의 수업 교안이나 모의 수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들
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니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예비교사의 모의 수업에 대해 이론적인 원리
나 지침에 의거하여 피드백을 제공한다기보다 각 교수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교육 현장만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여러 교육 현장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복된다고 여겨지는 목록이 있었고, ‘기본 요건’이나 ‘적절성’과 같은 범위가
넓은 지식 목록은 보다 세분화되거나 적확한 표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수업 단계별 방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학 기관에 소속된 어학원에서 실시하
는 직접 교수법, 귀납적 교수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보편적
인 수업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단계를 따르신 것인지 아니면 대표적인 교
수법의 수업 단계를 추출해보니 대체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따른다는 판단 후
에 이를 따르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할 대상이 전문가 검
토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 대상에 가장 적절한 것인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모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
오히려 연역적인 접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 단계가 적용되기 쉽
지 않을 것입니다. -> 각주 4)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설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상황이더라도 상정한 학습자 대상이나 수업
맥락을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법을 사용하는 경우
에 가능한 수업 단계별 지식을 간략하게라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R-3:
-도입 단계의 준거 항목에 대해: 어떠한 근거에서 온 것인지요? 이 기준에 적
용하여 적절성을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근거에 대한 동의가 어렵게 보입
니다만, 도입은 일반적으로 동기 유발, 흥미 유발, 학습자의 주의 집중, 대표
예문 등이 적절한지로 경력교사들이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시 단계의 준거 항목에 대해: 이 단계에서의 적절성의 기준은 근거를 제시하
면 좋겠습니다. 왜 이 단계는 문법 설명, 설명 방식, 예문의 기본 요건인지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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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본고 Ⅱ장과 Ⅲ장의 연구 과정과 각
지식 항목의 준거 설정 근거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본고에서 마련한 교수 지
식이 실제적인 교육 내용이 되기 위해
다음은 개별 설문 문항에 대한 의견 중, 3인이 동시에 문제를 제기한 항목에 대
한 각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적절성’이라는 용어 해석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된 의견으로 이해되었다.
<표 Ⅴ-2> 전문가 3인이 동시에 문제를 제기한 준거 항목에 대한
각 검토 의견
지식

R-1

R-2

②-[7]

이 부분 또한 ②-[7]의 활

교안을 통해 활동이 어떻게

연습 및

용 방식의 적절성을 판단할

진행될 것인 추측하기 어렵

활용: 문

때 역시 ②-[8]에서 제시한

다고 하면 ‘활동 설계의 구

법 연습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보

체성’이라거나 ‘활동 설계의

과 활용

들을 담고 있는지를 중심으

상세성’이라는 표현이 어울

방 식 의

로 하는 것이기에 이 둘의

릴 것 같습니다.

적절성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렵다.

항목

R-3

연습과 활용은 해당 목표 문
법을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기계적인 연습에서 유의
미한 연습 등으로 이양되고
있는가를 적절성으로 볼 수
는 없을까요?

7, 8, 9의 순서가 단계화를
이 부분은 용어를 정리하여
②-[9]

재기술을 할 필요가 있다.

연습 및

‘연습과 활용 유형이 다양하

활용: 활

고 상황에 맞게 적절해야 한

동의 적

다.’(실제로

절성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므로)

연습

활동들이

이 역시 적절성이라는 범박
한 표현보다는 난이도, 실제
성, 실효성 등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좀 더 상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
요?

의미하는 건지요? 쉬운 활동
에서 복잡한 활동, 단순한
활동에서 유의미한 활동? 등
으로 이양되는 것이 단계화
라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
했다면 그대로 두셔도 좋겠
습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교수 준거 항목을 교육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용어로 기술할 필요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 내
용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준거 항목 기술 용어가 명확한 용어로 수정하여 제
시한다. 전체 지식 목록의 항목이나 내용의 분류에 대한 의견이 검토자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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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본고에서 준거 항목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각 항
목의 의미를 명확히 기술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해 검토자들이 제안한
실제적인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기술91)해야 할 필요를 느
꼈다.
다음으로 교수 결정 요인으로서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해 검토 받은 의견은 다음
과 같다.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해서는, 학습자 요인의 재분류에 대한 제안, 평가
요인을 포함시킬 것에 대한 제안이 주요한 제안이었다. 또 범위가 중복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였다. 이 역시, 검토자에 따라 다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으므
로, 본고에서 애초에 제시한 수업 구성 요인을 수정하지는 않으며 검토 의견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한 본 연구자의 의견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R-1:
-‘②-<14> 정해져 있거나 권장된 교재 유무’와 ‘②-<9> 교사의 교재 재구성
권리’와의 차이점은?

정해져 있거나 권장된 교재는 교수 기관의 방침에 따라 있을 때에도 교사가 교
재 재구성을 하는 것이 허락되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이 둘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 R-2:
-문법 교수 방법 지식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군요. 그렇
다면 이러한 요인들은 문법 내용 지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
인가요? 개인적 견해로는 이러한 요인들은 문법 내용 지식과 문법 교수 방법
지식에 걸쳐 중복되는 것, 보편적인 것과 각 지식별로 특수한 것으로 분리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는 저의 경험에서 나온 주관적 견해일 뿐 구체적인 이론
에 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분류한 연구자의 의도와 생각이 궁금
합니다.
91) 애초에 ‘적절성’이라는 용어는 문법 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결정 요인으로서 수업 구성 요
인 모두에 적절해야 한다는 의미로 선정한 용어였다. 그러나 이러다보니, 구체적인 지식의 방향성
이 명확히 지식 용어에 드러나지 않음을 검토 의견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교수 기관의
요목이나 교재의 항목이 거의 틀림없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선정되어 제시되어 있으므로, 교재,
교수 기관 등의 요인을 고려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준거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
겠다는 판단에서 두 개의 결정 요인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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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적 지식에서 평가와 관련된 요인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됩
니다.

문법 교수 내용은 어떤 수업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국어의 내적 지식을 의
미하므로, 결정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내적 문
법 지식도 다른 체계로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교수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 내용 변인으로 교재의 문법 항목과 내용, 교수 기관에서 제작
한 자료의 문법 항목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평가’가 교수 방법을 좌우할 수도 있
지만, 본고에서는 ‘평가’와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 및 피드백’에 대한 지식을
교수 지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전달할 교수 내용을 선정하
고, 적합한 방법으로 교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평가가 교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본고의 초점은 한국어 문법의 내용 교수와 그 내용
교수를 위한 방법에 있으므로, 교수 내용을 교수적 결정의 출발로 삼았다.
‧ R-3:
-‘②-<3> 한국어 학습 목적(특수, 일반 목적), ②-<4> 학습자의 나이, 수준,
기대, 태도, 동기, ②-<5>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모국어, ②-<6> 학습자의
관심사’를 3) 학습자의 정서적 요인(목표어에 대한 태도, 동기, 기대, 관심사,
학습 방식), 4) 학습자의 언어적 요인(나이, 수준, 모국어) 이런 식으로 통합은
어떤지요?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교수 지식 구현 양상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학습자의 개별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정서적
요인이나 언어적 요인 자체가 통째로 어떤 교수적 결정을 주지는 않는다는 판단
하에 본고의 수업 구성 요인을 그대로 제안하기로 판단하였다.

