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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은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의 목적과 그

기능에 알맞은 문법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장 차

원의 문법 교육에서 벗어나서 담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담화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적인 요

소로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의사소통 능력의 중핵인 담화 능력은 문

법 지식의 앎에서 나아가 적절한 문법의 사용 능력에 주안을 두고, 효과

적인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특정 담화 맥락 내에서 그 기능을 형태적

으로 실현시키는 담화문법의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의 일환으

로, 담화문법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 사용의 현상에 대한 연구’와 ‘교육적 효과 검증

을 위한 실험 연구’로 구체화하였다. 먼저, 언어 사용의 현상에 대한 연

구를 하는 이유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간의 텍스

트 유사도를 확인하여 언어적 특징뿐만 아니라 구조적, 사회·문화적 특

징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에 한국어 모어 화자는 여러 대학의 대학생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단 간 변인을 최대한 통제하

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적 능력이 유사한 20대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집단 내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인문 사회 계열의

대학생 집단으로, 외국인 학습자는 단일 언어권, 즉 중국어권 한국어 학

습자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각 집단별로 ‘가장 행복했던 하루’에 대한 내

러티브 텍스트를 수집하였으며, 전체 텍스트 수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 131편과 외국인 학습자의 텍스트 137편, 총 268편이다.

그리고 실험 연구는 문장 단위의 문법 교육에서 벗어나 담화문법 교육

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Ⅲ장에서 실시한 내러티브 담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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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담화문법 교육을 실행한 후에 담화

의 구조적 특징과 언어적 특징을 중심으로 전후 텍스트 비교를 하였다.

이는 중국 북경에 소재한 한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

제 교과과정 중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참여자는 실험

집단 12명과 비교집단 13명으로, 총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와 같이 이론적 층위의 내용을 실제적인 층위의 내용으로 연계하기

위해, 언어 현상에 대한 정치한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

용 가능한 담화문법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인 ‘담화, 맥락, 무브(move),

담화문법’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하여 담화문법의 개념을 정

립하였다. 즉, 담화문법은 맥락을 중심으로 문법의 기능, 형식, 사용의 중

층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담화 기능

중심성, 언어 맥락 중심성, 언어 사용자 중심성’의 원리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담화문법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담화문법의 이론을 토대로 Ⅲ장에서는 실제 내러티브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여 담화문법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때 거시적인 차

원에서는 무브 분석으로 구조적인 특징을 살피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다차원 분석으로 언어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메타적 차원에

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의 대조 분석으

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수사적 특징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담화

공동체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장르의 원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Ⅳ장에서는 내러티브 텍스트 분석으로 드러난 한국어 모어 화자

와 외국인 학습자 간의 차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

였다. 이를 토대로 ‘담화 맥락 인식하기’, ‘담화문법 지식 구성하기’, ‘담화

문법 지식 활성화하기’ 등의 순환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담화

문법 지식과 상황 맥락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담화공동체의 관습에 적

절한 담화를 독자적으로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5차시에 걸

쳐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실험 연구는 실제의 교육 현장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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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연구일 뿐만 아니라 담화문법 중심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

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상의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고 제언하

였다.

이상의 본 연구는 활용 가능한 담화문법 중에서 내러티브 담화를 중심

으로 텍스트의 언어적, 구조적, 사회·문화적 특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담화문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멘토텍스

트(mentor-text)를 활용한 교육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담화문법, 맥락, 내러티브 텍스트, 무브 분석, 다차원 분석,

대조 분석, 멘토텍스트

학 번 : 2012-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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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어교육에서는 1990년대부터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이 자리를 잡으면서 문법 교육의 목표는 언어 사용(language

use)에 초점을 두었고, 문법 교육의 내용은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특정 문법 표현과 그 기능1)의 연결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

타나게 되었다.

(1) 가: OO대학교에 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나: ?네, 알아요. 【2급 학습자의 실제 구어 전사】

그러나 위 예문 (1)과 같이 ‘-(으)ㄴ/는/(이)ㄴ지 알다[모르다]’의 문법

표현에 내재된 언어 기능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즉, 길을 물어 보는 담화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어

디에 있어요?’보다 완곡하게 묻고 싶을 경우에는 ‘-(으)ㄴ/는/(이)ㄴ지 알

다[모르다]’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그런데 (1나)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온

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사실이나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할 뿐이다. 이런 경우 화자는 다시 ‘어디에 있어요?’라고 물어봄

으로써 화자가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의사소통에 막대

한 지장을 주는 오류는 아니지만 담화 상황에서 청자가 화자의 발화 의

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오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2)

1) 커팅(Cutting, 2008)에 의하면 기능(function)이란 화자의 특정한 발화나 언어 단

위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기적 혹은 장기적 목적을 말한다. 또한 하나

의 발화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 발화의 의미는 맥

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 본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기능을 바라보았으며, 즉

기능이란 언어를 사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언어 형태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을 말한다.

2) 이는 한상미(2011)에서도 특정 맥락이 전제된 의사소통 상황에서 주어진 언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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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언어 학습이란 결국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며, 이에 언어 형

식을 분석하고 이것을 기능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형적

으로 연결되는 문법 표현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3)

맥락이나 화·청자의 관계 등에 따라 동일한 언어 형식이 다양한 기능을

하여, 이를 교육 문법으로 체계화하기가 쉽지 않다. 즉, 기능과 문법 표

현의 관계가 일대다(一對多), 다대일(多對一), 다대다(多對多)로 연결된다

는 것은 기능과 문법 표현의 관계를 상관성이 있는 체계로서 교육 문법

에 포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특정 담화(談話, discourse) 내에서 전형적인 관계를 나타내

는 문법 표현과 그 기능을 연결시키는 것은 문법 학습에 있어서 경제적

이고 유용하다. 또한 이것은 실제적인 언어 현상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

체화된 설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도에 맞는 언어 표현

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4)

(2) 이번 연휴에 한 일에 대해서 쓰세요.

12월 31일에 친구하고 같이 대림에서 양꼬치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같이 집에 가서 신년 콘서트를 봤어요. 1월 1일에 제 룸메이트하고 같이 명동에서 옷

을 샀어요. 거기에 많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저녁에 시험 준비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저는 너무 긴장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홍대에서 구경했어요. 많은 멋진 남자하고 예쁜 여자 있어요. 여기는 물건을 아주 싸

식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2언어 학습자들은 담화 지식이 부족하여 의

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3) 방성원(2011)에서는 한국어 교재마다 사용된 ‘기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다양

한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과 문법의 연결은 교재 개발자의 경

험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어 의사소통 기능의 유형에 대한 연구, 특정 기능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문법

형식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물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4) 본 연구는 할리데이(Halliday)의 이론에 바탕을 둔 시드니학파와 같은 입장으로,

언어 구조에 담화공동체의 사회적 맥락과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바와시와 레이프(Bawarshi & Reiff, 2010)의 역자의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할리데이의 이론적 특성은 ‘언어는 언어 사용의 실제 기능에 따라 구조화되

며, 각 기능적 상황에 따라 의미적·어휘-문법적 유형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관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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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래서 저는 많이 샀어요. 오늘 아주 즐거웠어요. 마지막 날에 저는 집에서 쉬었

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숙제를 해요. 저녁에 일찍 자고 싶어요. 저는 즐거운 주말이었

어요. 모레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자야 돼요. 【3급 학습자의 작문】

또 위 예문(2)와 같이 ‘이번 연휴에 한 일’이라는 주제의 작문 과제 상

황에서 담화 맥락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 먼저 일

반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연휴 기간 동안의 사건들을 연관성이 배제

된 채 나열하기보다는 특정한 에피소드(episode)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위 예문은 ‘12월 31일에, 1월 1일에, 다음날, 마지막 날에’

등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담화의 연계성이 없이, 즉 사건의 질서가 없이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한국인 담화공동체

가 추구하는 담화 구조 지식의 결여로 인해 주제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생성하지 못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적절한 담화 맥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용인가능성

(acceptability)이 떨어진다. 예문(2)에서는 대인적인(interpersonal) 기능

을 고려하여, 즉 독자인 교사를 고려하여 ‘해요체’로 텍스트를 작성하였

으나, 작문 양식으로서 문체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평어체가 적절해

보인다. 또한 단락과 문장의 접속 관계나 시제 등의 텍스트적(textual)

기능이 부족하다. 가령, ‘저는 즐거운 주말이었어요. 모레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자야 돼요.’에서 ‘그래서’ 접속부사만으로는 문장 간의 응결

성(cohesion)이 떨어져 온전한 담화 맥락을 이해할 수 없게 한다. 즉, 이

맥락에서는 ‘이렇게 즐거운 주말을 보냈는데, 모레 시험이 있어서 일찍

자야 돼요.’와 같이 ‘-(으)ㄴ/는데’의 연결어미로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고

나서 일찍 자야 되는 이유를 연결어미나 접속부사로 표현할 수 있다. 또

한 ‘텔레비전을 보고 숙제를 해요.’ 문장은 담화 맥락 상 과거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현재시제를 사용한 것은 맥락에 따른 시제에 대한 개념적

지식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두 가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담화 차원에

서 문법 교육, 즉 담화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궁극적으

로 담화 맥락에서 그 기능을 형태적으로 실현시키는 문법 표현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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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법 표현과 기능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담화문법의 교육 내용을 구성

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담화문법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조적, 언어적, 사회·문화적인 차원에

서의 담화문법의 준거를 설정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내러티브 텍스트를 대상으로, 담화 맥락 내에서 문법 표현

의 실현 양상을 확인하여 문법 표현과 그 기능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셋째, 위 결과를 바탕으로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설계된 교육 방안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담화문법 교육 방안을 제언한다.

2. 연구사

본 절에서는 담화와 담화문법 연구의 축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성과들

을 살펴 한국어교육에서 담화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일반적인 담화와 관련된 연구, 내러티브 담화와 관련된 연구, 담

화문법 교육에 관련된 연구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1. 담화와 관련된 연구

2.1.1. 일반적 담화 연구의 동향

언어의 사용(usage)을 분석하는 연구는 2000년 전 고대의 수사학(레토

릭, rhetoric)5)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중세와 17-18세기를

5) 최초의 언어 연구자들인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은 수사학(rhetoric)과 문법

(grammar)을 구별하였는데, 문법은 고립된 대상으로서 언어 규칙들에 관심을 갖

는 것이고, 수사학은 단어를 운용하는 효과적인 방법, 특정한 맥락에서 사람들과



- 5 -

거치면서 학문적 연구나 교육적으로 그 중요성이 상실되었다. 그러다 19

세기 초 역사/비교언어학의 출현, 20세기 초 구조주의 언어학의 태동, 인

간 과학과 사회과학 등의 영역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담화(discourse)에

대한 연구가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1952년에 해리스

(Harris)가 그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담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역설적이게도 문

장 언어학자였던 해리스는 그의 논문에서 모발(毛髮) 약품에 대한 광고

를 분석하면서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 뒤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

명해 주는 문법 규칙을 밝히고자 하였다(Cook, 1989; 김지홍 역,

2003:28). 즉, 이 연구에서는 문장에 내재한 형식 규칙을 넘어서 언어의

사용 측면과 언어의 사용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담화 분석은 1960년대부터 인류학, 언어학, 기호학, 시학, 심리

학, 사회학, 대중 의사소통(mass communication) 등의 제(諸) 학문 영역

에서 산발적으로 연구되다가 1970년대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동성, 2008:34). 판데이크(van Dijk, 1985:2-9)에서는 이 시기를 크게

텍스트 분석 시기와 담화 분석 시기로 분류하였다. 즉, 1964년부터 1972

년까지는 구조주의(structuralism)와 텍스트 분석의 시기로 볼 수 있으

며, 1972년부터 1974년까지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담화 분석 영

역이 출현한 시기이다. 전자를 제1기로, 후자를 제2기로 볼 수 있는데,

제1기의 담화 분석은 텍스트 언어학을 통해 문장과 담화 구조에 대한 기

술에 초점을 두었다. 본격적으로 제2기에 이르러서야 학문의 기틀을 마

련하였으며, 사회언어학, 화용론, 심리학, 민속방법론, 문화기술지적 연구,

인류학적 접근 등의 여러 학문적 전통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시기에는

담화 분석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세분화되었다. 구조주의자의 관점에

서 나아가 기능주의적 관점이 대두되었으며, 브라운과 율(Brown &

Yule, 1983)에서는 ‘담화 연구는 사용된 언어 분석이다.’라고 하며, 언어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이루어내는 방법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았다(Cook,

1989; 김지홍 역, 2003:28). 이러한 관점으로 보아 담화 차원의 언어 연구는 새로

운 패러다임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담화 차원에서 맥락을 중심

으로 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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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한 분석은 인간 생활에서 언어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분석으로

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고 하였다(전영옥, 2009:48). 이후 페어크럽

(Fairclough, 2003)에서는 언어는 사회의 일부이고, 언어적 현상은 사회

적 현상을 반영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담화는 ‘사회적 실천으로

서의 언어 행위’임을 강조하였고, 담화 분석은 사회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의 해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담화에 대한 연구는 담화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지, 기

능론적인 입장에서 볼 것인지,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 담

화의 개념과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 서구의 화용론과 담화 분석에 대한 연구들

이 국내에 소개되면서부터 담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임

규홍, 2007:112). 보그란데·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 레빈

슨(Levinson, 1983), 스터브스(Stubbs, 1983), 시프린(Schiffrin, 1988), 메

이(Mey, 1993), 렌케마(Renkema, 1993) 등의 연구 성과가 소개되면서 화

용론과 담화 분석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0년대에

들어서 이원표(2001), 송경숙(2002, 2003), 정희자(1998/2008, 2009), 박영

순(2008) 등 국내 학자들에 의해 한국어 담화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전영옥, 2009:61).

이후 현재까지 담화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담화의 정의와 담화 분석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이용주(1993), 신현

숙(1997), 정희자(1998), 이원표(2001), 송경숙(2002), 전영옥(2009), 이병

규(2013) 등이 대표적이다. 이용주(1993)에서는 담화는 발신자가 언어 기

호인 어휘소를 선택·통합하여 자신의 심리 내용을 표현하는 ‘행위’로 보

았고, 정희자(1998/2008)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 행위

(speech act)’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원표(2001)에서는 담화 분석은 ‘언어

수행’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하나같

이 언어 행위는 담화의 환경에서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

고 있다. 따라서 담화의 연구는 실제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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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담화 분석은 그 실현태인 구어를 전사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

이 대다수이다. 이는 주로 구어 담화 유형에 대한 연구(서혁, 1995; 송경

숙, 2000; 민병곤, 2001; 조국현, 2003; 유동엽, 2004; 박용익, 2005; 전영

옥, 2006; 양명희, 2006; 이원표, 2007 등), 담화 표지의 대한 연구(신현

숙, 1989, 1991; 안주호, 1992; 임규홍, 1996; 전영옥, 2002; 이정애, 2002;

강소영, 2005 등), 담화 구조에 대한 연구(박성현, 1996; 임규홍, 2001; 구

현정, 2001 등), 화행에 대한 연구(이준희, 2000; 장경희, 2000; 이해영,

2003; 강소영, 2004; 윤은미, 2004; 허상희, 2004; 박선옥, 2005; 정종수·이

필영, 2005; 김인규, 2008; 홍혜란, 2008; 신범숙, 2012 등) 등으로 연구

성과를 구분할 수 있다.6)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구어 자료에 치중해

있으므로 문어 자료의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국어교육에서는 기존의 담화 연구에 관련된 논문들을 정리하고 그

연구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는데, 한상미(2011), 강현화(2012a) 등

이 이에 해당된다. 한상미(2011)에서는 담화, 화용, 화행으로 구분하여 살

펴본 결과, 담화 관련 연구는 50%, 화용 관련 연구는 18%, 화행 관련

연구는 32%를 차지하였고, 특히 담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담화 표지, 담

화 유형, 담화 구조에 관련된 연구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강현화(2012a)에서는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측면의 대단

위로 분석하였으며, 이것은 향후 이 분야의 연구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바이버(Biber, 1988)를 시

작으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대표적

으로 강범모(1999), 홍혜란(2011)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화 연구의 주제는 주로 담화 유형이나

담화 순서, 담화 표지, 담화 구조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여러 장르와 담화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

6) 전영옥(2009), 한상미(2011), 강현화(2012)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

라 정리하였다. 본 연구와 비교적 관련성이 적은 구어와 화행에 대한 연구가 다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굳건하게 해 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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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담화 연구의 흐름을 따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담화 차원에서 문법 표현과 그 기능의 상관관계

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통하거나 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형 중 하나인 내러티브 담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러티브 담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 항에서 제시한다.

2.1.2. 내러티브 담화의 연구7)

내러티브(narrative)8)는 인간이 언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

는 최근 문학을 넘어 역사학, 인류학, 예술, 철학, 언어학, 교육학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언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성과물을 중점적으로 연구사적인 흐

름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는 게오르카코포울로우(Georgakopoulou, 2007)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70년대에 라보프와 웨일츠키(Labov & Waletzkey)의 연구 이래로 내

러티브 구조와 텍스트 분석에 중점을 둔 시기이고(Labov & Waletzkey,

1967; Labov, 1972), 두 번째 시기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언어학적 연구에 중점을 둔 시기로(Hymes, 1981; Saville-Troike,

1982), 맥락 중심의 내러티브 연구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내러티브와 정체성 연구에 중점을 둔 시기(Bamberg, 2006; de

7) 내러티브 담화에 대한 연구는 ‘내러티브에 관한 탐구(inquiry into narrative)’와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연구자가 참여자의

내러티브의 내용을 탐구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연구자가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를 탐구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Connelly &

Clandinin, 1990). 학자에 따라 이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지칭하기도 하

나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담화, 즉 내용을 탐구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으므로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선행 연구는 배제하였다.

8) ‘narrative’는 일반적으로 ‘서사, 서사 담화, 이야기’ 등으로 번역되나, 한송화(2015)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러티브가 지닌 ‘담화성, 보편성, 문화성, 경험’이라는 특

성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어 그대로 ‘내러티브’라는 용어

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서사, 이야기’ 등으로 번역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관점을 존중하여 그대로 표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Ⅱ장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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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 2003, Georgakopoulou, 2007, Schiffrin et al., 2010)로 구분할 수

있다(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2014).

국내에서도 1990년대를 기점으로 언어학과 문학 분야에서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우한용, 2004; 최인자, 2002), 특히 한국어교육에

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서사’ 혹은 ‘이야기’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학술 텍스트를 중

심으로 설득 장르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였으며,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였다. 이는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201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러티브는 지각(知覺)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서술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학문 영역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

다. 그러다 최근에 들어서 비로소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서 필수적인 내러티브 장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내러티브 담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습자가 생산한 이야기나 서사 담화를 분석하거나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이나 문화 교육의 한 방편으로 서사를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한송화, 2014:6).

먼저 학습자가 생산한 이야기 혹은 서사 담화 분석은 담화 가설

(Discourse Hypothesis, DH)을 토대로, 서사 담화 구조에서 전경과 배경

을 구분하기 위해 시제와 상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박선희(2011), 박수진(2010, 2011, 2012), 심

은지(2011), 전탁(2012, 2013), 최은정(2011, 2012) 등의 연구가 있다.

담화 가설 이론을 선도적으로 연구한 박선희(2011)에서는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 39명을 대상으로 서사 담화에서 나타난 시제상을 살펴 어휘상

과 담화구조에 따른 시제상 습득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시제상 유형별

분포는 유사하여 전경에 비해 배경에서 더 다양한 유형의 시제상 출현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담화구조 가설과 상충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경에서 과거시제가 주가 된다고 한 주장은 시제상 표지뿐만 아니

라 절대시제 해석을 보완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 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과는 차별화되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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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박수진(2010, 2011, 2012)에서는 서

사 담화를 개인적 서사와 비개인적 서사로 나누어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

고 그에 따른 시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시제 사용 양상

의 차이가 담화 유형에 의한 것인지, 담화 구조에 의한 것인지, 학습자

간 숙달도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中間言語, interlanguage)

로서의 서사 담화의 특징을 확인하고 더 올바른 한국어 서사 담화 교육 방

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인구어(印歐語) 중심으로 연구된 담화

구조 가설이 한국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중간언어 양상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에

서 한계가 따른다.

이와 달리 미시적인 차원의 분석을 넘어서 거시적인 차원의 내러티브

담화 구조를 살핀 후 어휘와 문법의 언어적 특징에 관련된 분석을 하기

도 하였다. 가령,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을 활용한 연구로는 이승

희(2005), 오지혜(2008, 2016), 신필여(2010) 등이 있고, 내러티브 전개 구

조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로는 유민애(2015a), 조은(2015), 한

송화(2015) 등이 있다.

먼저 이승희(2005)에서는 스테인과 글렌(Stein & Glenn, 1979)이 제시

한 6개의 범주로 구성된 이야기 문법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이야기를 분석하였으며, 읽기 교수 시에 학습자의 이야기 형식 스키마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효용성을 검증하

였다. 이후 오지혜(2008, 2016)에서도 이야기 문법을 활용하여 이야기 쓰

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야기 문법 틀을 적용하여 한국어교재에

수록된 내러티브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신필여(2010)에서는

이야기의 구조가 읽기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 하에, 서사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 문법 틀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 조직자를

활용하여 읽기 수업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내러티브 담화

의 전개 구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 조은(2015)에서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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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쓴 내러티브 텍스트의 내용 구조와 문법 항목을 연계하여 분석

하였고, 한송화(2015)에서는 ‘실수’라는 주제로 작성된 중급 학습자의 140

여 편의 내러티브 텍스트를 대상(중국어권 68편, 일본어권 41편, 영어권

20편, 기타 언어권 20편)으로 어휘와 문법의 빈도를 조사하고, 내용 전개

구조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의 텍스트만으로 분석을

하여 목표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내러티브 특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유민애(2015a)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

국어 학습자의 텍스트를 무브 유형으로 분석하여 내러티브의 구조와 순

서를 확인하고, 무브 유형별로 언어 사용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산한 내러티브 텍스트를

대상으로 그 구조와 언어적 특징의 단편적인 언어 능력만을 살필 뿐이

며, 학습자의 내러티브 구성 능력과 담화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

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이야기하기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용어와

함께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들은 주로 구어 상황에서 내러티브 담화 구성 능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스토리텔링 과제에 따른 내러티브 담화 구성 능력을 살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로는 지현숙(2008), 김성지(2010), 김

지혜(2011, 2012), 곽새롬(2012), 지현숙·오승영(2012) 등이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도입한 지현숙(2008)에서는 스토

리텔링을 ‘이야기 구술’로 번역하고,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와 동화의 담화 구성 능력을 분석하였는데,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

구하고 이야기의 구성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지현

숙·오승영(2012), 김지혜(2011, 2012)에서도 한국어 학습자의 스토리텔링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간의 이야기 구성

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

성지(2010), 곽새롬(2012)의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언어 교육

이 한국어 학습자의 이야기 구성 능력과 말하기의 유창성 향상에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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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내재된 이야기하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언어 능력의 신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스토리텔링을 활

용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 내러티브 장르인 문학 작품이나 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를 교

육에 적용시킨 연구들이 있는데, 유경희(2010), 유현정(2011), 전소현

(2011), 강현주(2012), 오은엽(2013)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로 전래동화

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수업 모형과 방안을 탐색하였고(유경희, 2010; 전

소현, 2011; 오은엽, 2013), 간헐적으로 유현정(2011)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서사적 특성을 활용한 실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고, 강현주(2012)에서

는 광고의 특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최근에는 인간의 보편적 능력인 내러티브

가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문화 학습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

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영주(2008), 차인애(2009), 김영순 외

(2011), 김화영(2012)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 및 재외동포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 전래동화와 설화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언어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영순 외(2011)에서는 다문화 교육

의 목표인 상호 문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자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문

화상대주의 관점을 수립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가 이야기를 하는 행위와 소통에 초점을 둔

내러티브 담화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

지는 모어 화자와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

며,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육도 새로운 시도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을 뿐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여부는 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생성한 동일 유형의 내러티브 텍스트를

분석하여 담화 차원에서 구조적, 언어적, 사회·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고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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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담화문법 교육과 관련된 연구

문법 교육은 문장 차원에서 문법 구조의 형태에 관심을 두었던 전통적

인 형식 문법을 비판하고, 문법 항목의 교수가 형태, 의미, 화용적 정보

를 함께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상황과 맥락에

적절한 문법의 사용 측면을 중요시함에 따라 담화를 활용하는 연구가 늘

고 있다. 언어는 미시적이고 분절적인 문장 단위가 아닌 언어 사용 주체

와 맥락을 포괄하는 담화 층위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언어 교육 관점에서 언어 분석의 단위는 의사

소통 행위의 표층인 담화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담화 단위의 문법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박영순(2004/2008), 이민선(2004), 김호정

(2006b, 2015), 임규홍(2006), 한송화(2006), 강현화(2007a, 2007b, 2012b),

김영주(2007), 강현화·홍혜란(2010), 민현식(2010), 방성원(2011), 김남길

(2012), 박석준·윤지영(2014) 등의 연구가 있다.9) 이러한 담화문법 연구

는 기존의 문법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문장 이상의 단위에서 언어 현상

을 조망함으로써 문장 이하의 미시적 관점으로만 해결할 수 없었던 문법

의 의미·기능을 밝혀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인 김호정

(2015)에서는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진행된 담화문법 연구의 통시적 흐름

을 조망하고자 그동안의 담화문법 연구 결과물을 메타 분석적으로 고찰

하였고, 담화문법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향후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담화 정보의 부재를 지적하며, 화용적 차원의

담화문법 교육 내용을 교재에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이준호

(2008), 이윤진(2009), 강현주(2010) 등의 연구가 있다.10) 이뿐만 아니라

9) 현재 담화 차원에서의 문법 교육에 대한 용어는 김호정(20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담화와 문법’, ‘담화 수준의 문법’, ‘담화 기반의 문법’, ‘담화 문법’ 등의 다

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들은 이를 모두 포함하였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표하는 용어로 ‘담화문법’이라는 용어를 선택하

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Ⅱ장 3절에서 다루었다.

10) 이준호(2008)에서는 의문문을 중심으로 하였고, 이윤진(2009)에서는 유사한 담화

기능을 나타내는 ‘-겠-’과 ‘-(으)ㄹ 거예요’, 강현주(2010)에서도 양태 표현 ‘-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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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법의 교육 내용의 준거를 마련하고자 개별 문법 항목에 초점을 두

고 담화 층위의 교육 내용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박나리(2004)

에서는 ‘-어, -네, -지, -다, -구나, -단다’ 등의 종결어미에 내재된 담화·

화용적 의미를 살펴보았고, 김유정(2008)에서는 ‘-구나’만을 대상으로 담

화 맥락을 분석하였고, 장미라(2009)에서는 ‘-은/는 것이다’ 문형이 텍스

트의 유형에 따라 의미 기능이 달라짐을 밝혔다. 그리고 진정란(2006)에

서는 ‘때문’ 구성의 이유 표현의 담화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맥락

의존적인 문법인 경어법(김정남, 2008), 피동 표현(윤현애, 2011), 부정표

현(강현화, 2012b), 조사(이관규, 2014), 조사와 시제(박수진, 2015a) 등을

담화 차원에서 연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말뭉치 분석을 활용하여 문법

과 담화의 상관성을 살펴보기도 하였는데, 이는 김서형(2007), 강현화

(2008) 등이 있다.

이상으로 기존의 연구는 문법 교육의 내용 면에서 형태·의미 이외에

화행에 따라 여러 발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법 표현

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화행 중심의 방식

에서 벗어나 담화 기능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담화

맥락에 따라 가변적인 문법 표현, 즉 그 문법의 언어 수행 패턴을 익히

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특정 문법 표현

을 선택하였을 경우 그 문법이 내포하고 있는 담화 기능을 밝혀 담화문

법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여러 유형의 담

화 중에서 내러티브 담화에서 사용된 문법 표현의 담화 맥락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담화문법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대상과 자료

본 연구는 ‘① 언어 사용 현상에 대한 연구’와 ‘② 교육적 효과 검증을

과 ‘-(으)ㄹ 것이다’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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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실험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언어 사용 현상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 간의 텍스트 유사도를 확인하여 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어 모어 화자는 여러 대학의

대학생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급(3·4급) 한국

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최대한 집단

간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적 능력이 유사한 20대의 집

단으로 구성하였고,11) 집단 내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국어 모어 화

자는 인문 사회 계열의 대학생 집단으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단일

언어권, 즉 중국어권 학습자로 제한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집단별로 ‘가

장 행복했던 하루’에 대한 쓰기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쓰기 텍

스트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 131편, 외국인 학습자의 텍스트 137

편, 총 268편이다.

그리고 실험 연구는 담화문법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하였

다. 이에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특정 부분의 담화문법을 교육한 후

에 담화의 구조적, 언어적, 사회·문화적 특징을 중심으로 전후 텍스트를

비교하였다. 전후 텍스트 비교는 자칫 쓰기 능력에 대한 효과 검증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문법을 표현한 도구로서 쓰

기를 전제로 하여 텍스트를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교육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기보다는 덜 인위적인 교육 상황을 가정하

고자 한국의 교육 현장이 아니라 외국 대학의 교육 현장을 채택하였다.

즉, 중국 북경에 소재한 한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교과과정 중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실험을 하였고, 실험 집단 12명과

비교집단 13명으로, 총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12) 이상으로 연구 목적

에 따른 연구 대상과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20대 혹은 대학생이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학문 목적 학습자의 증가 추이에 따라 그럴 것으로

추정하였음을 밝힌다.

12) 실험설계 시 모집되었던 학습자는 실험 집단은 18명이고 비교집단은 19명이었으

나, 실험 수행 당시에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있어

서 당초의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학습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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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자료

언어 사용 현상에

대한 연구

한

국

인

경기도 ㅅ대학교 학생 30명

모어 화자의 쓰기 자료

131편

경기도 ㄱ대학교 학생 51명

서울시 ㅅ대학교 학생 30명

충청북도 ㅅ대학교 학생 20명

외

국

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자 137명

중급(3·4급) 한국어 학

습자의 쓰기 자료 137

편13)

교육의 효과 검증에

대한 실험 연구
중국 북경 ㅂ대학교 학생 25명

실험참여자 쓰기 자료

와 설문지

[표 1-1]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대상과 자료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실제 텍스트 자료를 말뭉치로 구축하여 말뭉치 기반 접근

방법(corpus-based approach)을 사용한다. 말뭉치는 언어가 사용되는 상

황이나 기능에 따른 언어 사용역(register)이나 장르의 차이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Biber, Conrad, & Reppen,

1998), 본 연구의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연구 방법의 도구라고 판단하였

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빈도수 산출을 넘어서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기능적인 관점에서 언어적 특징, 즉 언어 요소

들의 사용 패턴이나 언어 사용역 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정치한 분석

을 위해 상향식 접근 방법인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analysis)과

하향식 접근 방법인 무브 분석(move analysis)을 혼합하여 텍스트의 구

조 및 언어적 특성을 변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국어 모어 화자가 추구하는 담화공동체의 텍스트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추구하는 담화공동체의 텍스트를 대조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담화문법 교육 내용을 마련하

13) 실제 수집된 텍스트는 300여 편이나 모어 화자의 말뭉치와 균등한 말뭉치 구축

을 위해 137편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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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연구 방법

구조적

특징 분석
➜

무브 분석(move analysis)

분류 말뭉치 자료

NK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 한국인 대학생의 쓰기 자료 131편

FK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

제34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문항의 답안지 137편

언어적

특징 분석
➜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analysis)

∙시간 표현: 시제, 동작상

∙배경 표현: 부사격조사

∙연결 표현: 나열, 시간, 대립·대조, 이유·원인, 조건, 목적의 연결어미

∙감정 표현: 감정 동사와 형용사

∙양태 표현: 추측, 의지, 능력, 소망의 양태 표현

사회·문화

적 특징

분석

➜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

분류 말뭉치 자료

FK_

K

학습자 목표어(한국어)로

작성한 텍스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자료 25편

FK_

C

학습자 모국어(중국어)로

작성한 텍스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자료 25편

NK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
한국인 대학생의 쓰기 자료

25편14)

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화 중에서 내러티브

담화로 한정하여 담화분석을 실행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담화문법의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실험

연구를 한다. 즉, 임의로 정한 한 집단은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

고 다른 집단은 문장 단위의 문법 교육을 진행하여, 담화문법의 교육적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방법을 요목화하

면 다음과 같다.

[표 1-2]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방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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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의 효과

검증

➜

실험 연구(experimental research)

실험 집단 비교 집단

∙대상: 중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2명

∙수준: 중급

∙기간: 4월 11일∼15일

∙독립변인: 멘토텍스트(mentor-text)

를 활용한 담화문법 중심의 교수·학습

∙대상: 중국 소재 대학교에 재

학 중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3명

∙수준: 중급

∙기간: 4월 11일∼15일

Ⅱ장

➜

Ⅲ장

➜

Ⅳ장

➜

Ⅴ장

배경 이론의

개념화

담화문법의 사용

양상 파악

담화문법 교육의

실행과 효과 검증

결론과 제언

문헌 연구
무브 분석, 다차원

분석, 대조 분석
실험 연구

∙담화

∙맥락

∙무브

∙담화문법

∙무브 분석과 구조

적 특징

∙다차원 분석과 언

어적 특징

∙대조 분석과 사회·

문화적 특징

∙실험 집단: 멘토텍스

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

∙비교집단: 문장 단

위의 문법 교육

이러한 연구 방법에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먼저 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담화, 맥락, 무브, 담화문

법’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하여 개념을 정립한다. 견고한 이론을 토대

14) 한국인 대학생 쓰기 텍스트 131편 중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텍스트 25편을

선정하였다. 평가 점수만으로 한국인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텍스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하다고 판단하였다.

1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약자의 의미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NK는 Native Korean

의 약자로 ‘한국어 모어 화자’를 뜻하고, FK는 Foreigners as Korean learners의

약자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뜻한다. 또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중에서

FK_C는 Chinese text로 ‘중국어 텍스트’를 말하고, FK_K는 Korean text로 ‘한국

어 텍스트’를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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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Ⅲ장에서는 실제 내러티브 텍스트를 분석하여 담화문법의 양상을 파

악하고자 한다. 이때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무브 분석으로 구조적인 특징

을 살피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다차원 분석으로 언어적 특징을 확인한

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대조 분석하여 담화공동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밝힌다. Ⅳ장에서는

양상 파악으로 드러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 간의 간극(間

隙)을 좁힐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멘토텍스트

(mentor-text)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 방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고 제언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층위의 내용을 실제적인 층위의 내용으

로 연계하기 위해, 언어 현상에 대한 정치한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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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담화문법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전제

담화문법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토대를 이루는

‘담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이는 담화와 맥락의 상관관계를 살

펴봄으로써 담화의 개념을 명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어 무브와의 관

련 선상에서 담화의 구조를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담화의 개념을 정립하

고자 한다. 또한 담화 차원에서 소통의 목적으로 실현된 언어의 운용 규

칙, 즉 담화문법의 개념을 확인한다. 이는 ‘형식(form)·기능(function)·사

용 맥락(context)’의 관련성, 즉 언어 사용자가 특정 담화 맥락에서 왜

그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로써 어떠한 의미 기능을 전달하고자 하였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맥락을 중심으로 담화문

법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적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담화문법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담화와 맥락

1.1. 담화와 텍스트

담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언어 운용의 규칙인 담화문법을 정리하기에

앞서 그 구성 요소인 담화에 대한 개념을 짚어보고, 담화와 혼용하여 사

용되는 텍스트의 개념과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어원적으로 담화는 ‘discurrere(=to run to and fro)(이리저리 달리다)’

또는 명사형 ‘discursus(=running apart)(뿔뿔이 흩어져 달림)’에서 유래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에 중층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담화의

개념은 학자마다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의 의사소

통 방식이나 결과물이 다양하여 학자마다 나름의 기준으로 담화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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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라보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사전적 정의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여러 학자들의 정의적 개념을 살펴보고 귀납적으로 담화의 개

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담화(談話)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음.

2. 한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말.

3. <언어>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는 ‘이야기를 주고받음’의 구어 상황을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개념적 정의를 확장하여 담화는 구어, 문어는 텍스트

를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말’은 주로 담론(談論)과 유사한 개념으로,16) 문제나 사태

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행위가 부가된다. 또한 언어학적인 개념으로 보

면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며, 이는 용어의 가장 원형적

인 속성을 지닌 개념적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이 속성에 근거하면, 담화

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행위(speech act)이자 언어 분

석 층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장 이상의 결합체’라는 언어

분석의 단위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법이나 방법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담화의 개념이 더욱 폭넓은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17) 이에 학자

들마다 적용한 담화의 개념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6) 본 연구자의 관점과 달리, 지(Gee, 2002)와 캐즈덴(Cazden, 1998)에서는 담화와

담론을 구분하고자 전자는 discourse, 후자는 Discourse로 소문자와 대문자로 구

분하였으며, 이 개념의 중층적 의미를 구별하기도 하였다. 즉, 담화(discourse)는

응용언어학이나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활동이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특정 장소에서의 언어 사용을 의미하는 반면, 담론(Discourse)은 행위자의

활동이나 정체성이 언어적 사용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인 신체, 복장, 제스

처, 행위, 상호작용, 사물의 존재방식, 상징, 도구, 기술, 가치, 태도, 신념 등에도

영향을 받는 광의적 개념이다(Gee, 2002:38; 이동성(2008:32)에서 재인용).

17) 이원표(1997)에서 “언어학은 담화 연구 또는 담화 분석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이런 담화 연구의 포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라

는 역자의 머리말은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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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내용

Schiffrin(1994)
형식적 정의 한 문장 이상으로 구성된 결속성 있는 언어 단위

기능적 정의 사용되고 있는 언어

Celce-Murcia &

Olshtain(2000)

형태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의 조합으로, 형태와 의미의 내적 관계

를 기술하는 구어 또는 문어의 예시

Fairclough(2003)
다른 요소들과 긴밀히 상호 관련된 사회생활의 한 요소로, ‘사용 중

인 언어’에 대한 특정한 견해

Chafe(2007) 통일된 준활동 정보의 한 덩어리(coherent chunk)

Stefan Titscher

et al.(2013)
맥락 내의 텍스트

이용주(1993)
발신자가 적절한 언어형식을 만들어서 자신의 심리 내용, 즉 자신

이 선택한 의미를 음성이나 문자로 표현(실체화)하는 행위

김광해 외(1999)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여 화맥 속에서 수행되는 발화나 발화의 연쇄체

전영옥(2009)

‘문장이나 절보다 상위의 단위(구조)’, ‘언어 사용 및 사용된 언어’,

‘발화의 연쇄’ 등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 ‘실제 상황(맥락)에서 사용

된 발화의 연쇄’

한상미(2011)
대화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생산하는 언어, 즉 사용 중인 언어

로 정의하여 구어와 문어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

[표 2-1] 학자별 담화의 개념 정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담화란 ‘①하나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통

일성 있는 단위’로, ‘②실제 맥락에서 사용 중인 언어’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①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담화는 문장 이상의 단위

라고 그 성격을 규정한 것이며, 특히 1983년에 발표한 스터브스(Stubbs)

의 논문에서 ‘담화는 문장이나 절보다 상위 단계의 언어’라고 기술하면서

언어 분석의 단위는 문장을 넘어 담화까지 확장되게 되었다. 또한 ②는

사용된 언어의 분석은 언어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기능론적인 관점을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담화는 이러한 구

조적인 관점과 기능주의 관점을 모두 포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된 담화의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근본적

인 원인은 ‘텍스트(text)’18)라는 용어와의 혼용에서 기인한다.19) 특히, 텍

18) 텍스트(text)라는 용어는 해리스(Harris, 1952)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텍스트

언어학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확립한 것은 하르베크(Harweg, 1968)에서 비롯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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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학자

담화=텍스트
노석기(1990), Chafe(1994), 정희자(1998; 광의의 개념), 민

현식(2008), 김은성(2012), 김태엽(2008)

담화≠

텍스트

구어=담화

문어=텍스트

Brown & Yule(1983), 임규홍(1996), 정희자(1998; 협의의

개념), 김광해 외(1999), 전영옥(1999), 이관규(2014)

담화>텍스트
van Dijk(1977), Halliday(1978), Beaugrande & Dressler(1981),

Cook(1989), May(1993), 한상미(2011)

담화<텍스트 Koch(1965), 고영근(1990, 1995), 박영순(2004)

스트언어학에서 대화 분석을 도입하면서 점차 담화와 텍스트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었다(양세희, 2014:22). 담화와 텍스트의 용어는 학

자들마다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즉, 담화와 텍

스트를 상·하위의 포함 관계로 보거나, 담화는 구어 형식이며 텍스트는

문어 형식으로 구별하는 등 담화와 텍스트를 포함 관계, 등호 관계, 부등

호 관계 등 어떠한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담화의 개념이 달라진다.