2.2. 교수 준거 항목별 교육 내용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의 문법 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내용
으로 수정된 교수 지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교수 지식 준거 항목의 수정된
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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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 교수 지식 준거 항목 기술
지식
유형

지식 목록

수정 전 기술

수정 후 기술

①-[1]

문법

핵심성, 필수성, 보편성, 응용 가

핵심성, 필수성, 보편성, 응용 가

항목의

기본

능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항

능성에 따라 선정된 항목이어야

목이어야 한다.

한다.
‧항목이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규

요건

범에 맞게 기술되어야 한다.
①-[2]
문법

문법

항목의 정확성

항목의 기술(결합 관계, 띄어쓰기

‧항목과 결합되는 통사적 결합 관

등)이 정확해야 한다.

계를 함께 기술할 경우(‘V(동사)+

교수

항목’ 등의 형식) 정확하게 기술

내용

해야 한다,

지식
문법

언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내용의

의 정보가 빠짐 없이 제시되어야

①-[3]
설명

기본 요건
①-[4]
설명

한다.
문법

내용의

정확성

항목의

제시된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

보가 정확해야 한다.

보가 정확해야 한다.

문법 항목이 적절해야 한다.

②-[2] 도입:

문법 항목이 학습자의 수준, 주어진 학습
시간에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한다92).

문법 항목이 대화를 통한 추론이 가능하

문법 항목 제

문법 항목 제시 방식이 적절해야

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이 방식이 아닌

시 방식의 적

한다.

다른 방식을 택할 경우 수업 구성 요인

절성

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93).

문법

②-[3] 도입:

교수

대화의

지식

야 한다.(명시적으로든 추론 가능한

제시된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

적절성

방법

형태, 통사, 의미 정보가 제시되어
형식으로든 제시되어야 한다.)

②-[1] 도입:
문법

언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

대화가 문법 항목에 대한 추론을

문법 항목의 추론을 위해 제시한 대화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기본 요건)

추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②-[4] 제시:
문법

설명의

문법 설명의 양이나 수준, 내용이 학습자

문법 설명이 적절해야 한다.

적절성

에 적절해야 한다.94)
문법 설명이 예문을 통해 추론 가능한

②-[5] 제시:
문법 설명 방

문법 설명 방식이 적절해야 한다.

식의 적절성
②-[6] 제시:
예문의
요건

기본

(학습자의 수준, 학습 목적, 나이, 기대)

방식으로 제시되거나, 명시적으로 제시
될 때에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교
수 언어로 설명되어야 한다.

예문이 설명 내용에 초점이 맞춰
져야 한다.(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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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이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형
태, 통사, 의미, 담화)을 하기에 적절해야
한다.

②-[7]

연습

및 활용: 문법

문법 연습과 활용 방식이 적절해

연습과

야 한다.

활용
연습

및 활용: 활동
의 기본 요건
②-[9] 연습
및 활용: 활동

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결함이 없는 활동
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방식의 적절성
②-[8]

문법 연습과 활용이 구조적으로나 내용

활동이 문법 연습과 활용에 초점
이 맞춰져야 한다.(기본 요건)
활동이 적절해야 한다.

의 적절성
②-[10] 마무

문법 연습과 활용을 위한 활동이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한 연습(형태, 통사, 의미,
담화)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활동이 학습자의 수준, 관심사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리 단계의 정

마무리 단계의 정리 설명, 활동,

마무리 단계의 정리 설명, 활동,

리

과제는 도입, 제시, 연습 및 활용

과제는 도입, 제시, 연습 및 활용

단계의 관련 지식에 근거한다.

단계의 관련 지식에 근거한다.

설명,

활

동, 과제의 요
건
②-[11] 교수
자료의 선택과
활용의

기본

교수 자료의 선택과 활용이 목표
문법 항목 교수에 초점이 맞춰져
야 한다.

요건
②-[12] 교수
자료의 선택과
활용의 적절성

교수 자료가 목표 문법 항목 교수
(형태, 통사, 의미, 담화)에 도움
이 되고 집중되는 방향으로 선택,
활용되어야 한다.
교수 자료가 교실의 물리적 환경

교수 자료의 선택과 활용이 적절

에서 활용하기 적절한 것이어야

해야 한다.

하고 학습자의 관심사나 나이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②-[13] 교수
언어

사용의

정확성
②-[14] 교수
언어

사용의

적절성

교수 언어의 사용이 정확해야 한
다.

사용의

교수 언어의 사용이 적절해야 한
다.

문법 용어 사용이 적절해야 한다.

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문법 용어가 학습
자 요인(학습자 수준, 기대, 모국어 등)
에 적절해야 한다.

②-[17] 문법
위해

사용한 예문의

문법 교수를 위해 사용한 예문이
정확해야 한다.

위해

사용한 예문의

문법 설명(형태, 통사, 의미, 담화)을 위
해 사용한 예문이 규범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정확성
②-[18] 문법
교수를

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문법 용어가 정확
해야 한다.
도입, 제시, 연습 및 활용, 마무리 단계

적절성

교수를

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 지시어의 난
도입, 제시, 연습 및 활용, 마무리 단계

문법 용어 사용이 정확해야 한다.

②-[16] 문법
사용의

도입, 제시, 연습 및 활용, 마무리 단계
이도가 학습자 수준에 적절해야 한다.

정확성

용어

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 지시어95)가
규범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②-[15] 문법
용어

도입, 제시, 연습 및 활용, 마무리 단계

문법 교수를 위해 사용한 예문이
적절해야 한다.

문법 설명(형태, 통사, 의미, 담화)을 위
해 사용한 예문이 학습자 요인(학습자
수준, 기대, 모국어 등)에 적절해야 한다.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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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정된 준거 항목은 수업 구성 요인 중 주요한 요
인을 고려하여 수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이 되도록 하였다.

수

업 구성 요인 항목에 대해서는 본고 Ⅲ장에 제시한 것을 수정하지 않고 제시한다.

<표 Ⅴ-4> 교수 지식 수업 구성 요인 항목 기술
문법 교수
내용 결정 요인

교재

①-<1>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

요인
기타 교수

①-<2> 교재에 제시된 문법 설명

환경 요인

①-<4> 교수 기관의 교수 자료에 제시된 문법 설명

교재 요인

①-<3> 교수 기관의 교수 자료에 제시된 문법 항목
②-<1> 교재에 제시된 문법 교수 방법
②-<2> 교재에 전제된 학습자, 교사, 기타 수업 환경 요인
②-<3> 한국어 학습 목적(특수, 일반 목적)
②-<4> 학습자의 나이, 수준, 기대, 태도, 동기

학습자 요인

②-<5>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모국어
②-<6> 학습자의 관심사
②-<7>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방식
②-<8> 교수 기관에서 기대하는 교사의 역할

문법 교수
방법 결정 요인

교사 요인

②-<9> 교사의 교재 재구성 권리
②-<10> 교사의 교재 재구성 능력과 시간
②-<11> 교사가 선호하는 교수 방법
②-<12> 교수 기관의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②-<13> 교수 기관의 교수요목 존재 유무

기타 교수 환
경 요인

②-<14> 정해져 있거나 권장된 교재 유무
②-<15> 주어진 학습 시간
②-<16> 학급의 규모
②-<17> 교실의 물리적 환경(시청각 장비, 컴퓨터 등)
②-<18> 교수 기관에서 지향하는 교수법

92)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난이도의 항목이, ‘주어진 학습 시간’에 따라 적절한 수의 항목이
제시되어야 함읠 의미한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소만 항목 선정에 관여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두루뭉술한 용어인 ‘문법 항목이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한다’로 기술한 것이었다. 그러나
검토 의견을 통해 항목 선정에 가장 중요하게 관여하는 요인 두 가지를 명시할 필요를 느꼈다.
93) 대화를 통한 문법 항목의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검토자 R-2가 지적했듯이 직접교수법
하의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도입 방식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도입 방식
으로 수업을 진행하려면 왜 그 방식이 적절할지에 대한 수업 구성 요인(학습자, 기타 교수 환경
요인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제시한 것이다.
94) 학습자가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니고, 교수 기관이나 교사의 철학도 있겠지만, 학습 내용을 받아
들이는 것이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를 기본 결정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95) 교수 지시어란 문법의 형태, 통사, 의미, 담화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수행할 활동에
대한 설명 등 수업의 진행을 위한 교사 발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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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법 범주별 교육 내용
본고에서는 문법 범주 중, 보조용언 구성에 초점을 두어 지식 목록을 제시하기
로 한다. 이는 문법 교수 내용 지식을 보조용언 구성 항목에 적용하여 제시한 것
이다.
<표 Ⅴ-5> 보조용언 구성 교수 내용 지식
영역

구분

세부 지식
1) 핵심성: 보조용언 구성은 한국어 문법에서 핵심적이다. 보조용
언 내에서도 핵심적인 보조용언이 있다.

2) 필수성: 문법 항목의 필수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 유형(확
장 유형)이 결정된다.
①비종결어미+(보조사)+(보조사)+V2용언의

어간+(선어말어미)+

어미+(보조사)+(보조사)
②종결어미+(보조사)+(보조사)+V2용언의

어간+(선어말어미)+어

미+(보조사)+(보조사)
③명사형어미+보조사+V2용언의

어간+(선어말어미)+어미+(보조

문법

①-[1]

문법

사)+(보조사)

교수

항목의

기본

④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보조사)+(보조사)+V2용언의 어간+(선

내용

요건

어말어미)+어미+(보조사)+(보조사)

3) 보편성: ‘-(으)ㄹ 뻔보다’와 같이 보편적이지 않은 보조용언 구
성은 항목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4) 응용가능성: 완전고정형(예: ‘그렇지 않아도’)과 부분고정형(예:
‘-(으)ㄹ지 모르다’)으로 나뉜다. 부분고정형 안에서도 고정 부분
범위 차가 존재하며 문법항목의 응용가능성은 필수성과 배치될 수
있다(‘-(으)ㄹ지도 모르다’는 ‘-(으)ㄹ지 모르다’에 비해 필수적이지
않지만 응용가능성이 높아 항목으로 제시될 수 있는 보조용언 구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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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법: 각 보조용언 구성을 이루는 문법 요소의 사전적 표기법
에 따른다.

2) 띄어쓰기: 문법 항목의 각 기본 유형(확장 유형)을 구성하는 문
법 요소의 띄어쓰기 규칙을 이해한다. 단, 넷째 유형 ‘관형사형어미
+의존명사+(보조사)+(보조사)+V2용언의

어간+(선어말어미)+어

미+(보조사)+(보조사)’에서는 의존명사와 V2용언을 붙이는 경우와
문법
교수
내용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사전에 등재된 ‘듯하다’와 같은 형태는
①-[2]

문법

의존명사와 V2용언 사이를 붙인다.(의존명사와 V2용언 사이를 띄

항목의 정확성

어 쓰는 경우(예: -은/는 것 같다)는 보조용언 구성이 아닌 일반적
인 통어적 구성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한국어 교육의 보조용
언 구성 논의에서 이를 보조용언 구성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3) 결합 규칙: 선행 용언의 품사를 나타내는 통사적 규칙, 선행 용
언의 마지막 음절의 받침, 어미 종류에 따라 결합되는 어미가 달라
지는 형태적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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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태 정보
‧ 보조용언 구성이 본용언(선행 용언)과 결합될 때, 본용언(선행
용언) 어간 끝음절 모음의 종류나 어간 끝음절 받침 유무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어미의 형태가 달라진다.
‧ 본용언(선행 용언)이 불규칙 활용 용언이면 보조용언 구성의 어
미와 결합될 때 불규칙 활용을 한다.
‧ 보조용언 구성의 보조용언은 결합되는 어미에 따라 불규칙 활용
을 한다.

2)통사 정보
‧ 보조용언 구성은 용언(동사, 형용사)에 결합된다.
‧ 보조용언의 상적, 양태적 의미에 따라서 통사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본용언이나 다른 문장 성분에 제약이 있다.
문법

①-[3]

문법

교수

설명

내용

기본 요건

내용의

3)의미 정보
‧ 보조용언 구성은 그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범주화될 수 있다.
‧ 보조용언 구성의 의미는 상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로 나뉜다.
‧ 보조용언 구성의 의미는 해당 보조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의
의미나 보조용언 구성을 구성하는 다른 성분의 의미를 통해 추론
될 수 있으나 개별 보조용언 구성은 한 단위의 의미를 지니고 사
용되므로 이 개별 보조용언 구성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4)담화 정보
‧ 보조용언 구성의 담화적 의미는 유사한 담화적 의미를 가지는
것끼리 분류될 수 있다.
‧ 그러나 개별 보조용언 구성의 담화적 의미는 그 보조용언 구성
이 사용된 맥락에 근거해 세밀하게 결정되므로 개별 보조용언 구
성 각각의 담화적 의미를 맥락과 연관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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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조용언 구성의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정보를 정확히 제시한
다.
문법

①-[4]

교수

설명

내용

정확성

문법

2)담화 정보의 경우, 담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내용의

가능하나,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로서
담화 정보를 해당 보조용언 구성이 나타내는 발화자의 의도로 보
고 문법 항목 교수 시 문법 항목과 함께 제시하는 맥락 안에서 이
러한 담화 정보를 정확히 교수해야 한다.

①-<1>~<2>

결정
요인

교재에 제시된

교사와 학습자가 수업을 위해 활용하는 주교재로서의 한국어 교재

문법

에 제시된 문법 항목과 설명 내용

항목과

내용
①-<3>~<4>
교수

기관의

교수

자료에

제시된

문법

교사가 속한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수 자료가 존재할 경우, 그 자
료에 제시된 문법 항목과 설명 내용

항목

위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학문 문법의 내용을 본고에서 마련한 문법 지식 틀
에 따라 구성함을 통해 각 문법 범주별 문법 지식이 마련될 수 있다. 이상의 문법
범주별 지식이 교수 내용 지식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은 교수 방법 지식을 문법
범주별로 적용하여 개별 방법 지식을 교수하는 것은 예비 교사의 학습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보조용언 구성을 교수할 때 특
별히 적용되는 방법을 교수하기보다, Ⅲ장에서 기술한 교수 방법 지식의 기술을
모든 문법 요소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3. 교육 방법
여기서는 실제 문법 교수 지식 교육의 방법을 논하고 사례를 제시한다. 본고에
서는 교수 지식 구현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의 방법의 원리를 개개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과 오류 자료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
시하였다.
먼저 개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방법 설계를 위해 본고 Ⅳ장의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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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교사에게 진행한 개별 교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표 Ⅴ-6> 문법 교수 개별성 확보를 위한 교육 진행
교육 절차
예비 교사 모의 수업 지도안 분석
⇓
1차 피드백 제공
⇓
1차 피드백을 바탕으로 진행한 예비 교사 모의 수업 동영상 분석
⇓
2차 피드백 제공과
예비 교사 대상 설문지 및 서면 면담을 통한 모의 수업 진행 오류 요인 분석
⇓
3차 최종 피드백으로 교수 지식 목록을 제공

다음으로 교수 지식 교육을 위한 오류 자료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수 지식 목
록 검토를 의뢰한 3인의 전문가에게 교수 지식 목록을 제공하면서 각 목록별 문
법 교수 지식의 부재로 일어난 오류로 판단되는 오류 중 대표 오류를 제시하며
이를 오류로 볼 수 있는지와 오류에 대한 처방적 지식으로서 기술된 교수 지식과
정합되는지 대한 전문가 견해를 조사하였다. 전문가 견해 조사를 위한 오류는 본
고 Ⅲ장 1절에서 제시한 구조의 준거 항목에 대해 항목별 오류를 배열하고 본 연
구자가 그것을 왜 오류로 판정하였는지에 대한 기술을 함께 제시하였다.