[표 2-2] 담화와 텍스트의 관계

담화와 텍스트를 구별하지 않는 대표적인 학자는 체이프(Chafe, 1994)

로, 그는 텍스트와 담화 모두 문장보다 큰 언어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20) 반면, 담화와 텍스트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다. 하르베크(Harweg, 1968:148)에서는 텍스트를 ‘대명사에 기대어 끊임없이 이어

지는 언어 단위의 통합체’로 정의함으로써 텍스트의 실체를 비교적 분명하게 파

악하였다. 이후 화용론과 화행 이론의 발달에 힘입어 의사소통 지향적인 텍스트

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슈미트(Schmidt, 1971:47)는 텍스트를 ‘현상학적으로 일

차적으로 주어진 언어의 존재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고영근, 1990:3-4).

19) 담화와 텍스트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은 학파에 의한 영향이라고 그 현

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가령, 전영옥(2009:49-50)에서는 담화를 주로 사용하는 연

구자들은 미국의 언어학자들이며, 텍스트를 주로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유럽의 언

어학자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미국 언어학

의 영향을 받은 연구자는 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언어학

의 영향을 받은 연구자는 텍스트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20) 이러한 연구의 흐름과 동궤에서 4차∼7차 국어과 교육과정 시기의 문법 교과서

에서는 담화를 ‘이야기’라고 명명하였으나, 8차 2007 교육과정과 9차 2011 교육과

정에서는 ‘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이야기 아래에 음성 언어로서의

담화와 문자 언어로서의 텍스트가 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라는 뜻으로 사용되었

으나 그 이후에 텍스트는 사라지고 담화라는 용어가 문장 이상의 단위를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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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텍스트
구조주의 관점 문장 이상의 단위

기능주의 관점
구체적인 맥락에서 구어 또는 문어로 실현

된 의사소통 행위

담화≠텍스트
담화 의사소통 행위

텍스트 담화의 구체적인 결과물

는 담화는 구어로, 텍스트는 문어로 실현된 것이라는 견해와 담화와 텍

스트를 상·하위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주로 담화는 음성

언어로 실현된 구조이고, 텍스트는 문자 언어로 실현된 구조로 바라보며,

브라운과 율(Brown & Yule, 1983), 임규홍(1996), 정희자(1998), 전영옥

(1999) 등에서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은 대표적으로

판데이크(van Dijk, 1977),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 등은 담화를 상위 개념으로 보았고, 고영근(1990, 1995)에서는 담

화가 텍스트에 종속되므로 텍스트를 상위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체이프(1994)의 견해와 동궤에서 담화와 텍

스트를 구분하지 않는 입장이며, 담화(=텍스트)는 ‘문장 이상의 단위로,

구체적인 맥락에서 구어 또는 문어로 실현된 의사소통 행위’로 정의하여

구조주의 입장과 기능주의 입장을 포섭하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22) 다

만, 이 둘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화는 문장 단위 이상의 의사소통

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 텍스트는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담화

의 결과물인 실체(representation)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김호정, 2006; 이관규, 2014).

21) 담화를 상위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은 담화는 추상적인 이론적 구성체이고, 텍스

트는 말로 구현된 구체물이기 때문에 담화가 텍스트의 상위 개념이라고 하였다.

반면, 텍스트를 상위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의 입장은 반대로 담화를 관찰적인 층

위의 단위로 보고, 텍스트를 추상적인 단위로 보아 담화가 텍스트에 종속되는 개

념으로 파악한 것이다(전영옥, 2009:51).

22) 이런 맥락에 따르면, 담화문법은 곧 텍스트문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법은 읽기

와 쓰기 영역의 텍스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 걸쳐서도

작용한다. 따라서 4기능(skills)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텍스트문법 대신 담화문법이

라는 용어를 대표 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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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엄마

청자 할머니

장소 오리가 있는 공원

시간 1962년 9월의 더운 오후

상황

엄마와 할머니는 두 살 된 아들(아담, Adam)이 오리를 쫓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할머니는 자기 아들(엄마의 입장에서는 남편

임,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이 나이에 비해 다소 진보가 더디다는

말을 하자, 엄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자 학생

청자 친구

장소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음

시간 1980년 3월의 저녁

상황
한 친구인 존(John)이 농담을 했는데, 아담을 제외한 모든 친구가

웃는다. 그런 뒤에 아담이 웃는다.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 맥락의 개념과 구성 요소

앞서 담화는 문장 이상의 단위로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였으며, 이는

형식과 기능을 아우르는 정의이다. 이러한 담화 차원에서 사용된 언어를

분석한다는 것은 언어 사용자가 특정 담화 맥락에서 왜 그 형식을 사용

하였으며, 이로써 어떠한 의미 기능을 전달하고자 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담화의 맥락은 언어 형식과 의미 기능을 결정할 뿐

만 아니라 상호 간의 영향을 주는 담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의 중요성은 일찍이 브라운과 율(Brown & Yule, 1983)에서 ‘내 생

각에 아담은 빠르다.’라는 문장은 그 맥락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기능이 달라짐을 밝힘으로써 증명되었다.

가. 제 생각에 아담(Adam)은 빨라요.

나. 내 생각에 아담(Adam)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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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담화 맥락에서 아담은 그의 아버지와 비교해서 빠르기 때문에

칭찬의 의미 기능이 있으며, (나)의 담화 맥락에서는 표면적인 의미와 반

대로 ‘아담이 둔하다’라는 의미로 아담을 비꼬려고 한 표현으로 부정적인

의미 기능이 있다. 이렇게 문법 지식은 단순히 문법의 형식과 의미를 아

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특정한 담화 맥락에서 자신의

의도에 맞는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을 언제 사용하는지 아는 지식으

로, 이는 곧 ‘사용’을 위한 문법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맥

락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

서 사용을 위한 문법 지식을 결정하는 맥락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 연구는 문법 교육의 측면을 담화 맥락 차원의

요인과 관련지어 문법의 정확성(accuracy)보다는 적절성(appropriacy)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23) 이에 우선적으로 ‘맥락(脈

絡, context)’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이온스(Lyons, 1977:306)에서 맥락은 ‘언어 사건의 참여자에게 영향

을 미치고 발화의 형식, 적절성, 의미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요인

들’이라고 정의하였고, 메이(Mey, 1993:38)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

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며, 이 상호작용의 언어적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넓은 의미의 환경’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의사소통 과정에서 관여하는 맥락의 요인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맥락의 개념에 접근하여 맥락을 정의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개

념적 차원의 내용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맥락의 구성 요소를 구체화함

으로써 문법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

로는 하임즈(Hymes, 1972),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89),

홀메즈(Holmes, 1992), 누난(Nunan, 1993), 할리데이(Halliday, 1978/2013), 헤

윙스와 헤윙스(Hewings & Hewings, 2005) 등이 있다. 하임즈(1972)에서는

민족지학적 입장에서 의사소통에 관련되는 상황 요소를 각각의 첫 글자

23) 적절성은 정확성과 상보적인 관계로, 정확성은 통사적 측면에서 적법한 것인지

를 논의하고, 적절성은 사용의 측면에서 화자가 발화 상황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이러한 적절성을 갖춘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담화 층위의 문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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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배경(setting/scene)
실제 언어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간,

장소 등의 물리적인 환경

P 참여자(participants) 화자와 청자,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E 목적(ends)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소통 목적

A 행위 순서(act sequences) 메시지의 형태와 내용

K 어조(key)
억양, 목소리 변화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대화의 논조(조롱조, 비난조 등)

I 전달수단(instrumentalities)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채널(문어/구어 등)

N 규범(norm)
상호작용의 패턴, 언어의 해석에

작용하는 규범

G 장르(genre) 동화, 광고, 신문, 소설 등

인 ‘SPEAKING’을 이용해서 8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배경(setting/scene),

참여자(participants), 목적(ends), 행위 순서(act sequences), 어조(key),

전달수단(instrumentalities), 규범(norm), 장르(genre)가 그것이며, 구체적

인 내용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하임즈(1972)의 상황 맥락과 상위기능

이러한 요소들은 언어의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담화를 생성하

거나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화제, 목적, 또한 담화 상황의

구성 요소를 홀메즈(1992)에서는 참여자(who), 장면(where), 화제(topic), 기능

(function)으로, 누난(1993)에서는 장면, 참여자들의 관계, 메시지의 형식으

로 설정하고 있다(이주섭, 2001:52-53).

이러한 층위를 범주화한 연구로는 할리데이와 하산(1989)과 헤윙스와

헤윙스(2005)의 연구가 있다. 전자의 연구에서는 텍스트 내 맥락

(intra-textual context), 텍스트 간 맥락(inter-textual context), 상황 맥

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하였고, 후자의 연구에서는 지엽적 언어

맥락(local linguistic context), 광범위한 언어 맥락(wider linguistic

context), 지엽적 상황 맥락(local situational context), 광범위한 사회·문

화적 맥락(wider socio-cultural context)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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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할리데이와 하산(1989) 헤윙스와 헤윙스(2005)

언어적 요인
텍스트 내 맥락 지엽적 언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광범위한 언어 맥락

상황적 요인 상황 맥락 지엽적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문화적 맥락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맥락

아래와 같이 언어적 요인, 상황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의 층위에

따라 맥락 요인을 범주화하였다.

[표 2-4] 맥락 요인의 범주화

다시 말하면, 언어적 요인은 언어의 문맥(co-text)에서부터 다른 텍스

트까지의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까지 관여하는 것이며, 상황적 요인은 시

간, 장소 등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언어 참여자의 나이, 성별, 지위

등의 추상적 환경, 언어 전달 매체 등 그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

인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사회·문화적 요인은 담화공동체의 사회

문화, 정치 등의 현상이 언어에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러한 맥락 요소들은 언어의 체계 기능을 중시하는 할리데이

(Halliday, 1978/2013)에서 집대성하였으며, 이는 ‘상황 맥락(context of

situ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발화는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기 때문에 상황의 맥락 속에서 비로소 그 발화 의미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맥락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맥락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Halliday, 1978). 이러

한 맥락은 문화(상황)와 형식(문법, 어휘 등)의 단계 사이의 접점 역할을

하고, 이 단계는 상황 사이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Berns, 1990;

전한성 역, 2012:29).

또한 할리데이는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성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알아보기 위해 상황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장면(field), 주체

(tenor), 방식(mode)의 구성 요소로 범주화하였다.24) 이에 따르면 담화의

24) 번역어는 학자에 따라 상이한데, 가령, ‘field’는 ‘장, 분야, 영역’, ‘tenor’는 ‘참여

자, 방법’, ‘mode’는 ‘양식’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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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역 상위기능

담화 장면(field) 관념적(ideational) 기능

담화 주체(tenor) 대인적(interpersonal) 기능

담화 방식(mode) 텍스트적(textual) 기능

장면은 의사소통 참여자, 언어 관습, 환경 등을 포함하는 특정한 상황에

서의 활동 체계를 말하며, 이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획하

는 추상적인 요소이므로 관념적 기능에 대응된다. 다음으로 담화의 주체

는 담화 안에서 의사소통 참여자 또는 사회적 관계를 말하며, 이는 상대

방의 나이, 사회적 역할,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서 격식적인 표현 선택

여부 등을 결정하므로 대인적 기능에 대응된다. 마지막으로 담화의 방식

은 담화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수행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

해 사용하는 채널을 말하며, 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어떤 의사소

통 도구를 사용할지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텍스트적 기능에 대응된다. 담

화 장면, 담화 주체, 담화 방식에 따른 상위기능(meta-function)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표 2-5] 할리데이(1978)의 상황 맥락과 상위기능

이러한 장면, 주체, 방식의 개념은 언어 사용역(register)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텍스트가 속해 있는 다양성을 구현하며 주어진 맥락 안에서 접

근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미 기능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기능주의 학파의 영향으로 맥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25)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태호(2000), 이주섭(2001), 주세형(2005),

이재기(2006), 김슬옹(2009), 신명선(2009, 2013), 오현아(2011) 등이 있다.

는 상위기능을 인식하기 용이하도록 ‘장면, 주체, 방식’의 용어를 선택하였다.

25) 이러한 추세에 따라 신호철(2012:32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맥락 중심의 교육과정을 내세웠다. 이전에는 맥락은 담화를 구성

할 때 작용하는 언어의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하거나 규칙적인 언어 능력을 산출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교육에서는 주변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점차 국어교육에서도 언어의 분절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 팽배해지면서 개념적 차원

의 맥락을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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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적 차원

거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

음운·형태·통사 정보, 음성·문자의

언어적 특성 등

장르, 화자/필자의 입장이나 상태, 청자/독자의 특징,

화제와 주제, 상황 맥락, 발화/글의 목적이나 성격 등

사회·문화적 맥락

박태호(2000:63)에서는 맥락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비언어적 환

경’으로, 이주섭(2001:45)에서는 ‘어떤 상황이 고립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 의사소통의 방향이나 과정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재기(2006:103)에서는 ‘텍스트 생산과 수

용 과정에 작용하는 물리적·정신적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신명선

(2013:79)에서는 맥락은 ‘텍스트 참여자에 의해 구성되는 정신적 구조

(metal structure)이자 텍스트와 그 참여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구조화되고 변형되는 실체’라고 보았다.

[그림 2-1] 맥락의 구성 요소(신명선, 2009)

이러한 실체에 작용하는 맥락 요소를 신명선(2009:105)에서는 위 그림

과 같이 ‘메타적 차원, 거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

다. 여기서 미시적 차원은 언어의 형식 그 자체를 말하며, 거시적 차원은

상황 맥락에 초점을 둔 개념이고, 메타적 차원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일

컫는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오현아(2011)에서는 맥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텍스트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하였다. 즉, 형식주의

적 관점에서는 텍스트 내적 요인을 적극 고려한 ‘텍스트 맥락’, 인지주의

적 관점에서는 담화 또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화자와 필자의 의도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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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상황 맥락’,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의

사소통을 적극 고려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하였으며, 문법 영역

은 정확성 중심(correctiveness centered) 문법 교육관에서 언어적 맥락

이 부각되면서 효과성 중심(effectiveness centered) 문법 교육관으로 변

화되어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방향은 학습자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

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강현화·홍혜란

(2010)에서는 구어를 중심으로 ‘담화 상황, 담화 목적, 대화 상대자, 화·

청자의 관계’ 등을 맥락의 구성 요소로 보고, 이러한 맥락에 따라 문법의

선택이 달라지는 변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개별 문형의 의미나 기능을 알

아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소통에 실패하거나 어색한 발화를 할 가

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어 후속 연구인 강현화(2012a)에서도 언어는

형식과 의미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에 따른 문법(grammar in context)’의 양상을 고찰하여 이

를 한국어 교수에 적극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문법교육과 관련하여 맥락이 강조되면서 언어의 사용 맥락을 분석하는

어휘나 문법 표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윤현애,

2011; 강현화, 2012b; 김강희, 2013; 박수진, 2015b 등). 그러나 한국어교

육 분야의 연구는 개별 문법 표현에만 초점을 두어, 전체를 조망하는 관

점에서 문법과 맥락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맥락과 문법을 아우르는 담화문법의

관점에서 맥락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기능론적인 입장에서 의사소통

의 기능을 수행하는 담화 내에서 그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분석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앞서 상술한 할리데이(1978)와 신명선

(2009)의 논의에 주목하여, 담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맥락의 구성 요소

를 살펴보고 체계화하였다.

즉, 맥락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된 복합체로, 담화는 ‘맥락으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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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context)

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맥락은 ‘언어 맥락,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언어 맥락은 어휘, 문법 등의

언어적 특성 그 자체이며, 이것은 담화 장면, 담화 주체, 담화 방식에 따

라 의미가 결정되는 상황 맥락에 영향을 주며, 이 상황 맥락은 담화공동

체가 추구하는 언어 사용역 안에서 선택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택

된 언어표현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제도적이고 정신적인 사회·문화적 맥

락에 따라 정교화되며, 이를 구체화한 결과물인 장르에 영향을 주게 된

다. 이상으로 담화 차원에서 구체적인 언어 행위인 맥락의 구성 요소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맥락의 구성 요소

이는 국어교육학사전(1999)에서 밝힌 맥락의 개념과도 상통한다. 즉,

맥락은 ‘발화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

하는 언어적·물리적·사회적·문화적 요소’라고 하였다. 즉, 특정 언어표현

은 전후에 또 다른 언어 요소들과 인접하여 존재하는데, 이때 맥락은 인

접한 언어 요소들로 된 언어적 맥락(linguistic context),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시공간 등의 물리적인 상황인 상황적 맥락(context of situation),

그 밖에 언어 표현이 속한 세계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의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메타적 차원

거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



- 33 -

이러한 맥락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Widdowson,

2006:17-22).

① 맥락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정, 학교, 직장 등의 시간과 장소의 실제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발화 맥락은 관련된 상황의 특징이 아닌 것이 발생할 수 없다. 즉, 맥락

은 상황의 외부 집합이 아니라 그들이 내부적으로 염두에 둔 선택이다.

③ 맥락은 현(現) 상태를 표현하는 추상이다.

④ 맥락은 두 사람이 이전 대화에서 설정된 상식이다.

⑤ 맥락은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⑥ 맥락은 현 상태를 표현하는 심리적인 구조이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일어

난 일을 화자 혹은 작가가 텍스트로 생산한다. 이 텍스트는 청자 혹은 독

자와 공유할 것으로 가정되는 맥락을 사용한다. 가정된 맥락을 사용하

면, 그때는 더 많은 텍스트를 이용하여 더 확장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

⑦ 맥락은 정신 구조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표현이다. 그것은 청자와 화자가 직

접적으로 무엇에 대해 상호작용할 때, 즉흥적인 발화의 상황에서 추출할 수

있다.

⑧ 그러나 맥락은 지금 여기의 상황에 의해 존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는 예상할 수 없다.

⑨ 맥락은 우리가 개인과 사회생활의 연속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황과 관련이 된다.

◯10 따라서 머릿속에 내재된 맥락은 지식의 개략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맥락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①～③) 담화공동체가 가정하

는 맥락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으로(④～⑥), 머릿속에 내재된 추상

적인 지식 구조(⑦～◯10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지식의 개략적인 구조인 맥락, 즉 모호성과 포괄성을 함의하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화 차원에서 언어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언

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술하고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맥락에 따른 담화의 기능을 명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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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담화와 맥락 요인

담화를 구성하는 핵심인 맥락은 ‘언어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

락’ 등의 인접한 언어 요소들과의 ‘관계’를 중요한 자질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요소들은 분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요소들이 언어 사용에 관여하는 복합체이다. 또한 맥락은 ‘발화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구성으로 세계에 대하여 청자가 가정하는 하나의

부분 집합(Sperber & Wilson, 1986:21)’이자 ‘공유된 지식(Givón, 2005:7)’

으로, 언어표현의 의미와 기능에 따른 맥락, 사회·문화적 상황들의 맥락

등이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 행위가 존재하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의사소통은 맥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맥락을 중심으

로 의미 전달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맥락은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내

재된 지식 구조로서 추상성과 모호성이 내포되어 있어 이론적으로 규정

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담화 차원에서 언어 맥락을 분석하여 맥락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에 일찍이 브라운과 율(1983)의 연구에서는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 DA)를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분석이라고 하면서, 담화에 제

시된 언어표현의 의미와 기능에 초점을 두는 기능론적 입장을 취하였

다.26) 또한 담화에 사용된 언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작용하는 공유된

지식이나 발화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 등과 같은 여러 요

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맥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텍스트는

맥락이 소거된 담화(텍스트=담화-맥락)라면, 담화는 그 상황적 맥락이

포함된 텍스트(담화=텍스트+맥락)라고 할 수 있다.27) 또한 담화를 분석

26) 최근에는 더 나아가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의 입장

에서 담화는 ‘사회의 문제를 밝혀내는 언어표현의 실례가 담긴 총체’라고 보는 관

점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담화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언어 행위(Fairclough,

2003; 김지홍 역, 2012)’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확대되어, 사회 문제의 해결 도구라

고 보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7) 엔크비스트(Enkvist, 1980)에서도 텍스트는 탈맥락적인 담화로, 담화는 상황적

맥락이 포함된 텍스트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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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agent)
� 성별 등의 기본 인적사항, 참여 인원, 사회적/심리적

역할, 사용 언어 등

시간(time) � 사건 발생 시간, 지속 시간 등

장소(place) � 지리적 위치, 장소,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하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기술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언어와

이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맥락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McCarthy,

1991). 이뿐만 아니라 담화 분석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연구하

기보다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언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화 분석이 텍스트, 사회

및 심리적 맥락에서 일련의 언어를 고찰할 때 언어가 어떻게 언어 사용

자들에 의해 의미가 있고 일관된 통일성을 이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Cook, 1989; 김지홍 역, 2003).

이와 같이 담화와 맥락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는 담화에 따라 맥락이, 혹은 맥락에 따라 담화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담화와 맥락의 유기성을 통해 맥락 요인

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우선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에

대한 범주화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28)

상황 맥락은 언어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간 단계 지점으로 상

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이러한 상황 맥락에 관여하는 요소를 연구한

주요 연구로는 리히테리히(Richterich, 1971), 할리데이(Halliday, 1978/2013),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89) 등이 있다. 리히테리히(1971)에서

는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소로 담화의 참여자, 시간, 장소 등의

배경을 들었으며, 각 범주 안에 속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6] 리히테리히(1971)의 상황적 요소

28) 말리노우스키(Malinowski, 1923)에서는 언어나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상황 맥락(context of situation)’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기하였다(김슬

옹(2012)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입장일 뿐만 아니라, 언어 맥락은 문

법 지식 그 자체에 해당되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내러티브 장르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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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기능 문법 지식

관념적(ideational) 기능

‘담화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언어화하는 데 필요

한 문법 지식으로 실현되는 기능

� 담화 내용 생성에 관한 기능

� 세계에 대한 인식

� 인식과 표현

� 명제 내용

대인적(interpersonal) 기능

‘청자(독자)에 대한 태도’를 언어화하는 데 필요한

문법 지식으로 실현되는 기능

� 문말 표현

� 서법

텍스트적(textual) 기능

‘담화에서 사용된 언어의 역할’을 언어화하는 데 필

요한 지식으로 실현되는 기능

� 대용/생략

� 주제화

� 글의 짜임/단락의 역할

� 단락(문장) 간의 접속 관계

한편, 할리데이(1978)에서는 발화는 실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생산한 언어적 형태라고 하였으며, 이는 상황 맥락으로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 맥락은 담화 장면, 담화 주체, 담화 방식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할리데이와 하산(1989)에서는 선행 연

구를 포괄하는 입장에서 텍스트 간 맥락, 텍스트 내 맥락, 상황 맥락, 사

회·문화적 맥락으로 세분하였고, 이때 상황 맥락은 텍스트의 언어 사용

역(register)을 구체화하는 발화의 내용, 발화의 형식, 발화의 목적 등의

자질로 구성된다(이재기, 2006).29) 다시 말해서 상황 맥락은 언어 사용역

을 결정하는 요소로,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담화 맥락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맥락을 드러내는 언어 사용역의 자질을 밝힘

으로써 추상적인 담화 맥락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

구는 주세형(2005:356)의 논의에 주목하였다.

[표 2-7] 상황 맥락에 따른 문법 지식 내용(주세형, 2005)

29) 그 밖에 사회·문화적 맥락은 텍스트에 가치를 부여하고 해석에 제약을 가하는

제도적이고 정신적인 배경을 의미한다. 텍스트 간 맥락은 다른 텍스트와의 관련

성을 포함하고 텍스트 내 맥락은 내적 의미 관계를 실현하는 응집성(결속구조,

coherence)과 응결성(결속성, cohesion)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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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할리데이(1978)의 논의를 수용하되 상황 맥락 요인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문법 지식을 위 표와 같이 제안하

였다. 가령, 청자에게 밥을 먹으라는 정보 자체를 주는 ‘관념적 기능’에서

‘밥 먹어’의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데, 이는 ‘대인적 기능’에서는 화자에

대한 청자의 지속적인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명령형으로, ‘텍스트적 기

능’에서는 구어의 특성을 살려 목적격 조사를 생략한 언어 형식을 선택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언어 형식은 구체적인 개별 상황

에 따라 분절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체계에 따라 유형화된

상황 맥락에 의해 저장된다(주세형, 2005:17). 이에 언어 형식은 기능 체

계를 기준으로 배열해야 하며, 이때 언어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달한다.

따라서 하나의 언어 형식에는 담화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있다

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담화 상황에 따라 의도하고자 하는 기능이 주로

어떤 언어 형식으로 실현되는가를 언어 지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

의 언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담화의 언어 사용역에 따른 상황 맥락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제

시해 주어야 한다.

2. 담화와 무브30)

2.1. 담화 구조와 무브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 행위인 담화에서는 언어 사용자가 표

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언어 사용역(register)이나 장르(genre)에 적합한

30) ‘무브(move)’라는 용어는 학자들마다 다른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박경자 외

(2001)에서는 ‘move’를 ‘마디’라고 하고 발화보다 더 작은 담화의 한 단위로 명시

하였고, 민병곤(2002)에서는 ‘진행’으로, 박은선(2006)에서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달

라질 때마다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이동마디’로 번역하였

다. 최연희 편저(2009)에서는 장르를 단계별로 나누는 담화 단위로 ‘화이(話移)’라

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번역어가 본연의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무브’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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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구조를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어떠한 구조의 순서를 따라야 하는 것일까? 담화에서 특정 기능이 다른

기능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할까? 어떻게 한 담화 내에서 특정 문

법과 어휘를 관련짓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계기로, 담화 분석가들은

담화의 어휘-문법적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서 어휘-문법이 어떻

게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Bhatia, 2004). 따라서

담화 연구자들은 담화 구조를 담화의 의사소통적 기능과 관련시키고, 최

근의 장르 분석 접근법은 수사적 무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Biber,

Connor & Upton, 2007:24). 이러한 수사적 무브는 형식적인 담화 구조의

구성 요소들을 기능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1981년에 스웨일스(Swales)가 기사의 서론 부분에 고유한

수사적인 이동(rhetorical movement)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4-move’

를 제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서 무브란 담화 단위의 구성 요

소로, 특정한 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ve functions)을 포함하는 텍스트

의 부분(portions of a text)이라고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스웨일스

(Swales, 1990)는 무브는 동일한 의사소통 목표를 가지고 반복되는 것이

며, 각 무브는 스텝(step)31)으로 구성되는데, 특정 장르의 무브와 스텝

으로 구별된 상호작용은 도식 구조의 형태를 만들고, 그 내용과 스타일

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후로 무브는 장르 분석이나

담화 분석의 연구에서 텍스트나 담화를 기능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담화 구조를 살피기에 앞

서 무브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느보구(Nwogu, 1991:114)에서는 무브를 언어적 특질을 지닌 텍

스트의 분절(text segment)로 정의하였다. 무브는 어휘적 의미, 명제적

의미, 발화 수반력 등의 언어적 특징으로 그룹화 되어 있고, 각 무브는

31) 무브의 하위 유형으로, 스웨일스는 ‘step(스텝, 단계)’을, 바티아는 ‘strategy(전

략)’을 사용하였다(박혜경, 2014:22). ‘단계’라는 용어는 단계적인 절차라는 것이

부각되고, ‘전략’이라는 용어는 의사소통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인지

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부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브 자체가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해당 무브의 의사소통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위 전략을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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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가 의도한 주요 목

적이나 목표는 각각의 무브에 의해서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32) 또한

바이버·코너·업톤(2007)에서도 무브가 특정 의사소통 기능을 하는 텍스

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무브는 각각의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르의 전체 의사소통 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마틴(Martin, 1992)에서는 장르를 단계별로 나누는 담화 단위인

무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때 무브는 언어 사용자의 소통의 목적과 더

불어 그 담화공동체의 관습에 따른 단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각 무브는

하나의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므로, 무브 분석을 통해 교사들은 학습자

들에게 필요한 문법 사항을 명시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이랜드(Hyland, 2004)에서도 무브는 의사소통 목적

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적이고 기능적인 텍스트 단위라고 보았다. 다만

코너와 마우란넨(Connor & Mauranen, 1999)에서 주장한 대로 각 무브

는 길이에 상관없이 내재적으로 최소한 하나의 명제를 포함하고 내적인

일관성을 지닌다(박혜경, 2014:22). 따라서 장르 분석의 첫 단계는 기능

적 단위인 무브를 찾고 무브의 연결에 따른 글 전체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텍스트의 목적을 실현하는 언어적 특징을 확인하

고 이러한 언어와 구조의 사용이 장르를 사용하는 참여자의 의사소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러한 선택은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유래되었

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언어 교수에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무브

분석을 통한 장르 연구는 학습자들에게 장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

는 정보와 활동을 제공하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32)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By the term “move” is meant a text segment made up of a bundle of

linguistic features (lexical meanings, prepositional meanings, illocutionary

forces, etc.) which give the segment a uniform orientation and signal the

content of discourse in it. Each move is taken to embody a number of

“communicative functions” which are primary goals or purposes the writer of

an abstract has to achieve within each move(Nwogu, 19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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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 1

Move 2

Move 3

Move 4

Move 5

Text

⇨

⇨

⇨

⇨

⇨

담화 목표 1

담화 목표 2

담화 목표 3

담화 목표 4

담화 목표 5

통일된 전체의

의사소통 목적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무브의 개념은 아래의 그림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3] 무브의 개념33)

즉, 무브란 특정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텍스트의

부분34)으로, 무브는 텍스트의 의미적이고 기능적인 단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무브는 통일된 의사소통 목적을

함의하고 있으므로, 의미를 지닌 가장 최소의 담화 단위로 볼 수 있으며,

전반적인 텍스트의 담화 구조는 무브 유형의 순서로 기술된다. 또한 할

리데이와 하산(1989)은 ‘elements of text structure’를 일컫는 것을 요즘

은 ‘move’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으며, 특정 장르의 텍스트

는 이 무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 무브는 분절된 의사

소통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사소통 목적을 수

행하기도 한다(Henry & Roseberry, 2001:94).

이러한 무브는 텍스트 구조의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담화의 전개 구조

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전개 구조는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단락의 단

위라면, 무브는 의사소통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적이고 의미적인 구성 요

소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즉, 크로슬레이(Crossley, 2007:7)는 전개 구

33) 헨리와 로즈베리(Henry & Roseberry, 2001:95)에서 제시된 것을 수정하여 제시

한다. ‘purpose A,’를 ‘담화 목표1’라고 번역하였고, ‘communicative purpose of

text’를 ‘의사소통 목적’으로 번역하였다. 일반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구별하며, 목

적이 목표의 상위개념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34) 텍스트의 부분이란 텍스트의 형식적인 구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때 무브의

최소 단위는 절이 될 수 있고, 최대 단위는 단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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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1 = 무브1

단락2 = 무브2

단락3 = 무브3

텍스트(A)

단락

텍스트(B)

조는 표준화된 틀로, 이 구조적인 요소는 필자마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무브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바이버 외(Biber et al,

1999:55)에서는 무브는 텍스트의 주요한 빌딩블록(building blocks)이고,

전개 구조는 구조적인 표준 비계(scaffolding)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르

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담화의 전개 구조는 형식적으로 무브와 같을

수도 있고(텍스트A) 더 클 수도 있으며(텍스트B),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4] 전개 구조와 무브의 관계

이에 전개 구조와 무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무브의 확인 절차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에서 명제에 초점을 두고 중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둘째, 언어적인 단서를 찾는다. 셋째, 언어적 단서에 근거하여

담화의 내용을 구분한다. 넷째, 텍스트의 분절과 정보에 담긴 담화 기능

을 파악한다. 다섯째, 다른 텍스트를 참조하여 일반적인 무브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생성된 무브가 규칙적이고 안

정적으로 나타나면 하나의 무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개 구조는 이러

한 의미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텍스트 내에서 단락과 단락 간의 형

식적인 구분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브는 담화문법과 쓰기 교육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유용하다. 하

무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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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Hyland, 1990)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들이 글을 쓸 때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과 장르의 관습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데에 무브 분석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더들리-에반스(Dudley-Evans, 1995)와

코너 외(Connor et al., 2002)에서도 무브는 장르에 내재해 있으면서 텍

스트의 의미와 기능을 나누는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특정 장르의 글

쓰기를 하는 미숙한 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무브는 학습자들에

게 특정 장르에 필요한 문법 형태를 명시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

이다(Martin, 1992). 예를 들어, 헨리와 로즈베리(Henry & Roseberry,

1998)에서는 제2언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여행 정보 쓰기 교육을 하

였는데, 학습자들이 실제 텍스트 6편을 무브별로 분석하고 나서 텍스트

를 다시 쓰게 한 경우가 텍스트를 배열하고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

적임을 밝혔다. 또한 플라워듀(Flowerdew, 2000)에서는 목표 장르에 대

한 쓰기 교육을 할 때 모범 텍스트를 사용하여 무브와 언어적 특징을 확

인하는 것이 ESL학부생들에게 유용함을 주장하면서, 일반적인 무브 구

조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과 다양한 장르의 언어적 특징을 노출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청(Cheng, 2008)에서도 제2

언어 쓰기 교육에서 전형적인 장르의 글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유용

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국어가 중국어인 대학원생들에게

EAP 글쓰기 수업 시간에 특정 장르의 글을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

하였는데, 학습자들에게 5가지의 장르 모범적인 글을 무브(move), 스텝

(step), 언어적 특징으로 분석하고 특징적인 자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

였다. 그 결과 특정 무브와 언어적 특징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글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유사한 장르에서도 고

유한 장르의 특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목표 장르의 담화 구조를 분

석하는 것은 각 무브별 기능을 인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정 텍스트에

사용된 무브의 의미 기능과 언어적 특징을 명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유

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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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러티브 담화 구조와 무브

내러티브는 서사 문학에서 허구적 대상의 이야기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문예학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특히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는 1977년에 발표한 그의 연구에서 내러티브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현재(顯在)하면서 언어와 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소통된다. 또한 인간의

삶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러티브는 인간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35) 다시 말해서, 내러티브는 인간 사회 어

디에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존재하며, 그 형태와 구조가 가변

적이고 다양하며, 인간은 의미와 그 표현으로 구성된 내러티브의 세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였다(Roland Rarthes, 1966; 한송화(2014:3)에

서 재인용).

화이트(White, 1987:215)에 의하면 내러티브(narrative)란 라틴어인 ‘narro

(말하다, 이야기하다)’에서 유래된 말로, 이것은 라틴어 ‘gnarus(알다)’의 어

원이 되기도 하는 산스크리트어 ‘gna’에서 함께 유래되었다고 한다. 즉,

어원적으로 ‘내러티브’라는 용어는 단지 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프린스(Prince, 1987)의 『A Dictionary of Narratology』에서는 다음

과 같이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사(narrative)란 ①한두 명 혹은 여러 명의 서술자(narrator)에 의해서 한

두명 혹은 여러 명의 듣는 이에게 전하는 ②하나 내지 그 이상의 현실의 혹은

35) “내러티브는 세계에 무수히 많다. 내러티브는 무엇보다 엄청나게 많은 장르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내용들로 채워진다. 마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의 제재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내러티브는 신화, 전설, 우화, 이

야기, 소설, 서사시, 역사, 비극, 드라마, 희극, 마임, 회화, 영화, 만화, 뉴스기사,

대화, 그리고 그 밖의 것들로 표현된다. 또한 거의 무한한 이런 형식 속에서 서사

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회에서 나타난다. 내러티브는 인류 역사의 시작

과 함께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내러티브 없이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계층, 모든 인류 집단이 그들 자신의 서사를 가지며,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자신의 서사를 공유했다. … 내러티브는 초역사적, 초국가적 성

격을 가진다. 그것은 거기에 삶 그 자체처럼 존재한다(Roland Barthes, 1977:97).”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2014:7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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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의 사건(event)의 보고를 말하며, 특히 ③이런 사건들의 결과와 경과, 관여

자와 그 행위, 그 구조와 구조화의 ④보고를 말한다.36)

즉, 내러티브가 되려면 ①화자와 청자에게 ②실제적인 이야기나 허구

적 이야기를 ③구조화된 줄거리로 ④소통(疏通)을 해야 한다. 특히, ‘구조

화된 줄거리’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

을 시간적인 순서(chronological order)에 따라 말하거나(telling), 관련 지

어 말하거나(relating), 이야기하는(story telling) 등의 일정한 틀의 단편

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Alheit, 1982; Bonvillain, 2002;

Gergen, 2005).

그러므로 적절한 내러티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야기가 시

간적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배열되어야 하며, 둘째는 이야기에 등장하

는 각 사건들은 인과관계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셋째는 이야기에

사용된 사건들은 마지막의 결말과 연결된 적절한 이야기여야 하며, 이야

기의 결말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Alheit, 1982;

Gengen, 2005).37) 즉, 내러티브는 일련의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일어났는지 등을 구조적으로 기술하는 인

간 사고의 도구이자 인지적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시간적

순서가 있는 일련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과 그것

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고와 소통 과정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은 내러티브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기도 하고, 내러티브를

통해 타자에게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의

형태로 된 세계를 수용하고 학습해 나간다(한송화, 2014:5).

이에 인지심리학자들은 구조적으로 표현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내러

36) 번역서인『서사론 사전』(이기우·김용재 역, 1992)에서 발췌하였으며, ①, ②, ③,

④의 일련번호는 연구자가 추가하였다.

37) ‘내러티브(narrative)’와 ‘이야기(story)’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내러티

브는 내용과 표현 방식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고, 이야기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바라본다. 가령, 채트만(Chatman, 1978:9)에서는 내러티브의 ‘무엇’에 해

당하는 부분을 ‘이야기(story)’로,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화(discourse)’로

구분하여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분리하며,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로 이야기를 바

라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의 개념을 엄격히 구별 짓지 않았으나 구별이 필

요한 경우에는 이야기의 상위 개념으로 내러티브를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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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적 사고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형식적 장치인 ‘이야기 문

법(story grammar)’이 있음을 밝혔다. 1932년에 발표된 바틀릿(Bartlett)

의 연구가 그 시초이며, 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특정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재연하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동은 처음 들었던 불완전한

이야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첨가하거나 삭제하면서 처음의 이야기를 정교

하게 바꾸어 나갔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

은 아동의 이야기에 이야기 스키마(story schema), 즉 이야기 문법이 있

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38) 이후 1977년에 루멜하트(Rumelhart)는 이

러한 내러티브의 전형적인 구조를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이라 명

명했으며, 맨들러와 존슨(Mandler & Johnson, 1977), 스테인과 글렌

(Stein & Glenn, 1979) 등이 더욱 발전시켰다. 이들에 의해 형성된 이야

기 문법은 이야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주며, 각각의 구

성 요소가 이야기를 잘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나타내

어 이야기의 특성을 포착하기 위한 형식적 장치이다.

즉, 내러티브의 형식적 장치는 크게 배경과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에피

소드는 다시 계기가 되는 발단, 내적 반응, 시도, 결과, 반응 등으로 세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성 요소들에 의해 내적 구조가 형성되고, 이

내적 구조는 내러티브 사고의 스키마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테인과 글렌(1979; 이경화, 2008:99에서 재인용)은 루멜하트(1977)의 논

의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 구조를 제시하였다.