3.1. 개별 교사 중심 교육
본고에서는 보조용언 구성 ‘-(으)려고 하다’, ‘-(으)ㄹ줄 알다’, ‘-고 있다’에 대
한 교수를 설계한 본고 Ⅳ장의 분석 대상이 된 3명의 교사의 교수 지도안에 나타
나는 교수 지식 구현 양상을 분석하여 1차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3명
의 학습자는 이 1차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본 연구자는 그 동영
상 분석을 통해 피드백 수용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업에서의 지식 구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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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해 2차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서면 면담을 통해 지식 구현 양상
분석을 더 진행한 후에 3차 피드백으로 최종 교수 지식 목록을 3명의 예비 교사
에게 제공하였다. 여기서는 수업 지도안 오류와, 이에 대한 1차 피드백 이후의 수
업을 전사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1차 피드백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3.1.1.‘-고 있다’교수에 대한 피드백
P-14의 ‘-고 있다’ 교수 설계에 대한 설계 오류와 피드백 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7> 예비 교사 P-14의 오류 유형과 피드백: 준거 항목 ①-[3] 유형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14

~고 있다

학습자 교재 설정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T:여기 사진을 보세요.
저 여자는 모자를 ‘쓰다’라고 해요.
그런데 ‘쓰다’에서 ‘～고 있어요.’가 오면
‘저 여자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자’, ‘모자’, ‘쓰다’가 돼요.
칠판에 붙여 놓을게요. 계속 잘 보세요.
‘저 여자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를 따라해 보세요.
1차 피드백 이후 수업 내용

T:저 여자는 가방을? 가방을? ‘메다’라고 하죠?
‘저 여자는 가방을 메고 있어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저 여자는 가방을 메고 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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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습자 설정
초급(2급)

이 예비 교사의 이러한 오류는 제시 단계에서 의미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사례
이다. ‘-고 있다’의 의미가 제시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의미는 도입을
통해 이미 학습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에 대해 학습자들이 잘
이해했는지의 교사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미 제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제
공한 1차 피드백이다.

‘-고 있다’의 의미가 제시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의미는 도입을 통
해 이미 학습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의미를
잘 추측했는지, ‘이해했어요?’라는 식의 교사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예비 교사는 지속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고 있다’의 의미를 추측하
고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교사는 그림과 같은 수업 자료를
잘 이용하여 목표어로 목표어를 교수하는 직접 교수법의 한계를 많이 극복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서면 면담을 통해 외국어 교수 경험은 없었지만, 가정 학
습으로 ‘한글’ 교육에 대한 경험을 10년 정도 한 학습자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예비 교사의 경험이 수업에 관여하는 요인이 됨도 검증할 수 있었다.
<표 Ⅴ-8> 예비 교사 P-14의 오류 유형과 피드백: 준거 항목 ②-[14] 유형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P-14

~고 있다

학습자 교재 설정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대상 학습자 설정
초급(2급)

T:자, 이번에는 친구를 찾는 게임을 해 보겠어요.
먼저 두 사람은 물건들을 쓰고, 들고, 끼고, 메세요.
다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물건을 쓰고, 들고, 끼고, 멘 사람 중에 한 명을 머리 속으
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고, 어떤
맞추는 게임이에요.
3가지 정도 물어 보면 돼요.
A: 친구가 _____을(를) ____고 있나요?
B: 네, 친구가 _____을(를) ____고 있어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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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S: (대답에 맞는 친구를 찾아온다.)
①친구가 반지를 끼고 있나요?
네, 친구가 반지를 끼고 있어요.
친구가 모자를 쓰고 있나요?
아니오.
친구가 가방을 메고 있나요?
네, 친구가 가방을 메고 있어요.
1차 피드백 이후 수업 내용
T: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중에 자신있는 분이 나오셔서 카드를 한번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저 여자는 모자를? 어떻게 하죠? 아. 미분 씨. 나와서 붙여 보시겠어요?
모자를? 네.
(학습자가 ‘쓰’ 자와 ‘고’ 자를 붙인다.)
여러분 맞았나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 여자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상의 오류는 연습과 활동 단계에서 활동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활동 진행
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활동 설
명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 오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피드백
을 제시하였다.

재미있는 활동인데, 게임 방법 설명이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앞
서 교사가 칠판에 세 명 정도의 학생 그림을 붙여 놓고, 교사가 이 중 한 명을
‘-고 있다’를 사용한 문장으로 묘사한 후, ‘누구예요?’를 묻고, 찾도록 하는 활
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 후에 실제 학생들끼리 서로를 묘사하고
해당 학생을 찾는 활동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드백에 대해 이 예비 교사는 피드백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더 진
행이 수월하고 흥미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피
드백으로 제공된 수업 운영 지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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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으)ㄹ 줄 알다/모르다’교수에 대한 피드백
다음은 ‘-(으)ㄹ 줄 알다/모르다’에 대한 교수 지식을 구현한 P-26의 사례이다.

<표 Ⅴ-9> 예비 교사 P-26의 오류 유형과 피드백: 준거 항목 ②-[2] 유형
예비 교사
P-26

목표 문법 항목 설정
V -(으)ㄹ 줄 알다/
모르다.

학습자 교재 설정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대상 학습자 설정

한국어2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미제시

취미를 말하게 한 후 배울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제시하여 그것을 한국말로 표현하게 한
다.
1차 피드백 이후 수업 내용
T: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말할 줄 알아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나요? 한국어를 말할 줄 알아요?
어, 네. 꽤변 씨, 한국어를 말할 줄 알아요. 네 그렇군요.
어. 라난 씨. 라난 씨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니까 라난 씨는 중국어를 말할 줄 알
아요? 네. 중국어를 말할 줄 알아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총각김치를 담글 줄 알아요. 여기
에 대해서 선생님과 공부해 볼 거예요.

이는 도입 단계에서 목표 문형이 포함된 문장이 발화되지 못한 오류이다. 수업
운영 지식 중 도입 단계의 방법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이다. 도입 단계에 목표 문
형을 노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목표 문형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그 의미를 학생들이 추측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씨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어 할 수
있어요. 중국어 할 줄 알아요.’ 형식으로 교사가 발화하여 ‘V -(으)ㄹ 줄 알다/
모르다.’의 의미를 추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반영하여 교사의 피드백에 따라서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으)ㄹ 수
있다’ 문형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였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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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예비 교사 P-26의 오류 유형과 피드백: 준거 항목 ②-[7] 유형
예비 교사
P-26

목표 문법 항목 설정
V -(으)ㄹ 줄 알다/
모르다.

학습자 교재 설정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대상 학습자 설정

한국어2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미제시

①미리 준비한 학습지를 이용하여 교사와 함께 그림에 맞는 동사를 써보도록 한다.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는 교사가 판서하여 준다.
②옆에 있는 짝과 함께 묻고 대답하기를 한다.
③교사가 돌아가며 학생들에게 묻고 답하게 한다.

학생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그림카드를 뽑으면 나머지 학생들이 묻고 본
인은 말하게 한다.
1차 피드백 이후 수업 내용
T:그러면 이 문법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활용 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말을 타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니까 표현으로,
말을 탈줄 알다. 요(거는) 말을 탈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는 연습과 활동 단계에서 예비 교사가 제시한 활동이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이다. 어떤 그림이고, 어떤 동사를 쓰는 연습인지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연습 문제 구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진행 불
가 활동에 대해 제시한 1차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어떤 그림이고, 어떤 동사를 쓰는 연습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확인
이 어렵습니다. 그림을 보고 ‘-(으)ㄹ 줄 알다/ 모르다’를 사용한 문장으로 그
림을 묘사하는 것인지요. 구체적인 연습 문제 구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활동을 명료한 형태로 수정해 위처럼 제시하였고 활동의 기본 요건,
정확성, 적절성의 측면에서는 좋은 활동을 제시하였으나,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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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에서 오류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말을 탈 줄 알면, 말을 탈 줄 안다고
해요’와 같이 교수 도구 언어에 목표 문법 항목을 포함시키는 오류가 그것이다.

3.1.3.‘-(으)려고 하다’교수에 대한 피드백
다음은 P-27의 교수 설계 오류와 그에 대한 피드백 결과이다.
<표 Ⅴ-11> 예비 교사 P-27의 오류 유형과 피드백: 준거 항목 ②-[1] 유형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안녕하세요 초급한국어 1

2급

‘V~(으)려고
P-27

하다’/‘V~는데요’
‘A~(으)ㄴ데요’/‘VA~
지요’ ‘N(이)지요’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학습 목표: ‘V~(으)려고 하다’/‘V~는데요’ ‘A~(으)ㄴ데요’/‘VA~지요’ ‘N(이)지요’ 표현을 익
힌다.
1차 피드백 이후 수업 내용
T: 오늘이 이렇게 어제나, 지나간 일이 예기할 때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 내일, 모
래, 다음달, 내년에 뭐 이렇게, 어디를 가고 싶어, 무엇을 하고 싶어 그럴 때, 가려고 해요,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중략)...
자, 그래서, 연습을 해 보셨구요. 다음에는 배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애니 씨와 타냐 씨 매우 친하죠. 오래 친구죠?
타냐 씨하고 싸만 씨 친구죠?
서로 알죠?
선생님도 타냐 씨하고 메이 씨를 옛날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메이 씨, 타냐 씨, 우리 서로 잘 아는 사이죠? 잘 알지요?
이번에는 ‘뭐뭐 지요?’ ‘뭐뭐 이지요?’ 이걸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문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말로 명사, 동사, 형용사 요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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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분 정도의 수업에서 다 다룰 수 없는 항목을 선정한 오류이다. 분석 결
과 이 오류는 이 예비 교사가 택한 교재에서 이 문법 항목을 한 과에서 함께 제
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는 수업 운영 지식 관련 피드백이 필요
한 경우이며 세밀하게는 교재 재구성 지식 관련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했
다. 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 제공한 피드백은 아래와 같았다.
다섯 개의 문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셔야 25분 정도의 모의 수업을 진행하
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1) ‘V~(으)려고 하다’와 2) ‘V~는데
요’, ‘A~(으)ㄴ데요’와 3) ‘VA~지요’, ‘N(이)지요’ 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는 수업을 위해 두 개의 문법 항목을 제
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으)려고 하다’의 수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에 2차 피드백을 또 제시하였다.
짧은 시간에 두 개의 문형을 다루시느라 두 개의 문형에 대해서 연습이 이루
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학습자는 면담을 통해 수업의 경험이 전혀 없지만 ‘한국어문법교육론 15, 한
국어문법론 15, 한국어어휘론 15, 한국어발음교육론 15, 한국어학개론 15, 한국
어표현교육법 15, 한국어어문규정 15, 언어학개론 15 시간을 이수하였다’고 하였
으며 2004년 8월부터~2006년 8월까지 ‘◯◯이주민센터’에서 한국어를 교육한 경
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 경험이 피드백을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 무시하
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표 Ⅴ-12> 예비 교사 P-27의 오류 유형과 피드백: 준거 항목 ②-[2] 유형
예비 교사

P-27

목표 문법 항목 설정
‘V~(으)려고
하다’/‘V~는데요’
‘A~(으)ㄴ데요’/‘VA~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안녕하세요 초급한국어 1

2급

지요’ ‘N(이)지요’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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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및 그림카드 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한국어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탈것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탈것에 대한 조사 : ~로 갑니다. ~을 타고 가다.
1차 피드백 이후 수업 내용
T: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한국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것에 탈 것에 대해 공부했어요. 타는 거.
자전거를 타다, 택시를 타다, 버스를 타다.
버스를 타고 안산역으로 가요, 택시로 시청에 가요.
...(중략)...
오늘 수업할 내용을 들어가 보면,
T: : 파니아 씨, 작년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요? 작년 여름방학 때?
S1 : 작년에? 러시아 갔다 왔어요.
T: : 저도 작년 여름 때,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 왔어요.
이번 겨울 방학 때 어디 갈려고 해요?
S1 : 제주도에 안 가서 제주도 가고 싶어요.
T: : 아. 제주도에 여행 가려고 해요?
S1 : 제주도에 가려고 해요.
T: : 베이 씨는 이번에 어디...
S2 : 우리 반 같이 가요.
T: : 우리 반 같이 가자고요?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은 제주도에 여행을 가려고 해요.

이는 도입에서 목표 문법 항목이 사용된 문장이 전혀 발화되지 않은 오류였다. 따
라서 수업 운영 지식 중 교수 방법 지식의 하나인 도입 방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
한 경우이다. 이 오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도입 단계에서 목표 문형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학생들이 그 의미를 추측하
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도입 단계에서 목표 문형을 노출하였으나, ‘이번 겨울 방
학 때 어디 갈려고 해요?’를 통해 교사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목표 문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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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문장을 제시한 것이 또다른 오류가 되었다. 즉, ‘이번 겨울 방학 때 어디에
가요?’라고 묻고 학생들이 ‘◯◯에 가요.’라고 답한 후 이에 대해 교사가 ‘~는 ◯
◯에 가요’ 형식으로 발화해 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교사 발음에서 ‘갈려고’는 잘못되었으므로 ‘가려고’로 수정되어야 한다. 1차 피드
백 이전의 수업 설계보다는 발전된 모습이었고 교사가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으로 도입을 진행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에 2차 피드백은 이 도입에 사용
된 예문의 적절성 차원에서 측면에서 장점에 대해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도입 부분에서 학생의 계획, 실제 정보를 활용해서 목표 문형의 의미를 효과
적으로 추측하게 하신 것이 좋습니다.
<표 Ⅴ-13> 예비 교사 P-27의 오류 유형과 피드백: 준거 항목 ①-[3] 유형
예비 교사

P-27

목표 문법 항목 설정
‘V~(으)려고
하다’/‘V~는데요’
‘A~(으)ㄴ데요’/‘VA~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안녕하세요 초급한국어 1