38) 학자에 따라서 이야기 스키마와 이야기 문법을 구별하기도 하였으며, 맨들러

(Mandler, 1982:307)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A story grammar is a rule system which specifies canonical sequences of

units occurring in stories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can be

changed, deleted, or moved. A story schema based on the grammar is a

mechanism which has incorporated some of all of these regularities and

makes use of them during processing.”

즉, 이야기 문법은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순서, 배열에 따른 규칙 체계

이고, 이야기 스키마는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규칙성을 통합하고 사용하

게 하는 메커니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김민정(2013)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야기 스키마는 독자가 이야기의 구성 부분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심리

적 표상으로서 어떻게 이야기가 조직되었는지에 대해 독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라면 이야기 문법은 텍스트의 구조 그 자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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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이야기 범주 내용

배경
주인공에 대한 소개, 이야기가 발생되는 물리적, 사회적 또는 시간적

상황, 자연적, 사회적, 시간적 배경

발단 행동, 내적 사건 또는 주인공 내부의 반응을 일으키거나 초래하는 사건

내적

반응
감정, 인식 또는 주인공의 목적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주인공이 취한 여러 가지 방안

시도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취한 명백한 시도, 행동

결과 사건, 행동 또는 주인공의 목적 달성이나 미달성에 대한 결과 진술

반응
감정, 인식, 행동 또는 주인공의 목적 달성에 대한 주인공의 감정 표

현이 종결된 상태

[표 2-8] 이야기 범주 및 내용(Stein & Glenn, 1979)

또한 맨들러(1987), 글레이저·골딩·롱(Graesser, Golding & Long,

1996)은 이야기가 일어나는 구성 요소들의 전형적인 순서와 배열을 다음

과 같이 구체화하였다(Hudson, 2007:180).

① 이야기 → 배경 + 에피소드(episode)

② 배경: 등장인물, 시간, 장소 등의 묘사

③ 에피소드 → 시작 + 전개 + 결말

④ 시작: 복합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

⑤ 전개 → 복합 반응 + 목적에 도달하는 방향

⑥ 복합 반응 → 단순 반응 + 목적

⑦ 단순 반응: 감정적 또는 인지적 반응

⑧ 목적: 등장인물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

⑨ 목적에 도달하는 방향: 시도 + 결과

⑩ 시도: 등장인물의 의도된 행동 또는 계획

⑪ 결과: 시도에 따른 결과,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의 여부

⑫ 결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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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 텍스트의 구조

／ ＼

교훈 이야기

／ ＼

평가 줄거리

／

에피소드

／ ＼

배경 사건

／ ＼

갈등 해결

위와 같이, 이야기에는 배경과 에피소드와 사건이 있고, 그 에피소드는

더 작은 하위 구성 요소들, 즉 시작 사건, 등장인물의 내적 반응, 목표에

따른 시도 및 결과, 목표에 이르기 위한 등장인물의 시도와 반응으로 이

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마다 내러티브의 구조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내러티브에는 배경,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배경은 이야기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이고, 각각의 에피소드는 등장인물이 발생 사건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문제 해결과 함께 이야기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며 종결짓

는 이야기체로 구성된다.

또한 텍스트언어학의 발달과 함께 거시구조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였

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판데이크(van Dijk, 1980)의 초구조 이

론을 들 수 있다.39) 판데이크는 텍스트를 위한 생산 스키마와 해석 스키

마로써 내러티브의 초구조(超構造, supra-structure)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Brinker, 1985; 이성만 역, 2004:74-76).

[그림 2-5] 판데이크(van Dijk)의 초구조

39) 텍스트 구조에 대한 접근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시구조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 등을 연

구하는 방법이고, 거시구조는 텍스트의 내용적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텍스트의 거시적 접근을 통해서 내러티브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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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 스 트

／ � ＼

배경 에피소드1...n 결말

� � �

단락 단락/텍스트 단락

즉, 내러티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등장인물의 행위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최소한의 흥미 기준을 충족시키는 어떤 행위나

사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내러티브 텍스트의 핵심이며 이를 ‘사건’이라고 한다. 각 사건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진행되며,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기술해 주

는 부분을 ‘배경’이라고 한다. 사건은 배경과 함께 ‘에피소드’를 형성하는

데 같은 배경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에피소드를 ‘줄거리’라고 하며, 사람들이 줄거리에 대하여 나름의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형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화(寓話)와 같

이 교훈이 결합하여 내러티브 텍스트를 형성한다(고영근, 2011:171-173).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롱에커(Longacre, 1983)가 있으

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포괄할 수 있는 거시구조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4:87-88).

[그림 2-6] 롱에커(Longacre)의 거시구조

위 그림과 같이 하나의 내러티브 텍스트는 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

며 최초의 단락은 배경을 이루고 마지막 단락은 결말을 이룬다. 하나의

텍스트는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나타낼 수 있다.

각각의 단락들에 드러난 시공간의 변화, 등장인물의 변화, 화제 변화

등의 내적인 특성들에 의해 내러티브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노아우

(Noyau, 1984)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화자의 경험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

하는 개인적 내러티브(personal narrative)와 화자의 경험과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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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야기하는 비개인적 내러티브(impersonal narrative)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개인적 내러티브 중에서 경험담에 초점을 두었다. 경험담 내러티

브는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남에게 알

리거나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친

밀한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서현석, 2015:109-110). 다시 말

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경험담 내러티브는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

력 함양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험담 내러티브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교육적인 관점에서 경험담은 학습자들의 사고 양식과 경험

양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내러티브의 구조와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양태를 살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한송화, 2015:512), 본 연구에서는 경험담 내러티브로 한

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67년에 발표한 라보프와 웨일츠키(Labov & Waletzkey)의 연

구에서는 기존의 연구40)에서 제시한 신화, 민담, 전설, 영웅담 등의 분석

과 달리 평범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분석하였으며, 개인적 경험

담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41)

① 개요(Abstract): 무슨 이야기인가?

② 배경(Orientation):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였는가?

③ 갈등 사건(Complicating action):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④ 평가(Evaluation): 화자의 기분은 어떠했는가,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⑤ 결과/해결(Result or resolution):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⑥ 종결(coda): 맺는 말

40) 대표적으로 프롭(Propp, 1968)에서는 115개의 러시아 민담에서 등장인물의 행위

를 통해 추출한 31개의 기능을 제시하였고, 이 기능은 이야기의 기본적인 요소들

로 이야기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함을 밝혔다.

41) 센코(Senko, 2006)의 논의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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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구조 내용

개요(abstract)
내러티브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 요점을 압축

하여 제시한다.

배경 소개(orientation) 시간, 장소, 인물, 상황, 행동 등을 소개한다.

갈등 사건

(complication action)
갈등이 일어나는 주요 사건을 서술한다.

평가(evaluation)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 이유를 평가한다.

갈등 해결(resolution) 사건의 결과를 기술한다.

종결(coda)
내러티브의 종결을 표시하고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서 연결 지으며 마무리한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토대로 내러티브의 기능을 정의하는 가장 작은 언

어적 단위로 ‘절’을 설정하고, 이 단위의 반복 패턴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의 거시구조를 발견하였다. 이후 1972년에 라보프는 선행 연구를 보완하

여 다음과 같은 내러티브 구조를 제시하였다.

[표 2-9] 구어 내러티브의 구조(Labov, 1972)

위 표와 같이 내러티브의 시작을 알리는 개요와 종결은 기능적인 요소

로 내러티브 구조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교(架橋)의 역할을 한다. 배경 소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장소, 등

장인물, 상황 맥락 등을 소개하고 나서 갈등이 일어난 주요한 내용인 사

건을 서술한다. 이 부분에서 내러티브의 장르적 특징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는 이 이야기가 흔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흥미로운 일이었는지를 부각해야만 청자의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42)

이러한 내러티브 구조를 발단으로 하여 구어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어

텍스트 연구도 이 연구에 기대어 분석하고 있다.43) 이에 본 연구에서는

42) 그러나 라보프(1972)의 연구는 이상적인 이야기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자연

스러운 일상 대화 상황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가 존재하므로 실제 발화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개요와 종

결과 같은 내러티브 구성 요소들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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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내용

무브1 프롤로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무브2 배경소개 이야기가 일어나는 시간, 장소, 등장인물 등을 소개한다.

무브3 에피소드 주요 사건 혹은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기술한다.

무브4 내적반응
무브3의 결과에 따라 필자의 정신이나 감정 상태를 기술

한다.

무브5 에필로그
사건의 중요성, 필자가 얻은 교훈 등 필자의 생각을 기

술하며 정리한다.

라보프와 웨일츠키(1967)와 후속 연구인 라보프(1972)에서 제시한 구어

경험담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마련하였

다.44)

[표 2-10] 경험담 내러티브의 구조와 내용

먼저 내러티브의 가장 핵심 요소인 ‘에피소드(무브3)’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청자/독자에게 흥미로운 일련의 행위들이 복잡한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결국 그 갈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무브2)’과 더불어 구성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언어 사용

주체의 생각이나 감정 등의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내적반응(무브4)’의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요소들로 이야기의 줄거리가 구성되는 한편, 시작

과 끝을 알리는 ‘프롤로그(무브1)’와 ‘에필로그(무브5)’는 내러티브 구조에

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무브 유형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표현하기 위

43) 라보프와 웨일츠키(1967)는 구어 내러티브 분석에서 비롯되었지만 문어 내러티

브뿐만 아니라 (한)국어 내러티브 담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다수의 연구

자(강은실, 2007; 박용익·정연옥, 2013; 유민애, 2015a; 조은, 2015; 한송화, 2015

등)들이 이 담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4)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개요’와 ‘종결’은 구어 내러티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다. 즉, 개요는 말차례를 잡으며 청자의 흥미와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종결은 말차례를 넘기며 화자의 내러티브가 끝났음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문어 내러티브에서 ‘개요’와 ‘종결’의 기능에 대해 재고

(再考)하였는데, 문어에서는 ‘종결’에 대한 기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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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사적 무브 장치로서 분명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내러티브 담화 구조와 무브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교육

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인간은 내러티브를 통해 세상을 이해

하고 배워갈 수 있는 방법적 수단이 되므로, 내러티브는 교육과정에 필

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내러

티브 능력의 함양이 곧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표

를 추구함에 있어서 내러티브 사고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

로 표현능력과 이해능력의 두 축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러한 내러티브의 교육적 가치를

등한시한 경향이 있다. 이는 내러티브가 인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생

산되며 소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 사고만이 궁극적

인 의사소통 능력의 도달점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며,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이나 체

험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인 경험담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그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45)

3. 담화문법의 교육적 정립

한국어교육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자리매김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한 논

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의 추상

성에 따라 여전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다

양한 문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함에 따라 문법 교

육의 내용과 방법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 이러한 의구심은 담화 차원

에서 문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마리

45) 브루너(Bruner, 2002) 또한 내러티브는 우리가 세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조직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형식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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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풀 수 있을 것이다.46) 담화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능력이야말로 의사

소통 능력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제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이경,

2016:66).

이를 위해 먼저 담화문법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되어야 하고, 이에 따

라 교육적 원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문법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맥락 중심의 담화문법을 개념화하고, 담

화문법 교육의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담화문법의 교육적 가치를 재

발견하여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1. 담화문법의 개념

담화 분석은 담화의 구조, 담화 표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담화 기반의 문법도 그 중의 한 영역이다. 이는

1990년대에 들어 기능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담화-기능적 문법 학

자들(discourse-functional grammarians)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

작하였다(Cumming & Ono, 1997; 구미화(2011:7)에서 재인용). 따라서

담화문법이란 용어가 유행처럼 번지어 문법 영역에 담화 분석적 시각을

반영하는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문법 형식과 담화의 상호작용적 기

능의 관계를 연구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Hughes &

McCarthy, 1998:263). 즉, 이들은 문법이 맥락이 배제된 채 문장 층위에

서 분석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47) 담화 층위로 분석의

46) 임규홍(2006)에서는 담화문법은 담화론을 논의하는 연구에서 간혹 쓰이고 있으

나 일반화된 용어는 아니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셀스-머시아와 올스테인

(Celce-Murcia & Olshtain, 2000)에서 언급한 ‘문장 중심 문법(Sentence-based

grammar)’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담화 중심 문법(Discourse-based grammar)’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장문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담화 중심

문법 내용을 ‘담화문법’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47) 오선영(2008)에서도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에 기초한 문법 교육은 언어 형식에

대한 규범적인 규칙들을 가르치는 데에 주력하여 문법과 의사소통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관련 문법을 학습한 후에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양산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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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때 담화의 역할은 문법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문법 단위들을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한 분석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김호정, 2006). 즉, 분석 단위로서의 담화는 양세희(2014:32)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종의 배경으로 작용하여 다른 문법 단위들은 전경화되

어 학습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문법 교육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담화의

개념이나 구성 요소, 구조 등을 결과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맥락에 따른 문법을 기술하기 위해 담화 층위의 문법, 즉 담화

문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담화문법(談話文法, discourse grammar)

이란 단어 그대로 담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언어 운용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48)

가. 나는 제주도에 가 봤어요.

나. 내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위 예문은 문장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모두 정문(正文)이지만,

이 문장의 담화 맥락을 고려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누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경우에는 (가)문장은 어색

해진다. 즉,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요구하는 담화 맥락에서는

신(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보조사 ‘은/는’을 사용하여

구(舊)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와 같이 담화문법은 문장의 단위에서 설명할 수 없으나 장면이나 맥

락 속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언어 현상이나 언어 규칙을 말한다. 즉, 담

화문법은 실제 담화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형식(form), 기능(function), 맥

락(context) 간의 연결을 견고하게 하며, 이는 언어 기술의 중심이 언어

의 적절성과 사용(usage)이 되게 함을 목표로 한다(오선영, 2008; 김남

길, 2012). 그러므로 담화문법은 그 중심축을 이루는 ‘맥락’을 중심으로

문법 형식과 기능, 나아가 사용으로 귀결된다. 다시 말하면 언어에 쓰인

48) 박수진(2015a:128)에서도 ‘문장 문법을 넘어서 담화 층위에서 담화의 생성 원리

와 체계적 구조를 다루는 것’을 담화문법이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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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통해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를 통해 기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 지식은 담화 차원에서 유기적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맥락은 그 자체가 교육의 대상이 되

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활용하여 지식과 기능을 교육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맥락을 중핵으로 한 문법 기능, 문법 형식, 문법 사용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담화문법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49)

3.1.1. 문법 기능과 맥락

담화문법에서의 맥락은 언어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 문법 형식이 수반

하는 담화 기능을 수행하여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여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담화문법은 상황 맥락 차원에서

명제의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문법 형식과

의미 기능50)을 연결하는 규칙 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문법의 의미 기능

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맥락에 의해 결정되고 그러한 의미 기능은 맥

락을 고려해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담화의 기능은 담화 구조

에 내재된 언어 사용역(register)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황 맥락에 따른 의

미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49) 이는 라센-프리만(Larsen-Freeman, 1998)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한 언어

의 형식(form), 의미(meaning), 사용(use)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맥락이다.

50) 여기서 ‘의미’는 문법 형식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어 사용자가 소통

하는 과정에서 맥락과 관련되어 얻게 되는 것을 뜻하며, ‘기능’은 언어 내에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능을 말한다(van

Dijk, 1977:2).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의 의미와 기능은 분절적으로 구분

되기보다는 교섭 작용을 일으킨다는 판단하에 명사형으로 나열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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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담화문법은 문법 선택에 있어서 언어 사용자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전

통적인 문장문법 교육에서 결여되었던 문법의 의미 기능을 통찰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Paltridge, 2006). 다시 말해서 담화문법은 담화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문법 선택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1.2. 문법 형식과 맥락

담화문법에서의 맥락은 담화 내의 문법 형식과 해석에 관여해서 의미

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새롭게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 관여하

는 이론적이며 활성화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김재봉, 2007:75). 즉, 맥

락은 주어진 담화 내에서 언어 사용자가 문법 형식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추상적이면서 구체화된 문법 지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특정 담화의 상황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문법적 특징 등의 언어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담화문법 교육의 목표는 실제 담화 맥락에서 요구하는

언어의 형식과 의미 기능을 인식하게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언어 사

용자가 적절한 선택항을 구성하여 가장 타당한 문법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담화문법적 지식은 소통 가능한 형태로 언어

화하는 데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한국어교육에서 ‘피동형’을 설명할 경우, 동사형에

‘-이/히/리/기-’의 피동형 접미사를 결합하거나 ‘-아/어지다’의 접미사를

결합하여 피동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피동사나 피동형 접

미사가 결합된 단어의 목록을 제시한 한 후 ‘문을 열다.’의 문장을 ‘문이

열리다.’로 기계적으로 변환하는 연습을 한다. 또한 ‘한글이 1446년에 만

들어졌다’의 접미사 피동형은 행위를 한 동작주를 모르거나 책임을 전가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동작주를 밝히지 않거나 동작주의 실체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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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맥락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날 때 등의 예외 사

항이 있음을 언급한다. 반면, 담화문법 차원의 교육에서는 ‘어제 집에 도

둑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라는 실제 담화

맥락에서 두 번째 문장은 능동형과 피동형의 선택항 중에서 언어 사용자

는 선행하는 문장과의 관계 속에서 피동형을 선택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

게 한다. 즉, 이것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행 문장에서 언급된 ‘도둑’으로 담화의 초점을 유지하기 위한 표현 의

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51)

이상의 담화 분석으로 문법 형식의 선택 문제와 언어 외적인 맥락 요

인들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맥락의존도가 높은 문법 형식이 있

음을 전제로 하며, 이에 담화문법은 모든 문법 형식을 대상으로 교육 내

용을 마련하기보다는 맥락의존적인 문법 형식을 중심으로 담화문법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면 기존의 배태된 문장문법 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

을 것이다.

3.1.3. 문법 사용과 맥락

담화문법에서의 맥락은 실제성(authenticity)을 강조하는 현재의 살아

있는 문법 교육으로써, 실제 언어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법 교육을

지향한다(이관규, 2011). 이러한 관점에서의 담화문법은 해당 문법 표현

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발화자, 수신자, 맥락’까지 염두에 두고

문법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따라서 담화문법은

문법 표현 그 자체보다는 담화 맥락을 중시하면서 발화자의 의도와 수신

자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맥락은 정적인 것

이 아니라 동적이며, 즉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맥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51) 마찬가지로 영어교육에서도 수동태와 능동태,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시제-

상-서법, 담화 연결어, 정관사와 부정관사, 대명사 등의 문법 형식을 선택하여 문

장문법과 담화문법으로 대별하여 교수 내용을 간단히 제시할 수 있다(구미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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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사용자

맥락(context)

언어 맥락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언어 특성

- 담화 장면

- 담화 주체

- 담화 방식

•사용역

- 관념적 기능

- 대인적 기능

- 텍스트적 기능

•장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형식 의미 기능

언어화

맥락적

문법 지식

문법 요소

선택항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법은 언어 맥락에 따른 지식의 정

확성을 추구하는 체계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실

제 사용에 적절성을 내포할 수 있다.

요컨대, 담화문법은 ‘언어 사용자가 실제 담화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

의 형식과 기능을 연결해 주는 규칙적인 체계’를 말하며, 이러한 담화문

법 지식은 언어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적절한 문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7] 담화문법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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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언어 사용자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담화 맥락 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우선적으로

상황 맥락에 관여하는 요소를 구체화함으로써 언어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의미 생산에 관여하는

맥락적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 형식과 기능에 적합한 문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담화문법의 작동 원리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

는 상호작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교호(交互)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담화문법은 맥락을 활용하여 문법의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고

궁극적으로 올바른 문법 사용으로 나아감으로써 언어 사용자가 표현하고

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

양할 수 있다.

3.2. 담화문법 교육의 원리

담화문법은 기존의 문장 단위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상황

에서 화자가 어떻게 그 문장과 문법 요소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

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는 휴즈와 맥카시(Hughes &. McCarthy, 1998)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화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매 순간 화

자의 선택이 고려되어야만 충분히 설명 가능한 문법으로 담화문법을 정

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담화문법 교육이 실현될 때 비로소 학습자들에

게 적절하고 정확한 언어 사용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즉, 담화문법은 기존의 고립된 문법에 대한 교육적 재고(再考)와 학습

자의 수동성에 대한 발로(發露)로써 담화 차원의 언어 연구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었다. 그렇다면 담화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러한 문

제는 담화문법 교육의 원리를 밝힘으로써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담화문법은 맥락에 따라 선택 규칙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으로 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문법

은 수동적인 지식에서 능동적인 언어 사용으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되므

로, 담화문법의 교육 내용 원리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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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구조에 내재된

담화 기능을

인식하는 지식

문법 형식과 의미

기능을 구성하는 지식

언어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활성화하는 지식

� � �

담화 기능 중심성 언어 맥락 중심성 언어 사용자 중심성

담화문법의 개념과 맞물려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8] 담화문법 교육의 원리

전술한 바와 같이 담화문법은 ‘언어 사용자가 실제적인 담화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형식과 기능을 연결해 주는 규칙적인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담화문법 지식은 언어 사용자가 선택한 문법 형식이 수반하는 담

화 기능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문법 형식과 의미 기능을 연결하는 규

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언어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담화문법 지식의 역

할에 따라 ‘담화 기능 중심성’, ‘언어 맥락 중심성’, ‘언어 사용자 중심성’

으로 대당하여 교육적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3.2.1. 담화 기능 중심성

언어는 문법 형식으로 표현되기 이전에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

통의 목적에 맞는 담화 기능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시된다.52) 즉, 언어 교

육은 언어 형식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 기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담화문법의 지

식 또한 상황 맥락 차원에서 담화 구조에 내재된 담화 기능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문법 형식을 통해 담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5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재승(1992)은 언어는 형식(form) 이전에 기능(function)이

있기 때문에 언어 학습은 의사소통이라는 자연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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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담화 기능은 언어 사용역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기능을 분명하

게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형식과 기능을 체계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담화의 생산으로 나아가는 비계(飛階)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담화문법은 전통적인 문장문법 교육만으로 불

충분했던 문법의 의미 기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담화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문법 형식의 선택에 관여하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여 효

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담화문법의 교육은 ‘담화 기능 중

심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3.2.2. 언어 맥락 중심성

언어는 형식(form)과 기능(function)으로 이루어지고, 언어 형식과 기능

사이의 연결을 통해 언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언어를

안다는 것은 언어의 형식과 기능을 연결해 주는 규칙의 체계를 안다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곧 담화문법의 원리와 상통한다. 이때 규칙의 체

계란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이 아니라 맥락적 지식

(contextual knowledge)의 체계를 가리킨다.53) 앤더슨(Anderson, 1982)에

서는 언어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언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언어적 지식

과 화용 지식으로 구성된 맥락적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

53) 김슬옹(2010:53)에서는 7차 교육과정 해설서를 근거로 지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

하였다.

① 개념적 지식, 명제적 지식, 선언적 지식: 대상의 본질에 관해 아는 것으로,

‘knowing what’에 해당한다.

② 원리적 지식, 방법적 지식, 절차적 지식: 대상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절

차와 방법에 관해 아는 것으로, ‘knowing how’에 해당한다.

③ 맥락적 지식, 조건적 지식, 메타-지식: 지식의 활용 전략에 관해 아는 것으로,

‘knowing why’ 또는 ‘knowing when’에 해당한다.

위 세 개념이 평면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의 양상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①의 대표어로 ‘명제적

지식’을, ②의 대표어로 ‘절차적 지식’을, ③의 대표어로 ‘맥락적 지식’을 선택하였

으며, 이 세 개념이 구획되기보다는 명제적 지식을 토대로 절차적 지식을 형성하

고, 이 두 지식을 언제 사용하며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 아는 것을 맥락적 지식으

로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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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즉, 맥락적 지식은 문법 지식이 단편적으로 암기해야 할 대상

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여 담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작용하

는 대상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문법 지식은 언어 맥락 요인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므로,

특정 문법 형식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맥락 요소가 개입하게 된

다. 문장문법은 맥락과 단절된 지식의 상태로 존재하지만, 담화문법은 언

어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등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법의 현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법 형식을 중심으로 담화 분석을 하여 문법 형식을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맥락 요인이 개입되는지를 밝혀 언어 맥락 요인을

범주화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담화문법 교육의 목표는 언어 맥락을

인식하고 맥락적 문법 지식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언어를 표현하고 이해

하고자 문법을 재구성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화문법 교육의 원리는 ‘언어 맥락 중심성’으로 귀결된다.

3.2.3. 언어 사용자 중심성

호퍼(Hopper, 1988:120)에서 ‘언어는 실시간적 활동이고, 규칙성은 늘

순간적이며 계속해서 조정, 개선, 폐기될 수 있다(양세희(2014:49)에서 재

인용)’고 한 바와 같이 언어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에게

인식됨으로써 언어를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담화문법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담화 차원에서 문법이 어떻

게 운용되는지 관찰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의미한 학습 경험

이 반복되어 능동적으로 문법적 지식을 구성하고 담화공동체가 속해 있

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한다.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에서 언어 학습자이자 언어 사용자는 문법 지식을 구성하고 선택하는 데

에 관여하는 작동 원리의 주체가 된다.

또한 뱃스톤(Batstone, 1994; 김지홍 역, 2003)은 의사소통에서 언어를

통하여 지식의 교환과 공유에 관심을 두는데, 공유된 지식이 많을수록



- 63 -

문법은 잉여적이고, 공유된 지식이 적을수록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

해서 문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언어 사용자는 맥락에 따

라 문법적 지식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화문법 교육은 언어 사용자가 담화 맥락을 인식하고 절차

적 문법 지식을 구성하여 언어를 표현하고 이해하고자 문법을 재구성하

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을 지향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언어 사용자

가 능동적으로 관할함으로 담화문법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언어 사용자 중심성’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3.3. 담화문법의 교육적 가치

기존의 문법이 자의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장 차원에서만

국한하여 문법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즉, 문장을 넘어서 담화 차원의 거

시적인 관점에서 문법을 바라본다면 미시적인 관점에서보다 훨씬 덜 자

의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담화 분석적 시각을 문법에 적용하는 관점

에서 담화 맥락에 따른 문법의 형식과 기능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담화문

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 문법을

교육해야 한다는 태동이 일고 있다. 이러한 담화문법 교육의 필요성은

교육적 가치 측면에서 정당성을 획득했을 때 더욱 위치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문장 차원의 문법 교육과 대비하여 담

화 차원에서 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고 문법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교육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

고자 한다.

우선, 휴즈와 맥카시(Hughes &. McCarthy, 1998:280)에서는 문장문법

과 담화문법의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전통적인 방

식의 문장문법 교육은 교실에서 한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문법 규칙을 제

시할 수 있고 메타언어를 사용하여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교사의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용이하고, 분석적 학습자의 입장에

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오랫동안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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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법 문장문법

장

점

� 언어 선택을 고려함.

� 문법의 적절성 판단이 학습의 핵

심임.

� 문법의 상호작용적 특징을 부각함.

� 학습자의 의식상승(consciousness

raising) 도구로 활용 가능함.

� 문장문법으로 설명이 불충분했던

문법 영역까지 다룰 수 있음.

� 교수 시에 학습자에게 언어 정

보를 제공하기에 편리함.

� 합의된 메타언어를 이용하여 설

명할 수 있음.

� 대조되는 형식을 나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 가능함.

� 분석적인 학습자에게 만족감을

제공함.

� 오랫동안 꾸준한 영향력을 행사

해 옴.

단

점

� 복잡함.

� 문법 개념을 설명하는 합의된 메타언

어 부족함.

� 학습자와 교사 모두에게 위협적일 수

있음.

� 학문적 역사가 짧음.

� 언어가 독립된 단위의 연결이라

는 인상을 남김.

� 학습자가 담화 수준으로 길게

연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됨.

� 전형적인 예에 치중함으로써 실

제 사용과 괴리가 있음.

교육 현장에서 문장문법 교육이 지배되어 왔지만, 맥락과 분리되어 있어

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아 괴리가 존재하였다. 이에 문

장문법 교육에서 담화문법 교육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변화하고 있

다. 즉, 문장문법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해 가능한

절차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 점차 담화문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담화문법은 학습자들에게 특정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한 문법 형식이 선택됨을 인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여 문법에 대한 의식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화문법 역시 근본적으로 복잡하고 맥락에 따른

선택 규칙이 가변적이어서 이를 교육 내용으로 명시하기에 어려움이 있

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1] 담화문법과 문장문법의 장단점

또한 맥카시와 카터(McCarthy & Carter, 1994:12)에서는 담화 차원에

서 문법이 기술되고 교육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언어의 기능은 담화 환경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으며, 맥락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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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어를 탐구함으로써 언어의 형식과 의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식

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특히 문법의 경우에는 텍스트와 담화에 주목함

으로써 이전에는 알아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던 언어 사용법을 분석

해 내고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담화문법은 해당 언어에 대한 더 높은 설명력을 제공해 주며, 이

와 같은 높은 설명력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해당 언어를 통한 의사

소통 능력 함양도 수월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교육에서의 문법

과 문법 교육 내용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박석

준·윤지영, 2014:101).

궁극적으로 담화문법 교육은 의사소통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 담

화에서 다루는 발화는 실제 생활 장면 속에서 실현되는 말이기 때문에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담화는 언어 수행을 대상으로 하

는 ‘사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담화문법을 학습함으로써 실

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담화문법은 실제 생활을 배경

으로 실현되는 담화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언어를 학습

할 수가 있다(임규홍, 2006).

나아가 다양한 발화 상황이나 맥락은 곧 언어의 문화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임규홍(2006)에서는 담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 언어의 문

화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담화문법 교육은 무엇보다 언어를 통

해 겨레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므

로 담화가 민족지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담화문법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그 목

표 언어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

므로 교육적으로 다루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담화를 대상으로, 언어 외적인 상황 맥락을 주축으

로 하여 내러티브 담화의 구조와 문법의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담화

문법의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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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담화문법 기술을 위한 내러티브 담화의 사용 양상

1. 연구 자료와 분석 틀

담화 분석을 활용하는 교육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구에 적합

한 담화 분석의 학문적 전통과 방법론을 채택해야 하며, 그 학문적 전통

과 방법론으로부터 파생되는 중요한 연구 대상과 분석 단위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이동성, 2008:47).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능론적

언어학의 견지에서 담화문법의 연구 방법론의 기틀을 다지고자 한다. 이

에 본 절에서는 연구 자료로부터 연구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확정된 연

구 대상에 적합한 분석 도구를 적용하여 담화 분석 방법론의 타당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1.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 간의 언어 사용 현상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에 일차적인 연구 목적이 있다. 여기서 ‘언어의 사

용’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은 두 집단이 실제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화 혹은 사용한 구어와 문어 자료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어와 문어를 모두 아우르기보다는 구어

를 제외한 문어로 한정하여 두 집단의 쓰기 텍스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는 제34회 한국어능

력시험(TOPIK) 중급(3·4급)에 응시한 중국인 학습자의 작문 답안 텍스

트이다.54) 2016년 2월에 수집을 완료하였으며, 초기 수집 분량은 303편

54) 한국어능력시험의 주관 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NIIED)에 정보 공개 요청 신청을 하여 적합한 절차로 수집되었다. 또한

34회는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진행된 시험이기 때문에 언어권별로 자료를 받

을 수 있었으며, 이에 본 연구자는 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 언어권, 즉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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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137편으로 정제하였다. 불필요한

텍스트의 대상은 해당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의 주제로 자신이 암기한

내용을 두서없이 작성한 응시자의 답안이다. 또한 일차적으로 연구자를

포함한 5명의 평가자가 총괄적 평가(holistic evaluation)와 분석적 평가

(analytical evaluation) 방식으로 답안 평가를 실시하여 중급 수준에 해

당하는 자료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텍스트는 본 연구 대상에서 소거하였다.

한편,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는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였다. 모어 화자의 텍스트는 연구자가 임의로 손쉽

게 구할 수 있는 우연적 표집(accidenta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되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와의 개인차(個人差)를 줄이기 위해서 20대 대학생

집단으로 한정하였다.55) 아울러 20대 대학생의 모집단(population)을 대

표하는 표본 집단(sample)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

편중되지 않고 모집단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여러 대학(경기도 ㅅ

대학교, 경기도 ㄱ대학교, 서울시 ㅅ대학교, 충청북도 ㅅ대학교)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56) 또한 수집 후에 앞서 언급한 동일한 5명의 평

에서 실시한 시험의 답안만을 요청하였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

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중국 국적의 학습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잠정적으로 중국어권 학생들로 판단하였다.

55) 표본 추출을 하는 방법은 확률적 표집 방법과 비확률적 표집 방법이 있다. 전자

는 단순히 확률적인 절차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하며, 단선 무선 표집

(simple random sampling), 유충 표집(stratified sampling), 군집 표집(cluster

sampling), 다단계 표집(multistage sampling),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

방법 등이 있다. 후자는 집단의 각 요소가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지 않

은 방법으로, 연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확률표집이 불가능하거나 모집단 자체의

크기를 모르는 경우에 사용되며,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할당 표집

(quota sampling), 우연적 표집(accidental sampling) 방법이 있다(김석우·최태진,

2012:98-110).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확률 표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

을 선택하였으나, 이 방법은 대표성을 상정할 수 없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특정 부분으로 편

중되지 않고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대학을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수준 차이 또한 고려하여 안배하였다.

56) 모집단의 다양한 쓰기 능력 수준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상대적인 차원에

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표본 집단 간뿐만

아니라 표본 집단 내에서도 쓰기 능력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것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로 구분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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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코드 번호 텍스트 수 어절 수57) 문장 수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 NK_# 131 15,870 1,170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 FK_# 137 15,792 2,316

가자가 총괄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를 하여 성실하게 쓰기 과제를 수행하

지 않은 20편의 텍스트를 제외하여, 총 131편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쓰기 텍스트는 용이한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말뭉치로 구축하

였다. 말뭉치는 아래와 같이 131편의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와 137편

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로, 각각 15,000 이상 어절로 비교적 균

등하게 구성하였다.

[표 3-1] 말뭉치의 구성

그러나 두 집단의 어절 수 대비 문장 수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

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는 평균적으로 한 텍스트가

7.4 문장으로 구성된 반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는 14.7 문장으

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복문을 구성하지 못하고

단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

해 구체적인 양상은 후술하도록 한다.

이상의 연구 자료는 담화 맥락 내에서 문법 표현의 실현 양상을 확인

하여 기능과 문법 표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도달하

기 위한 것이다. 이 상관관계에 작용하는 변인으로는 언어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인 변인을 확인하고자 대조 분석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일한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가 동일한 주제로 모국어(중국어)와 목표어(한국어)로

작성한 쓰기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것은 중국 담화공동체와 한국

업이 수반되었다. 이때 평가의 기준은 Ⅳ장에서 제시한 기준과 동일하게 평가하

였음을 밝힌다.

57) 원본 텍스트에서 어절 단위인 띄어쓰기를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정교함을

더하였다. 가령, 원본 텍스트에서 ‘어느날’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표준국어대사전

에 두 단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날’로 수정하는 수작업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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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공동체가 쓰기 과정에서 추구하는 수사적 전략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며, 수사적 전략의 차이가 있다면 과연 동일한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가 모국어와 목표어로 글을 작성할 경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밝혀, 담화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 2016년 4월에 중국 북경의 ㅂ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

으로 쓰기 텍스트 25편을 수집하였으며,58) 이에 대한 대조군으로는 앞서

수집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쓰기 텍스트 131편 중에서 능숙한 필자가 작

성한 텍스트 25편을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

스트는 우연적 표집 방법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의 대표성 문제

가 단점으로 내재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특징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밑바

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본 연구는 중국 담화공동체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사회·문화적

맥락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1.2. 분석 도구와 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선별적 과정을 거쳐 생성된 연구 대상인 쓰기 텍스

트는 계량적으로 언어 현상을 조망하고자 말뭉치(코퍼스, corpus)를 구축

하였고, 구축된 말뭉치는 형태소 태깅(부착, tagging)을 하여 형태소 분

석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

고자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구축된

말뭉치의 분석 도구인 형태소 분석기와 통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실증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료(row data)를 한글파일(.hwp)과

텍스트파일(.txt)로 전사하였고, 전사된 자료에 형태소 태깅을 하였다. 이

58) Ⅳ장의 실험 연구 대상자와 동일하며, 이에 자세한 연구 대상 정보는 Ⅳ장 4절

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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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깅 과정에서 사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는 유태거(UTagger)로, 울

산대학교 한국어처리연구실(KLPLAB)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인데, 현재

정확도는 어절 단위로 96.53%이며, 이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59) 이 형태소 분석기는 품사의 태그를 세종 태그셋(tagset)을 사용

하였고, 동형이의어(同形異義語, homograph)의 분별 또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중의성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하다. 이에 추가

적으로 연구자가 분석된 것을 수작업으로 확인하여 오류를 가려내고 수

정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계량 통계 분석을 할 경우에는 파이썬(Python)60) 프로그램과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파이썬은 젯브레인(JetBrains) 라이

브러리를 통해서 파싱(parsing)하였는데, 즉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데

이터를 분해하거나 걸러 내는 작업과 단순한 통계 처리를 하였다. SPSS

통계 프로그램은 엑셀(Excel)로 데이터를 코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심층적인 통계 처리를 하여 데이터의

유의미함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축된 말뭉치를 입체적으로 조망하

고자 바티아(Bhatia, 1993)의 장르 분석 방법을 원용(援用)하여 텍스트의

다각적인 접근을 하였다. 바티아(1993)에서는 장르를 무브와 전략으로

분류하여 비즈니스 등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문어 담화의 특징을 살펴보

59) 본 연구에서도 한 가지 오류를 제외하면 대체로 분석값의 정확도가 높았다. 그

오류는 ‘사서(司書)’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사서03’인 ‘서적을 맡아보는

직분’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여야 하나 ‘사/VV+아서/EC’ 잘못 분석한 경우가 있었

다.

60) 파이썬은 1989년 암스테르담의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개발한 인

터프리터 언어로, 루비(Ruby), 펄(Perl)과 함께 대표적인 3세대 객체 지향형 스크

립트 언어의 하나로서 문법 구조가 간단하고 명확한 프로그래밍 언어

(programming language)이다(정보통신용어사전, 2006). 이 언어 형식은 기존의

Java, C, C++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시스템이 단순하여 다루기에 용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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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 연구에서는 장르의 언어 형식(form)과 기능(function)의 상관관

계를 밝혀내고자 언어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심리언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장르 분석을 하였다. 언어적인 분석은 텍스트에서 제시된 어휘

와 문법, 수사적인 요소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사회·문화적인 분석은

언어적 분석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맥락이나 상황 등을 파악하여 맥락

속에서 언어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며, 심리언어적인 분석은 의사소

통 목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개인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를 살펴보는 전술적인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을 토대로 텍스트를 무브와 전략으로 나

누어 텍스트의 순서와 수사 구조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조적인 특징

을 분석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어휘와 문법 등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한

다. 또한 메타적 차원에서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소통 목표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소를

아우르고자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바티아가 제시한 언어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심리언어적 측면의 세 부분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적

특징, 언어적 특징, 사회·문화적 특징과 일정 부분 상통하는 면이 있다.