2급

지요’ ‘N(이)지요’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선: 작년 여름방학 때 저는 시골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은 이번 여름방학 때 어디로 여행을 가요?
선: 타냐씨는 이번 여름에 제주도에 여행 가려고 해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을릉도에 가려고 해요.
1차 피드백 이후 수업 내용
T: 여기서 중요한 거, 발음을 조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발음. 여기에서 먹다, 읽다.
이때는 발음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먹으려고 하다. 읽으려고 하다. 이때는 어떻게 발
음이 나냐 하면, 소리가 나냐 하면, (판서한다.) 이렇게. 자, [머그려고], [일그려고], 이게
없어도 [머그려고], [일그려고], 다시 한번, [머그려고], [일그려고].
가다, 가려고 하다,
먹다, 먹으려고 하다.
읽다, 일그려고 하다. 머그려고 하다.
자, 받침이 있는 거 하고, 받침이 없죠.
받침이 있을 때는 ‘으’가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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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시 단계에서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한 결합 규칙이 잘 제공되지 않은 오
류이다. 수업 운영 지식 중, 문법 설명 지식의 정확성 오류에 해당한다. 이에 대
해 아래와 같은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제시 단계에서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려고 하다’가 결합되는 경우와 ‘으
려고 하다’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수업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인 교수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표 Ⅴ-14> 예비 교사 P-27의 오류 유형과 피드백: ②-[7] 유형
예비 교사

목표 문법 항목 설정

학습자 교재 설정

대상 학습자 설정

안녕하세요 초급한국어 1

2급

‘V~(으)려고
P-27

하다’/‘V~는데요’
‘A~(으)ㄴ데요’/‘VA~
지요’ ‘N(이)지요’

수업 지도안의 해당 내용
시장에 가다
음식을 먹다
책을 읽다
일을 하다 등의
◇문자카드를 제시하며 문형표현 연습을 반복하여 시킨다.
1차 피드백 이후 수업 내용
T: 시장에 가다, 시장에 가려고 해요.
S1: 음식을 먹다, 음식을 머려고 해요.
책을 읽으다, 책을 읽으려 해요.
일을 하다, 일을 하려고 해요.
T: 아,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잉그, 찬씨,
S2: 시장에 가다, 시장에 가려고 해요.
음식을 먹다,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책을 읽으려 해요.
일을 하다, 일을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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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습과 활동 단계에서 적절한 활동이 계획되지 못한 오류이다. 이상에 제
시한 활동이 정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제시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할 수준의 연습 활동이 제시되지 않은 사
례이다. 제시 단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계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제시 단계에서 익힌 목표 문형의 의미와 결합 규칙을 바탕으로 충분한 연습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시된 연습 문제도 구체적으로 그 수행 방법이 안내되
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가다’를 ‘-(으)려고 하다’를 사용한 문장으로
써 보는 형식으로 활동을 진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이루어진 수업에서도 단순
히 교재의 문장을 읽는 활동만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피드백을 2차로 진행하였다.
짧은 시간에 두 개의 문형을 다루시느라 두 개의 문형에 대해서 연습이 이루
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수업에서는 도입과 제시 단계만 제시되었고, 연습
과 활용 단계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의 문형 중 하나만을 대상으로
도입과 제시 단계를 통해 학생들이 목표 문형의 결합 규칙과 의미를 이해하게
하신 후에 그에 대해 충분히 연습과 활용 단계를 통해 목표 문형 사용 방법을
익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으)려고 해요’를 사용해서 주어진 동
사를 변형해서 써 보고 말해 보게 할 수 있고, ‘-(으)려고 해요’를 사용해서 자
신의 계획을 써 보고 친구들과 대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2. 자료 중심 교육
교수 지식이 항목으로 잘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될 때 명제와 원
리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실제적 교수 사례를 예비 교사에게 제안하되, 교
수 오류 사례를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각 준거 항목
에 따라 그 지식의 부재로 인한 교수 오류라고 판단되는 오류에 대해, 본고 Ⅲ장
1절에 제시한 오류들은 본고에서 신뢰성 있는 오류 사례 교육 자료로 제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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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뢰하였다. 검토 의견은 각 오류 사례에 대해
‘오류는 맞지만, 이 준거 항목에 대한 오류가 아니라는 의견’과 ‘수업 구성 요인에
따라 오류가 아닌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수가 오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나눌 수 있었다. 여기서
는 교육의 자료 중심성을 위한 오류 사례 선정에 대해, 검토 의견이 시사하는 바
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오류는 맞지만, 이 교수 준거 항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서는, 교수 준거 항목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오류가 어떤 지식의
부재에 따른 오류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본고의 Ⅳ장에서 실
질적인 교수 지식 구현 양상 분석을 통해서도 밝혔듯, 교수 지식 목록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교수 발화의 적절성 문제는 각 수업 단계별 진행 방식의
적절성 문제와 중첩되어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오류 제시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각 교수 지식의 중첩성을 고려하되, 각 교수 준거 항목에서 보다
초점을 두어 지식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 교수 지식의 부재에 따른 오류
사례를 분류하고 제시해야 한다.
둘째, ‘수업 구성 요인에 따라 오류가 아닌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
라, 교수 방법 지식의 부재에 따른 오류를 제시할 때에는 명확히 수업 구성 요인
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물론 수업 구성 요인에 ‘교사가 선호하는 교수 방법’이
포함되어 있고,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방법’도 존재하므로, 이 둘이 충돌할 때
의 오류 판단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양한 수업
구성 요인을 고려해 교수적 결정이 이루어짐을 고려해 일반적인 ‘적절성’으로 기
술한 교수 지식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가장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결정 요인에 따라 항목 기술을 수정한 것을 참고하면, 더 주요하게 고려되어
야 하는 결정 요인이 있고, 그 결정 요인에 따라 보다 적절한 교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교사들이 각 문법 교수 지식에 대한
교수적 결정을 위해 더 주요하게 고려하는 결정 요인에 근거해 판단할 때,