반면, 본 연구는 담화문법의 핵심 요소인 맥락을 상황 맥락, 언어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대별하여 각 분석 방법의 구성 요소로 분산하였으

나 바티아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만 맥락에 따른 언어적 특징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맥락은 언어 사용자가 표현

하고자 하는 언어를 언어화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다시 말해서 미

시적 차원에서는 언어의 형식과 의미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언어 맥락과,

거시적 차원에서는 사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상황 맥락과, 메타적

차원에서는 장르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별할 수 있으

며, 이 맥락들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활발히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화문법 정립을 위해 구조적인 특징, 언어적인 특

징,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분석의 준거(準據)로 삼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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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 분석

➜

다차원 분석

➜

대조 분석

구조적 특징 언어적 특징 사회·문화적 특징

무브의 사용 빈도

무브의 사용 순서

문법 요소의 선택항

무브별 문법 표현
문체, 무브와 전략

무브의 상황 맥락 무브별 언어 맥락
담화의 사회·문화적

맥락

첫 번째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텍스트의 구조적인 특징을 확인하기 위

해서 무브 분석(move analysis)을 하였고, 두 번째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무

브별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analysis)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담화공동체에서 추구하는 수사

적 전략이 다름을 전제로 하여 메타적인 차원에서 집단 간의 사회·문화

적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수사적 전략을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하였

다.

1.2.1. 거시적 차원의 무브 분석(move analysis)

무브 분석은 특수 목적용 영어(English Specific for Purposes, ESP)

교육을 위한 장르 접근법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61) 1981년에 스웨일스

분류 주요 초점 배경 이론 교육학 교육 맥락 예시

체계 기능

언어학

담화

구조와

특징

체계언어학

비고츠키의

근접발달

영역(ZPD),

교수-학습

모형

L1 학교,

성인 이민자

이야기,

보고서 등

신수사학 사회적 후기 발견적 L1 대학 특허, 의료

61) 전통적으로 장르 접근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들은 체계 기능 언어학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 신수사학(New Rhetoric, NR), 특수 목

적용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 ESP)로 분류된다. 이 분류에 따라 연구

의 초점과 방향, 배경 이론과 교육 대상 등이 조금씩 달라지며, 이를 제시하면 다

음 표와 같다(최연희 편저, 20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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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les)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공학 연구 논문의 특성을 분석한 것에

서부터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실험 연구 논문의 도입 부분에서 ‘무브

(move)-스텝(step)’과 같은 규칙적인 구성 요소가 있음을 밝혔는데, 각

무브는 특정 장르에서 추구하는 의사소통 목표에 맞추어 의사소통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이며, 스텝은 무브의 하위 단계로 무브를 완성하기 위해

필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이러

한 무브-스텝의 구성 요소로 CARS(Create a Research Space) 모형62)을

목적과

맥락
구조주의

교수법,

전체적인

구성

작문 기록 등

특수 목적용

영어

담화

구조와

특징

체계 기능

언어학,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LT),

화용론

의식고양,

요구분석

직업 훈련,

학문 훈련

연구 논문,

이메일,

메모, 판촉

편지 등

Move 1

Step 1

Step 2

Step 3

Move 2

Step 1A

Step 1B

Step 1C

Step 1D

Move3

Step 1A

Step 1B

Step 2

Step 3

Establishing a territory

Claiming centrality and/or

Making topic generalization(s) and/or

Reviewing items of previous research

Establishing a niche

Counter-claiming or

Indicating a gap or

Question-raising or

Continuing a tradition

Occupying the niche

Outlining purpose or

Announcing present research

Announcing principal findings

Indicating RA structure

62) 스웨일스가 제시한 CARS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wales, 1990:141).

즉, 무브1에서는 ‘연구 영역 정립하기’로, 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때

스텝1-1에서는 그 분야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스텝1-2에서는 중립적이고 일반적

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스텝1-3은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또 무브2에서는 ‘연구의

정당성 정립하기’로, 하나의 스텝으로 구성된다. 반대편의 주장을 기술하거나

(2-1A), 선행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거나(2-1B), 선행 연구로부터 문제를

도출하거나(2-1C),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부분을 더 확장하는 방법(2-1D)을 사용

한다. 그리고 무브3에서는 ‘연구의 정당성 점유하기’로, 무브2와 연결하여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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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으며, 이는 주로 비원어민 화자들을 대상으로 학문 목적에 적합

한 특정 장르의 글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바티아(Bhatia, 1993)에서는 학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무브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가령, 이 연구에서는 입사지원서, 판

촉 편지, 광고 안내문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 유형들은 기능적인 관점에

서 공통적으로 ‘홍보’라는 의사소통 목표가 있으며, 이 범주 내에서 자유

롭게 무브를 사용하되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는 무브의 유형과 순서

를 파악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서 헨리와 로즈베리(Henry & Roseberry, 2001)도 무브 분석을 통해 장

르가 추구하는 의사소통 목표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관광 정보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가령 ‘시설과 활동’이라는 무

브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

여 그 장르에서 추구하는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업톤(Upton, 2002; 박혜경(2014:27)에서 재인용)에서는 자선

단체에서 우편(mail)으로 보내는 ‘기금 모금’ 편지를 대상으로 장르 분석

을 하였다. 이 연구는 242개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반으로 말뭉치 분

석과 무브 분석을 접목하였는데, 기금 모금 편지 장르는 바티아(1993)에

서 주장한 홍보 장르와 유사한 구조적인 특징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이 무브 분석(move analysis)은 장르 분석 방법론 중의 하나로

써, 의사소통 목표를 실현하는 장르의 구성 요소를 밝히는 것이며, 장르

로부터 텍스트의 담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담화의 의미와 기능에 초점

을 맞추는 하향식 접근 방법(top-down approach)이다. 따라서 무브 분석

을 한다는 것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여러

무브로 해체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각각의 무브가 해당 장르의 의사소통

목표에 부합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63) 또한 크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스텝3-1은 연구 목적을 개관하거나(3-1A) 현

재 연구의 특징을 제시(3-1B)한다. 스텝3-2는 주요 원리를 제시하고, 스텝3-3은

논문의 구조를 제시한다.

63) 바이버·코너·업톤(2007)에서도 무브 분석이 하향식 접근법이기 때문에, 무브 분

석은 먼저 각 장르에 맞는 분석의 틀을 설정한 후에 텍스트를 무브로 분해하고

분해한 무브를 설정해 놓은 분석의 틀에 범주화시키는 작업을 거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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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브의 언어적 특징 확인(Identifying linguistic features of moves)

2 무브의 빈도와 길이 파악(Move frequencies and lengths)

3 무브의 유형과 위치 맵핑(Mapping move use and locations)

4 장르의 원형 기술(Genre prototypes)

로슬레이(Crossley, 2007)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작문이란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짙게 향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언어 혹은 외국어를 배우는 학

습자들이 자신의 문화권을 넘어 다른 문화권에서 요구하는 장르의 글을

쓸 경우에는 해당 문화권에서 기대하는 장르와 무브에 대한 학습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무브 분석을 통해서 목표 담화공동체가 추구하

는 의사소통 방식의 원형을 학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각 장르의 특징을

파악하고 거시 구조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말뭉치에 기반을 둔 무브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바이버·코너·업톤(Biber, Connor & Upton, 2007)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말뭉치에 기반을 둔 무브 분석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은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Biber, Connor & Upton, 2007:36-40).

첫째, 각 무브 유형별로 언어적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텍스트는 무브

의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고, 무브 유형별로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여 무

브에 따라 나타나는 전형적인 언어적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다. 둘째, 각 무브 유형별로 빈도와 단어 길이의 평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무브 분석은 통계적으로 특정 무브 유형은 필수적이거나,

예상 가능하거나, 수의적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무브의 패턴

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처럼 무브 유형 간의 관련성을 파악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확장할 수 있다. 넷째, 궁극

적으로 장르의 원형을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장르의 원형은 교육적으

로 가치가 있으며, 특히 초급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장르를 이해하고 생

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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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장르의 수사적 목적을 결정한다.

2단계
각 텍스트 부분의 수사적 기능을 결정한다. 즉, 장르의 가능한 무브

유형을 확인한다.

3단계

기능적 혹은 의미적 주제가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광범

위한 무브를 실현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텝(step)을

말한다.

4단계 파일럿 코딩을 수행하고, 무브 목적을 정의한다.

5단계 개념 정의와 예시를 통해 코딩 프로토콜(protocol)을 발전시킨다.

6단계
텍스트를 코딩하고, 평가자 간의 신뢰도를 확인하여 무브의 정의를

점검한다.

7단계 부가적인 스텝 혹은 무브를 추가한다.

8단계 코딩 프로토콜을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9단계 무브의 언어적 분석을 하고, 말뭉치 분석을 시행한다.

10단계 무브 구조면에서 말뭉치를 기술하고, 언어적 특징을 기술한다.

라서 바이버·코너·업톤(2007:13)은 말뭉치 기반의 무브 분석 절차를 10단

계로 제안하였고, 구체적인 단계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2] 무브 분석의 전형적인 단계(Biber et al., 2007)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장르의 무브 범주를 확인하기 위해, 장르

에서 텍스트의 전반적인 수사적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상

(big-picture)’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텍스트의 기능적인 부분을 보고

내부의 목적은 무엇인지 평가해야 하는데, 이 단계가 가장 난해하다. 이

단계는 구체적으로 제한된 규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 기준에 의존

하기보다는 연구자의 인지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통적

으로 드러나는 기능적 혹은 의미적 주제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유사한

주제들은 하나의 무브로 범주화될 수 있고, 무브의 하위 유형들은 전략

(혹은 스텝)으로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각 무브의 의미 기능적인 부분들

이 텍스트의 전반적인 수사적 목적을 표상한다. 그러나 무브 분석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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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 분석

기준 마련

➜

평가자

훈련

➜

파일럿

코딩

➜

분석

➜

말뭉치 구축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내러

티브 담화의

무브 유형 마

련

∙제시된 무

브 유형에 대

한 개념 입력

∙샘플 텍스

트 분석 연습

∙표본 텍

스트 분석

∙부가적인

무브-전략

추가

∙조정된

무브 분석

기준을 적

용하여 분

석

∙무브 유형별

말뭉치 구축

∙무브 유형별

언어적, 구조

적 특징 분석

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무브로 분할할 경우에는 연구

자의 신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파일럿 코딩으로 시작하거나

최소한 두 명 이상이 코딩 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연구자들

은 텍스트 부분들의 의미 기능적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코딩은 반드시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 코딩을 하고 나서 서로 토론하여

텍스트 부분들의 의미 기능들이 일치할 때까지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장르에 대한 무브와 스텝의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에 따라 본 연구는 코퍼스와 무브 분석을 접목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바이버·코너·업톤(2007)단계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무브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브 분석 기

준은 라보프와 웨일츠키(1967)의 내러티브 담화의 무브 유형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수차례의 파일럿 분석을 한 결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

한 기준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무브를 유형별로 분류하기에 애매모호

함이 있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전략을 추가하는 등의 수

정 과정을 거쳐 일차적으로 무브 분석 기준을 완성하였다.

둘째, 텍스트를 무브 유형별로 분류하기 전에 평가자 훈련을 하였다.

평가자 훈련은 무브 유형과 그 개념을 확실히 주지시킨 후에 샘플 텍스

트로 충분히 연습하는 과정이며, 무브의 개념은 훈련 과정에서 상호 조

정하는 단계를 수반하였다. 평가자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5명을 선정

하였는데, 평가자 2인은 국어학 전공자이고,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자 3인

은 한국어학 전공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국어학적인 사고와 한국어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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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모두를 아울러 무브 유형 분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파일럿 코딩을 하였다. 즉, 6개의 표본 텍스트(한국어 모어 화자

3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3편)로 분석 연습을 하였다. 이때, 평가자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일치도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교섭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기존 모형에서 무브와

전략의 유형을 수정하였다. 가령, 무브1은 하나의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나

파일럿 분석 결과 실제 텍스트에서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거나 선언적으로 주제의 요지를 요약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경우

로 확연히 구분되어 전략1과 전략2로 수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무브3도

주요 사건에 대해 기술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

술하거나(전략1), 주제에 대한 인과 구조로 기술하거나(전략2), 등장인물

의 행위에 대한 결과의 구조(전략3)로 기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무브5 역시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하거나(전략1), 앞으로의 포부를 다짐

(전략2) 혹은 미래 계획을 제시하거나(전략3), 다시 한 번 요점을 정리하

는 방식(전략4)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추가하였다.64)

넷째, 전체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는 표본 텍스트로 평가자 간의 신뢰

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평가자 간의 분석 결과가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조정된 무브 분석 기준으로 하여 텍스트를 무브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무브 유형별로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구축

된 말뭉치를 활용하여 무브 유형별 언어적, 구조적인 특징을 살피고 이

를 계량화하였다.

1.2.2. 미시적 차원의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analysis)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analysis)은 1988년 바이버(Biber)의 연

구에서 비롯되었다.65) 이 연구는 영어의 구어(전화, 대화, 인터뷰, 방송

등)와 문어(신문, 소설, 학문적 텍스트 등)의 23종류의 텍스트 장르 간의

64)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무브 유형에는 변화가 없으나 전략을 세분화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것은 Ⅲ장 2.1.에서 표로 정리하였다.

65) 다차원 분석은 다변량 분석,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분석이라고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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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1 참여 산출 VS 정보 산출(Involved vs. Informational production)

차원2
서술적 관심 VS 비서술적 관심

(Narrative vs. Non-narrative Concerns)

차원3
명시적 지시 VS 상황 의존적 지시

(Explicit vs. Situation-dependant Reference)

차원4 명시적 설득(Overt Expression of Persuasion)

차원5 추상 VS 비추상 문체(Abstract vs. Non-abstract style)

차원6 실시간 정보 부가(On-line Information Elaboration)

변이형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는 구어와 문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두 장르를 규정짓는 데에는 한 가지 차원만이 작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아래의 다차원적인 접근 방법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추출된 텍스트의 언어 자질에 대한 빈도를 바탕으로, 동일 텍

스트에 함께 출현하는 경향이 있는 언어 특성을 묶는다. 이러한 분석 결

과를 토대로 각 차원을 기능적 관점에서 언어학적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기능/다차원(multi-functional/multi-dimensional model)’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것은 언어의 사용역에 따른 언어의 다변적 특성을 텍스트

를 구성하는 언어 자질 간의 공기 양상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계량적 접

근법이다(홍혜란, 2011:378-379). 이러한 공기 현상은 언어 자질들이 중

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공유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각 차원의 특성

은 공유된 자질의 기능과 사용역 등을 평가함으로써 해석된다(Conrad,

1996:305). 즉, 다차원 분석은 말뭉치의 언어 자질을 사용한 계량적 분석

과 각 언어 자질의 담화 기능에 대한 질적 해석을 통해 각 차원의 특성

을 규정해 주기 때문에 텍스트를 이루는 언어 자질과 그 공기 관계로 텍

스트의 형태적 특성이나 통사적 구조, 담화 기능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홍혜란, 2011:380-381).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 연구는 다차원 분석을 하여 무브 유형별로 두

드러지는 언어 패턴에 대한 변이형(variation)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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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법 예시

1단계

말뭉치 텍스트는 양적으로

언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더 편집한다.

인위적인 어휘 수를 방지하기 위해 인

용한 부분을 ‘Ref.’로 처리함.

2단계

편집된 말뭉치 텍스트는 형

태소, 언어자질 태깅(부착,

tagging)을 한다.

바이버의 태거(tagger) 목록 15개 제시

� 1. 대명사와 대동사: 1인칭, 2인칭, 3

인칭, 대명사 ‘it’, 지시 대명사(this,

that, these, those), 부정 대명사

(anybody, nothing, someone), 대동사

‘do’

3단계

요인(factor) 분석을 한다.

언어 특성들의 공기관계를

몇 개의 큰 요인으로 묶는

것이다.

차원1: 개념적 VS 구체적 참조

차원2: 구체적인 행동 VS 추상적인 논의

차원3: 평가 태도

차원4: 예상된 설명

차원5: 지식의 속성 VS 현재 연구

차원6: 명시적 목적

차원7: 모순 명제

분석은 텍스트의 의사소통 목적을 확인하고, 특정 장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무브와 수의적인 무브의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지만, 미시적인 언어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차원 분석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무브 유

형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담화

표지 분석이나 어휘 연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텍스트의 특성을 밝

혀 그 텍스트의 형태, 통사적인 언어적 특질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

는 근거가 된다.

바이버·코너·업톤(2007)에서는 이러한 다차원 분석의 절차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66)

[표 3-3] 바이버·코너·업톤(2007)의 다차원 분석 절차

66) 바이버·코너·업톤(Biber, Coner & Upton, 2007)의 4장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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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각 요인에 대해 무브별로 요

인 점수를 통계 처리한다.
통계 분석

차원1 비형식적 상호교류 VS 계획된 산출

차원2 실시간/상황성 VS 내용/정보성

차원3 사건서술 VS 추상

차원4 형식적 견해 진술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차원 분석의 기본적인 절차를 따라 언어적 특징

을 밝히되, 본 연구는 단일한 텍스트 유형(내러티브 장르)을 대상으로 무

브별 요인 점수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

인다. 또한 2단계에서 사용된 바이버의 태거(tagger) 목록과 3단계에서

사용된 언어 자질의 범주적 특성은 영어 텍스트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

에서는 한국어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을 밝힌 강범모 외(1998)과 강범모

(1999)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강범모 외(1998)의 연구는 82개의 언

어 자질을 사용하여 사용역에 따른 한국어 텍스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6차원으로 설명하였다.67)

(A) 대명사/대용 용언

1. 일인칭(PERS1): ‘나, 우리’ 등.

2. 이인칭(PERS2): ‘너, 당신’ 등

3. 삼인칭(PERS3): ‘그분, 그것’ 등

4. 지시사(DEMON):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등

5. 비한정(INDEF): ‘누구, 누군가, 누구라고, 아무, 어떤, 어느’ 등

6. 대동사(PROVERB): ‘그렇다, 그렇게 하다’ 등

…

(V) 기타

81. 복수(PLURAL): 복수표지 ‘들’

82. 문장길이(SLENTH): 한 문장 내의 어절의 수

67) 강범모 외(1998:12-16)에 82개의 언어 자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82개의 언어 자질 중에서 본 연구의 요인(factor) 분석에 해당

되는 언어 자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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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5 공적 보도

차원6 공적 상황의 외래 문물 언급

차원 긍정적 언어 특성 부정적 언어 특성

차원3.

사건서술

VS

추상

관계절/보문, 연결-등위/부가, 구접속, 어휘

적 사동, 용언류, 어휘적 피동, 과거, 명사

회 ‘기’, 연결-시간, 조사-목적, 태도보조사,

심리형용사, 조사-주격, 실질어/토큰 비율,

복합문 비율, 시제 교체 비율

복합명사, 한자어

차원4.

형식적

견해 진술

이다, 보문명사, ‘것’ 보문, 사적동사, 조사-

주제, ‘-고’ 보문, 복합문비율, 지시사, 접속

사-역접, 가능성, 필연, 비한정, 의문보문,

복수

일어문 비율, 명사

문 비율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내러티브 텍스트의 특성을 변별해 줄 수

있는 차원은 차원3과 차원4이다. 차원3의 ‘사건서술’ 유형에는 ‘전기/기

행, 수필/일기, 동화, 학생 작문, 개인편지, 소설-일반, 소설-역사’ 등이

포함되고, 차원4의 ‘형식적 견해 진술’ 유형에는 ‘서평, 강연/연설, 수필/

일기, 개인 편지, 전기/기행, 학생 작문’ 등이 포함되어 내러티브의 특성

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차원3과 차원4에 해당하는

언어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68)

[표 3-4] 차원3과 차원4의 언어 자질(강범모 외, 1998)

또한 강범모(1999)에서는 위 언어 자질의 빈도를 토대로 하여 텍스트

에 대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으며, 8개의 텍스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69)

68) 언어 자질의 명칭은 강범모 외(1998)에서 제시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형 T1 추상적 내용 공문서

유형 T2 모형화된 비형식적 교류
대화-연극, 대화-드라마, 대화-소설, 만화, 한

국어 대화집

69) 텍스트 유형과 주요 장르는 다음과 같다(강범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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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가공

처리

➜

형태소 부착

➜

요인 분석

➜

통계

처리

철자와

띄어쓰기70)

수정

형태소 분석기

활용

∙시간 표현: 시제, 동작상

∙배경 표현: 부사격조사

∙연결 표현: 나열, 시간, 대

립·대조, 이유·원인, 조건, 목

적 연결어미

∙감정 표현: 감정 동사와

형용사

∙양태 표현: 추측, 의지,

능력, 소망 양태

빈도,

대응일

치분석

여기에서 내러티브 텍스트의 주요한 언어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유

형 T3: 사건 서술’로 이와 관련된 요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가령, 시공간

과 관련된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이것은 내러티브 담화가 지니는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드러낸다. 또한 필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감정 동사와 형용사뿐만 아니라 ‘추측, 의지, 능력, 소망’ 등의

양태 표현을 요인으로 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다차원 분석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T3 사건 서술
전기/기행, 수필/일기, 동화, 학생 작문, 개인

편지, 소설-일반, 소설-역사

유형 T4 견해 진술 강연/연설, 서평, 교양/학문-예술, 책머리말

유형 T5 계획된 정보 전달 방송 뉴스, 인터뷰/좌담편지, 신문-논설/칼럼

유형 T6 실시간 발화 일상대화, 방송대화, 중계방송, 전화대화/방송

유형 T7 사실 및 절차 설명 백과사전, 석박사논문, 법조문, 절차적 텍스트

유형 T8 공적 보도 신문-종합, 경제

70) 본 연구는 언어 자질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철자와 띄어쓰기는 본

연구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텍스트에서 범한 철자와 띄어쓰기

의 오류를 수정하여 가공 처리하였다. 가령, ‘공등학교, 욺겼다’ 등은 ‘고등학교,

옮겼다’로 수정하였고, ‘수∧밖에, 하루∧였다, 어느날’ 등은 ‘수밖에, 하루였다, 어느

느∨날’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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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메타적 차원의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

대조 수사학은 1966년에 카플란(Kaplan)이 제2언어 학습자들의 영어

작문을 대조 분석하여 글의 수사적 패턴(rhetorical pattern)이 언어 혹은

문화권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연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

다. 이 시기에는 미국 내의 여러 대학에서 외국 유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적절한 학문적 글쓰기 교육이 시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청각

구두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만으로는 대학에서 필요한 학문적

글쓰기를 교육할 수 없었으며,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조 수사학이 대

두되었다(최연희 편저, 2009:195).

이러한 대조 수사학은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 가

설71) 중 언어가 인간의 사고방식과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좀 더 완곡한

주장을 입증한다(최연희 편저, 2009:196). 가령, 제2언어 학습자들의 글의

구조는 그들이 사고하는 모국어 방식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주제

로 글을 쓰더라도 학습자마다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표현 방식에 있어

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2언어 학습자들이 글을 작성할 경우,

부정적인 언어 전이(language transfer)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국어의 글

의 구조 등의 스키마(schema)가 목표어 쓰기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외국어로 글을 쓰는 경우에는 모국어와

다른 목표어 담화공동체의 언어적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

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어 집단의 소통의 목적에 적합한 글을

작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작성한 글을 접했을 때, 소통의 목

적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한

다.

본 연구는 카플란의 입장과 같은 선상에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글을 쓸 때 발생하는 문제점, 즉 글의 전개 구조나 문법 표현

71) 사피어-워프 가설은 언어적 상대성 원리(linguistic relativity principle)에 관한

가설로, 각 언어 안에 내재한 문화와 가치관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

고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인간의 사

고방식과 과정을 결정한다는 강력한 주장과 좀 더 완곡한 주장으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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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텍스트

유사도 분석

➜

중국어 텍스트

유사도 분석

➜

설문 조사

➜

통계

처리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대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의 텍스트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 검증

빈도

분석

등의 차이를 극복하여 ‘목표어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따라서 목표어와 모국어를 대조 분석하여 사회·문화적 특

징을 밝혀 이것 또한 교육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

자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시간차를 두고 같은 주제로 한국어와

중국어로 내러티브 글을 작성하게 하였다. 즉, 동일 집단이 두 언어로 내

러티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수사적 전략상의 차이가 있는지 대조 분석을

하였다.72) 이상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이 작성한 한국어 텍스트의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목표어와 모국어의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글의 구조나 관습 등이 분명

히 존재하며, 이 차이를 밝히기 위함이다. 즉, 한국인과 중국인이 작성한

내러티브 텍스트를 대조 분석하여, 각각의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수사

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둘째, 동일한 중국인 학습자가 각각 목표어와 모국어로 작성한 텍스트

의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이는 앞서 분석한 결과와 연계하여 중국인 학

습자가 목표어 집단의 소통의 목적에 적합한 텍스트를 생산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두

집단의 차이는 언어 능력의 미숙함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

한 충분한 스키마가 형성되지 못했음을 반증하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에

72) 본 연구의 입장과 반대로, 모한과 로(Mohan & Lo, 1985)의 연구에서는 중국어

를 모국어로 하는 제2언어 학습자들의 쓰기를 분석하였는데, 제2언어 학습자들이

쓰기에서 겪는 어려움은 모어 학습자들이 쓰기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제2언어 학습자들의 모국어 글의 구성 형태에 의한 영

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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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주제로 중국어와 한국어로 텍스트를 작성하

게 하였다.73) 이는 텍스트의 구조, 언어적 관습, 수사적 전략 등을 중심

으로 대조 분석하여 목표어와 모국어로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국어

의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국인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사회·문화적인 특징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는 문체와 무브와 전략의 선호도를 중심으로 설문 문

항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메타적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 위 결과를 토대로 빈도 분석을 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2. 담화문법 기술을 위한 내러티브 담화 분석

본 절에서는 담화문법의 정립을 위해 ‘맥락’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특

징, 언어적인 특징, 사회·문화적 특징을 준거로 하여 내러티브 담화의 텍

스트 분석을 하였다. 이때 언어의 특성을 자동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주석 말뭉치(annotated corpus)74)를 구축하였다. 이는 헨리와 로즈베리

(Henry & Roseberry, 2001)의 장르 분석7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형태

73) 동일한 필자가 동일한 주제로 목표어와 모국어로 두 번 작문을 하였는데, 이 경

우에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최대한 상쇄하기 위

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 간격을 두었다.

74) 말뭉치는 용도, 가공 정도, 시대, 작성 방법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

는데, 주석 말뭉치는 가공 정도에 따라 유형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즉, 주석 말

뭉치는 바탕이 되는 언어 자료 위에 특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작성한 말뭉치를 말하며, 이는 언어학적 분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분석 말뭉치(analyzed corpus)라고도 하며, 추가 정보가 태그(tag)된 형태

로 주어진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부착 말뭉치(tagged corpus)라고도 한다(한국

어교육학사전, 2014:141).

75) 장르 분석(genre analysis)은 특정 의사소통 상황에서 개개인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는 담화의 의사소통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

고, 이러한 지식은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Hyland, 2004b:195).

즉, 장르 분석을 통해서 교사들이 언어와 텍스트 유형과의 관계, 형태와 기능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을 돕고, 학습자들에게 장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

보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더 좋은 글을 쓰도록 돕는 기능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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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부착하여 전체 말뭉치와 보조 말뭉치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축하였

다.76) 구축된 말뭉치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두 집단의 내

러티브 텍스트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을 중심축으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을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두 집단을 대조하는 방향으로 기술하였다. 한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입

장에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주축으로 하기보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

를 중심으로 논의의 흐름을 진행하였다.

2.1. 거시적 차원에서의 상황 맥락과 구조적 특징

거시적 차원에서 담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바이버·코너·업톤(2007)에

서 제시한 무브 분석 단계를 거쳐 내러티브 텍스트의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Ⅱ장에서 제시한 무브의 유형은 세부적인 수정이 필요하

였다. 가령, 프롤로그에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경

우뿐만 아니라 선언적으로 주제의 요지를 요약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분명하게 그 의미적 기능이 구별되었다. 또한 에

피소드의 경우, 주요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

차적으로 기술하거나, 주제에 대한 원인과 이유 등의 인과적 구조로 기

술하거나, 등장인물의 행위에 대한 결과의 구조로 기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77)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하거나, 앞으

있다. 본 연구는 장르 분석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목적과 방향이

유사하므로 이를 차용하였다.

76) 헨리와 로즈베리(2001)는 일반적으로 장르 분석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

다. 첫 번째 단계는 분석에 적합한 표본 샘플 텍스트를 수집하여 전체 말뭉치

(whole corpora)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각 텍스트는 무브 분석 기

준에 따라 무브를 분류하고, 이 텍스트를 다른 연구자에게도 검증을 받는다. 세

번째 단계는 각 무브에 따라 각 텍스트에서 같은 무브에 속하는 의미 단위별로

묶어 무브 말뭉치(move corpora)라고 일컫는 새로운 보조 말뭉치(sub-corpora)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컴퓨터의 문맥 색인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

체 말뭉치와 보조 말뭉치에서 중요하거나 고빈도의 어휘를 추출하는 것이다.

77) 그러나 순차적 구조는 인과적 구조나 행위와 결과의 구조 기술 방식을 함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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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 유형 전략

무브1 프롤로그
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② 무슨 이야기인지 요점을 말한다.

무브2 배경소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장소, 등장인물 등을 소개한다.

무브3 에피소드

주요 사건 혹은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서술한다.

① 순차적 구조로 기술한다.

② 인과적 구조로 기술한다.

③ 행위와 결과의 구조로 기술한다.

무브4 내적반응 에피소드에 대한 필자의 정신이나 감정 상태를 기술한다.

무브5 에필로그

① 필자가 얻은 교훈이나 깨달음 등을 기술한다.

②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③ 앞으로의 포부를 다짐하거나 미래를 계획한다.

④ 요점을 다시 정리한다.

로의 포부를 다짐 혹은 미래 계획을 제시하거나, 다시 한 번 요점을 정

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더 포함하였다. 이로써

무브 유형에는 변화가 없으나 전략을 세분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3-5] 내러티브 텍스트의 무브 유형과 전략78)

이뿐만 아니라 각 집단별로 필자의 쓰기 능력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수행한 총괄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 점수를 토대로 상위 20% 내에

속하는 상위권(능숙한 필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하위권(미숙한 필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보조 말뭉치를 추가로 구축하였다.79) 이 보조

경우가 있어서 분석에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순차적 구조는 인과적 구조나 행위와 결과의 구조 등의 구조적 특징이 없

이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78) 선행 연구의 이론을 토대로 실제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요소들

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나 그 결과가 단순해 보여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이것이 내러티브 텍스트의 모범적인 구조를 제시하였다고 하

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원형이 학습된다면

확대된 텍스트로의 변환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에는 보다 세련되

고 정교한 틀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의 텍스트 분석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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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와 전략 예시

무브1②

(요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중3 때 생일이었던 것 같

다.

무브2

(배경)

내 생일은 6월 29일이기 때문에 늘 학교 시험 기간과 겹쳤

다. 생일에도 항상 학원에 가거나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시험

이 끝나고 나서야 친구들과 놀았다.

무브3①

(순차관계)

중3 때 역시 생일날 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독서실에서 공부

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우울하긴 했지만 그날따라 공부가 잘

되어서 뿌듯했다. 보통 독서실이 문을 닫는 새벽 2시까지 공

부를 했으나 그날은 웬일인지 엄마에게서 오늘은 12시 전에

일찍 오라는 문자를 받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11시 40분쯤

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나를 반기는 폭죽 소리

에 깜짝 놀랐다. 집에는 가족들과, 엄마가 만들어 놓으신 사

과 파이와 초콜릿 케이크, 예상치 못했던 생일 선물들이 나

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브4

(감정상태)

물질적인 선물보다도 나를 생각하고 깜짝 놀래 켜 준 가족들

과 나를 생각하며 만들었을 케이크가 감동적이었다.

무브5②

(평가)

시험 기간이라 지치고 힘들었지만 힘든 순간 가족들에게 감

동을 받은 날이라 더욱 행복한 날이었다.

말뭉치 중에서 집단별로 텍스트의 전형을 파악할 수 있는 무브 분석 견

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6] 상위권 한국어 모어 화자(NK_96)의 무브 분석 견본

79) 본 연구는 한국인(NK)과 외국인(FK) 집단으로 대별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능숙

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①능숙한 한국어 모

어 화자 집단, ②미숙한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③능숙한 한국어 학습자 집단,

④미숙한 한국어 학습자 집단 등 4개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교육

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국인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①+(②)+③집단과 ④집단으로

구별될 것이며 이 두 집단의 차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미숙

한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은 완벽한 이상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휘나 문법 등

의 언어적인 면에서는 오류를 범하지 않지만 글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면에서는

능숙한 필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 )로 표시하였다. 또한 ③능숙한 한

국어 학습자 집단은 교육을 통해 일정 부분 한국인 필자의 텍스트와 유사함을 가

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도 능숙한 한국어 학습자는 이상적인

학습자로 간주하여, ④미숙한 한국어 학습자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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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와 전략 예시

무브1②

(요점)

제 추억 중에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바로 작년

생일입니다.

무브2

(배경)

그날 비가 많이 왔으니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리

고 제 친한 친구들이 다 나가서 놀았습니다.

무브3①

(순차관계)

저는 너무 심심해서 전화를 여러 통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문자가 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

도 실망해서 눈물이 물처럼 나왔습니다. 그 순간은 문이 갑

자기 열렸습니다. 제 친구들 생일 노래 부르면서 케이크도

들고 있었습니다.

무브4

(감정상태)
저는 큰 감동 먹었으니까 말도 못 했습니다.

무브5①

(교훈/깨달음)

우정은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랜

것이 좋습니다. 그 재산을 잘 보호하고 미래에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무브5③

(계획/포부)
저는 친구와 같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표 3-7] 상위권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FK_10)의 무브 분석 견본

위 견본들은 최대한 유사한 조건 하에서, 즉 행복의 소재 중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된 ‘생일’이라는 소재로 능숙한 필자가 작성한 글이며, 내러

티브 구조의 핵심부인 무브3의 전략이 동일한 것을 견본으로 선택하였

다.

2.1.1. 무브의 사용 빈도와 순서

이 절에서는 내러티브 담화의 상황 맥락에 따른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

보기에 앞서, 고빈도의 무브 유형과 사용 순서(패턴)을 확인하여 각 집단

의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내러티브 담화의 전형적인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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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1 무브

2

무브3 무브

4

무브5

1① 1② 3① 3② 3③ 5① 5② 5③ 5④

NK

(n=131)

46 110 87 51 73 29 108 13 41 17 32

35.1% 84.0% 66.4% 38.9% 55.7% 22.1% 82.4% 9.9% 31.3% 13.0% 24.4%

FK

(n=137)

77 118 104 63 77 36 138 24 41 39 39

56.2% 86.1% 75.9% 46.0% 56.2% 26.3% 100% 17.5% 29.9% 28.5%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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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브의 빈도

두 집단의 경험담 내러티브 텍스트의 구조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무브 유형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표 3-8] 무브 유형의 사용 빈도80)

이는 각 집단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 무브와 수의적으로 사용된 무브

를 구분하고,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는지를 확인

하기 위함이다. 위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1] 무브 유형의 사용 빈도

80) 집단별로 각 무브를 한 번 이상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의 합이 표본 텍스트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FK집단의 경우에는 모

든 무브에서 빈도의 사용이 높은데, 이는 한 무브를 여러 번 사용하여 빈도가 높

게 측정이 된 것이다. 가령, 무브3과 무브4를 혼합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

며, 이러한 경우, 무브3과 무브4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두 집

단의 무브별 평균 어절 수가 다르기 때문에 빈도가 높다고 해서 무브의 어절 수

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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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막대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의 분포도가 유사한 경향을 보

이기 때문에 무브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즉, 두 집단은 무브1②,

무브3②, 무브5②를 주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프롤로그(무브1)에

서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보다는 이야기에 대한 요점을 먼저 제시하

는 전략을 더 선호하며, 에피소드(무브3)에서는 주요 사건에 대해 인과

구조로 제시하는 전략을 선호하였다. 또한 에필로그(무브5)에서는 사건

의 중요성을 평가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브 내에서 집단 간 전략의 차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

는데, 이는 추구하는 의사소통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집단별

로 선호하는 전략의 유형이 상이함을 말한다. 가령, 이야기를 시작하는

무브1에서 NK집단에 비해 FK집단은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경우(1①)가 많았다. 이는 화제를 제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

사적 전략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보다는 ‘사람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가 있습

니다. 저도 있습니다/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동일 형식의 문장이 8

회나 추출될 정도로 대부분 고정된 표현들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진부한 인상을 주었다.

또한 FK집단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무브5에서 교훈이나 깨달음 등을

기술하거나(5①) 앞으로의 포부나 미래를 계획하면서(5③) 종결짓는 전

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NK집단에 비해 배가되었다. 이것은 FK집단의 공

동체가 지향하는 마무리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사용

은 글의 구성을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으나 목표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글의 마무리 전략과 상치(相馳)된다면 효과적인 소통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능숙한 한국어 모어 화자와 미숙한 외국인 학습자를 비교하

면 그 양상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 중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

는 무브5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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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무브5의 전략 사용 빈도

위와 같이, 능숙한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은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마무리하는 5②의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에 미숙한 외국인 학습자

집단은 각 전략들을 골고루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더욱이 능숙한 한

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5①(6.5%), 5③(3.2%)의 전략을 사용하는 경

우가 미미하였으며, 이는 미숙한 외국인 학습자와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

러한 차이는 필자 개인이 선호하는 전략의 문제를 넘어서 담화공동체가

지향하는 전략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독자인 목표 담화공동체가 지

향하는 글쓰기와 필자인 외국인 학습자의 담화공동체가 지향하는 글쓰기

에 대한 기대치가 발생할 경우, 좋은 글을 판단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무브의 순서

두 집단의 무브 유형의 사용 빈도 결과를 바탕으로, 자주 출현하는 무

브 순서를 확인하여 경험담 내러티브 텍스트의 구조적인 원형을 밝힐 뿐

만 아니라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1차적으로는

각 집단별로 3회 이상 완전히 일치하는 무브 순서를 조사하였고, 2차적

으로는 능숙한 필자가 작성한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2회 이상 무브 순서

의 일치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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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텍스트 능숙한 필자 텍스트81)

NK

4회

1①→1②→2→3②→4→5④

1②→2→3③→4→5②

1②→3②→4

1②→3①→4

3회

1①→1②→2→3②→4→5④

1②→2→3③→4→5②

1①→2→3①→4→5②

3회

1②→2→3①→4→5②

1①→2→3①→4→5②

1②→2→3②→4→5②

1①→2→3②→4

1②→2→3③→4

2회
1②→2→3②→4→5②

1②→2→3③→4→5④

FK 3회

1①→1②→2→3①→4→5②

1①→1②→2→3①→4→5③

1①→1②→3①→4→5②

2회
1①→1②→2→3①→4→5②

1①→1②→2→3③→4→5②

[표 3-9] 두 집단의 무브 순서 일치도

위 표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는 3회 이상 일정한 순서로 반복하여

사용된 경우의 수가 여러 차례 존재하나, 외국인 학습자는 사용된 무브

순서의 일관된 경향성이 드러나지 않아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반복된 무브

순서의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2회 반복된 경우(NK집단

=10회, FK집단=9회)를 포함하면 NK집단은 51개의 텍스트, FK집단은 27

개의 텍스트에서 무브의 사용 순서가 일치하였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각

기 다른 무브 순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가 상대

적으로 일관성 있는 순서로 무브를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순서로 무브

를 사용하여서 무브의 의미적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바

티아(199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브가 반드시 모두 사용되고 같은 순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관된 무브를 사용할 때 무브의 의미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장르성이 강한 학술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르성이 약한 내러티브 텍스트는 다양한 구조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81) 이에 해당하는 텍스트는 NK집단은 31개의 텍스트이고, FK집단은 29개의 텍스

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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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형을 규정하기가 어렵다(Henry & Roseberry, 2001). 그럼에도 불구

하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는 내러티브 텍스트 또한 담

화공동체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무브 순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는 목표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글의 구조를 따를 경우 한국인 독자와

외국인 필자 간에 존재하는 인지적 사고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소통의 목적을 순조롭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러티브 담화의 구조적인 원형을 밝히되, 경험담

내러티브 텍스트는 이야기의 소재가 무브 순서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텍스트의 소재를 살펴보면, 다수

의 필자가 ‘생일, 입시, 여행’을 소재로 행복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특

징적인 것은 집단별로 선호하는 소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입시’

를 소재로 할 경우 NK집단에서는 28회 사용한 반면 FK집단에서는 7회

에 그쳤다. 또 ‘생일’을 소재로 할 경우에는 FK집단은 56회 사용하였으

나 NK집단은 5회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한국인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가 해소된 날에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외국인은 생일 중에서 성인이 되는 18세 생일

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82) 그 밖에 ‘여행’에 대해서는 NK집단은 29회, FK집단은 28회로 유사

하게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야기 소재는 무브 순서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능숙한 필자를

중심으로 무브 순서를 살펴보았다. ‘입시’를 소재로 한 경우, 능숙한 한국

어 모어 화자는 ‘1①→1②→2→3②→4→5④’의 순서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경우가 3차례 반복되었다. 또한 ‘1①→2→3①→4→5②’의 순서로 텍스트

를 구성하는 경우도 3회가 있었다. 즉, 에피소드와 에필로그의 전략 사용

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그날이 행복했던 이유를 제시한 다음에 다

시 요점을 정리하여 그날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나(3②→5④), 그날

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나서 왜 그때가 행

복했는지 평가하면서 마무리하는 전략(3①→5②)으로 분류할 수 있다.

82) 이러한 점은 이야기의 소재에서부터 담화공동체에 따라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다는 것을 반증하며, 자세한 것은 2.3.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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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년 나의 생일날에 모든 나의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의 집에 와서

나의 생일을 축하해 줬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친척들도 나의 집에 와서

나의 생일을 축하해 줬다. 그날의 밤에 모든 나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분들

이 같이 나의 생일 케이크를 먹고 노래방에 갔었다. 모든 사람들이 ‘생일을

…(전략)[원하던 대학의 합격 발표가 난 순간, 그 모든 억압과 짐들이 눈 녹

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합격이란 두 글자를 본 순간에는 꿈과 현실이 헷갈

려서 마치 사고가 정지된 듯한 착각도 들었다. 어안이 벙벙하였고, 그 순간

을 같이 한 부모님의 환호성이 들리지도 않았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

가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3② … [합격이란 두 글자를 봤을 그 당시에는 이

전까지 느껴보진 못했던 어떤 희열을 느낀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5④【NK_45】

…(전략)[마침 늦게 도착한 한 친구가 노트북을 가져왔다며 나에게 합격 확

인을 해보라 재촉했다. 친구들 모두가 합격했을 거라며 확인해 보자고 할

때, ‘함께 있을 때 불합격 소식을 들으면 더 창피할 거 같은데, 나 혼자 하

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번 거절했지만, 컴퓨터를 켜고 들이미는 친구들의

성화를 못 이기고 합격자 확인을 하게 되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름과 생

년월일을 한 자 한 자 천천히 적어 나갔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한

순간, 빨간 글씨가 화면에 떴다. 지금까지 받아본 결과에서 빨간 글씨는 곧

불합격을 의미했고, 그 순간 나는 불합격인 것일까 하며 글자를 다시 읽어

보았다. ‘성적 우수 장학생.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온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3① … [그날이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하루

로 기억 남는 이유는 그 행복을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도 그 행복을 보장해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내 삶에 더

큰 행복, 기쁨들이 있겠지만, 그날의 그 행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5②

【NK_119】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생일’을 소재로 한 경우, 능숙한 외국인 학습자는 ‘1①→1②→2→

3①→4→5②’의 순서로 2회 반복된 구조를 보였다. 즉, 생일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기술한 다음에 왜 그 생일이 중요한지 평가하면서

마무리하는 무브 전략(3①→5②)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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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3① … [그래서 그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5②【FK_31】

…(전략) 아침에 여유를 부리며 일어나 조식을 먹는데 숙소의 스태프가 갑

자기 모수 커피를 내려서 가져다주고 먹을 것을 챙겨 주어 든든하게 숙소를

나섰다. 생각했던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라 여유롭게 마을을 거닐다가 문득

낯선 곳으로 가 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인근의 ‘일굽’이라는 작은 마을로 떠났다. 갑자기 결정한 터라, 교통편도 알

아두지 못 했지만 지나던 이에게 물어 쉽게 버스를 탈 수 있었다. 그러나

작은 버스라 안내해 주는 표시도 없었고, 기사 아저씨는 영어를 전혀 하실

줄 몰랐다. 언제 내려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 불안해져 많이 내리는

곳에 내려 버렸다. 같이 내린 아주머니께 이 마을이 일굽인지 물었지만 영

어가 통하지 않았고 이대로 길을 잃은 건가 했다. 하지만 정말 친절하셨던

아주머니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어떻게 해서 뜻이 통해 우

리를 다른 버스에 태워 주셨다. 그렇게 도착한 마을은 관광객의 발길이 많

이 닿지 않아 너무나도 본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름다웠고 평화로운 풍경

이었다.【NK_32】

[부모님하고 제주도에서 도착했서 공원에서 갔다. 그 공원은 많이 꽃이 있으

니까 너무 영면하다. 그래서 우리 꽃을 구경하러 자전거를 탔다. 이렇게 우

리 꽃을 구경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3① (한국 사람에 따르면 지금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여행’을 소재로 한 텍스트는 시간이나 공간의 이

동의 순서에 따라(3①)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 텍스트는 터키로 해외여행을 갔던 경험을 서술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즉, 오전에 숙소를 떠나 ‘일굽’

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선택

하여 무브의 의미적 기능을 극대화하였다.

반면, 미숙한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내용을 삽입하여 필

자의 관점을 흐리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83)

83) 이는 외국인 학습자는 온전하게 하나의 담화를 구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을 반증하며, 이에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내용을 삽입하여

담화의 관점을 흐리는 경우에는 ‘*’ 표시하여 따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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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꽃이 가장 많은 때이다.*) [아무리 그 번은 부모님하고 처음 제

주도에 갔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한 하루하고 행복한 하루이다. 그날 기억은

아깝다.]5② 【FK_2】

[고등학생 때 선생님 때문에 나도 선생님 되고 싶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

갈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마침내 찾았다. 그날은 나의 생일이었

다. 초등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친 것이 정말 재미있다.]3② (어릴 적에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자란 후에 여러 번 바뀌었다.*) [그

날은 나의 희망을 이뤘다.]5②【FK_12】

위 예문【FK_2】에서는 필자가 제주도에 도착해서 공원에서 꽃구경을

한 이야기를 순차적인 구조로 기술하면서 한국의 꽃이 개화하는 시기를

언급하였다. 이는 담화 맥락 상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이야기의 흐름

을 방해할 뿐이다. 또한【FK_12】에서도 생일날에 원하던 꿈을 이루었

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인과 구조

로 기술하였다. 그러고 나서 어릴 적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이 꿈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등의 담화 맥락에서 벗어난 주제의 내용을 삽입하여

이야기의 관점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1.2. 무브의 상황 맥락에 따른 기능

본 절에서는 각 무브에 내포된 담화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자주 출현하는 맥락 의존적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담화의 상황 맥

락에 따라 해당 문법 표현이 어떤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지 조망해 봄으

로써 귀납적으로 무브의 의미 기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형태소를 부착한 보조 말뭉치에서 각 무브별로 10회

이상의 고빈도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84)

84) 다만, 모든 무브에서 고빈도로 출현하는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조사 ‘을/를’은

제외하였다. 또한 다의어의 경우 형태소의 어깨번호로 구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

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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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집단 FK집단

무브1①
삶, -곤, -ㄴ/는다면, 좋아하다,

처럼

(이)나, 누구, 다르다, 마찬가지,

마다, 어떤, 자기, 가지, 사람, 이

런, 자신, 남다, 순간, 행복, 있다1

무브1②

작년, 바로, 인생, 가장, 월, 하루, 날, 에(서), -던, 이다

-자면, 학년, 꼽다, 제, 대학교,

떠오르다, 일2, 고등학교, 지금2,

제일, 시절, 어느, 떠올리다, 행

복, 때, 합격

일2, 살, 입학, 생일날, 방학, 년,

세, 생일, 중, 의

무브2

안, 부모님, 학교, 어리다, 힘들다, 에(서), (으)로

적, 초등학교, 쯤, 방학, 떨어지

다, 입학, 치다, 공부, -아/어/여

야, 년, 월, 일, -았었/었었/였었

-, 아버지, -기에, 은/는, -던,

-(으)ㄴ/는데2

성격, 성적, 다니다, 바쁘다, 가수,

항상, 부터, 모이다, 고등학교, 대

학, 살다, 동안, 돌아가다, 여름,

날씨, 매일, 전, 자주, 않다, 졸업,

보다2, 여동생, 한, (이)랑, 돈, 싶

다, 있다2, 제주도, 지내다, 여행,

때, 그때

무브3①
방, 저녁, 수업, 사다, 도착, 타다, 먹다, 이야기, 아침, 일어나다, 밥,

우리, 기다리다, -자마자, 부르다, 노래, -(으)니까, 준비, 같이,

[표 3-10] NK집단과 FK집단의 무브별 고빈도 형태소 사용 양상

형태소 세분류 형태소 세분류

일1 일반명사(NNG) 오다1 동사(VV)

일2 의존명사(NNB) 오다2 보조용언(VX)

있다1 본용언(VV/VX) 하고1 부사격조사(JKB)

있다2 보조용언(VX) 하고2 접속조사(JC)

지금1 일반부사(MAG) 주다1 동사(VV)

지금2 일반명사(NNG) 주다2 보조용언(VX)

보다1 동사(VV) 하다1 접미사(XS)

보다2 보조용언(VX) 하다2 동사(VV)

보다3 부사격조사(JKB) 하다3 보조용언(VX)

-(으)ㄴ/는데1 ‘대조’의 연결어미(EC) 이/가1 주격조사(JKS)

-(으)ㄴ/는데2 ‘배경’의 연결어미(EC) 이/가2 보격조사(JKC)

와/과1 부사격조사(JKB) 그1 관형사(MM)

와/과2 접속조사(JC) 그2 대명사(NP)

나다1 동사(VV) 저1 대명사(NP)

나다2 보조용언(VX) 저2 관형사(MM)

가다1 동사(VV) 못하다1 보조용언(VX)

가다2 보조용언(VX) 못하다2 동사(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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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집, 후, 모두, 만들다, 끝나다, -(으)면서, 밤, -아/어/여서,

놀다, 와/과2, 친구, (으)로, -ㄴ/는다

게임, 식사, 분, 읽다, 버리다,

뜨다, 들어오다, 밖, 서로, 늦다,

돌아오다, 앉다, 나다2, 엄마, 소

리, 두, 잠, 확인, 나누다, 시작,

따뜻하다, -시-, 자다, 곳, 눕다,

다가, 지나다, 들어가다, 명, 길,

안, 결혼식, 뒤, 가다2, 쉬다, 사

진, 평화롭다, 다른, 위, 눈, 다,

밖에, 나오다, -(으)며, 시, 잘,

들다, 가다1, 아주, 번, 만, 고,

벗어나다, -(으)러, 다시, 오다1,

모이다, 보다2, 그, 까지, 가족,

ㄴ/는다, 되다

노래방, 오후, 기린, 등산, 요리,

케이크, 꽃, 영화, 동생, 어머님,

부르다, 옷, 전화, 동전, 인형, 구

경, 못하다2, 맛있다, 축하, 음식,

갑자기, 놀라다, 아빠, 재미있다,

다음, 또, 공원, 함께, 예쁘다, 주

다1, 크다, 할머니, 기숙사, 듣다,

말다, 찍다, 선물, 바다, 경치, 주

다2, 께, 아름답다, 파티, 찾다, 가

다1, 여러, 많이, 하고1, 오다1, 특

별하다, 처음, 빨리, 눈물, -아/어

/여요, 나다1, 하다1, 보다1, 아버

지, 너무, 기분, 만나다, 한테, 많

다, ㅂ/습니다

무브3②

태어나다, 때문, 언니, 께서, 수, 기쁘다, 알다, 매우, -기, 받다,

-ㄴ/는다는, 선생님, -다고, -(으)ㄴ/는데2, 것, 이, 도, -게,

-은/는/을, 아니다

그동안, 아이, 축하, 길다, 오늘,

맛있다, 없이, 또한, 쓰다, 만나

다, 평소, 흥분, 날씨, 꿈, 주다2,

사람, 웃다, 항상, 뭐, 더욱, 만

큼, 등, 또, 하나, 합격, 주다1,

마음, 처음, 내다, 수능, 지내다,

있다2, 함께, 찾다, 반, 바쁘다,

못, 통, 있다1, 살다, 말, 다니다,

최고, 좋다, 생활, 보다1, 사랑,

많다, 되다, 노력, 감정, 와/과1,

한, 그렇다, 발표, 싶다, 순간,

내, -(으)면, 같다, 자신, 나다1,

의, 보내다, -은/는/을지, -았/

었/였-, -ㅂ/습니다, 이/가2,

(이)나

선배, 수영, 비행기, 대학교, 아무,

왜냐하면, 학생, 하고2, 모습, 좋

아하다, 가지다, 한국어, 이렇다,

엄마, 하다2, 아주, 번, 더, 다, 제

일, 가족, 한국, 만, 고, 그런데,

즐겁다, 그1, 은/는, (이)나, 저1,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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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3③

아빠, 글, 걷다, 그냥, 그런데,

기간, 작다, 새롭다, 열심히, 동

생, 모르다, 누구

너, 책, 아프다, 그2, 드디어, 혼자,

배우다, 사진, 유명, 오빠, 아이,

말

무브4

느낌, 보다3, 정말, 아직, 잊다, 지금1, 느끼다, -지만, 행복(함)

기쁨, 참, 눈물, 추억, 설레다,

기분, 만큼, 일상, 소중하다,

기대, 세상, 걱정, 그것, 경험, -

아/어/여도, 재미있다, 너무, 모

든, 남다, 많이, 정도, 그때, 즐

겁다, -음, 지다, 못하다1, 그날,

시간

얼마나, 은/는/을지, 완전, 고맙

다, 못, 감동, 처럼, 모르다, 감

사, 잊어버리다, 마음, 못하다1,

웃다, 생각, 기억, 같다, 까지

무브5① 행복, 같다, 수, 있다

무브5②

가장, 행복, 이다

그, 이런, 이후, 기억, 것, 같다,
인생, 에서, 그날, 중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브5③

-겠-, -아/어/여야-

더, 좋다
영원히, 나중, 노력, 꼭, 다시, 앞,

보내다

무브5④ 행복, 가장, 인생, 에서, 그, 것, 이다

위 결과를 토대로 무브별로 공통적으로 제시된 고빈도 형태소를 중심

으로 맥락 의존적인 문법 표현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상황 맥락을 분석

하였다.

(1) 무브1: 회상하기 기능

무브1에서는 ‘년, 월, 살(세, 歲), 작년, 하루, 날, 학년, 입학, 대학교, 고

등학교, 생일’ 등과 같이 텍스트의 주제인 행복했던 시간이나 하루를 직

접적으로 언급하는 시간과 관련된 어휘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어휘들은 관형사형 어미 ‘-던’과 서술격 조사 ‘이다’의 문법 표현과 공기

관계를 이룬다. 이에 대한 NK집단의 구체적인 맥락을 그림으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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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NK집단의 무브1의 공기 관계

위 그림과 같이 ‘-던’은 과거시제와 결합하여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으며, 현재는 과거의 그 일과는 완전히 단절되었

음을 나타내기 위해 ‘-았/었/였던’의 형태로 출현하였다. 이때, 단순히 과

거의 사태를 표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거형 관형사형 어미 ‘-(으)ㄴ’으

로도 표현할 수 있으나, 현재와 단절된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회상

하기 위해 ‘-았/었/였던’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이다’, ‘-것 같다’ 등과 호응을 이루어 과거의 시점을 단정 지어 말하거

나 완화하여 표현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FK집단도 ‘18세(살), 생일(날)’ 등의 과거 시점을 나

타내는 어휘와 ‘-던’, ‘이다’의 문법 표현이 결합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그

림과 같이 FK집단은 ‘저/제’ 어절이 ‘이다’와 공기하여 주어와 서술어가

불일치하는 오류를 자주 일으켰다.

85) 이 경우에 ‘Voyant Tools’의 문맥 색인기(concordance)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싱

클레어와 제프리(Sinclair & Geoffrey)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디지털 텍스

트 환경에서 웹 기반 읽기 텍스트 분석을 위한 도구로, 특정 단어의 맥락과 공기

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때 선의 굵기에 따라 빈도의 차이를 나

타내고, 색의 차이에 따라 공기 단계의 순서(1차: 초록색, 2차: 빨간색)를 표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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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기능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소급하여 회상할 수 있다.

대인적 기능 일인칭 시점에서 서술한다.

텍스트적

기능

현재와 단절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시제와 결합한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으로 어휘적 응결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림 3-4] FK집단의 무브1의 공기 관계

이상으로 무브1은 ‘행복했던’ 표현을 중심으로 현재와 단절된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본격적인 에피소드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담화 맥락에서 회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았/었

던’의 문법 형태소가 내재하고 있는 담화 기능과 그 기능이 실현될 수

있는 적절한 상황 맥락86)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무브1의 관념적 체계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을 소급하는 기능을 하

며, 대인적 체계에서는 자신의 과거 시간으로 들어가 회상하므로 일인칭

시점으로 나타난다. 또한 텍스트 체계에서는 회상하기 기능을 실현하기

86) 상황 맥락은 할리데이(Halliday)가 언급한 장면(field), 주체(tenor), 방식(mode)으

로 나누어 담화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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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던’의 문법 형태소가 사용되며, 이때 현재와의 단절된 시점임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시제와 결합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

했던’이라는 정형화된 표현이 고빈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무브1에서는

회상의 의미 기능을 하는 문법 형태소 ‘-았/었던’을 사용함으로써 현재와

단절된 과거의 기억들을 소급하기 위한 필자의 의도와 전략을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다.

(2) 무브2: 묘사하기 기능

무브2는 에피소드와 관련된 배경을 묘사하는 담화로, ‘여름, 방학, O년,

O월, O일, 동안, 때, 그때’ 등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어휘와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주도’ 등의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어휘

가 다수 출현하였다.87)

[그림 3-5] NK집단의 무브2 공기 관계 [그림 3-6] FK집단의 무브2 공기 관계

87)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주도’ 등의 어휘는 뒤에 ‘때’나 ‘시절’ 등과

결합하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이들 어휘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

적 배경으로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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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기능
구체적인 시공간의 배경을 묘사한다.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근원적인 배경을 소개한다.

대인적 기능 일인칭 시점에서 서술한다.

텍스트적

기능

‘-았었/었었/였었-’의 과거완료와 공기하여 지금의 시공간과

분리된다.

‘-(으)ㄴ/는데’를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그림과 같이 NK집단은 ‘년, 월, 일’을 중심으

로 숫자와 결합하여 시간적 배경과 관련된 표현이 다수 사용되었다. 반

면에, FK집단은 ‘여행, 학교’ 등의 공간적 배경과 관련된 어휘가 ‘가다’

등의 동사와 결합하여 해당 공간으로 이동하는 표현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텍스트 소재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또한 무브2에서는 이러한 시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에(서), (으)로’ 등

의 부사격조사가 공통적으로 다수 출현하였다. 특히 FK집단과 달리 NK

집단은 무브2에서 ‘-(으)ㄴ/는데’의 배경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18회)가

높다는 점에 주목할 만한데, 이것은 담화의 묘사하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즉, 무브2는 부사격조사를 비롯한 배경 연결어미 ‘-(으)ㄴ/는

데’의 문법 형태소들로 사건의 배경에 대한 ‘묘사하기 기능’을 담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무브2의 관념적 체계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구체적인

시공간적인 배경을 묘사하는 의미 기능을 나타내며, 대인적 체계는 ‘나’

의 관점에서 바라본 배경을 서술한다. 또한 텍스트적 체계에서는 ‘-았었/

었었/였었-’ 과거완료와 결합하여 현재의 시공간과 분리된 느낌을 가미

한다. 또한 무브2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일반명사나 고유명사와

결합하는데,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부사격조사의 사

용뿐만 아니라 배경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무브2의 담화 기능을 발휘하

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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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브3: 기술하기 기능

무브3은 내러티브 텍스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주요 사건이나 등장인

물의 행동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이때 ‘-자마자, -(으)면서, -(으)니까, -

아/어/여서, -(으)면, -(으)며, -(으)러’ 등의 연결어미와 ‘그리고, 왜냐하

면, 그런데, 그래서’ 등 접속부사의 사용은 텍스트의 응집력을 높이며, 이

러한 문법 형태는 ‘기술하기 기능’을 내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NK집단은 연결어미의 사용이, FK집단은 접속부사의 사

용이 잦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순차적인 구조로 구성된 무브3

①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졌다.

[그림 3-7] FK집단의 3① 공기 관계

위 그림과 같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무브3①에서 연결어미보다

‘그리고’의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사건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연결어미 ‘-고’, ‘-(으)며’, ‘-아/어/여서’ 등의

순차와 나열의 연결어미가 자주 출현하였으며, 이는 ‘먹다, 가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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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기능 순차적, 인과적, 행동의 결과 등의 구조를 자세하게 기술한다.

대인적 기능 일인칭 시점에서 서술한다.

텍스트적

기능

행위동사와 공기한다.

연결어미와 접속부사로 문장과 문장 간의 응집력을 높인다.

끝내다, 마시다’ 등의 행위동사와 공기하여 문장 간의 응집성을 높여 주

었다. 구체적인 공기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8] NK집단의 3① 공기 관계

이와 같이 무브3은 다양한 연결어미와 접속부사로 사건을 응집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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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관념적 체계에서는 주요 에피소드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거

나 원인이나 이유를 기술하거나 등장인물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자

세하게 기술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대인적 체계에서는 자신의 경험담

이야기이므로 ‘나’의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한다. 이러한 관념적 기능과

대인적 기능을 구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연결어미의 문법 표현으로 텍

스트 형식을 구체화한다.

(4) 무브4: 감정 표현하기 기능

무브4는 에피소드에 대한 필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담화로, ‘느끼

다, 잊다, 행복하다’ 등의 성상형용사와 심리동사를 비롯하여 감정 표현

과 관련된 어휘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따라서 무브4는 ‘감정 표현하기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9] FK집단의 무브4 공기 관계

그러나 FK집단은 위의 그림과 같이 ‘좋다, 감동하다, 행복하다’ 등의

기본 형용사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언어 능력의 차

이로 인해 미묘한 감정의 상태를 기술하기보다는 단선적인 감정의 상태

를 표현하는 것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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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기능 필자의 감정 상태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대인적 기능 일인칭 시점에서 서술한다.

텍스트적 기능
과거시제와 결합하여 완료된 사건임을 명시한다.

지시어 ‘그’와 공기하여 그날의 감정을 떠올린다.

한편, NK집단은 지시어 ‘그, 그때’를 사용하여 그날의 감정을 상기하

며, ‘설레다, 감사하다, 잊다, 귀엽다, 기쁘다, 행복하다’ 등의 다양한 감정

어휘를 사용하였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 NK집단의 무브4 공기 관계

이러한 두 집단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제

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관념적 체계에서는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의 감정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하며, 대인적 체계 또한 다양한

감정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또한 텍스트 체계에서는

다양한 감정 어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감정 어휘에 과거시제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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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거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시어 ‘그’와 공기하

여 그날의 감정을 떠올리며, 단조로운 어휘보다는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5) 무브5: 평가하기 기능

무브5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담화

로, 이때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양태 표현이 자주 출현하였

다. 즉, 평가하기 맥락에서는 지시어 ‘그’와 공기하여 그날의 시점으로 사

태를 들여다보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사태

를 유보적으로 평가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구체적인 맥락

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1] NK집단의 무브5 공기 관계

또한 이는 무브의 전략에 따라 주요한 양태 표현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였는데, 사건을 통해 필자가 얻은 깨달음이나 교훈을 제시하는 무브5

①에서는 ‘-(으)ㄹ 수 있다’의 능력의 양태 표현이, 사건의 중요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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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기능 사태에 대해 필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한다.

대인적 기능 일인칭 시점에서 서술한다.

가하는 무브5②에서는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추

측의 양태 표현으로 필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확언하거나 완화하여 표현

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며 마무리하는 5③에서는 ‘-아/어야

겠다’의 의지의 양태 표현이나 ‘-(으)면 좋겠다’의 소망의 양태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다. 다만 이야기의 요점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5④에서는

양태 표현보다는 서술격조사 ‘이다’로 앞선 내용을 단언하는 표현을 사용

하였다.

[그림 3-12] FK집단의 무브5 공기 관계

반면, FK집단은 양태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드러내

기보다는 ‘그래서’의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

이나 근거, 조건임을 명시하며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FK집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하기

기능을 수행하는 양태 표현의 상황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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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적

기능

맥락에 따라 아래의 양태표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하

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 ‘-(으)ㄹ 수 있다’의 능력의 양태 표현으로 사건의 중요성

을 평가한다.

•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양태 표현

을 사용하여 사태를 단언하기보다는 유보적인 평가를 내린다.

• ‘-아/어야겠다’의 의지의 양태 표현으로 미래를 계획한다.

• ‘-(으)면 좋겠다’의 소망의 양태 표현으로 향후 바람을 표

현한다.

지시어 ‘그’와 공기하여 그날의 시점, 즉 과거 시제를 사용한

다.

즉, 관념적 체계에서는 사태에 대해 필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며, 대인적 체계에서도 ‘나’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일인

칭 시점으로 서술한다. 또한 이러한 관념적 기능과 대인적 기능을 실현

하기 위한 텍스트 체계에서는 ‘추측, 의지, 능력, 소망’ 등의 양태 표현을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 미시적 차원에서의 언어 맥락과 언어적 특징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언어 맥락에 적절한 선택항(options)88)을

구성하고 그 중 하나의 언어 형식을 선택하여 적절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내러티브 텍스트에 나타

88) 선택항은 언어의 사용 상황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언어 사용 상황의 다양성은

언어 사용역(register)에 영향을 준다. 언어 사용역은 할리데이(2013)에서는 ‘사회

적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사용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 변이’로 정의하였고, 마

틴(1992)에서는 장면에 의해 변화하는 언어 변이를 총칭하는 용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이버(1988)에서는 언어 사용역과 텍스트의 유형 간의 모호함을 지적하

였고, 나아가 텍스트 유형과 장르와의 모호함도 언급하였다. 결국, 장르(텍스트

유형)와 언어 사용역이 모두 언어 사용 상황의 다양성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언어 사용의 상황

적 요인에 따른 텍스트의 종류’라는 일반적인 의미인 장르와 언어 사용역을 구분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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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휘와 문법 등을 대상으로, 무브별로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를 이루는 언어 자질들의 선택항을 구성하여, 무브 유형에 따른

언어 자질들의 변이형(variation)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각 무

브에 내포된 언어적 특성을 밝히고, 그 특성들이 어떻게 내러티브 장르

가 추구하는 의사소통 목표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의존형태 분류별89)로 10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추출하여,90) 무브별(행, Row)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의존형태 등(열, Column)의 빈도 값을 교차표로

작성하여 SPSS에서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91)을 하였

다. 또한 이 결과가 집단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의존형태 등의 빈도 값을 교차표로

작성하여 대응일치분석을 하였다. 이때 FK집단과 NK집단의 고빈도 형

태소 목록이 상이할 경우, 형태소의 목록은 NK집단의 고빈도 목록을 기

준으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값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언어 맥락에 따른 무브 유형과 문법 표현 간의 관계를 도출

하여 무브별로 주요한 문법 표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2.1. 무브와 문법 요소의 근접성에 따른 선택항

먼저 형태소별로 10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을 추출하여,

무브와 계열 관계를 이루는 문법 요소의 선택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두 집단 간의 어휘다양도(type-token ratio, TTR)를 살펴보았

는데, 이는 텍스트 내에서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즉, 어휘다양도(TTR)는 종류형(type)의 수를 개별형(token)의

89) 세종 태그셋의 대분류 범주를 따르되, 독립언(감탄사)의 경우 내러티브 담화에서

유의미한 빈도수가 산출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90)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5]에서 제시하였다.

91) 대응일치분석은 교차표(분할표)의 행과 열, 행과 행, 열과 열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즉, 관계가 강한 행과 열은 가깝게 배치

되도록 좌표의 수치를 산출한다(노형진, 2008). 따라서 대응일치분석은 저차원 공

간에서 두 명목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변수의 범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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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

NK집단 FK집단

종류형

(type)

개별형

(token)

어휘다양도

(ratio)

종류형

(type)

개별형

(token)

어휘다양도

(ratio)

무브1① 653 960 68% 398 1,041 38%

무브1② 788 1,569 50% 439 1,310 34%

무브2 1,408 1,998 70% 1,160 2,289 51%

무브3① 2,045 3,098 66% 1,386 3,141 44%

무브3② 2,065 3,220 64% 1,375 2,903 47%

무브3③ 981 1,273 77% 951 1,703 56%

무브4 1,289 1,898 68% 659 1,345 49%

무브5① 225 279 81% 269 414 65%

무브5② 550 800 69% 308 600 51%

무브5③ 189 251 75% 310 474 65%

무브5④ 322 462 70% 173 351 49%

수로 나눈 것으로, 텍스트의 어휘적 다양성의 척도로 사용하며 그 값이

클수록 어휘 다양성이 높은 텍스트임을 의미한다(한국어교육학사전,

2014:145).92)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1] NK집단과 FK집단의 무브별 어휘다양도

위 표와 같이 NK집단은 다수의 무브에서 60∼80%의 어휘다양도를 보

이나 FK집단은 50%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모

든 무브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학습자 집단이 한국어 모어 화자보

다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FK집

단은 NK집단보다 단순한 언어 사용 맥락을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다.

92) 종류형(種類形, type)은 형태적으로 상호 구별되는 언어 단위의 종류로, ‘종형,

유형, 타입’이라고도 한다. 개별형(個別形, token)은 실제 언어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 단위들의 서로 다른 출현으로, ‘개형, 토큰’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령,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문장에서 종류형은 ‘콩, 팥,

심은, 데, 나고, 난다’로 6가지이고, 개별형은 이 문장을 구성하는 어절 단위로 모

두 10가지이다. 또한 어휘다양도(유형-토큰비, TTR)는 종류형의 수를 개별형의

수로 나눈 것으로, 위 예문의 어휘다양도는 종류형은 6, 개별형은 10이므로,

6/10=0.6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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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언

NK집단은 명사 1,699개, 대명사 26개, 수사 18개의 체언이 산출되었으

며, 이중 고빈도 체언은 모든 무브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무브 유

형에 따른 체언의 특성을 밝히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행 좌표(무브별)

를 기준으로 근접 거리에 있는 좌표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림 3-13] NK집단의 무브별 체언의 대응일치분석

위 그래프와 같이, ‘2, 3①, 3③’과 ‘1①, 1②, 5④’ 무브들이 서로 분포적

으로 근접성을 띠며, 이는 공통적으로 사용한 체언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무브 ‘2, 3①, 3③’은 배경과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가

맞물려서 전개되기 때문에 체언의 유사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이 무브들은 ‘가족, 합격, 친구, 집, 일, 때, 중’ 등의 체

언을 고빈도로 사용하면서 사건에 대한 소재나 시공간적 배경을 드러내

었으며, ‘나, 내’ 등의 대명사를 사용하여 일인칭시점임을 표현하였다.93)

한편, 에피소드 범주 중의 또 따른 유형인 무브 3②는 3①, 3③과 상대적

93) 본 연구의 자료가 ‘행복했던 하루’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담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인칭시점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FK집단과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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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떨어져 있었으며, 이는 사건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밝히는 것에 초

점을 두어 ‘때문’이라는 의존명사와 함께 다른 체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1①, 1②’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무브5 중에

서 특히 ‘5④’와 유사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서두에서 언급된

사건의 요점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1①, 1②,

5④’ 무브에서 ‘인생, 하루, 행복, 날’ 등의 체언 분포도가 유사하다고 설

명할 수 있다.

[그림3-14] FK집단의 무브별 체언의 대응일치분석

반면, FK집단은 명사 875개, 대명사 32개, 수사 13개의 체언이 산출되

었으며, 무브별 체언의 대응일치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위 그래프와 같다.

즉, FK집단도 마찬가지로 ‘1①, 1②, 5④’와 ‘2, 3②, 3③’ 무브들 간의 근

접성이 높다는 점에서 NK집단과 유사하나, 전체적인 분포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무브3에서 ‘저’ 대명사는 NK집단은 28회(34.1%)가

사용된 반면, FK집단은 216회(46.9%)가 사용되어 FK집단에서 ‘저’의 쓰

임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대명사 ‘저’는 ‘하십시오체’

혹은 ‘해요체’와 공기해야 하지만, FK집단은 ‘-ㄴ/는다’의 서술체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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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에 저는(√나는) 학교에 다니고 친구랑 같이 영화를 봤다. 늦은 밤에

저는(√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내) 어머니는 제(√내) 앞에 오고 생

일 축하하다고 했다. 그리고 저에게(√나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FK_6】

그날 날씨가 좋아서 같은 방의 친구들 같이 서후에 갔다. 서후 근처에 꽃이

많아서 정말 아름다웠다. 갑자기 제가(√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은 저한테

(√나한테) 전화하고 고백했다. 저는(√나는) 너무 놀랐어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 남학생 저(√내)쪽으로 왔다. 저에게(√나에게) 꽃과 선물

을 주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말도 했다. 저녁에 그 남자랑 밥을 같이 먹고

야경을 봤다.【FK_48】

하여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자주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집단 간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관찰하고자 집단 간 체언의 대응

일치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5] 집단 간의 체언 형태소의 대응일치분석

위 그래프와 같이 집단 간의 거리의 근접성을 통해서 텍스트의 유사성

을 판단할 수 있다. 즉, NK집단과 NK_상 집단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일치된 체언의 사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FK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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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_상 집단 간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유사한 체언의 사용이 많지 않아

텍스트의 유사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NK집단과 NK_상

집단은 ‘합격’과의 거리가 가까우며 이는 다른 집단보다 ‘합격’이라는 명

사를 빈번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NK집단은 ‘행복했던

하루’에 대해 입시를 소재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FK집단은 입시를 소재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시각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용언

용언은 ‘동사, 형용사, 보조용언, 지정사’로 소분류 하였는데, NK집단은

604개 종류의 용언이 사용된 반면에 FK집단은 310개 종류의 용언이 사

용된 것으로 보아 두 집단의 텍스트에 대한 어휘적 다양성이 2배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6] NK집단의 무브별 용언의 대응일치분석

또한 위의 대응일치분석 결과와 같이 무브별 용언의 산포도(散布度)가

넓었으나, 각 무브별로 근접 거리에 있는 용언들이 그 무브의 특성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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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 주었다. 즉, 무브 1①, 5④에서는 긍정지정사 ‘이다’, 부정지정사

‘아니다’의 쓰임이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지정사들은 명제를 단정적으로

기술하여 사실명제로 일반화하는 기능이 있다. 가령, 5④에서는 ‘인생에

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날/때 … 하루/날/때이(었)다.’ 등으로 서술하여

마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처럼 단정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또한 1①에서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를 고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등과 같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

기에 적절한 사실명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지정사를 사용하기도 하였

다. 또한 무브3③에서는 사건의 행위를 기술하고자 ‘오다, 보다, 놀다, 하

다’ 등의 동작동사가 자주 사용되었고, 무브4에서는 에피소드에 대한 필

자의 감정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 ‘힘들다, 좋다’ 등의 심리를 표현하는

성상형용사가 자주 출현하였다.

[그림 3-17] FK집단의 무브별 용언의 대응일치분석

반면, 위와 같이 FK집단은 ‘1①, 1②, 4, 5②, 5④’의 무브 간의 분포적

근접성이 높았으며, ‘[형용사 파생접미사]하다’와 지정사 ‘이다’가 자주 출

현하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무브들은 산발적으로 분포하였으나, 각 무

브 별로 상대적으로 더 근접한 용언들은 해당 무브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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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령, 5③은 ‘싶다, 되다’ 등의 용언과 근

접성이 높았으며, 이는 앞으로의 포부를 다지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무브

의 특성에 따라 ‘싶다, 되다’ 등의 용언이 고빈도로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8] 집단 간의 용언 형태소의 대응일치분석

또한 집단 간의 사용된 용언을 비교하여 내러티브 텍스트의 유사성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 그래프와 같다. 즉, NK집단과 NK_상

집단 간의 용언 형태소들의 분포는 대체로 유사하였다. 반면에 FK집단

과 FK_상 집단 간의 거리가 멀었으며, 이는 용언 형태소 간의 유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텍스트의 유사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수식언

수식언은 관형사, 부사로 소분류하였는데, NK집단은 관형사 32개, 부

사 280개가 추출되었고, FK집단은 관형사 26개, 부사 143개가 추출되었

다. 공통적으로 ‘이, 그, 이런, 그런, 다른, 어떤, 한, 모든, 여러’ 등의 관

형사가 자주 출현하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성상관형사보다 지시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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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관형사의 쓰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그/저’ 혹은

‘이런/그런/저런’의 삼분(三分) 체계로 구성된 지시관형사 중에서 ‘저/저

런’이 사용된 경우가 없었는데, 이는 경험담 텍스트의 특성상 필자와 독

자에게 모두 먼 쪽을 나타내는 것을 기술할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

되지 않았다. 또, 부사의 경우 ‘가장, 함께, 정말, 너무, 같이, 많이, 모두,

더, 다, 다시, 잘, 제일, 아직, 열심히, 매우, 아주, 바로, 지금, 매일, 항상,

자주, 안, 못, 그리고, 그래서, 또, 그런데, 하지만’ 등의 부사가 공통적으

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식언의 사용 빈도를 토대로 대응일치분석을 한 결과, 두 집

단 모두 ‘2, 3①, 3②, 3③, 4’ 무브들 간의 분포적 근접성이 높았다. 또한

수식언은 상대적으로 그 종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식언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그림 3-19] NK집단의 무브별 수식언의 대응일치분석

즉, 위 그래프와 같이 NK집단은 ‘가장, 그, 함께, 한, 정말’이 전체 수

식언의 50.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가장’은 무브1②, ‘그, 정말’은 무브

4, ‘함께’는 무브3①, ‘한’은 무브3②에서 자주 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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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FK집단은 ‘가장, 너무, 같이, 그, 많이, 그리고, 그래서’가 60.1%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장’은 무브1②, ‘너무, 같이, 많이, 그리고’는 무

브3①, ‘그, 그래서’는 무브3②에서 자주 출현하였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0] FK집단의 무브별 수식언의 대응일치분석

그런데 NK집단에 비해 FK집단은 접속부사94)의 쓰임이 활발하다는 점

에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하면 FK집단은 ‘그리고 111회, 그래서 110회,

그런데 48회, 왜냐하면 46회, 하지만 20회, 그러니까 12회, 또 10회’ 등의

빈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FK집단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연결어

미의 사용보다는 접속부사를 사용한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이

러한 접속부사는 무브3②와 거리가 가까웠으며, 이는 원인과 이유를 설

명할 때 자주 결합한다는 것을 말한다.