적절

하지 않은 교수 사례가 제시될 수 있다.
셋째,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수가 오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의견’은 오류 판단을 위해서 경험 교사의 의견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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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도 다양하고, 교사도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더 적절한 교수와 덜 적절
한 교수가 경험적으로 판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의 판단도 수업 구성
요인, 즉 교수 결정 요인을 무시하지 않은 채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 Ⅳ장
의 교수 지식 구현 양상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각 경험 교사(T-1, T-2)가 고려
한 교수 결정 요인과 그에 따른 교수 양상이 현장에서 교수 오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모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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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고는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해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수 지식이 마련되
어야 하며 그 교육을 위한 내용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연
구이다. 한국어 교육 연구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연구로 빠르게 발전해 온 데에는 한국어 교사 교육보다 한국어 학습
자를 위한 교육이 더 시급하게 여겨져 온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
로 한국어 학습자 교육은 교사 교육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으며,
그러므로 교사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그간의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교사 교육에 대한 논의는 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나 교사 교육을
위한 거시적 교육과정 체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상세한 교육의 내용
이나 방법의 측면에 대한 정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고는 한
국어 교육의 주요한 대상인 한국어 문법의 영역에서 이 교수 지식을 마련하고 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논의를 진행
하였다. 이는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내용은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통해 결정된다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진행한 논의이다. 이 결과 여
러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은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 교수 기능
수행을 돕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함을 확인하고 이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과정에서
이러한 교사 기능 수행을 위한 목적은 당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작 실제 교수
지식 마련을 위해 간과되기도 쉬운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견지하고 이 목적과 실
제 교수 지식의 내용이 철저히 연관되도록 교수 지식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방법
을 설계하였다.
그리하여 교수 지식의 마련은 이론적 연구와 함께 한국어 예비 교사들의 수업
설계 오류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론적 연구는 교사가 수행하는 기능
에 초점을 두고 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연구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대상으로 이루
어졌으며, 한국어 교육의 범위를 넘어 언어 교육이나 일반 교육에 대한 연구의 영
역까지 확장해 선행 연구의 논의를 고찰하였다. 또한 예비 교사들의 수업 설계를
관찰한 것은 수업의 설계가 수업 진행의 교수 기능 수행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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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업 설계에서의 오류는 교수 기능 수행의 오류로 이어진다는 전제를 바탕으
로 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을 마련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수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수행 기능과
기능별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결합하여 준거 목록을 1차로 기술하였다. 둘째, 이
러한 준거 목록에 비추어 63명의 예비 한국어 교사의 수업 지도안을 분석하고 오
류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1차 준거 목록이 포괄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
면 준거 목록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차례 준거 목록을 수정하여 최종
준거 목록을 완성하였다. 셋째, 이 준거 목록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을 교수 지식
으로 기술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내용은 교수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지식으
로 제시되었다. 첫째, 교수 내용 지식은 한국어 문법 교수 내용과 이 교수 내용의
이해와 교육에 관여하는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으로 제시되었다. 전자인 한
국어 문법 교수 내용에 대한 지식은 문법 항목 지식과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지
식으로 나뉘며, 후자인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은 교수 내용을 담고 있는 교
재와 교수 자료에 대한 지식으로 나뉜다. 둘째, 교수 방법 지식은 교수 내용을 교
육하기 위한 방법 지식으로, 한국어 문법 교수 방법과 이 교수 방법 이해와 구현
에 관여하는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으로 제시되었다. 전자인 한국어 문법 교
수 방법에 대한 지식은 수업 단계별 지식, 교수 자료 활용 지식, 교사 수업 발화
지식이다. 후자인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은 교재, 학습자, 교사, 기타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지식으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교수 지식 중, 교수 내용 지식은 그 특성 상 한국어 문법 범주별
로 상세한 지식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한국어 보조용언 구성
을 대상으로 교수 지식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제시하였다. 한국어 보
조용언 구성을 대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자에 따라 다르게 논의된 한
국어 보조용언 구성의 범주와 유형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어야 했으므로 이에 대
한 논의를 먼저 교수 지식 논의의 전제로 기술한 후, 교수 지식 논의를 진행하였
다. 보조용언 구성의 교수 지식 논의는 일반적인 교수 지식 기술에 이어 그 교수
지식의 틀에 따라 기술하되, 교수 지식을 구성하는 교수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지식 중, 교수 내용 지식의 측면에서 문법 범주별로 지식이 상세화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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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근거하여 교수 내용 지식의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어서 한국어 교사와 예비 교사의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의 구현 양상을 분석
하여 교수 지식 교육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문법 교수 지식의 구현을 보여주는
수업 지도안 작성과 수업 진행을 통해 분석하되, 본고에서 초점을 두어 기술한
‘보조용언 구성’을 교수하는 수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교수 내용
지식의 측면에서는 수업 구성 요인인 교재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내용의 영향
으로 경험 교사와 예비 교사의 교수 지식 구현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
러나 제시되어야 하는 문법 설명이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하는 준거 항목에서 경
험 교사들은 학습자가 이전 수업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형태 정보를
제한 나머지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음에 반해, 예비 교사들은 의미 정보나 통
사 정보 등 필요한 지식을 빠뜨리고 제시하지 않거나 추론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전달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수업이 그 추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필요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교수 방법 지식의 측면
에서는 경험 교사와 예비 교사의 지식 구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면담 결
과 경험 교사는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그 요인에 적절한 방식의
교수를 진행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예비 교사는 수업 구성 요인에 대한 이
해뿐 아니라, 교수 방법과 관련해 교사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을 확인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특별히 문법 항목이 포함된 수업 대화를 계획하
지만, 그것이 실제로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해 추론이 불가한 대화인 경우가 발견되
었다. 제시 단계에서도 문법 항목과 그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한 예문이 제시
되지 않거나, 도입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추론하게 한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연습 및 활용 단계에서도 활동이 목표
문법 항목의 연습과 활용을 위한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
경우는 자료 활용에서 목표 문법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때, 이것이 연습과 활용
을 위해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한
교수 발화 지식의 측면에서는 교수 언어 사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의 측면에서 예
비 교사가 많은 오류를 범함을 확인하였다.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 학습자의 한국
어 수준에 비해 어려운 문장을 구사하는 경우가 그 예였다. 이 교수 언어 사용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경험 교사의 측면에서도 습관적인 언어 발화로 오류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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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발견되어 교수 지식 구현의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교수 지식 구현 양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지식 교육의 내용
과 방법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교수 지식 교육의 내용은 예비 교사들의 수업 오
류를 예방하고 처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식이 되어야 함을 목표로 두고 본고에
서 마련한 교수 준거 항목을 한국어 교수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검토와 피드백을
받아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되도록 기술하였다. 그 결과 교수 지식 목록의 다양한
수업 구성 요인 중 교수 현장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학습자의 측면에 집
중할 때, 교사가 수행할 기능을 교수 지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교수 방법은, 교수 지식 구현 양상 분석을 통해 예비 교사의 수업 오류가 개개
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하고, 개별 교사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
하고 그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수 지식의 수업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
해 교수 지식 교육의 자료로 교수 준거 항목과 함께 각 항목의 부재에 따른 수업
오류 자료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의 교육을 제안하였다. 오류 자료 선정을 위한 오
류 판정에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업 구성 요인의 고려
를 통해 적절한 교수 방법이 무엇인지 고찰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수 지식의 체계적인 마련을 위한 목표 아래 수행
된 연구이다. 그러나 교수 행위 자체가 가지는 광범위한 교사 수행 기능과 수많은
수업 구성 요인들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이다.
또한 수업 구성 요인 중 주요 수업 구성 요인을 밝히지 못한 것도 교수 지식 교
육의 적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또 각 수업 구성 요인의 요구가 충
돌하여 교사의 교수 기능 수행을 위한 판단과 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남았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후
속 연구가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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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예비 교사 서면 면담을 위한 설문지96)>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형성을 위한 교육 내용 연
구’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신현단 올림

☞아래 1번과 2번은 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 가능 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1. 아래에 정보를 써 주세요.

학번: __________
(설문지 식별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__________
(추가 설문지가 있을 경우, 추가 설문지를 메일로 보내드린 사실을 알려드릴 때에만 사용됩니다.)

96) 예비 교사 대상 1차, 2차 피드백 후, 진행한 면담을 위한 설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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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 가능 유무를 표현해 주세요.

①제공 가능한 경우(제공 가능한 모든 자료에 ☑표 해 주세요.)

☐모의 수업 지도안
☐모의 수업 동영상

②제공이 불가한 경우

☐제공 불가

☞이하의 3번 문항부터는 위 2번에서 ‘①제공 가능한 경우’의 자료에 ☑표 해 주
신 분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3. 한국어 교육 경험을 써 주세요.

①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모든 해당 부분에 ☑표 해 주시고, 해당 정보를 적어 주
세요. 모의 수업 동영상 제작 당시, 그 이전의 경험을 써 주시면 됩니다.)