94) 접속부사는 과연 부사인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부사라면 특정한 문장 성분이든

문장 전체이든 특정 요소를 수식해야 하는데 접속부사가 뒤 문장의 의미를 수식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고영근·구본관, 2008:134). 그러나 현행 국어의 품

사 분류 체계에서는 접속사를 따로 세우지 않고 부사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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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제가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입니다. 그리

고 저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부모님은 밖에 같이 갔

습니다. 우리 자주 공원에 갔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꽃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바람을 따뜻하고 저는 잘 따라서 달립니다. 저녁 동안 부모님은 저

녁을 만들어 많은 것을 삽니다. 그리고 음식을 정말 맛있습니다. 【FK_1】

선배를 따라 교실과 기숙사를 쉽게 찾다. 그리고 선배를 따라 식당에서 밥

을 먹었고 도서관에서 구경했다. 선배는 진짜 착한 사람이 보이다. 그리고

선배를 따라 많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 저는 대학 생

활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질문을 선배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선배들은 천

천히 자세히 대답했다. 그래서 선배들 많이 고맙다.【FK_74】

위의【FK_1】텍스트는 생일을 소재로 행복했던 하루를 기술하고 있는

데, 생일날에 한 일에 대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건을 전

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보면, 생일날이라서 행복했던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즉, 생일날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부모님과

같이 공원에 갈 수 있고,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함

을 ‘왜냐하면, 그리고’ 등의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

고 있는 텍스트이다. 또한【FK_74】텍스트는 가장 행복한 날은 대학교

생활이 시작된 날로 꼽았으며, 그날 선배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 고

마운 마음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선배를 만난 날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그래서’를 사용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수식언 형태소의 사용 빈도를 집단 간 비교하였다. 다른 문법 요

소와 달리 수식언은 FK집단과 FK_상 집단의 거리가 가까웠으며, ‘가장,

너무, 같이, 많이, 그리고’ 등의 부사와 ‘다른’의 지시관형사 등이 공통적

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그런데 수식언은 체언이나 용언을 수식하여 의미

를 더해주는 것인데, 한정된 수식언의 선택항은 단조로운 문장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NK집단과 NK_상 집단은 지시관형사 ‘그’와

의 근접성이 높았는데, 즉, 지시관형사 ‘그’는 앞에서 말한 대상을 가리키

는 것으로,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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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그림 3-21] 집단 간의 수식언 형태소의 대응일치분석

(4) 관계언

관계언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소분류를 하였으며, 주격 ‘이/

가’, 목적격 ‘을/를’, 부사격 ‘에, 에서, (으)로, 에게, 와/과’, 관형격 ‘의’,

보격 ‘이/가’, 보조사 ‘은/는’ 등은 두 집단 모두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보조사와 접속조사를 중심으로 두 집단의 무브별 근접 거리에 있

는 좌표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NK집단은 무브1①는 ‘은/는’와 근접 거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는 서두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또

무브2와 ‘까지, 부터’의 근접성이 높으며, 이는 사건의 시공간적 배경을

나타내기 위해 ‘에, (으)로, 와/과’ 등의 부사격조사와 ‘까지, 부터’의 보조

사를 빈번하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브3②와 ‘도’의 거

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웠는데, 이는 에피소드가 행복함을 반증하기 위해

유사한 이유를 여러 가지 제시하면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의 대응일치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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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NK집단의 무브별 관계언의 대응일치분석

반면, FK집단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이)나, 마다’는 1①과 거리가

가까운데, 이것은 ‘사람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있다.’ 혹은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가 있다.’ 등의 정형화된 표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림 3-23] FK집단의 무브별 관계언의 대응일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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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단 간의 관계언 형태소의 분포도를 비교하였는데, 이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4] 집단 간의 관계언 형태소의 대응일치분석

즉, 두 집단의 특징적인 점은 FK집단은 NK집단과 달리 비교적 구어

성이 강한 조사와 결합하는 빈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FK집

단은 부사격조사 ‘하고’와 보조사 ‘한테’와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이 형태

소가 다른 집단보다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형태

소들은 상대적으로 구어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어 맥락에서는 적절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 NK집단은 ‘밖에, 만큼’의 등의 보조사와

의 근접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5) 의존형태

의존형태는 ‘어미, 접두사, 접미사, 어근’으로 분류하였는데, 접두사와

어근은 극소수의 빈도로 나타나 제외하였고, 접미사는 주로 동사와 형용

사를 파생시키는 ‘하다’가 주로 나타났다. 이에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연

결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형 전성어미를 중심으로 무브별 변이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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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껴 보니 다음에도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내 인생을 대하는 데 노력해야겠다.【NK_5】

(2) 더 나이가 많이 들기 전에 친구들과 자주 여행을 가야겠다.【NK_113】

(3) 이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틀, 사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K_118】

확인하였다. 이는 각 무브별로 특징적인 어미의 사용 형태가 있음을 분

포도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함이다.

[그림 3-25] NK집단의 무브별 의존 형태소의 대응일치분석

위와 같이, 무브1②는 ‘-던’과 가장 거리가 근접한 것으로 보아, ‘-던’과

공기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행복했던’의 표현을 사용

하여 회상시제 ‘던’과 공기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또한 무브 3①에서는

순차적 구조로 기술하고자 연결어미 ‘-(으)며, -(으)면서, -다가’ 등의 사

용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무브5③에서는 ‘-겠-, -아/어/여야-’과 결합하

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필자가 앞으로의 포부를 다지거나 미래를 계

획하며 마무리하고자 양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문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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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FK집단은 NK집단과 달리 무브3①에서 연결어미 ‘-자마자’와 종결

어미 ‘-아/어/여요’의 빈도가 높았으며, ‘-(으)며’의 빈도는 현저하게 낮았

다. 이는 FK집단은 ‘-(으)며’ 연결어미보다 ‘그리고’의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NK집단은 주

로 평어체로 서술한 반면에 FK집단은 ‘-아/어/여요’의 해요체의 빈도가 상

당하였다. NK집단에서는 한 텍스트에서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현하지 않은 것과 달리 FK집단에서는 227회나

출현하였다. 이상의 구체적인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6] FK집단의 무브별 의존 형태소의 대응일치분석

또한 집단 간의 의존형태를 비교하여 내러티브 담화의 분포 근접성을

산출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좌표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어 집

단 간의 고빈도 의존형태 형태소들의 분포는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NK집단에서는 대과거 ‘-았었/었었/였었-’가 집

약적으로 사용되었고, FK집단에서는 종결어미 ‘-ㅂ/습니다’를 주로 사용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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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집단 간의 의존 형태소의 대응일치분석

2.2.2. 무브의 언어 맥락에 따른 주요 문법 표현

전술한 문법 요소의 선택항을 중심으로, 무브별로 언어 자질들의 변이

형을 분석하여 내포된 언어적 특성을 밝히고, 선택된 문법 표현의 구체

적인 언어 맥락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무브1: 시간 표현

내러티브는 사건의 시간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텍스트 목적

을 지니며 사건을 연속적으로 배열하기 위하여 ‘시간적 인접성(time

proximity)’에 초점을 둔 텍스트 유형이다(한철우 외, 2001:83-84). 즉 사

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속성이 중요

한 자질 요소이다. 특히 본격적인 에피소드를 전개하기에 앞서 사건을

회상하기 마련인데, 무브1에서는 이러한 준비 단계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간의 변화는 시제(時制, tense)95)와 동작상(動作相, aspect)96)의

95) 시제란 화자가 발화시를 기준 축으로 하여 앞뒤의 시간을 제한하는 문법 범주이

다. 일반적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절대적 시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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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제
진행상 완료상

종결어미/연결어미 관형사형

NK
18.5% 37.7% 2.7% 4.8%

283 176 1 2

FK
18.1% 67.2% 11.1% 12.5%

275 184 3 1

문법 범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무브1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의존형태의

문법 요소가 고빈도로 출현하였다.

[표 3-12] 무브1의 시제와 동작상의 사용 양상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연결어미, 종결어미 -었- -는/ㄴ-, -는-, ∅ -겠-

관형사형 -(으)ㄴ, -던 -는 -(으)ㄹ

문형표현 - - -(으)ㄹ 것이다

할 수 있으나 사건시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절대적 시제

는 종결형과 독립성이 강한 연결형에서 표시되고, 상대적 시제는 관형사형과 독

립성이 약한 연결형에서 표시되며(고영근·구본관, 2008:398-400), 이러한 관점에

서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시제와 미래시제를 배제하였다. 우선, ‘미래시제’는

의미가 ‘추측’이나 ‘의지’ 등의 양태적 의미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

의 텍스트의 주제는 과거의 경험담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시제의 출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강범모(199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량적 연구

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추출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므

로, 무표적인 현재시제(∅)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이 또한 배제하였음을 밝힌다.

보조동사

완료상
-고 있다2, -고 말다, -아/어 있다, -아/어 두다, -아/어 놓다, -아/어

버리다, -아/어 지다 등

진행상 -고 있다1, -곤 하다, -는 중이다, -는 길이다, -아/어 가다[오다] 등

96) 일반적으로 ‘상(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고영근·구본관(2008:419)에서는 ‘상(相)’

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명확히 와 닿지 않고 더욱이 조어법상으로도 문제가 많다

고 하였다. 즉, 한자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을 비판하

며, 현행 학교문법에서 사용되는 ‘동작상’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자도 용언의 활용형이 진행되거나 완료되는 동작의 양상을 가리킨다는 특성

에 초점을 두어, ‘동작상’이라는 용어를 따르기로 한다. 그런데 이 동작상은 보조

동사뿐만 아니라 보조적 연결어미, 연결어미로도 실현되나 연결어미로 실현되는

동작상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극명하게 표현되는 보조동사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동작상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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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합격했던 날, 해외여행을 다녔던 날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 받았

던 날, 모두 내 인생의 순간이기는 하지만 그게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고 자

신할 수도 없다.【NK_33】

길지는 않은 삶이었지만 그 중 가장 행복했던 날을 뽑아 보자면 19살이었던

2013년 12월의 어느 날일 것이다. 그날은 수능을 본 지 막 한 달이 되는 날

이었고, 원서를 썼던 네 개의 대학의 결과가 모두 나오는 날이었다.

【NK_40】

위 표와 같이 무브1에서는 과거시제 중에서 관형사형에 의해 실현된

형태가 NK집단은 37.3%, FK집단은 6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97)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회상을 나타내는 ‘-더-’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이 결합된 ‘-던’의 형태이다. ‘-던’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으)ㄴ’과 달리 과거 회상의 의미와 함께 행위나 상태가 완료

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未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것

을 회상법이라 하며, 회상법은 화자 또는 청자가 경험시를 기준으로 파

악한 사태의 내용을 발화 당시로 회상하거나 발화 당시에서 경험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다(고영근·구본관, 2008:386). 이에 ‘-던’의 구체적인 사용

맥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브1_NK

무브1_FK

무브2_NK무브2_FK

무브3_NK

무브3_FK

무브4_NK

무브4_FK 무브5_NK

무브5_FK

어미

관형사형

진행상

완료상

97) 아래의 방사형 그래프에서는 전체 무브별로 차지하는 시제와 동작상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무브3에서 시제와 동작상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브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텍스트의 양에 비례하는 당연한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브3보다는 무브1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두

집단 모두 무브1에서 ‘관형사형’에 의한 시제 형태소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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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와 같이 무브1에서는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소급하여 떠올림

으로써 본격적인 에피소드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NK_33】텍스트는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모두 나열하는 것으로

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였고,【NK_40】텍스트도 그동안의 인생을 회상하

였고, 수많은 날들 중에서 2013년 12월의 특정 날짜를 선택하였다. 또한

그날을 떠올리면서 그날의 추가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NK_33】텍스트는 관형사형 ‘-(으)ㄴ’을 사용하여

‘대학에 합격한 날, 해외여행을 다닌 날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 받은

날, 모두 내 인생의 순간이기는 하지만 그게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자신

할 수 없다.’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으며, 이때 ‘-던’과 비교하면 과거의

순간으로 소급하여 회상하기보다는 과거 내지 완료의 의미만을 나타낼

뿐이다.98) 마찬가지로【NK_40】텍스트도 ‘길지는 않은 삶이었지만 그

중 가장 행복한 날을 뽑아 보자면 19살인 2013년 12월의 어느 날일 것

이다. 그날은 수능을 본 지 막 한 달이 되는 날이었고, 원서를 쓴 네 개

의 대학의 결과가 모두 나오는 날이었다.’로 표현해도 과거의 시점을 전

달하기에 충분하나, ‘-던’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경험시로 소급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무브1에서는 선택항을 이루는 관형

사형 ‘-던’과 ‘-(으)ㄴ’ 중에서 언어 사용자는 본격적인 사건을 서술하기

에 앞서 사건을 회상하기 위한 장치로 회상의 의미를 지닌 관형사형 ‘-던’

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무브2: 배경 표현

무브2에서는 시간, 장소, 등장인물 등 사건과 관련된 배경을 소개한다.

이때, 부사격조사와 함께 시간과 장소를 표현하게 되므로 부사격조사의

쓰임이 다른 관계언 형태소에 비해 두드러졌다. 즉, 다른 무브에서는 목

98) 그런데 ‘행복하다’와 같은 형용사의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결합한

다고 해서 반드시 과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맥락 상 과거의 시점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행복했던 하루’과 ‘행복하던 하루’의 차이에 근본적인 원

인이 내재한다. 즉, ‘-았/었던’은 ‘-던’과 달리 ‘-았/었-’의 선어말어미를 통해 과거

완료의 의미 기능을 지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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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NK집단 FK집단

관계언 형태소 비율 관계언 형태소 빈도

1 부터 23.1% 부터 42.6%

2 께서 21.4% (이)랑 28.6%

3 에 17.6% 와/과1 25.3%

4 만 17.0% 와/과2 23.0%

5 은/는 16.5% 만 22.2%

6 와/과1 15.9% 이/가2 20.7%

7 와/과2 14.4% 하고1 19.5%

8 (이)랑 14.3% 처럼 19.2%

9 도 14.2% 보다 18.2%

10 까지 14.1% 하고2 17.6%

11 만큼 11.8% (으)로 17.3%

12 (으)로 11.7% 에 16.9%

13 이/가1 11.6% 마다 16.2%

14 을/를 11.1% 이/가1 14.8%

15 보다 11.1% 은/는 14.4%

16 에서 10.9% 까지 14.0%

17 밖에 9.1% 도 13.0%

18 의 8.5% 의 12.8%

19 에게 8.3% 을/를 12.6%

20 이/가2 7.4% 한테 9.3%

21 에게 9.0%

22 에서 7.5%

23 께 7.1%

24 께서 4.3%

적격조사 ‘을/를’과 주격조사 ‘이/가’ 등이 1순위, 2순위를 차지하는 것에

반하여, 무브2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사격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표 3-13] 무브2의 관계언 형태소의 사용 양상

즉, 무브2에서는 관계언 형태소 중에서 시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로 ‘에, 에서, (으)로’와 결합하고, 등장인물을 소개할 경우에는 ‘에게,

와/과’ 등을 사용하였다. 다만 주목할 점은 FK집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에게, 와/과’ 대신에 구어적 표현인 ‘(이)랑(28.6%), 한테(9.3%)’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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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FK

장

소

에

거실, 고등학교, 곳, 군대,

기숙사, 대학(교), 데, 도서실,

도시, 반, 백화점, 병원, 속,

안, 위, 유치원, 장소, 집,

초등학교, 학교, 학원,

해외여행, 회사

고등학교, 고향, 공원, 기숙사,

대학(교), 바다, 바닷가,

백화점, 병원, 사회, 시골, 안,

여름, 일본, 제주도, 중국, 집,

학교, 한국

에서

건물, 기숙사, 대학교, 도서관,

독서실, 밖, 사이, 서울, 시골,

시골집, 유치원, 제주, 주변,

지방, 학교, 학원, 환경

가정, 고향, 곳, 공원, 대학,

도서관, 도시, 밖, *방학, 상해,
*생일, 연습실, 외지, 집,

캐나다, 학교, 한국

(으)로
기점, 길, 밑, 산, 서울,

서울랜드, 집
공항, 세상, 외국, 집

시

간

에

겨울, 나중, 날, 당시, 동안,

미래, 밤, 방학, 새벽, 생일,

시, 시각, 시간, 시기, 오랜만,

이맘때, 일정, 작년, 저녁, 전,

중순, 초순, 최근, 평소, 하루,

하반기, 후, 휴가

그날, 기억, 나중, 날, 동시,

미래, 밤, 방학, 봄, 생일날, 시,

시절, 여름, 오랜만, 전, 주말,

중, 지난번, 평소, 후, 휴가

(으)로 지금 앞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빈도로 사용된 장소와 시간과 관련된 표

현을 살펴보고자, 부사격격조사 중에서 ‘에, 에서, (으)로’ 등을 중심으로

시간 표현과 장소 표현을 확인하였으며, 그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표 3-14] ‘에, 에서, (으)로’와 공기하는 고빈도 어휘 목록

그 결과 NK집단은 ‘에’는 106회(61.3%), ‘에서’는 30회(17.3%), ‘(으)로’

는 37회(21.4%)의 빈도로 사용하였고, FK집단은 ‘에’는 120회(75.5%), ‘에

서’는 26회(16.4%), ‘(으)로’는 13회(8.3%)의 빈도로 사용하였다. 즉, NK

집단에 비해 FK집단은 시간과 장소를 표현하기 위해 ‘에, 에서’만 집중

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FK집단은 ‘에’와 ‘에서’의 문법적 제약

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비문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았으

며,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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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초등학교부터 한국어를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좋겠어요. 여

름방학에서(√여름방학에) 저는 친구들과 같이 한국에 갔다.【FK_135】

(2) 10살 생일에서(√생일에) 저는 너무 행복했다.【FK_138】

(3) 부모님과 같이 집에 있으면 매일에(√매일) 행복을 느낀다.【FK_14】

(4)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는 처음에(√처음,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는 거

때문입니다.【FK_80】

(5) 친구들 다 기분이 좋아서 운동장에(√운동장에서) 놀았다.【FK_19】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워낙 활동도 적고 나는 입시 중이

라 단 한 번도 실제로 무대를 본 적이 없었다.【NK_18】

당시 고3 내내 입시와 공부 스트레스를 받던 나는 여러 대학에 원서를 냈음

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불합격 통지를 받아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었다. 극하

향을 한 학교에 그대로 가야하는지, 재수를 해야 하는지 마음이 복잡했고,나

름대로 공부를 하던 편이었는데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내리누르고 있었다.【NK_49】

위 (1), (2)예문은 시간을 표현할 경우에는 부사격조사 ‘에’를 사용함에

도 불구하고 ‘에서’를 사용한 오류이며, (3), (4)는 ‘매일, 처음’ 등과 같은

어휘는 부사격조사 ‘에’와 결합할 수 없으나 외국인 학습자는 이러한 제

약을 지키지 못해 비문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예문(5)의 경우

에는 장소를 표현할 경우에 ‘에’가 아니라 ‘에서’를 사용해야 하나 이를

혼동한 오류로 보인다.

또한, 무브2에서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등의 배경을 소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상황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위【NK_18】텍스트는 대학 입시 준비를 할 때 일탈을 했던 경험을 서

술하면서, 그 일탈 사건의 배경이 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즉, 수능 시험



- 136 -

제가 아플 때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지 않는데(√마찬가지가 아닌데) 아

주 심해서 꼭 병원에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너무 고통해서 화가

나는 것이 쉽습니다.【FK_90】

무브1 무브2 무브3 무브4 무브5

NK
6.7% 24.0% 56.0% 10.7% 2.7%

5 18 42 8 2

FK
5.3% 10.5% 68.4% 7.9% 15.8%

2 4 26 3 6

을 며칠 안 남겨둔 상황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갈 수밖

에 없었던 근원적인 배경을 ‘-(으)ㄴ/는데’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추상

적인 상황의 배경을 소개하였다. 또한【NK_49】텍스트는 대학 합격 소

식을 받았던 순간을 가장 행복했던 사건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때 그

순간이 더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즉, 필

자는 여러 대학에 불합격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는데, 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근본

적인 배경에는 자신이 나름대로 공부를 잘 하는 편이었다는 것을 배경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마찬가지로 ‘-(으)ㄴ/는데’의 연결어미를 사용하

여 추상적인 상황의 배경을 적절히 소개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으)ㄴ/

는데’의 사용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5] 무브별 배경의 ‘-(으)ㄴ/는데’ 연결어미 사용 양상99)

위 표와 같이 무브2에서 NK집단은 18회를 사용한 반면, FK집단은 4

회의 사용에 그쳐 그 쓰임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

라 FK집단은 ‘-(으)ㄴ/는데’의 문법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

다.

99) 위의 표는 배경의 ‘-(으)ㄴ/는데’의 무브별 사용 빈도를 제시하였으며, 무브별로

비교할 때, 텍스트의 양에 비례하면 상대적으로 무브2는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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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FK_90】텍스트는 아플 때 부모님의 사랑과 친구들의 관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로 손꼽았다. 이날이 더욱

특별한 것은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의 병이 심하다는 것을 그 배경으로

제시하고자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를 사용하였으나 공기어가 용

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달라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상 전술한 바와 같이 무브2에서는 사건의 배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에, 에서, (으)로’의 부사격조사뿐만 아니라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

데’의 문법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시공간의 배경을 표현할

경우에는 ‘에, 에서, (으)로’를 사용하는 반면에 추상적인 배경을 표현할

경우에는 ‘-(으)ㄴ/는데’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것은 배경을 소개

하는 무브2의 맥락에서는 추상성 여부를 가려 선택항에서 문법 요소를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3) 무브3: 연결 표현

무브3은 주요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중

심 소재에 따라 순차 구조, 인과 구조, 행위와 결과 구조 등으로 분류하

였다. 이때 적절한 연결어미와 접속부사 등의 사용은 이야기의 응집성

(cohesion)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이에 무브3에서는 연결어미와

접속부사 등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이를 중심으로 무브3의 연결 표현

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의미 관계에 따른 연결어미의 분류

와 목록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100) 그 범주가 방대하여 모든 것

을 아우르기보다는 각 의미 범주에서 대표적인 것만을 한정하여 다루고

자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결어미 목록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100)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에 대한 용어는 통일된 용어가 없으며 학자마다 견해가

상이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

으므로 국립국어원(2005)의 논의를 따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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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어

미

나열 -고1, -(으)며

시간 -고2, -아/어서1, -(으)면서, -자마자, -다가

대립·대조 -(으)ㄴ/는데1, -지만

이유·원인 -(으)니(까), -아/어서2, -느라고, -기에, -(으)므로

조건 -(으)면, -(으)려면, -자면, -ㄴ다면

목적 -(으)러

인정 -아/어/여도

배경 -(으)ㄴ/는데2

NK FK

나열
-고1 70.2%

(389)

68.4% 75.2%

(235)

77.9%

-(으)며 69.4% 75.0%

시간

-고2

56.1%

(247)

68.5%

63.5%

(113)

75.0%

-아/어서1 68.5% 62.7%

-(으)면서 54.2% 62.2%

-자마자 75.0% 95.7%

-다가 78.4% 36.4%

대립·대조
-(으)ㄴ/는데1 35.0%

(63)

75.0% 44.4%

(24)

50.0%

-지만 34.9% 38.0%

이유·원인

-(으)니까

60.5%

(130)

65.7%

59.2%

(135)

57.1%

-아/어서2 76.4% 57.7%

-느라고 50.0% 100%

-기에 37.5% 100%

-(으)므로 100% 33.3%

조건

-(으)면
34.6%

(34)

34.6%
29.0%

(18)

27.7%

-(으)려면 0% 0%

-자면 6.7% 0%

[표 3-16] 연결어미의 형태소 분석 목록

또한 위 목록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일 형태의 연결어미가 다양한 의

미 기능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구자가 전체 목록에서 수작

업으로 의미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위 목록을 토대로 무브3의 담화 맥

락 내에서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7] 무브3의 연결어미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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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만 그리고
왜냐하

면101)
하지만

NK
31.3% 30.0% 0% 0% 66.7% 0% 71.4% 80.0% 38.5%

5 3 0 0 10 0 25 4 5

FK
42.1% 66.7% 33.3% 100.0% 56.5% 42.9% 69.4% 60.9% 65.0%

45 2 4 2 26 3 77 28 13

-ㄴ다면 20.8% 50.0%

목적 -(으)러
48.0%

(12)
48.0%

40.0%

(4)
40.0%

인정 -아/어/여도
33.3%

(9)
33.3%

53.3%

(8)
53.3%

배경 -(으)ㄴ/는데2
57.1%

(42)
57.1%

39.3%

(11)
39.3%

위 표와 같이 전체적인 연결어미의 사용 비율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그 빈도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무브3의 전개 구조에 따라 ‘나

열, 시간, 이유·원인’의 연결어미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K집단은 ‘-고1(314회), -아/어서2(97회), -지만(51

회), -아/어서1(50회)’의 연결어미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 FK집단은 ‘-

고1(229회), -아/어서2(106회), -아/어서1(37회), -니까(24회)’의 연결어미가

주로 사용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결어미 ‘-(으)며’의 사용 빈도인데,

NK집단은 75회를 사용한 반면에 FK집단은 6회의 사용에 그쳤다. 즉,

FK집단은 에피소드를 나열할 경우에는 중급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초급

수준의 문법인 ‘-고’를 사용함으로써 목표 문법의 지식이 사용으로 이어

지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접속부사는 NK집단에 비해 FK집단이 접속부사의 쓰임이 압도

적으로 많았으며,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8] 무브3의 접속부사 사용 양상

101) ‘왜냐하면’은 일반부사(MAG)로 태깅이 되었으나, 앞문장의 의미를 뒤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 문장의 의미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고 판단하여 접속부사에 포

함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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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랑 모여서 돼지 김치찌개와 소주를 먹고 마시며 새로운 대학 생활

에 대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취

하고 나서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소리를 질러가며 노래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택시 할증이 풀

리기 전까지 카페에서 커피로 속을 달래며 이제는 자주 못 볼 중학교, 고등

학교 친구들과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택시 할증이 풀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자주 가던 찜질방에서 목욕을 한 후 수면실에서 달콤한 잠에 빠졌습니다.

【NK_103】

부모님과 같이 쇼핑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좋아한 물건이 사서 정

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서 진짜 행복합니다.

밥을 먹고 후에 우리 등산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가면 홍콩의 예쁜

야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많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

고 우리 서로에게 많은 하고 싶은 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FK_103】

이와 같은 현상은 두 집단의 문장의 확대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

는 것인데, 즉 NK집단은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복문을 구성하는 반면에

FK집단은 접속부사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브3의

전략별로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브3①에서는 순차적인

구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나열과 시간의 연결어미와 접속부사 ‘그리고’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위 예문과 같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 친

구들과 밤 새워 놀던 에피소드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열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아/어서1, -고1, -고2, -(으)며, 그리고, -

자마자’ 등의 연결어미와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그 의미 기능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NK집단과 달리 FK집단은 나열의 연결어미 ‘-(으)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대신에 접속부사 ‘그리고’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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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꽤 오래 했었는데 그 과정이 저에게는 매우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선생님께 맞기도 하고 안 좋은 말도 들으며 실기를

했기 때문에 합격 후에 짐을 찾으러 가는 발걸음이 매우 가벼웠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NK_1】

내가 진짜 많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못 움직이고 누워 있는데 엄마가 밤새

물수건 갈아 주고 죽도 만들어 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하나하나 나를 먼저

챙겨주니까 아프지만 행복했다. 【NK_3】

가령, 위의【NK_103】텍스트는 ‘-(으)며’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에피소

드를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에,【FK_103】텍스트는 평소에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방학 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던 추억을 회상하며,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때 홍콩에서 쇼핑을 하고, 밥을 먹고, 야경을 구경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건들을 접속부사 ‘그리고’를 사용하여 나열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무브3②는 에피소드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서술하기 위해 ‘-아

/어/여서, -(으)니까, -기에’ 등의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래

서’ 등의 접속사가 자주 노출되었다. 이외에도 의존명사 ‘때문’으로 구성

된 ‘-기 때문에, 때문에’의 표현도 사용되었다.

위의 예문【NK_1】텍스트는 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예고 입시 준비

로 힘들었기 때문에 합격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그 장소로 갈 때의 행

복했음을,【NK_3】텍스트는 평소에 동생에게 관심이 쏠려 있어서 서운

했었는데 아플 때 그동안의 사랑을 듬뿍 받는 느낌이 들어서 아팠지만

행복했다는 것을 이유와 원인의 표현을 사용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

다. 그런데 FK집단은 연결어미보다는 ‘왜냐하면, 그래서’ 등의 접속부사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 무브3②에서만 ‘왜냐하면’은 22회(47.8%), ‘그래서’

는 22회(48.8%)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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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있다. 첫째 나는 부모님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다. 저는 너무 기쁘

고 행복했다. 부모님은 선물이 나는 가장 좋아한 작가에 책이다. 그래서 나

는 너무 즐겁다. 둘째 나는 언니한테 예쁘게 바지를 받았다. 그 바지를 나는

너무 좋아서 사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 바지를 무척 비싸니까 저는 안 샀다.

그래서 나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무척 행복했다. 셋째 뭐니 뭐니 해도 네

가족들이 같이 생일 노래를 불렀다. 나는 가장 행복했다. 아무리 생기든지

네 가족들이 꼭 내 옆에 있다.【FK_104】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 가족과 같이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번 여행은

제 처음 해외여행입니다. 그번 여행을 위해 저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래서 그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제일 만족한 여행입니다. 그날은 제 꿈을 완

성했어요.【FK_136】

그러던 내가 가장 방문 학습지를 시작하며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하

나씩, 하나씩 뭔가를 알아가는 게 그냥 재미있고, 반 1등을 하게 됐다. 등수

에 관해 기대도 없었고 그냥 재미있어서 했는데 반 1등이라니...주변 친구와

선생님, 가족들의 시선이 좋았다. 그렇게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 학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냥 주어진 숙제를 끝까지 했다. 수업시간에도 그냥

눈과 귀를 열고 들었다. 그리고 중학교 첫 시험을 보게 되었다. 시험이 끝나

고 학원생들과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누가 전교 1등인지가 관심, 화젯거

리였다. 난 기대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1등을 했다.【NK_69】

가령, 위 예문【FK_104】텍스트는 생일날 중에서 20살 생일날이 가장

행복했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고 있으며,【FK_136】텍스트는 제

주도 여행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 이유로 그때 여행이 첫 해외여행

이라는 것을 ‘그래서, 왜냐하면’ 등의 부사를 사용하여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브3③은 등장인물의 행위와 결과에 대한 구조로 행복했

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두 집단 모두 다른 전략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빈도가 낮았다. 즉, 무브3③에서 NK집단은 ‘그런데’의 접속부사의

사용이 가장 높았는데(55.6%), 이는 예상치 못한 행동이나 결과가 일어

났음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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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NK_69】텍스트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던 필자가 우연히 가정

방문 학습지를 하면서 공부에 맛을 들이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1등

을 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그런데’를 사용하여 화제를

전환하여 긴장감 있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의미 기능을 하였다.

요컨대, 무브3에서는 전략별로 주요한 문법 요소가 상이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선택항에서 적절한 의미 관계를 지닌

연결어미나 접속부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잦은 접속부사의 사용보다는

적절한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확대하는 방식이 이야기의 응집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4) 무브4: 감정 표현

무브4에서는 에피소드에 대한 필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며, 이에 다

른 무브에 비해 감정을 표현하는 용언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102) 이에

앞서 의미적으로 중요한 동사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

다. ‘가다, 오다, 다니다’ 등과 같이 이동을 나타내는 이동동사(移動動詞),

‘말하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등과 같이 언어 수행과 관련되는 수행동사

(遂行動詞), ‘좋다, 나쁘다, 즐겁다’ 등과 같이 인식이나 정서적인 경험이

나 판단을 나타내는 심리동사(心理動詞) 등이 있다. 이때, 심리동사는 ‘알

다, 느끼다, 깨닫다’ 등과 같이 심리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경험동사(經驗

動詞), ‘보다, 듣다, 느끼다’ 등과 같이 감각기관의 지각을 강조하는 지각

102) 서양의 전통문법에서는 기능상의 기준에 의해 조동사와 본동사, 통사상의 기준

에 의해 자동사와 타동사, 완전동사와 불완전동사, 형태상의 기준에 의해 규칙동

사와 불규칙동사, 인칭이나 시제 등에 따라 어형의 변화 여부에 의해 정형동사와

부정형동사, 의미상의 기준에 의해 사실동사, 감정동사, 의지동사, 가정동사, 수여

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 등으로 분류되었다(문용, 1998:219-220). 국어의 동사

분류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형태상의 기준에 의해 규칙동사와 불

규칙동사로, 통사상의 기준에 의해 자동사와 타동사로, 기능상의 기준에 의해 본

동사와 보조동사로 분류되어 왔다. 최근에는 통사·의미적인 특성에 따라 심리동

사, 인지동사, 이동동사, 재귀동사, 대칭동사 등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영

근·구본관, 2008). 이는 형용사도 마찬가지이며, 통사·의미적인 특성에 따라 심리

형용사, 감각형용사, 판단형용사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적 기

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통사·의미적인 특성에 따른 구분을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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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FK

성상

형용

사

같다, 기쁘다, 깊다, 나쁘다, 낯설다,

다르다, 만족스럽다, 많다, 빠르다,

새롭다, 소중하다, 수많다, 슬프다,

아쉽다, 어리다, 엄청나다, 없다, 있

다,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크다,

평화롭다, 행복하다, 헛되다, 힘들

다

감사하다, 감동하다, 같다, 고

맙다, 그립다, 기쁘다, 사랑하

다, 없다, 있다, 좋다, 즐겁다,

짧다, 크다, 특별하다, 행복하

다, 힘들다

심리

동사

느끼다, 듣다, 모르다, 보다, 생각나

다, 설레다, 알다, 웃다, 잊다, 즐기

다

느끼다, 모르다, 보다, 알다, 울

다, 웃다, 잊다, 잊어버리다, 좋

아하다

동사(知覺動詞), ‘알다, 모르다’와 같이 인식의 여부를 묻는 인지동사(認

知動詞), ‘원하다, 바라다, 기원하다’와 같이 어떤 일에 대하여 기대를 가

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원동사(祈願動詞)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는 1937년 최현배의 연구에서

의미적 특성에 따른 분류를 기점으로 하여 고영근·남기심(1997)에서는

형용사를 성상형용사(性狀形容詞)와 지시형용사(指示形容詞)로 분류하였

다. 성상형용사는 의미에 따라 ‘검다, 달다, 시끄럽다, 거칠다’ 등과 같은

감각(感却), ‘착하다, 성실하다’ 등과 같은 평가(評價), ‘같다, 다르다’와 같

은 비교(比較), ‘있다, 없다’ 등과 같은 존재(存在), ‘좋다, 싫다, 아프다’

등과 같은 심리(心理)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분하였고, 지시형용사는

근칭, 중칭, 원칭, 미지, 부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무브4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모든 용언을 다루기보다는 심

리 상태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심리동사와 성상형용사에 한정하여 살

펴보았으며, 관련된 감정 표현 용언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9] 무브4의 감정 표현 관련 용언의 사용 목록

위와 같이 NK집단은 FK집단보다 필자의 심리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

해 다양한 용언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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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설레고 행복했었다. 그날은 정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는 순간까지

설레고 행복했다.【NK_28】

그때 저에게는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고 공기는 마치 사탕처럼 달콤했습니

다.【NK_21】

(1)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사랑하고 저는

부모님이 사랑합니다(√사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FK_1】

(2) 그래서 엄마를 너무 감사한다(√감사했다).【FK_61】

(3) 저는 그때 정말 행복하다(√행복했다).【FK_40】

(4) 그리고 친구들하고 가족은 고맙습니다(√고마웠습니다).【FK_46】

(5) 내 친구들이랑 보낸 시간은 무척 행복한다(√행복했다).【FK_99】

(6) 그날 여러 가지 선물이 받지만 엄마의 행동이 내가 마음이 더 감동해요

(√감동받았어요).【FK_126】

위 예문과 같이,【NK_28】텍스트는 ‘설레다’, ‘달콤하다’ 등과 같은 형

용사를 사용하여 백일 휴가를 받은 날의 행복함을 표현하였고,【NK_21】텍

스트는 이성 친구에게 고백을 했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의 감정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FK집단은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등의 기본 형용사를 중심으

로 단선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FK집단은 과거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기술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오류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위 (1)～(6)예문은 생일날에 가족이나 친구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

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맥락인데, ‘행복하다, 사랑하다, 감

사하다, 고맙다, 감동받다’ 등의 표현을 현재시제로 사용하여 담화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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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어색한 표현이 된다. 이것은 중국어에서는 서술어의 활용으로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나 조사로 시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형용사

나 심리동사는 일반적으로 완료상 표기인 ‘了’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을 생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제효봉(2015)에서 주장한 바와 같

이, ‘-았/었/였-’의 과거 시제를 누락한 원인은 모국어의 사유 패턴이 깊

숙이 작용하여 시제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이에 대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4장에서 후술하

기로 한다.

(5) 무브5: 양태 표현

양태(樣態, modality)103)는 문장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말하며,

이는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행위 양태(act modality)로 분류한

다. 전자는 정보 내용으로서의 명제에 관련된 양태 의미로, ‘가능성, 추

측, 지각’ 등이 있고, 후자는 행위 내용으로서의 명제에 관련된 양태 의

미로 ‘의무, 의지, 능력, 소망, 허가’ 등이 있다(구본관 외, 2015:323-344).

이러한 양태 표현들은 무브5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필자가 얻은 깨달음을 전하거나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하거나 미래의 포부를 다지기 위해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효과적으

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본 담화 맥락에서 고빈도로 사용된 ‘추측, 의지, 능력, 소망’

으로 한정하여 대표적인 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목록은 다음

과 같다.104)

103) 양태 범주와 관련하여 ‘서법(mood)’이라는 용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

태의 대치어로 서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본관 외(2015)에

따르면 최근에는 서법 대신에 양태를 사용하는 논의가 늘고 있으며 굳이 문법 범

주와 의미 범주의 이름을 달리 세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서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양태를 사용하였다.

104) 양태의 실현 범주는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연결 어미, 통사적 구성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구본관 외, 2015).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사적 구

성으로 표현되는 양태로 한정하였다. 다만, FK집단에는 ‘-겠-’ 선어말 어미로 실

현되는 의지 양태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이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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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양태 추측
-(으)ㄹ 것이다1, -(으)ㄴ/는/(으)ㄹ 것 같다, -나

/(으)ㄴ가 보다

행위 양태

의지 -겠-, -(으)ㄹ 것이다2, -아/어야겠다

능력 -(으)ㄹ 수 있/없다

소망 -고 싶다, -(으)면 좋겠다

NK FK

추측

-(으)ㄹ 것이다1

25.9%

(47)

30.8%

18.8%

(22)

44.4%

-(으)ㄴ/는/(으)ㄹ 것 같다 18.8% 18.8%

-나/(으)ㄴ가 보다 50.0% 100%

-겠-1 50.0% 46.4%

의지

-겠-2

20.7%

(8)

20.0%
42.9%

(24)

53.6%

-(으)ㄹ 것이다2 28.6% 70.0%

-아/어야겠다 100% 66.7%

능력 -(으)ㄹ 수 있/없다
22.4%

(28)
19.7%

20.2%

(25)
19.8%

소망
-고 싶다 37.2%

(16)

28.9% 25.3%

(22)

20.0%

-(으)면 좋겠다 100% 58.3%

[표 3-20] 양태 표현의 분석 목록

그런데 ‘-겠-, -(으)ㄹ 것이다’는 하나의 형식이 ‘추측’과 ‘의지’ 등으로

구분되어, 두 부류의 양태 의미를 모두 표현하는 다의성을 가지는 일이

흔하다. 또한 ‘-(으)ㄹ 수 있/없다’도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리 확

실하지는 않지만 그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지시 대상이 지니

는 ‘능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가 수기로 담화 맥락 안에서 의미 변별의 작업 과정을 거

친 후에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1] 무브5의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

위와 같이 NK집단은 추측과 능력의 양태 표현을 주로 사용한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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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의 노력과 행운으로 얻은 행복은 조금의 노력만큼 행복의 지속이나 크

기가 작지만, 피땀 흘린 노력으로 얻은 행복은 노력의 양만큼 지속적이고

가치 있으며 성취감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NK_111】

내가 마음이 감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물을 쉽게 살 수 있어서(√있지만)

엄마의 사랑은 세상에 살 수 없어요.【FK_126】

FK집단은 각 양태 표현의 사용 빈도가 유사하였다. 이는 FK집단의 무

브5의 전략 사용 양상과 대응되는 결과로써, 즉 FK집단은 앞으로의 포

부를 다짐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망의 양태 표

현과 의지의 양태 표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에 NK집

단은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

에 확언하기보다는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 추측의 양태 표현을 주

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무브5의 전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브5①에서는 필자가 얻은 교훈이나 깨달음 등을 기술하며 마무리하는

단계로, 특히 ‘-(으)ㄹ 수 있/없다’ 능력의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이 이야

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 예문【NK_111】텍스트는 전역하는 날, 보통 전역식과는 달리 모든

부대원들과 대대장이 함께 나와 축하를 해 주던 그 순간을 기술하면서

그동안의 힘든 무게감에 비례하여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따

라서 필자는 피땀 흘린 노력으로 얻은 행복은 그만큼 가치 있고 성취감

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때 필자는 ‘∼성취감이 크다는 것

을 느꼈다.’라고 선언적인 표현을 해도 무방하지만, ‘∼성취감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음을 평

가하며 전달하고 있다. 반면, FK집단은【FK_126】텍스트에서는 생일날

에 생일 파티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엄마는 정작 부엌에서 간단하게 밥

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은 그 어떤 선물보다 진귀하다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사지 못한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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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하루로 기억 남는 이유는 그 행복을 기다려

온 시간이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도 그 행복을 보장해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내 삶에 더 큰 행복, 기쁨들이 있겠지만, 그날의

그 행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NK_119】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 더욱 뜻깊었고 20년 인생을 살면서 노력

이 눈에 보이게 결실을 맺었던 순간이 별로 없었던 터라 이 순간이 가장 행

복했던 것 같다.【NK_78】

그 이후로, 춘천 여행이나 닭갈비를 먹을 때면 항상 그 하루가 떠오른다. 나

에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

것 같다.【NK_94】

지 않고 ‘∼살 수 없다.’라고 표현하여 필자가 그 의미에 대해 평가하며

서술하고 있다.

또한 무브5②에서는 NK집단은 이 에피소드가 왜 의미가 있는지 그 중

요성을 평가하면서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등의 추

측의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단언하기보다는 유보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

가 많았다.

예를 들어,【NK_119】텍스트는 1년간 고생한 끝에 찾아온 달콤한 합

격의 순간을 맞이하던 날의 행복을 추억하고 있었으며, 재수까지 하면서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도 힘들었기에 더없이 소중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때 ‘∼때문이다.’, ‘∼잊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으)ㄹ 것이다’라는 추측 표현을 사용하여 한층 완화적

인 평가 태도로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5)

105) 이와 같이 추측 표현은 청자의 부담감을 완화하기 때문에 공손성(politeness)을

나타낼 수 있다(Lakoff, 1973). 또한 유민애(2012:77)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현상을

추측 표현의 의미에서 확장된 ‘완화(mitigation)’ 기능이라고 하였다. 이를 기존의

연구에서는 완곡어법(euphemism)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완

화’라고 명명하였다. 전자는 금기어 같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미화하기

위해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표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

라 화행의 효력 강도만 조절한다는 점에서 이 둘을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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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 후에 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가 바로 그날이었다.【FK_76】

그래서 그날이 제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이다.【FK_77】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날을 잃어

버리지 않습니다.【FK_134】

또한 위 예문【NK_78】텍스트는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던 순간을 회

상하며,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으며, 그동안 이런 순간

이 별로 없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순간으로 추억하고 있었다. 또【NK_94】

텍스트는 그동안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많이 했는데 세 식구가 함께 놀

러 간 일이 드물기 때문에 세 식구가 함께 춘천으로 여행을 갔던 그날을

행복한 순간으로 떠올렸다. 이때 두 텍스트는 ‘∼행복했다.’,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추측 표현을 사용하

여 유보적 평가 태도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K집단은 ‘그래서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등과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등의 접속부사로 그 사건의 중요성을 함축하였다.

가령,【FK_76】과【FK_77】텍스트는 가장 행복한 생일날을 보낸 이

야기를 서술하였는데,【FK_76】텍스트는 여러 생일 중에서 18세 생일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을 평가하는 것이고,【FK_77】텍스트

는 생일날에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만들어 준 친구들의 고마움을 떠올리

며 그 친구들의 소중함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때 NK집단과 달리 서술격

조사 ‘이다’를 사용하여 명제를 단언하였다. 또한【FK_134】텍스트는 동

생의 생일날에 가족과 파티를 하다가 필자의 대학 합격 소식을 받았는

데,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어서 행복했

다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로 손꼽았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날의 순간을 단언하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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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도 삶에 치여 열심히 달려 나가야 하는데 다시 한 번 또 그런

평화롭고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NK_13】

이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틀, 사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

다.【NK_118】

이와 같이 두 집단은 중요성을 평가하는 무브5②에서 극명한 대립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문법적 차원에서 적합성 판별을 논구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NK집단이 추측

의 양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명제 내용을 우회

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친밀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면

(face)106)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

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담화공동체의 문화 관습에서 비롯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무브5③에서는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앞으로의 포부를 다지거나

건설적인 미래를 계획하며 마무리하고자 하며, 이에 ‘의지, 소망’의 양태

표현이 주로 나타났다.

위【NK_13】텍스트는 방학이라서 여유로운 나날들을 보냈던 순간들을

추억하며, 다시 치열한 일상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그때처럼 평화

롭고 행복한 날을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으)면 좋겠다’의 표현을 사

용하여 그 소망의 간절함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고

싶다’의 소망 표현은 NK집단에서는 2회의 사용으로 그 빈도가 높지 않

았으나 FK집단은 7회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또한【NK_118】텍스트에서는 취미로 글을 쓰다가 공모전에 준비해서

글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당선이 되어서 기뻤던 순간을 기술하였다. 누구

106) 이는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에서 주창한 내용으로 사람들

이 공손을 실현하는 이유로 체면과 관련하여, 체면위협행위(Face Threatening

Act, FTA)로부터 체면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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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이라 지치고 힘들었지만 힘든 순간 가족들에게 감동을 받은 날이

라 더욱 행복한 날이었다.【NK_96】

그날은 내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을 받았다. 그리고 내 친구들의 마음을 받

았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이다.【FK_99】

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자심감이 생겼으며,

따라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아/어야겠다’ 의지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증대시키고 있다. 반면, FK집단은 ‘기회가 있으면 저는 꼭 부

모님과 같이 고향에 가겠다.’, ‘나중에 나는 꼭 한국에 가고 이 친구를 다

시 만나겠다.’ 등과 같이 ‘-겠-’ 의 선어말어미의 사용이 많았는데, 총 10

회나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NK집단은 ‘-아/어야겠다’의 표현으로, FK

집단은 ‘-겠-’ 선어말어미로 의지의 의미를 표현하였는데, 전자는 필자

혹은 화자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의

지’를 나타내는 반면, 후자는 단순히 필자 혹은 화자의 ‘단순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인 학습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무브5④에서는 상술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였

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 필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기보다는 요약한

내용을 정의하는 형식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

가령, 위【NK_96】텍스트와 같이 생일이 늘 시험 기간과 겹쳐서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중학교 3학년의 생일날에는 가족들이 깜짝 파

티를 해 줘서 행복하였다고 기술하였으며, 이 내용을 압축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정의를 내리며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FK_99】텍스트도 생일날에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해 줬을 뿐만 아니

라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을 받아서 행복했음을 기술하였고, 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였다. 이 경우에 두 집단 모두 양태 표현

을 사용하기보다는 서술격조사 ‘이다’를 사용하여 명제 내용을 단언하며

에피소드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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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메타적 차원에서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수사적 특징

언어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작은 부분들의 단순한 총화(總

和)가 아니라 각 부분들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존재한다. 즉, 언어는 그 자체가 의미를 내포하는 것

이 아니라 언어를 발생시키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더해져 의미를 생산하

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목표 담화공동체의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타적인 차원에서 수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자 한다. 가령, ‘I bow my forehead.(나는 내 이마를 숙인다)’라는 표현이

인도 문화에서는 인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적절한 형태이지만, 미국

문화권의 맥락에서는 인도의 영어 화자들이 의미했던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전한성 역, 2012:43).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요소는 목표 언어를 적절한 상황에서 가장 적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중요

한 요소가 된다.

또한 하임즈(Hymes)는 인간은 사회생활을 통해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형성하지만,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적절성이 형성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더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107)의 개념은 단일하게 정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언어학

적인 측면에서는 문법적으로 적확한 언어를 생성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언어를 올바

르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커널리와 스웨인(Canale & Swain, 1980)은 의사소통 능력의 개

념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틀을 제공하여 기능

주의적 교육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네 구성 능

력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107)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은 1972년에 하임즈(Hymes)가 최초로 주장한 것이

다. 이때 의사소통 능력이란 ‘언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 154 -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문

법적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나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지고 있는 사회언어

학적 능력을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언어는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사

회 또한 그 사회의 특징적인 언어문화가 있기 때문에 언어학적인 관점뿐

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관점에서도 언어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내러티브 담화는 강(Kang, 200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담화공동

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자는 목표 언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목표 언어 문화권의 내러티브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아가 내러티브 텍스트는 제2언어 학습자들의

언어 지식(linguistic knowledge)과 담화 지식(discourse knowledge)을

반영하고 있어 제2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Kang, 2005:21). 이러한 이유로 본 절에서는 메타적 측면에서 두 집단의

수사적 전략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담화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수사 전략의 차이가 발생

하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학습자 모국어로 인해

부정적 전이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고자 모국어로 작성된 내러티브 담화와

목표어로 작성된 내러티브 담화를 비교하였다.

2.3.1. 목표어 내러티브 담화의 수사적 전략

“문체(文體)는 사람이다.”라고 생물학자 뷔퐁(de Buffon)이 말했듯이,

문체108)는 필자의 개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양식으로 기능하는 것은 물

론 그 사람이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

울의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종결형을 넘어서 사회 맥락을 반영

하는 문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적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문장 양식으로서 문체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108) 문체(文體)는 글의 체제나 양식, 곧 글의 특징으로서 필자의 철학과 개성을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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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아주

재미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저는 한국도 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어체 경어체 혼합체109)

NK(n=131) 72.5% 26.7% 0.8%

FK(n=137) 48.9% 28.5% 22.6%

평어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내러티브

담화에서는 두 집단 모두 평어체뿐만 아니라 경어체를 사용하여 이야기

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평어체(平語體)는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

는 말로써 ‘하다’, ‘이다’의 문체를 말하고, 경어체(敬語體)는 ‘합니다, 입

니다, 하시오, 하십시오, 하소서, 하시옵소서’ 등 공대(恭待)로 쓰인 것을

말한다(김봉군, 2002:554). 전자는 주로 문체가 간결해서 이해하기 쉽지

만 다소 딱딱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후자는 독자

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느낌을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글이 길어지면

산만하고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내러티브 담화에서는 이 두 양식이 모두 추출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22] 두 집단의 문체 양식 비교

즉, 위 표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압도적으로 평어체를 사용하였

으나(72.5%), 간혹 경어체를 사용하여(26.7%) 독자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평어체

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나(48.9%), 경어체(28.5%)와 혼합체(22.6%)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며, NK집단은 문체

를 혼합하기보다는 통일성 있게 하나의 문체를 사용하였으나 FK집단의

경우에는 경어체와 평어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109) 평어체와 경어체를 혼합하여 쓴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경어체 내에서도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혼합하여 쓴 경우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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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한국어를 배워서 지금도 행복한다.

【FK_24】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바로 지난 여름방학에 8월 24일이었다.

난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날은 그들이 중국 상해에서

콘서트를 한 날이었다. 난 아직 잘 기억나고 있다. 【FK_72】

저는 모처럼 믿을 수 없는 정보에 뺐을 때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놀란 표

정과 선생님께 나한테 주시는 고운 시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

다. 어머니께 전화도 드렸는데 우리 딸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FK_80】

그날 우리 다섯 식구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가정이야. 그

날 나의 소원을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부모

님께서 꼭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게 계속 살아야 해!

【FK_37】

위【FK_24】예문과 같이 필자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독자와 교감하

고자 할 경우에는 친근하게 표현하기 위해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

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FK_72】텍스트와 같이 사실적 기술을 하면서

‘난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등과 같이 독자에게 자신

의 생각을 친근하게 표현하기 위해 ‘-거든(요)’의 구어적인 문법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외국인 학습자는 이러한 문체의 효과를 의도

하기보다는 학습 과정에서 ‘-(으)ㄹ 것입니다’의 형태보다는 ‘-(으)ㄹ 거

예요’의 형태에 자주 노출되었으며, 이것이 굳어져 사용된 것으로 보이

며, ‘-거든(요)’ 등의 표현은 구어 표현이라는 담화 정보가 충분하게 입

력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로 판단된다.

또한 위의 예문과 같이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가정이

야’, ‘우리 가정 행복하게 계속 살아야 해!’ 등과 같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 등을 독자에게 표출하고 싶을 때 주로 해요체나 해체의 비격식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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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문체 무브 전략

평어체 경어체 혼합체 순차 인과 교훈 평가 계획 정리

NK

(n=25)
60% 40% 0% 60% 40% 4% 60% 8% 28%

FK

(n=25)
68% 28% 4% 88% 12% 8% 40% 12% 40%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

은 모국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데, FK집단의 모국어인 중국어는 글

과 말의 형식 차이는 어미(語尾)가 아니라 어휘 사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문체로 구어와 문어의 장면을 변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 등을

표현하는 것은 격식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비격식적인 상황으로 간주하

여,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요체와 해체 등의 비격식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체의 혼용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NK집단과

FK집단 각각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110) 조사 내용은 사회·

문화적 요인인 문체(평어체, 경어체, 혼합체)에 대한 선호도뿐만 아니라

담화공동체의 보편적인 글쓰기의 수사적 전략을 파악하고자 무브와 전략

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111)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23] 문체, 무브와 전략의 선호도 결과

우선, 문체의 선호도는 두 집단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FK

집단은 68%가 평어체로 글을 쓰는 것이 적합한 형식이라고 학습하였기

110) FK집단은 2016년 4월 11일～15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NK집단은 4월 18일～22일까지 한국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두 표본집단은 내러티브 텍스트 수집 시에 함께 설문조

사를 하였으며, 집단의 수가 많지 않아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111) 설문 문항은 학습자의 글에서 발췌하여 설문의 의도에 맞게 약간 수정하여 제

시하였다. 자세한 설문 문항 내용은 [부록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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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평어체가 익숙하다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이외에 28%는 경어체

를 사용하면 존경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격식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으며, 독자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경어체를 선호하였다.

그런데 NK집단은 [표 3-22]에서 72.5%가 평어체로 글을 작성하였기 때

문에 평어체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평어체(60%)뿐만 아니라 경어체(40%)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높

았다. 이에 대해 평어체를 선택한 NK응답자는 문어(文語)이기 때문에

평어체가 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경어체를 선택한 NK응답자는 경어체

를 사용하면 상정한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는 듯하기 때문이라

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두 집단 모두 혼합체는 글의 통일성을 해치

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문체로 판단하여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K집단은 혼합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지식의 이해와 사용의 거리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또한, 선호하는 담화공동체의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하고자 동일한 에

피소드를 순차 구조와 인과 구조로 재구성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순차 구조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텍스트이며,

인과 구조는 주요 사건이 텍스트의 주제에 부합하는 이유를 밝히는 텍스

트를 말한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순차 관계의 전개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NK=60%, FK=88%). 순차 구조의 텍스트는 상대적으로

더 전개 구조가 뚜렷하고, 더 조직적이며 내용이 간결하며, 담화공동체의

관습에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 주목할 점은 FK집단은 압도적으로 순차

관계의 전개 구조를 선호하는 반면, NK집단은 순차 관계뿐만 아니라 인

과 관계의 전개 구조도 선호하는 경우가 40%로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

다. 이는 목표어 담화공동체의 관습과 모국어 담화공동체의 관습의 차이

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무브5) 전략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앞서

상술한 말뭉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NK집단은 압도적으로 평가 전

략(무브5②)을 선호하였으나, FK집단은 평가하거나(무브5②) 정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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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무브5④)을 선호하였다. 이에 FK집단은 평가 전략은 사건을 평가하

면서 마무리를 하여 이야기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정리 전략은 사건

을 다시 정리해 줌으로써 수미상관(首尾相關)을 이루어 구조적으로 완전

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통하여 문체를 비롯하여 글의 전개 구조는 담화공

동체에 따라 선호하는 원형이 있으며, 이로 인해 목표어 담화공동체와

모국어 담화공동체 간의 사회·문화적인 이질화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이

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2.3.2. 학습자 모국어의 내러티브 담화의 수사적 전략

전술한 바와 같이, 목표어 담화공동체와 모국어 담화공동체 간의 사

회·문화적인 차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교육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 모국어로 작성된 내러티브 담화와 목표어

로 작성된 내러티브 담화를 비교하여 이 간극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

고자 한다. 한국어교육에서는 독자인 목표어 담화공동체가 지향하는 쓰

기와 필자인 모국어 담화공동체가 지향하는 쓰기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

르기 때문에 좋은 글에 대한 판단 기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언어 간 쓰기 관습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맥

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제효봉, 2015:40).

먼저, 중국인 학습자의 글쓰기 관습을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는 목표

어인 한국어로 글을 구성할 경우 인지적 측면에서 중국어 텍스트 구성

원리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효봉(2015)11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어권 학습자가 한국어 텍스트를 생산할 때 모국어의 부정적 전

이(否定的轉移, negative transfer)가 일어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25명의 중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인생에

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를 주제로 한국어 텍스트와 중국어 텍스트로 글

112) 제효봉(2015)에서는 모국어의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중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자주 범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의 오류 양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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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텍스트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제 18세 생일이에요. 그날 많은 행

복감을 느끼고 평생 잊을 수 없어요.

①제 생일은 여름 방학 때이라서 노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아주 좋아

요. 18세는 저 나중에 성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다른 생일보다 좀 달라요.

저는 원래 생일을 중시하지 않는 편인데 18세 생일이어서 가족들과 친구와

같이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0시부터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친구에게 제 생일이 언젠지 말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다 바빠서 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의 축복을 받았을 때 깊이 감

동했어요. (중략)

제일 감동적인 일은 어떤 친구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차를 오래 타서

제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먼 곳에 사는 친구와 같이 생일 파

티를 준비했어요. 그 귀여운 친구들이 제 앞에 나타났을 때 놀람뿐만 아니

라 감동을 더 받았어요. (②) 많은 선물도 받고 생일 카드와 축복이 가득하

는 편지도 많이 받아서 그날 울었면서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요.【FK_K_7】

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 두 텍스트의 유사도를 비교하였다.113) 그런데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두 가지 언어로 텍스트를 작성하

게 하였는데, 동시에 두 종류의 텍스트를 작성할 경우에는 모국어를 번

역하여 목표어를 작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목표어 텍스트와 모국어 텍스트의 쓰기 과정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작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텍스트를 먼저 작성한 후에 중국어 텍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체적

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3) 그런데 세 명의 학습자는 한국어 텍스트와 중국어 텍스트의 주제가 일치하지

않았다.【FK_K_3】의 경우에는 9살 생일날을 소재로 하였으나,【FK_C_3】의 경

우에는 기타 선생님을 소재로 하였다. 또,【FK_K_10】의 경우에는 첫 배낭여행

을 소재로 하였으나,【FK_C_10】의 경우에는 작년에 신년을 맞이하는 날을 소재

로 하였다. 마지막으로,【FK_K_21】텍스트는 조카가 생긴 날을,【FK_C_21】텍

스트는 재수를 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이 텍스트들은 글의 구조를

분석할 경우에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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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텍스트 【번역】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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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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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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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행복했던 순간

을 겪어 왔어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18세 생일날이에요.

저는 생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매년 생일을 간단하게

보냈어요. 그러나 열여덟 번째 생일

은 성인인 것을 의미하므로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처음으로 생

일을 잘 보내야 할 생각이 들었어요.

①제 생일이 여름 방학에 있지만

수능시험이 막 끝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여행가거나 일이 있어서

저는 친구들에게 제 생일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구들

이 저에게 많은 축하를 줘서 놀랐어

요.

그날 0시에 저는 수많은 축하 문자

를 받았는데 긴 문자도 있고 짧은 문

자도 있었어요.(중략) 가장 감동적이

었던 일은 친구 한 명이 직접 케이크

를 만들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담은

케이크였어요. 우리 집과 먼 친구는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우리 집에 와

위 텍스트는 18살 생일날에 멀리서 온 친구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해

준 추억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와 동일한 주제로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

국어로 텍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번역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114)

114) 번역은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중국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번역 시

에 의역(意譯)을 하기보다는 직역(直譯)을 하였다. 이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표현

이 있을 수도 있으나 목표어와의 정치한 비교를 위해 그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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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_C_7】

서 직접 귀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리

고 이전에 저는 파티 같은 것을 참석

해 본 적도 없었는데 친구들이 생일

파티도 준비해 주었어요. 그들의 깜

짝 이벤트가 정말 의외였어요. ②우

리가 같이 케이크를 먹고 게임을

하고 예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

고 장래 계획을 얘기하면서 다음

날이 오기까지 놀았어요.

제 생일날 저는 수많은 축복과 감

동을 받아서 그날이 제가 가장 행복

했던 하루예요.【FK_C_7】

즉, 위의 두 텍스트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목표어 텍스트와 모국어

텍스트의 글의 구조와 표현 등이 대체로 유사하다. 이외의 수집된 중국

인 학습자의 텍스트는 이와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에 목표어와

모국어의 글의 구성은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인지적 측

면에서 서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모국어로 작성할 경우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텍스트의 길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밑줄 친 ①부분

의 맥락을 살펴보면,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필자의 생일이 여름 방학 기

간 중에 있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를

드러낸다면, 반대로 중국어 텍스트에서는 다른 해가 아니라 18세 생일을

맞이하는 해의 여름 방학 기간은 수능 시험이 끝난 후라서 친구들이 개

인적인 일정이 많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정

적인 의미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보편적인 생

일 날짜의 배경을 언급했다면, 중국어 텍스트에서는 특별한 18세 생일

날짜의 배경으로 한정하여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 중국어 텍스트에서는 제시되

115) 중국어는 문체가 종결어미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목표어 텍스트와 동일한

문체로 맞추어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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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무브3 무브5

중국어

⇨

한국어 중국어

⇨

한국어

FK_1 순차 인과 평가 평가

FK_2 순차 순차 평가 교훈

FK_3 인과 순차 계획 정리

FK_4 순차 순차 평가 평가

FK_5 순차 순차 정리 정리

FK_6 순차 순차 평가 평가

FK_7 인과 인과 평가 없음

FK_8 인과 인과 평가 평가

FK_9 인과 인과 없음 평가

FK_10 순차 순차 평가 평가

FK_11 순차 순차 계획 정리

FK_12 인과 인과 정리 정리

FK_13 인과 인과 교훈 교훈

FK_14 순차 순차 평가 평가

FK_15 순차 순차 평가 평가

FK_16 인과 인과 평가 평가

FK_17 순차 순차 정리 정리

FK_18 순차 순차 계획 평가

었는데, 밑줄 친 ②부분과 같이 그날의 생일 이벤트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FK집단은 중국어 텍스트에서 더 뚜렷하게 주제문이 수미상관(首

尾相關)을 이루는 구조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

은 중국어권 학습자가 특히 양괄식 구성법을 선호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예문과 같이 한국어 텍스트와 중국어

텍스트 모두 서두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18번째 생일임을 명시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그날이 가장 행복했던 하루라고 언급하면서 마무리

하는 전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중국어 텍스트를 중심으로 무브 분

석을 하여 한국어로 작성할 때와 글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집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16)

[표 3-24]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텍스트 분석

116) 텍스트 분석은 무브별 전략을 중심으로 하였다. 다만 무브1의 전략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무브3과 무브5의 전략만을 비교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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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_19 순차 순차 없음 평가

FK_20 인과 인과 평가 계획

FK_21 인과 순차 평가 없음

FK_22 순차 순차 정리 정리

FK_23 순차 순차 평가 평가

FK_24 순차 순차 계획 정리

FK_25 인과 인과 계획 평가

먼저, 무브3의 전략을 살펴보면, 주로 순차 관계와 인과 관계의 전개

구조를 나타내었고, 중국어 텍스트는 60%, 한국어 텍스트는 64%로 모두

순차적인 전개 구조의 형식을 선호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텍스

트 간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FK_1】,【FK_3】,

【FK_21】’의 텍스트이다. 특히,【FK_3】텍스트와【FK_21】텍스트는

각 텍스트의 소재가 다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텍스트의 구성에도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무브5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평가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자

주 사용하였으며, 중국어와 한국어 텍스트는 모두 52%를 차지하였다. 이

것은 앞서 실시한 설문 결과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중국어 텍스

트는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을 다지며 마무리하는 경우가 20%를 차지하

였는데, 이를 한국어 텍스트로 작성할 경우에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며

정리하거나 평가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가령,【FK_18】텍스트는 설날

에 가족과 보낸 추억을 회상하며 서술하였는데, 중국어 텍스트의 경우

‘이런 따뜻하고 행복했던 경험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로 앞으로

의 계획을 다짐하며 마무리하였다면, 한국어 텍스트의 경우 ‘새해는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로 에피소드의 중요성을 평가하며 마무리를 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필자가 무브별 전략의 차이를 보이며, 이

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전통적 중국어 글쓰기의 수사법 또는 그것을 반

영한 초중고의 국어(중국어) 교육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제효봉,

2015:173)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어 글쓰기에서 두드러지는 특성

인 주제문의 구성, 에필로그의 전략 등을 중심으로 중국어 내러티브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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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없는 발수절117)

붉은 봉황꽃이 피어 타이족 인민의 발수절이 왔다.

올해, 타이족 인민은 아주 기뻤다. 우리 사랑하는 저우언라이(주은래, 周恩

來) 총리가 같이 발수절을 보낸 것이었다.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상각고를 치며 사방팔방에서 왔다. 저우언라이 총리

를 환영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바닥에 봉황 꽃잎을 뿌렸는데 마치 빨간 담요

를 깐 것 같았다. 강에서 용선이 달리고 하늘에 폭죽이 터졌다. 사람들이 "주

총리 오셨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하얀 옷을 입고 갈색 긴 바지를 입고 머리에 수홍색 두

건을 쓰고 웃으면서 다가왔다. 그는 상각고를 하나 받아서 기쁘게 상각고를

치면서 타이족 인민과 같이 춤을 췄다.

발수가 시작됐다. 주 총리가 한 손에 깨끗한 물을 담은 은그릇을 들고 한

손에 측백나무 가지로 물을 묻혀 사람에게 발수해 줬다. 타이족 인민이 환호

하면서 주 총리에게 발수해 줬다.

깨끗한 물을 뿌리고 엎질렀다. 주 총리와 타이족 인민들이 웃고 뛰며 얼마

나 기뻤는지 모른다!

잊을 수 없겠다, 1961년 발수절!

【인민교육출판사 초등학교 2학년(하)_11과에서 발췌하여 번역】

스트의 수사적 전략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중국의 초중고 교육과정

중에서 어문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브 텍스트를 살펴보았다.

위 글은 ‘발수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내러티브 텍스트로,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구성된 독립된 단락을 형성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즉, ‘1961년의 발수절을 잊을 수 없겠다’ 등의 표현으로 그날의 결심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이러한 글의 형식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중

국인 담화공동체가 지향하는 표본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러티브

구조는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학습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117) 발수절(泼水节, Thai New Year, Songkran Festival)은 소수민족인 다이족(傣

族), 덕앙족(德昂族)의 최대 전통 명절로, 4월 13일～16일 기간으로 태국, 라오스

및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명절로 여기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 청정한 물

을 뿌리며 지난 과거의 불순한 것을 씻어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다

(이현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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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도 목표어의 언어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교사, 교

수,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술직(述職)’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진

다. 이러한 평가 항목의 첫 번째는 ‘정치사상’이고, 평가의 마지막은 ‘앞

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식의 자기 결심이나 희망으로 마무리해야 한

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은 단지 교육 기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 기

관 전반에 걸쳐 구축된 하나의 사회 제도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자기

결심’식의 마무리 글쓰기 방식은 이미 고착화된 사회·문화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제효봉, 2015:216). 즉, 이러한 ‘결심’의 마무리 방식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가 되며, 그것은 지속적으로 재생산

된다. 즉, 한국인 담화공동체에서는 에필로그 단계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다짐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형식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

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마무리 전략을 자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

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모국어 담화공동체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언어는 언어 그 자체만이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

어를 발생시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의미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모국어 글쓰기의 수사적 전략은 목표어의 담화공동체가

지향하는 글쓰기 전략과 상이하므로, 효과적인 교육적인 처치가 필요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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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담화문법 중심 교육 방안

Ⅲ장에서는 담화 차원에서 특정 맥락의 내재된 의미 기능에 초점을 두

고, 언어 사용자가 특정 담화 맥락에서 그 의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언어 선택항(options) 중에서 왜 그러한 표현을 선택하였는지에

주목하였다. Ⅳ장에서는 한국어교육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한국인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두 집단의 언어 사용 양상을 비교해

봄으로써 드러난 차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교육적인 처치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을 주창하고자 하며, 이에 형식·기능·사용 맥락 중심의 담화

문법화 과정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그 원리에 따른 교육 모형

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담화문법 교육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근

본이 되는 개념적 원리를 토대로 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고려되거나 준수

되어야 할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조직된 교육 모형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 담화문법 교육의 접근법

담화문법 교육의 목표는 언어 사용자가 담화 층위에서 내재된 맥락에

따라 선택된 문법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문법을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효

과적인 의사소통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담화 기

능 중심성, 언어 맥락 중심성, 언어 사용자 중심성’이라는 담화문법 교육

의 원리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문법 교육을 지향하는 것과

상통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

수·학습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담화문법의 교

육 원리와 연계하여 ‘담화 기능 탐구하기’, ‘담화문법적 요소 탐구하기’,

‘사회·문화적 맥락 탐구하기’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담화문법 교육의 목

표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담화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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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는 담화 생성을 위한 형태 혹은 통사적 차원의 문법적 지식을

말하며, 이는 담화 내에서 목표 문법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등을 분명

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담화 기능’은 담

화문법적 요소를 바탕으로 담화 유형에 따라 구조화해 보는 학습을 통해

서 형성되며, 이는 담화문법적 지식과 담화 기능 간의 상호작용하는 방

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화의 구조는 관습적이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van Dijk & Kintsch, 1983:16), 담화공동체에서 전형

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측

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며,

이는 맥락 내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명시적

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암시적으로 접근하여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맥락을

탐구해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항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1.1. 상호작용적 접근: 담화 기능 탐구하기

구성주의(constructivism)118)에 입각한 상호작용적 접근은 교수자와 학

습자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하

는 과정을 통해서 담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담화 맥락에서의

참여를 통해서 담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는 기(旣) 학습된 담화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유형에 따라 구

조화해 봄으로써 담화의 의미 기능을 학습할 수 있다. 즉, 담화 구조와

언어 사용역을 연계하여, 의사소통의 목표에 적합한 상황과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담화 생성 능력으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적

118) 지식을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 즉 지식을 외적인 객관적 실체로 보는 객관주의

와 인식 주체의 주관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로 나뉜다. 구성주의는

다시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의 인지 체계를 강조하는 인지적 구성주

의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적 구성주의로 나뉜다(임성규, 2001:5).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을 주축으로 하여 지식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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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들은 장르를 고려하여 담화를 구조화한다.

2
학습자들은 담화의 구조에 따른 담화문법적 지식을 활성화시킨

다.

3
학습자들은 독자적으로 해당 장르의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담화

생성 능력을 증진시킨다.

접근법으로 담화의 의미 기능을 탐구할 수 있으며, 이를 단계별로 구성

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목표 장르에 적절한 담화의 구조를 도식화해 봄으로써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속하는 담화문법적 지식을 활성화하여

독자적으로 담화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끈다.

1.2. 명시적 접근: 담화문법적 요소 탐구하기

명시적(explicit) 접근법은 목표 담화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왜 그러

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 등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는 특수 목적용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교육과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에 유용한 교육 방법

으로, 관련 장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장르에 대한 명시적 교육은 학습자들의 장르 생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로 전이되는 수사학적 능력을 계발하는 데에

필수적인 언어적 자원인 담화문법적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담

화문법적 지식들은 담화 내에서 어휘, 통사 등의 특정 장르의 요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명시적으로 접근하도록 매개한다. 나아가 담화문

법적 지식은 담화의 의미 기능뿐만 아니라 장르 지식을 연결시키는 역할

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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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로더리와 스텡린(Rothery &

Stenglin, 1994)의 교수·학습의 순환 모형(teaching-learning cycle

model)이 있다. 이 모형을 기반으로 마틴(Martin, 1999)은 제2언어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장르 중심 교수·학습 순환 모형으로 응용하여 제시하

였다.

[그림 4-1] 장르 중심 교수·학습 순환 모형(Martin, 1999)

위 그림과 같이 마틴(1999)의 장르 중심 교수·학습 순환 모형은 ‘구조

해체하기(deconstruction)’, ‘재구조화하기(joint construction)’, ‘독자적으

로 구조화하기(independent construction)’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구조 해체하기’ 단계에서는 담화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장르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장르

와 언어 사용역(register)에 관한 통찰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언어 맥락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재구조화하기’ 단계에

서는 쓰기 전 준비 단계로써 학습자들 간의 협력을 하여 텍스트를 구조

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독자적으로 구조화하기’ 단계에서는 개별적으

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장르와 언어 사용역

을 경험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은 담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Mart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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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들은 장르의 전형적인 텍스트를 무브별로 해체한다.

2
학습자들은 무브별로 언어적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목표 장르

의 특징을 이해한다.

3 학습자들은 장르의 전형적인 수사적 구조를 이해한다.

본 연구는 위 모형을 적용하되 명시적 접근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은 단계로 구성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은 특정 장르의 전형적인 텍스트를 무브별로 해체하였

을 경우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무브는

의미를 지닌 가장 최소의 담화 단위로서 통일된 의사소통 목표를 나타내

기 위해 문법 요소들은 유사한 계열 관계를 지닐 뿐만 아니라 언어 맥락

을 고려하여 문법 요소들의 의미를 쉽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담화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언어적·수사적 패턴을 분석하여

담화문법적 특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뿐만 아니라 장르의 전형적

인 수사적 구조를 명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1.3. 암시적 접근: 사회·문화적 맥락 탐구하기

프리드만(Freedman)은 장르는 암묵적(暗黙的)으로 습득되기 때문에 명

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지도 않다고 주

장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1987년에 「이야기 쓰기 능력 발달

(Development in Story Writing)」이라는 사례 연구를 소개하였는데, 이

연구는 5학년, 8학년, 12학년생 7,500명이 작성한 글에 나타난 서사 구조

를 검토하는 대규모 연구이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글을 조직하는 절차

나 체계에 대해 배우지 않았지만 서사 구조를 잘 갖추었고, 이는 학생들

이 이야기를 귀로 전해 듣거나 눈으로 읽으면서 서사 장르 구현 방법을

익힌다는 것이다(Bawarshi & Reiff, 2010; 정희모 외 공역, 201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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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담화공동체와 목표 담화공

동체 간의 장르 지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습득’되기보

다는 일정 부분 ‘암시적으로 학습’될 필요가 있다.119) 다시 말해서 학습

자의 담화공동체 내에서 암묵적으로 습득된 장르에 대한 배경지식이 목

표 담화공동체 내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학습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명시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암시적(暗示的) 접근법을 상정할 수 있다. 즉, 암시적 접근법은 간

접적인 방법을 통해 메타적인 인식을 활성화시켜 목표 담화공동체의 구

성원 사이의 제도적이고 정신적인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능동적으로 인

지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결과물인 장르에 영향을 주어 적합한 사

고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메타적인 차원에서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습자가 목표 장르의 텍스트를 읽어보거나 작성해 보

는 등의 반복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장

르의 전형적인 텍스트를 활용하여 맥락화된 학습에 몰입시키고자 암시적

접근법을 설정하였다. 즉, 해당 장르의 진원지로 삼을 만한 전형적인 텍

스트는 학습자들이 이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스스

로 탐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텍스트

를 통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의 실제적인 맥락에 참여해 봄으로써 장르

지식을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해당 장르의 고유한 특성도 효과적으

로 인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장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암묵적 접근법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앞서 제시한 프리드만

(Freedman)이 1987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120), 이를 원용(援用)하되

119) ‘암묵적(暗黙的)’, ‘암시적(暗示的)’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용어의 구분을 하고자 한다. 즉, 『표준국어대사

전』에 따르면 ‘암묵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암시적’이라는 것은 넌지시 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가 밖으로 드러

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후자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드

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0) 프리드만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Bawarshi & Reiff, 2010; 정희모 외

공역, 201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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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들에게 해당 장르의 전형성을 띠는 텍스트를 제공해 준다.

2
학습자들은 해당 장르에 대한 ‘어슴푸레한 직감’을 이용해 텍스

트에 접근한다.

3 학습자들은 해당 장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구하도록 한다.

4
학습자들은 해당 장르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르 지식

을 확정하거나 수정한다.

암시적 접근법의 특성에 맞춰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장르 지식의 학습은 학습자들이 어떤 텍스트를 읽

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합한 사

고 전략을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장르에 대한 학습자

의 어슴푸레한 직감으로 전형적인 텍스트에 접근하되 주체적으로 사회·

문화적 맥락을 탐구해 보고, 직접 해당 장르의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과

정에서 장르 지식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장르 지식이 아무

리 풍부하더라도 결국 표현해야 지식이 유용해지므로, 텍스트를 생산해

봄으로써 의식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메타 인식에 이르게 된다.

이상의 ‘담화 기능 탐구하기’, ‘담화문법적 요소 탐구하기’, ‘사회·문화적

맥락 탐구하기’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담화문법 중심 교

육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자들은 자신이 다루고 있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어슴푸레한 직감(dimly felt

sense)’을 이용하여 과제에 접근한다.

2. 장르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한다.

3.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르에 대한 ‘어슴푸레한 직감’은 이러한 감각, 작

문 과정, 공개된 텍스트의 상호 관련, 상호 수정을 통해 형태가 뚜렷해진다. 이것

은 재수정 과정을 밟는다.

4. 과제 등급 평가를 포함하는 교수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장르

지도(map)를 확정하거나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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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 모형

즉, 담화문법의 생성의 관점에서 우선 목표 장르를 고려하여 담화 맥

락을 탐구하기 위해 암시적 접근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또한 담화를 무

브별로 해체해 보고, 그 속에서 내재한 담화문법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

록 모범이 될 만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명시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나아

가 학습자가 담화문법 지식과 상황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사소

통 기능에 부합하는 담화를 독자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계별 구조이자 순환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각 단계마다 서

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2. 담화문법 교육 내용의 설계

담화문법은 문장 단위의 문법 교육을 넘어 담화 층위에서 형식(form)·

기능(function)·사용 맥락(context) 간의 연결을 견고하게 하여 적확한 언

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문법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다. 다시 말해서 담화문법은 담화 차원에서 맥락을 이루는 사회·문화

적 지식이 담화의 구조와 사용역과 관련되어 어떻게 문법화되는지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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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context)

사회·문화적 맥락

↓ 장르(genre) 선택에 관여

상황 맥락

↓ 사용역(register) 선택에 관여

의미 기능

언어 맥락

+
문법 형식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관념적 기능]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대인적 기능]

언어의 어떤 부분이 작동하

고 있는가?

[텍스트적 기능]

목하게 하며, 이러한 맥락을 해석하기 위한 교육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러한 맥락의 해석적 장치는 맥락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에서 벗어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문법적 선택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

들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담화문법 교육 모형을 토대로 언어 형식과 기능의

접점인 ‘맥락’을 중핵으로 하여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즉, 언어

사용자는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여 언어 맥

락과 상황 맥락에 적합한 내용으로 담화를 구성하는 담화문법화 과정을

밟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맥락 중심의 담화문법화 과정

그런데 위의 담화문법화 과정은 그 단계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작

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121) 따라서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Ⅲ

언

어

변

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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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용묵

� 구두 수선을 맡겼더니 뒷굽에 아주 큰 징을 한 개씩 박아 놓았다.