☐ 한국학교(국외), 교육 기간:__________ 예- 1개월, 1년
☐ 한글학교(국외), 교육 기간:__________
☐ 한국교육원(국외), 교육 기간:_________
☐ 대학의 언어 교육 기관(국외), 교육 기간:_________
☐ 사설 한국어 학원(국외), 교육 기간:__________
☐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국내), 교육 기간:___________
☐ 공립 한국어 교육 기관(국내, 예-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교육 기간:_____________
☐ 사설 한국어 학원(국내), 교육 기간: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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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국내외), 교육 기간:_____________
☐ 기타, 교육 기간:_____________, 교육 기관명:_____________

②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 교육 경험 없음

4. 모의 수업 지도안 작성을 위해 선정한 교재 외에 참고했던 추가 서적 이름을
써 주세요.
예-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서적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5. 모의 수업 지도안 작성 이전에 수강했던 한국어 문법 관련 수강 과목 이름과
총 이수 시간을 모두 써 주세요. (예- 한국어 문법 교육론(총 2시간)/ 국어학 개
론(총 16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어 문법 관련 수강 과목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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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설문지 1쪽의 안내 글97)>

설문지
안녕하세요, 한국어 문법 교수를 위해 필요한 교수 지식 내용 검토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아래 <표 1>은 교수 내용 지식 목록, <표 2>는 교수 방법 지식 목록입니다. 검토를 위해,
<참고>로 각 표의 지식 목록에 대한 상세 기술, 예비 한국어 교사들이 범한 수업 설계 오류
중 해당 항목 지식의 부재로 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오류, 오류 판단에 대한 본 연구자의 견해
기술 내용을 함께 보내 드립니다.
교수 내용 지식은 ①-[1]~[4], 교수 방법 지식은 ②-[1]~[18]번으로 제시했고, 각 교수 내
용 지식 결정에 영향을 주는 수업 구성 요인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예비 교사 오류도 부재된
해당 교수 지식 번호를 제시하여 관련 교수 지식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이 설문의 마지막 장의 <검토 의견 기술지>에 적
어 주시면 됩니다.

1)

①-[1]~[4], ②-[1]~[18]번의 지식 목록이 타당한가? 삭제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지식

목록은 없는가.
→삭제되어야 할 지식 목록의 번호와 이유를 적어주시거나 추가되어야 할 지식과 이유를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각 수업 구성 요인 목록이 적절한가?
→교수 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주는 수업 구성 요인 목록 중 삭제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지식과
이유를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①-[1]~[4], ②-[1]~[18]번의 지식의 부재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예비 교사 오류 유
형 목록에서 오류로 볼 수 없는 것은 없는가?
→예비 교사 오류 판단은 예비 교사가 설정하고 제시한 수업 구성 요인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
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현단 올림

97) 전문가 설문지는 1쪽부터 24쪽까지 24쪽의 분량으로 제시되었다. 부록으로 제시한 것은 1쪽의
안내글이며 부록으로 제시하지 않은 2쪽부터 24쪽까지에는 본고 Ⅲ장 1절에 기술한 교수 지식
목록과 각 교수 지식의 부재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오류의 예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 의
견을 기술할 수 있는 기술지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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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er Education of Teaching Knowledge
for Korean Grammar Education
-Focused on Auxiliary verb construction of Korean language-

Shin Hyeondan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Korean language teachers with teaching
knowledge and to educate teachers in respect of the fact that it ultimately
determines the teaching content and teaching method which targets
learners of Korean language. Nevertheless, the teaching content and
teaching method targeting learners of Korean language have been treated
as the more urgent subjects in studies on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than teaching knowledge. On the other hand, as for training of teachers,
have been conducted the studies which set it as a goal and a focus to
provide a macroscopic system of institution and curriculum for training
Korean language teachers. This study presupposes that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the content and the method of teacher training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investigates the research area of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grammar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area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essence and purpose of teaching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grammar is to help Korean language teachers to
perform the function of teaching Korean language, and provid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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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of teaching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grammar. The providing
of

teaching

knowledge

is

carried

out,

with

theoretical

studies,

by

examining the errors of study plan of preliminary teachers of Korean
language.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ntent of teaching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grammar is the knowledge of teaching content and the
knowledge of teaching method.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knowledge of
teaching content is the knowledge of the teaching content of Korean
language grammar and the knowledge of the class configuration factors
which contain the understanding and teaching of the teaching content. The
former, the knowledge of teaching content of Korean language grammar is
divided into the knowledge of grammar items and the knowledge of
explanation about the grammar items. The latter, the knowledge of the
class configuration factors is explicated with the knowledge of textbook
and teaching data which contain the teaching content. Second, given the
fact the knowledge of teaching method is the method knowledge in order
to teach the teaching content, the knowledge of teaching method is
presented as the knowledge of class configuration factors which involve in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language, and the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teaching method. The former, the knowledge of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language grammar is explicated as knowledge
of step-by-step teaching, knowledge of application of teaching data, and
teaching articulation knowledge of teachers. The latter, the knowledge of
the class configuration factors is presented with the knowledge of
textbook, learner, teacher and other class configuration factors. Based
upon the fact that regarding the knowledge of teaching content among the
teaching knowledge which is provided in this way, by its nature, detailed
knowledge can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Korean
language grammar, this study specifically discusses and suggest the
content

of

teaching

knowledg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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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ing

the

‘auxiliary

verb

construction’ of Korean language.
Then, this study analyzes the realization of the teaching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grammar of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preliminary
teachers, and makes it a foundation for education of teaching knowledge.
Presuming

that

the

teaching

knowledge

of

grammar

of

a

teacher

consequently can be verified through the teaching guide and teaching
process of the teacher, this study analyzes the realization of teaching
knowledge which appears in the teaching guide and in class. Focusing on
the actual class and considering that variables other than teaching
knowledge may act in the class so that the teaching knowledge of teacher
may not be observed properly, through examining the teaching guide which
the teacher composes for the sake of the class, and through interviewing
teachers in a written form,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nvolvement of other variables in class, and accurately investigate the
teaching knowledge of the teacher. Setting the content of teaching
knowledge provided in this paper as the criterion, this study analyzes the
each item of the teaching knowledge, and in order to analyze the
foundation of the content of specific teaching knowledge, this study limits
analysis object class to the class where ‘auxiliary verb construction’ is
taught.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organized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which appear in the realization of teaching knowledge of
experienced teachers and preliminary teacher, and by focusing on the
items of teaching knowledge which preliminary teachers make errors in.
Finally, based up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realization of teaching
knowledge, this study plans and suggests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teaching knowledge education. Setting it as a goal the fact that the
content of teaching knowledge should be the practical knowledge to be
able to prevent and prescribe the errors of teaching of preliminary
teachers, this study corrects and suggests them so that the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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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provided in this study can be really practical as the education
cont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esents the items of teaching
knowledge provided in this study to teaching professionals of Korean
language in order to receive their reviews and feedbacks, and describes
the results so that it can be really practical as the education content. For
the sake of data of professional review, are presented both the items of
teaching knowledge and errors of preliminary teachers which are probably
caused by the absence of each knowledge items. By examining that the
teaching errors of preliminary teachers appear diversely according to
items of teaching knowledge of each preliminary teacher, this study plans
and presents the teaching method by focusing the individual preliminary
teacher. Besides, by confirming that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eaching
knowledge does not lead to the actual teaching in class, and a lot of
errors take place in class, this study suggests an education of the method
where both items of teaching knowledge and teaching error data caused
by absence of each item are presented together for the sake of data of
teaching knowledge educ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applicability of
teaching knowledge.

Keywords: Grammar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ing knowledge of grammar, Teaching content,
Teaching method, Class configuration factors, ‘Auxiliary verb construction’
of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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