보기가 싫어서 빼 달라고 했더니 그런 징이어야 오래 신을 수 있다고 했

다. 그래서 그대로 신기는 했지만 걸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아주 듣기

싫었다. 또그닥또그닥 말발굽 소리와 같았다.

� 어느 날 저녁이었다. 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창경궁 담 옆을 걸어

내려오는데 앞에서 걸어가던 어떤 젊은 여자가 살짝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걸음이 빨라진다.

�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만 그대로 걷고

장의 담화 분석 틀을 토대로 하여 담화문법 교육의 접근법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상황 맥락에 따른 교육 내용’, ‘언

어 맥락에 따른 교육 내용’,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교육 내용’으로 단

계화하였다.122)

또한 내러티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상세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러티브 텍스트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텍

스트로 계용묵의「구두」를 선정하여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 텍스트는

누구나 한번쯤 겪어 봄직한 체험담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러티

브 텍스트이므로 선정하였으며, 전문(全文)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23)

121) 마틴(Martin, 1999:37)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담화 장면, 담화 주체, 담화 방식을

총망라하는 언어 사용역은 언어를 맥락화하고, 이어서 장르에 의해 자신도 맥락

화된다.

122) 이와 달리 상향식 과정으로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언어 사용자가 해당 문법

형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의미 기능과 문법형태에

관여하는 사용역을 통해 언어 사용자가 사회·문화적 상황 맥락을 발견하며 담화

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123) 이 작품은 국어교육의 교과서에 자주 실리는 수필로, 중고생이 꼭 읽어야 할

한국의 대표적인 수필로 손꼽힌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에서도 자주 언급되

는 작품으로『서강한국어 4B』에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으스름’을 ‘초

저녁’ ‘곁담’을 ‘담 옆’ 등 중급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개작을 한『서강한국어 4B』

에 수록된 전문을 사용하였다. 전문을 실으면서 연구자가 단락별 번호를 추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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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얼마쯤 가다가 이 여자는 또 뒤를 한 번 돌아본다. 그리고 자

기와 나와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는 걸음이 아주 빨라졌

다. 자기에게 겁주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소리를 내며 걷는 줄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내가 일부러 내는 소리가 아니라고 여자한테 말해 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앞질러 가려고 더 빨리 걸었더니, 여자는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내 구두 소리가 또그닥또그닥, 좀 더 빨라졌

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그 여자도 또각또각 있는 힘을 다해 걷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저녁 노을이 비치기 시작하는 도로, 사람들이 거의 다

니지 않는 도로 위에서 또그닥또그닥, 또각또각 하는 이 두 소리의 싸움

은 그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의 뒤를 거의 다 따라갔다. 두

세 걸음만 더 걸으면 이 여자를 앞지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여자 역시

있는 힘을 다해서 걸었다. 그래서 두세 걸음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다.

내 걸음도 더욱 빨라졌는데 거기서 이 여자는 옆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

다.

� 다행이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 여자도 그랬을 것이다. 이 여

자의 집이 그 골목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나를 피하려고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이 여자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서글펐다.

� 여자는 왜 그렇게 남자를 믿지 못할까? 여자를 대할 때 남자는 구두

소리에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 다음날 그 구두 징을 뽑아 버

렸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문법 지식들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

는 동시에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담화문법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를 단

계별로 제시하였다.

2.1. 상황 맥락에 따른 교육 내용

바와시와 레이프(Bawarshi & Reiff, 2010; 정희모 외 공역, 2015:63)에

의하면, 상황 유형은 ‘발화 내용을 통해 사람과 행위와 사태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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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능 인지적 과정 담화문법 지식 내용

관념적(ideational) 기능
담화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 서법

대인적(interpersonal) 기능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 높임법

� 양태

� 문체

얻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유형화된 기호론적·의미론적 관계의 집합’이

라고 하였다. 이러한 집합체들은 상황 맥락으로 수렴된다. 이 상황 맥락

은 상황 유형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

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습적으로 사용되면서 상황 유형에 적합한

전형적인 언어 형식이나 구조 등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질들

을 모아 놓은 것이 언어 사용역(register)이다. 그러므로 고착화된 언어

사용역에 대한 학습은 상황 맥락으로의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

서 상황 맥락에 따른 담화문법의 교육 내용은 언어 사용역과의 특성과

연계하여 구조화하고 상세화할 수 있다.

2.1.1. 담화 구조와 언어 사용역의 특성 연계

언어는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황 맥락 속에서 비로소

그 의미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 이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성을

지배하는 원칙, 즉 언어 사용역을 언어 사용자가 어떻게 운용하는지 구

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할리데이(Halliday)는 상황 맥락

을 보다 구체적으로 장면(field), 주체(tenor), 방식(mode)의 세 가지로 범

주화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를 적용하여 인지적인 측면에서 언어 변이형

의 선택 과정을 구현하였다. 즉, 상황 맥락 속에서 언어 사용자는 ‘무엇

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언어의 어떤 부분이 작

동하고 있는가?’의 단계를 거쳐 담화 구조에 따른 언어 형식과 의미를

선택하게 된다.

[표 4-1] 상황 맥락을 고려한 담화문법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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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적(textual) 기능
언어의 어떤 부분이 작동

하고 있는가?

� 연결어미

� 접속부사

� 시제

� 관형사

� 대명사

즉, 담화의 명제적 내용을 언어화하는 데에 필요한 서법(mood) 등의

담화문법적 지식은 담화의 내용 생성에 기여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

는 의도를 계획하는 추상적인 요소이므로 관념적 기능을 실현하게 된다.

또한 문장의 종결법, 높임법, 양태 표현 등은 담화 안에서 의사소통 참여

자의 나이, 지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높일 것인지, 화자 자신

을 낮출 것인지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게 되므로 대인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담화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사

소통 도구를 선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담화의 내용을 결속성 있게 조

직하기 위해서 연결어미, 접속부사, 시제, 관형사, 대명사 등의 사용은 문

장과 단락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조직할 수 있으므로 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 맥락에서 언어 사용자는 자신이 바라본 것을 전달

하는 추상적인 관념을 담화의 장면, 주체, 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담화

내용으로 구성하며, 이는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1.2. 상황 맥락에 따른 교육 내용의 상세화

의사소통 목표에 적합한 상황과 맥락 간의 유기성을 토대로 담화의 의

미 기능을 학습하도록 한다. 즉,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 맥락을 탐구하

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러티브 장르의 특징을 형성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공간의 관점과 시간의 관점으로 구성된 내러티브 텍스트의 특

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담화의 상황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계(飛階, scaffolding)를 제공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는 전략을 사

용할 수 있다.

가령, 아래와 같이 징을 박은 구두 발자국 소리 때문에 빚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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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송창식 작사/송창식 작곡)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 오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와 가는데

※ 다음 사진을 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 ‘여자’의 입장 공감하기: 늦은 밤에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까?

� ‘남자’의 입장 공감하기: 늦은 밤에 길을 걸어갈 때 앞에 가는 사람한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긴박한 한 순간의 상황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이미지를 제

공한다.

즉, 위와 같이 상황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제공하

여 그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여자의 입장과 남자의 입장에

서 공감할 만한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또는 이와 반대인 상황 맥락을 제공하여 대비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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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망설일까 나는 기다리는데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한 번쯤 돌아보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겁먹은 얼굴로 뒤를 돌아보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왔을 텐데

왜 이렇게 앞만 보며 남의 애를 태우나

말 한번 붙여 봤으면 손 한번 잡아봤으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으면

기다려 봐야지

천천히 걸었으면

위는 가수 ‘송창식’의 노래「한 번쯤」의 가사로, 앞선 상황과 마찬가

지로 한 여자가 귀가 중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상황인데, 여자의 마음에

차이가 있다. 여자는 누군가 자신을 좋아해서 쫓아오는 것을 직감하고

그 남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에게 용기를 내서 말을 걸기를 기

다리고 있고, 남자는 여자가 눈치채고 뒤를 돌아봐 주길 바라며 뒤를 돌

아보면 말을 걸 작정으로 뒤를 쫓고 있다. 즉, 비슷한 상황 맥락에서 대

비되는 여자의 입장을 제시하여 다양한 상황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을 학습한다.

또한 특정 상황 맥락에서 담화 기능에 따라 어떤 문법 요소를 선택하

였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담화의 전개 구조를

무브별로 해체해 봄으로써 담화의 의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텍스

트를 무브별로 해체해 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 과정은 ‘무

브 알아차리기(noticing), 확인하기(identifying), 명칭 부여하기(naming)’

단계로 진행된다(Holland, 2012:9). 이는 수사적 무브와 그 의미 기능을

확인하여 범주화하고, 언어 사용역에 관한 통찰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계용묵의「구두」텍스트를 무브로 해체해 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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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기능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건의 계기: 구두 징을 박은

사연에 대한 회상법

대인적 기능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나’의 관점에서 평어체 사용

텍스트적

기능

언어의 어떤 부분이 작

동하고 있는가?

과거의 사실을 시간의 순서

에 따라 서술

구조 내용

무브1 프롤로그
구두에 징을 박게 되어 길을 걸을 때 소리가 남.

[구두 수선을 맡겼더니…말발굽 소리와 같았다.]

무브2 배경소개
어느 날 저녁에 주인공이 창경궁 담 옆을 지나는 길임.

[어느 날 저녁…갑자기 걸음이 빨라진다.]

무브3 에피소드

젊은 여자가 주인공의 구두 소리 때문에 놀라 발걸음이

빨라지고, 거리가 가까워지자 옆 골목으로 들어감.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옆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무브4 내적반응
안도의 한숨을 쉼.

[다행이었다.…생각하니 서글펐다.]

무브5 에필로그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음.

[여자는 왜 그렇게…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표 4-2]「구두」텍스트의 무브 분석 결과

즉, 위 표와 같이 무브별로 해체해 보고, ‘프롤로그, 배경소개, 에피소

드, 내적반응, 에필로그’ 등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

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경험담 텍스트에서 선택된 문법 요소들

이 담화 맥락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이는

언어 사용역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 맥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브1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계기를 소개하는 담화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상황 맥

락에서 작용하는 언어 사용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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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두 징을 박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여 진술하는 담화 상황에서

필자인 ‘나’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

다. 이 과정에 사용된 ‘과거시제, -았/었더니, 그래서’ 등의 문법 요소들

은 텍스트의 의미 기능을 긴밀하고 구조적으로 두드러지게 한다.

2.2. 언어 맥락에 따른 교육 내용

앞서 내러티브 텍스트를 담화의 전개 구조에 따라 무브로 해체해 보

고, 담화의 의미 기능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절에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무브별로 담화 기능과 문법 지식을 연계하여 담화문법의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담화의 언어 맥락은 특정 문법 형태를 통해

드러나는데, 의사소통 참여자의 나이, 지위,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 결정하면, 담화의 의미

기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특정 문법 요소를 선택하게 된다. 그

러므로 담화 내에서 선택된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 맥락에 따

른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2.1. 무브와 문법 지식의 연계

언어 사용자는 언어 맥락에 따라 내러티브 담화의 전개 구조와 선택된

문법 요소들이 어떠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

다. 이에 언어 맥락을 중심으로 무브 유형과 선택된 문법 표현들 간의

관계를 도출하여 무브별로 주요한 담화문법적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법적 요소는 크게 구조적으로 규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결정론적인 문법(deterministic grammar) 형식과, 특정한 맥락에서 어떤

형식이 가장 자주 사용되며 그 확률이 높은지를 따져 봐야 하는 확률적

인 문법(probabilistic grammar)124) 형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최

소한 언어 교육에서 문법 지식은 ‘발화될 수 있는 것’의 규칙을 아는 것

124) 이는 맥락의존적인 문법을 뜻하며, 구체적인 문법 항목으로는 지시대명사, 격조

사와 보조사, 높임법, 사동표현과 피동표현, 시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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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일상적으로 ‘발화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McCarthy & Carter, 2002). 이러한 연유로 담화문법의 교육적 내용은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확률적인 문법 체계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

정할 것이다.

2.2.2. 언어 맥락에 따른 교육 내용의 상세화

계용묵의「구두」텍스트의 언어 맥락을 분석적으로 경험해 보기 위해

서는 우선 텍스트를 무브별로 해체해 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를 토대로 무브별로 선택된 문법 요소들이 어떠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무브1은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실현하는 프롤로그로써

주인공이 구두 징을 박은 사연을 소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았/었더니’

의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후행절에 과거의 사실이나 사태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사태가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구두 수선을 맡겼더니 뒷

굽에 아주 큰 징을 한 개씩 박아 놓았다’의 문장에서 ‘구두 수선을 맡겼

는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두 수선을 맡겼더니’로 표현함으로써 구두

수선을 맡겼을 당시에는 큰 징이 없었는데 주인공이 생각지도 못한 징이

생긴 사태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보기가 싫어서 빼 달라고

했더니 그런 징이어야 오래 신을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문장에서도 ‘-

(으)ㄴ/는데’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았/었더니’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주인공이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임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무브2에서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시간, 장소, 등장인물 등의 배경을 소

개하는 담화 기능을 지니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관형

사형 어미 ‘-던’을 사용하여 주인공이 과거 상황을 회상하는 의미 기능

이 선택되었다. 즉, ‘앞에서 걸어가던 어떤 젊은 여자’라는 표현은 ‘앞에

서 걸어가는 어떤 젊은 여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회상의 의미 기능을

하는 ‘-던’을 사용함으로써 주인공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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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에게 겁주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소리를 내며 걷는 줄 아는 모양

이다.

(2) 이 여자를 앞질러 가려고 더 빨리 걸었더니 여자는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무브3은 본격적인 에피소드를 전개하는 담화 기능으로써, 이 텍스트에

서는 순차적인 전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리하여’ 등의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응집성 있게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가, -더니, -았/었더니, -(으)ㄴ

/는데, -(으)려고, -(으)며, -(으)면, -아/어서, -은/는/을 모양이다, -은/

는/을 것 같다, -아/어 버리다’ 등의 문법 표현을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태를 묘사하였다. 특히, ‘-은/는/을 모양이다’와 ‘-은/는/을 것

같다’의 문법 표현은 추측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지만, 담화 맥락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진다. 전자는 주변 상황 등의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 등

에 근거하여 추측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후자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추측할 때 사용한다.

(1)의 문장은 여자가 주인공과의 거리가 가까워짐을 알고 걸음이 아주

빨라졌음을 제시한 맥락으로,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은/는/을 모양이

다’의 문법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정보에 의거하여 판단하였음을 나

타낸다. 반면, (2)의 문장은 주인공이 여자의 입장이 되어 무서워할 것이

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은/는/을 것 같다’의 문법 표현을 사용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무브4에서는 에피소드에 대한 필자의 내적 상태를 표현한다. 앞서 구

두 소리의 싸움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는데, 결국 아무 일도 없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며, 이때 주인공의 내적 상태를 ‘다행이다, 한숨이

125) 이 외에도 본격적인 에피소드를 전개하기 이전에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나 장소

등의 배경을 소개하고자 앞서 상술한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를 사용하기

도 하였다. 즉, 주인공이 창경궁 담 옆을 걸어 내려오는 배경적 상황을 소개하고

자 ‘-(으)ㄴ/는데’가 사용되었으나, 이는 초급 수준의 목표 문법 항목이므로, 본

절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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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

�
구두 징을 박

은 사연

�

어느 날, 창경

궁 담 옆, 주

인공과 젊은

여자

�

젊은 여자가

⇨

담화문법 지식

-았/었더니: 과거의 사실이나 상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이 있음을 나타냄.

-던: 명사를 수식하게 하며 과거의 사건이나 행위,

상태를 다시 떠올리거나 그 사건이나 행위, 상태

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의 의미를 나

타냄.

-은/는/을 모양이다: 주변 상황으로 미루어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는 경우에 쓰며,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확신이나 자신감 없이 말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음.

⇨

⇨

나오다, 서글프다’ 등으로 표현하였다.126)

무브5는 사건 종결의 의미 기능을 지니며, 현재 상황으로 들어와서 사

건의 중요성이나 교훈 등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이 과정

에서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의문형

‘-(으)ㄹ까?’를 사용하였다. 또한 ‘구두 징을 뽑아 버렸다’의 문장에서 ‘뽑

았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나 ‘-아/어 버리다’의 문법 표현을 사용하여

그 행위가 완전히 종결되었으며 그 결과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필자의

감정을 더하기도 하였다.

국립국어원(2005)의 문법 설명을 토대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127)

126) 이는 어휘 목록이 아니라 어휘·문법적 표현으로 보아 담화문법 지식에 포함하

였다. 또한 ‘서글프다’의 경우 고급 이상의 어휘 목록이나 맥락을 통해 의미를 추

측할 수 있을 것을 판단하였다.

127) 각 문법 항목은 중급(3·4급) 단계의 학습자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이 기

준은 「국제통용한국어교육 표준 모형(2단계)」의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문형의

등급과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어휘 목록 개발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된 ‘표준

문법 항목 목록’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특정 문법 표현의 등급이 상

충될 경우에는 낮은 등급을 우선시하였다. 가령, ‘-던’, ‘-더니’의 경우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2단계)」에서는 고급으로 판정하였고,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어휘 목록 개발 최종 보고서」에서는 중급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본 연구에

서는 낮은 등급인 ‘중급’의 문법 표현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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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의 구두

소리에 놀람.

� 안도감, 서글픔

�

사소한 것에 신

경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

-은/는/을 것 같다: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상태에 있다고 추측함을 나타내

는데, 주로 말하는 사람 자신의 주체적이고 주관

적인 경험, 지식에 근거하여 추측함. 말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느낌도 있음.

다행이다, 한숨이 나오다, 서글프다

-아/어 버리다: 어떤 행위가 완전히 끝남을 나타

내며, 그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나 부담을 덜

게 되었음을 나타냄.

⇨

⇨

2.3.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교육 내용

담화문법은 그 언어 형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담화공동체가 합의한 사회적인 양식의 규범인 장르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128) 담화의 유형은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관

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목표가 정보 제공인지, 친교 표현인지, 설득인

지, 설명인지 등에 따라 담화의 내용 및 그 언어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장르로 발현되는 사회·문화적 관습과 연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상세화한다.

128) 스웨일스(1990)에서는 ‘담화공동체’, ‘의사소통 목적’, ‘장르’의 세 가지 개념을 주요

한 장르 연구의 틀로 잡았다. 여기서 최초로 담화공동체(discourse communitie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담화공동체는 일상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형성된 사회 수

사학적인 네트워크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상적 목적은 의사소통적 목적의 근간이

되며, 장르란 담화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의사소통 목적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형식이라고 하였다. 다만 장르의 예증이나 사례는 그

것의 원형 범위 안에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의 장르 구성물들이 양자택

일적인 필수 자질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유사성의 스펙트럼을 따라

이어져 있다고 본다(Bawarshi & Reiff, 2010; 정희모 외 공역, 2015:78-85). 본 연

구는 장르의 개념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스웨일스가 주장한 장르의 개

념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장르를 바라보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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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담화와 장르 지식의 연계

언어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담화를 생성하기에 앞서 담화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담화의 원형인 장르 지식이 그 근간이 된다. 이에 장르를 인식할 수 있

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장르와 맥락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고, 장르

에 내재한 형식적인 요소들이 사회·문화적 관습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학

습자들이 탐구하게 함으로써 장르에 대한 직감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

한 탐구 학습의 도구로써 전범으로 삼을 만한 텍스트를 제시하여 모방하

거나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129)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정 장르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텍스트는 특정 장르의 주요한 특징을 보이

는 속성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따라 정해진

다. 이렇게 선정된 텍스트는 특정 장르의 기본형에 부합하는 정도를 식

별하는 데에 사용될 뿐이며 허용 범위 안에서 변화할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의

개념과 같이, 선정된 텍스트는 텍스트 구조와 언어적인 요소들이 해당

장르의 전형적 사례와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스펙

트럼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장르의 원형이 존재하기보다는 장르를 조

직하고 해석하는 일종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3.2.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교육 내용의 상세화

본 연구는 내러티브 장르 중에서 경험담을 중심으로 하였으며,130) 이

129) 하이랜드(Hyland, 2004)에서는 쓰기 교육에 있어서 특정 장르의 모델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장르의 특징을 탐구하는 것은 핵심적인 단계라고 언급하

였다.

130) 특히 경험담은 제2언어 학습의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장르 양식으로서, 학습자

가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면서 내러티브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 구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내러티브 텍스트 중에서 경험담을 중심으로 하여 담화문

법 교육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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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장르 지식과 연계하기 위해 모범이 될 만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암

시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즉, 교수자는 경험담

장르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를 제공해 주고,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은 이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구하도록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험담 내러티브의 전형성을 지니는 텍스트를 선정

해야 하며, 이에 본 연구는 1949년에 발표된 계용묵의「구두」를 선정하

였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징을 박은 구두 소리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를

재미있고 실감나게 묘사한 수필로, 인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인 감성을 다룬다. 또한 이 작품은 내러티브 장르의 특성을 그대로 재현

하였고, 특히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의 구조를 갖춘 수필이라는 점에서 이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구두 징의 금속성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즉, 구두에 박은 징의 금속성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의 감정

과 대조된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에필로그에서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로 언급하며 마무리를 하

는데, 이 글에서는 인간관계가 왜곡되어 감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내포하고 있다.

3. 담화문법 중심 교육 방법

담화문법 교육은 담화를 무브별로 해체해 보고, 그 속에서 선택된 문

법 지식과 상황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문화적 맥락뿐만 아

니라 의사소통 기능에 부합하는 담화를 독자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함

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뒤

따라야 한다. 이에 담화문법 지식의 형성 단계별로 학습하거나 멘토텍스

트(mentor-text)를 활용한 방법으로 나누어 담화문법 교육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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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 목표 내용 요소

�
담화 맥락

인식하기

유사한 텍스트를 활용

하여 담화의 유형별

특성을 경험한다.

� 유사한 텍스트로 담화 맥락을 구

체적으로 인식하기

�

담화문법

지식

구성하기

담화 맥락에 따라 문

법적 요소의 의미와

기능이 달라짐을 이해

한다.

� 무브별 문법 표현의 의미 탐구하

기

� 무브별 문법 표현의 사용 의도 탐

구하기

�

담화문법

지식

활성화하기

담화에 따라 문법 표

현을 활성화하여 효과

적으로 담화를 수용하

거나 생산한다.

� 맥락에 적절한 문법 표현을 이해

하거나 표현하기

� 맥락에 따른 올바른 문법 표현을

사용하여 담화 생산하기

3.1. 담화문법 지식의 단계별 형성 방법

담화문법의 교육은 교육 접근법과 연계하여 단계별 목표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할 수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담화 맥락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목표 장르와 유사한 텍스트를 제시

하여 구체적으로 담화 맥락을 관찰해 봄으로써 담화의 유형별 특성을 경

험한다. 이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담화문법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 즉, 담화에서 문법 요소가 운용되는 원리를 파악하고자

무브별로 문법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탐구하고, 나아가 필자의 사용 의

도를 탐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담화문법 지식

을 활성화시킨다. 즉, 담화 맥락에 적절한 문법 표현을 활성화하여 의미

를 발견하고 문법적 지식을 자신의 사고 속에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언어 사용자가 직접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담화를 생

산해 봄으로써 맥락에 따라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문법 표현을

적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구체

적인 교육 방법은 다음 절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표 4-3] 담화문법 지식의 단계별 학습 내용



- 191 -

3.1.1. 담화 맥락 인식하기

‘담화 맥락 인식하기’ 단계는 학습자가 목표 장르와 유사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담화 맥락을 관찰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텍스트는 문법적 형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담화공동

체가 추구하는 맥락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학습자들이 장

르적 지식과 연계하여 담화 유형의 특성을 학습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

습한다.

그렇다면 다양한 맥락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제

공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접근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담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장르적 지식을 여

러 방법으로 개발하여 ‘지식 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식 전

이’에 대한 저명한 연구자들인 퍼킨스(Perkins)와 가브리엘 솔로몬

(Gavriel Solomon)은 ‘로우 로드(low road)’와 ‘하이 로드(high road)’로

전이를 구분하였다. 즉, 로우 로드 전이는 본래의 학습 맥락과 상당히 유

사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잘 훈련된 습관을 자동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하이 로드 전이는 지식과 기술은 생소한 맥락에 자동

적으로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

식을 신중하고 주의 깊게 추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

나의 맥락에서 추출한 것이 다른 맥락과 연계되도록 성찰적 사고가 수반

되어야 한다(Bawarshi & Reiff, 2010; 정희모 외 공역, 2015:278). 그러나

이러한 지식 전이는 상호 교섭을 하는 것이며, 로우 로드에서 하이 로드

로 전이되거나 하이 로드에서 로우 로드로 전이되는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제2언어 교육의 환경에서는 로우 로드 전이를 전제로 하여 유

사한 맥락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자동적으로 발산하도록 하는 것이 효

과적이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다른 맥락과 연계할 수

있는 성찰적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타 지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사한 장

르의 텍스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유사한 텍스트를 많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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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의 환경
� 이 장르는 언제, 어디서 출현하였는가?

� 이 텍스트는 다른 어떤 장르와 상호작용하는가?

담화의 주제
� 이 텍스트의 화제는 무엇인가?

� 이 장르를 사용하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담화의

참여자

필자

� 어떤 필자가 이 장르를 사용하는가?

� 필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자의 특징은 무

엇인가?

� 필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 장르로 글을 작성하였는가?

독자

� 어떤 독자가 이 텍스트를 읽는가?

� 이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독자는 어떤 환경에서 이 텍스트를 읽는가?

담화의 목적 � 이 텍스트는 어떤 목적을 충족시키는가?

할수록 장르의 패턴을 더 많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학

습자들이 장르 지식과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된 질문

으로 접근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3.1.2. 담화문법 지식 구성하기

지식은 언어 주체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되거나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구성된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101). 이러한 관점에서 ‘담화문법 지식

구성하기’ 단계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담화문법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

록 문법 요소가 운용되는 원리를 파악하게 하는 단계이다. 즉, 텍스트를

무브별로 해체해 봄으로써 텍스트의 전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무

브 내에서 자주 출현하는 문법 패턴들을 관찰하여 담화의 의미 기능을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담화의 구조적 특징과 언어적 특징으로 분류하

여 담화와 문법 요소 간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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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특징
� 이 장르의 텍스트의 구조는 어떠한가?

� 이 장르에서 어떤 배열이 일반적인가?

언어적 특징

� 이 텍스트는 어떤 문장 유형을 사용하는가?

� 문장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

� 문장의 유형은 다양한가?

� 맥락의존적인 문법 요소(수동태와 능동태, 시제, 보조사

등)를 얼마나 사용하였는가?

� 이 텍스트에서 수사적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방법은 무

엇인가?

� 필자의 태도나 관점이 드러난 문법 요소는 무엇인가?

어느 날 저녁이었다. 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창경궁 담 옆을 걸

어 내려오는데 앞에서 걸어가던

어떤 젊은 여자가 살짝 고개를 돌

려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걸음

이 빨라진다.

⇨

※ 여자의 입장에서 배경을 소개해

봅시다.

� 어느 날 저녁이었다. 회사에

서 나와 창경궁 담 옆을 걸어 내려

오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

다. 어떤 남자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걸음을 재촉하였다.

또한 담화 내에서 문법 항목이 수행하는 의미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즉, 특정 무브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법 표현

의 패턴을 확인하고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구안할 수 있다. 가령,

등장인물의 관점을 달리하였을 경우, 문법 형태와 그 의미 기능이 맥락

에 따라 수사적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 있다.

위와 같이 주인공 ‘나’의 관점이 아니라 ‘젊은 여자’의 시선으로 이동하

였을 경우 무브 내에서 선택된 문법 형태와 그 의미 기능에 있어서 차이

를 보인다. 주인공 ‘나’의 관점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하여 그

때의 일을 회상하며 그 사건이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음을 표현하고자

현재의 시점으로, 즉 ‘빨라진다’로 기술하였다. 이는 ‘-던’의 문법 형태는

당시의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 과거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시제를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젊은 여자’의 관점에서는 ‘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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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구두 수선을 (맡기다 ) 뒷굽에 아주 큰 징을 한 개씩 박아 놓았다. 보기

가 싫어서 빼 달라고 (하다 ) 그런 징이어야 오래 신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대로 신기는 했지만 걸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아주 듣기 싫었다.

또그닥또그닥 말발굽 소리와 같았다.

준비 단계 ⇨ 받아쓰기 ⇨ 재구성 ⇨
분석 및

수정

‣학습자가 새로

운 텍스트에 적응

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필요

한 내용을 받아

쓰도록 한다.

‣교사가 읽어

준 원래의 텍스

트의 의미에 부

합하도록 재구

성한다.

‣원문과 소

집단에서 생

성한 텍스트

를 비교한

다.

와 같은 피동형의 문법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들렸다’, ‘재촉하

였다’와 같이 과거시제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빈칸 채우기(cloze test) 활동을 통해서 특정 무브

내에서 사용된 문법의 형태와 의미 기능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다.

즉, ‘맡기다, 하다’의 어휘는 사용 맥락에 따라 ‘-았/었더니’는 물론 ‘-

(으)ㄴ/는데’의 문법 표현과도 결합할 수 있다. 그런데 ‘-(으)ㄴ/는데’와

달리 ‘-았/었더니’의 연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후행절에 언어 사용자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맥락화된 담화를 통해 맥락 내에서 적절한 사용을 위한 문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딕토글로스(dictogloss)131) 활동과 같은 협동학습을 활

용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31) 딕토글로스(dictogloss)는 문법이 텍스트의 문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배우기 위한 과제 기반 활동으로, 문법 받아쓰기라고도 불린다(한국어교육학사전,

2014). 즉,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단어나 문법 등을 메모했다가 원문을 재구

성하는 활동으로, 주어진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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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텍스트를

교사가 2회 정도

읽어준다.

‣ 소집단을 구

성하여 각자의

정보를 교환하

여 텍스트를 구

성할 수 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2

회 정도 낭독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받아 적는다. 그리고 개별

적으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복기(復碁)하며 텍스트를 재구성한 후에

소집단을 구성하여 각자의 정보를 교환하여 온전한 텍스트를 협력적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원문과 비교해 수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로

협력하여 구조화해 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언어 사용역에 따른 내용과

문법과 어휘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독자적으로 텍스트를 생성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3.1.3. 담화문법 지식 활성화하기

‘담화문법 지식 활성화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 속에 내

재된 적절한 문법 표현을 활성화하여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담화를 수

용하고 생산하는 것이다. 즉, 담화 맥락에 적절한 문법 표현을 사용하여

무브 단위뿐만 아니라 완결된 담화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습자들은 기(旣) 학습된 맥락에 따른 무브와 문법적

지식을 활성화하여 담화를 구조화한다. 또한 담화문법 지식을 효과적으

로 사용하여 상황 맥락에 따른 언어 사용자의 의도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습에 부합하는 담화를 생산할 수 있

다.132) 이 단계에서는 장르 지식을 고려하여 담화의 구조적 지식을 동원

132)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문법과 쓰기의 통합

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때의 쓰기는 넓은 의미에서의 쓰기, 즉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쓰기를 한다는 관점으로, 올바른 담화문법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담화 맥락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learn to write’와 상호배타적인 개념인 ‘write to

learn’의 관점에서 문법과 쓰기의 통합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였다(최연희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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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맥락

�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였는

가?

� 내러티브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상황 맥락

�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는가? 혹은

이야기의 요점을 제시하면서 시작하였는가?

�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장소, 등장인물 등을 소개하였는

가?

� 주요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전개하였는가?

� 주요 사건에 대한 필자의 감정이나 내적 상태를 풍부하

게 표현하였는가?

� 이야기의 교훈이나 깨달음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하였

는가? 혹은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하거나 요점을 정리하

면서 마무리를 하였는가?

언어 맥락
� 무브별 효과적인 수사적 전략과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감정 표현의 등의 어휘가 다양하고 적절한가?

하여 개요를 작성한 후에 무브별로 목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초고를

작성한다. 그리고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거쳐 퇴고한다. 동료 학습자의

텍스트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텍스트의 구조적, 언어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점검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담화 생성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담화의 의미와

기능을 되새길 수 있다. 내러티브 장르를 중심으로 점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컨대, 담화문법 지식은 ‘담화 맥락 인식하기’, ‘담화문법 지식 탐구하

기’, ‘담화문법 지식 활성화하기’의 단계별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이는

학습자가 담화 맥락에 따른 적절한 문법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담화공동체의 관습에 따른 올바른 담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2009:103). 다시 말해서 문법과 쓰기의 통합 교육은 구체화된 결과물인 텍스트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언어가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 그 형식을 구성하는 구

조와 문법적 특질이 무엇인지, 그 표현 의도를 실현시키는 방식이 무엇인지 등을

천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 197 -

3.2. 멘토텍스트(mentor-text)의 활용

홀랜드(Holland, 2012)에서는 목표 장르와 유사한 텍스트를 읽어 봄으

로써 필자의 의도가 내포된 선택된 단어, 문법, 구조, 전략 등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목표 장르와 유사한 멘토텍스트(mentor-text)는

좋은 본보기 글(examples of good writing)로써,133) 학습자들이 장르 체

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된다. 학습자들이 멘토텍스트를 읽어 봄

으로써 어떻게 텍스트가 작성되었는지 이해하고, 나아가 암묵적으로 장

르 지식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래의 학습 맥락과 상당히 유

사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잘 훈련받으면, 그 습관이 자동적으로 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범이 될 만한 멘토텍스트를 읽어 봄으로써 학습

자는 메타적으로 장르에 대한 지식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를

단순히 모방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다른 텍스트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멘토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멘토텍스트를 활용하여 맥락화된 학습에

몰입시키고자 교육적 활용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즉, 해당 장르의 진원지

로 삼을 만한 멘토텍스트는 학습자들이 이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사

회·문화적 맥락뿐만 아니라 상황 맥락과 언어 맥락을 스스로 탐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멘토텍스트를 통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의 실제적인 맥락에 참여해 봄으로써 장르 지식을 쉽게 활성화

시킬 수 있고, 해당 장르의 고유한 특성도 효과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결

133) 이러한 본보기 글을 모델텍스트(model-text)라고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모델텍스트와 멘토텍스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즉, 모델텍스트와 멘토

텍스트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는 본보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 개

념이 될 수는 있으나 엄밀히 짚어보면, 모델텍스트는 단순히 모방하고 싶어 하는

이미지이고, 멘토텍스트는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는 멘토텍스트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편이나,

영어교육의 경우에는 2006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교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가령,『Mentor Texts:

Teaching Writing Through Children’s Literature, K-6』,『Nonfiction Mentor

Texts』,『The Writing Thief: Using Mentor Texts to Teach the Craft of

Writing』등의 저서를 비롯하여, 멘토텍스트의 자료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http://www.corbettharrison.com) 등에서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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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context)

텍스트(text)

멘토텍스트 선정

……

담화문법 지식

……

담화문법 교육 내용 마련

……

교육 내용1

교육 내용2

교육 내용n

과적으로 담화에 내재된 문법적 지식 또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담화 내에서 문법 지식을 연결시키고자 멘토텍스트를 무브별로 해체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해당 텍스트에서 사용된 전개 구조와

선택된 문법과 표현 등의 요소들이 담화 맥락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알아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자의 시선으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멘토텍스트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관점에서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때 구현

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의 설계 원리는 다음과 같다.

[그림 4-4]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 내용 설계도

무브(move)1 문법 지식1

문법 지식2무브(move)2

무브(move)n 문법 지식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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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 연구는 멘토텍스트(mentor-text)를 활용하여 담화문법

교육 내용과 연계되는 담화문법 지식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구체적인 담

화문법 교육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엄밀한 멘토텍스트의

선정 과정이 수반되며, 이렇게 선정된 멘토텍스트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나 배경 등의 상황 맥락 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 대한 탐구는 언어

학습을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유용한 기제가

될 수 있다.134)

4. 담화문법 중심 교육의 실행과 효과 검증

본 절에서는 담화문법 중심 교육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즉, 담화문법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상정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이 언

어적, 구조적, 사회·문화적으로 담화의 생성에 기여하는가?

둘째,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실험 집단은 담화문법 지식의 사용 능력에 있어서

실험 전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을 하기 전과 비교하여, 실험 집단 참여자들의 인식

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134) 그러나 이와 다른 시각을 지닌 학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학

습자들이 텍스트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텍스트의 구조 분

석을 사용하는 것은 형식주의적 경향으로 퇴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

이 텍스트의 모방 단계에서 대부분 비판의 여지가 없이 선조적 주입식 교육

(linear transmission pedagogy)을 촉진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Bawarshi

& Reiff, 2010; 정희모 외 공역: 2015:69-70). 이는 교육 과정에서 모델텍스트를

제시한 후에 읽기 혹은 쓰기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구조 분석이

아닌 무브 분석과 같은 교육적 장치를 활용한 교육에서는 모델텍스트가 아니라

멘토텍스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思料)된다. 이에 후술될 4절에서는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의 효과 검증 실험을 하여 그 교육적 가능성

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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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번호

성

별
전공 국적

한국어

수준

토픽(TOPIK)

성적

한국 체류

경험

E1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E2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E3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4.1. 실험 대상과 기간

4.1.1. 참여자 정보

본 실험은 중국에 있는 ‘ㅂ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어학과 2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대학에서는 외국어 학과인 경우에는 학습 환

경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대 정원을 20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 대학교의 학과의 개념과 달리 반(class)의 개념이 있었으며, 20명

내외로 두 반이 있었다. 즉, 한 반은 ‘2+2’제도, 즉 2년 동안은 중국에서

학습하고 2년 동안은 한국에서 학습하는 반이고, 다른 한 반은 그렇지

않은 반이다. 이렇게 두 가지 트랙(track)으로 나누어서 학과를 개설하여

입학 성적을 비롯하여 조건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 반의 학생들은 입

학 성적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대체로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 환경으

로 구성된 두 집단은 본 실험의 목적과 일치하므로 이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이미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본 실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2016년 1학기에 개설된 전공과목인 ‘한국어문법’ 강좌를 수강하

는 학생들이며, 실험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35)

[표 4-4] 실험참여자의 정보

135) 해당 강좌에서는 ‘임호빈 외(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연세대학교 출판

부’ 단행본을 潘燕梅 외 2인이 번역한 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책은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 ‘한국어 문법의 특징과 문장 구조, 명사, 대

명사, 수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시제, 부정, 활용어미에 의한 특수

표현, 보조용언, 피동과 사동, 화법, 접두사와 접미사’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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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E5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E6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E7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E8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E9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E10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E11 남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E12 남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1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2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3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4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5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6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7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8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9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10 여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11 남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12 남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C13 남 한국어교육 중국 중급 없음 없음

차시 내용

1차시 실험 소개 및 실험 참여 동의서 작성 및 사전 검사

2차시 실험 집단별 처치

3차시 실험 집단별 처치

4차시 실험 집단별 처치

5차시 사후 검사 및 설문조사

(E: 실험 집단, C: 통제 집단)

4.1.2. 실험 기간

본 실험은 2016년 1학기에 개설된 ‘한국어문법’ 과목으로, 15주 수업

중에서 6주차에 실험을 실시하였다. 총 5회에 걸쳐 2016년 4월 11일∼15

일까지 진행하였고, 차시별 개략적인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5] 차시별 실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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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설계와 자료

4.2.1. 실험 설계도

본 실험에 앞서 예비 실험(pilot test)을 실시하여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예비 실험을 통해서 적절한

실험 대상자의 언어 능력 수준을 결정하고, 실험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

완하여 본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예비 실험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즉, 초급, 중급,

고급 수준별로 각 2명의 학습자들로 구성하였으며, 사전·사후 검사를 실

시하여 담화문법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예비 실험 절차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예비 실험 절차

1

차

시

1단계: 실험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로 글을 쓴다.

(사전 검사 결과물)

30

분

2단계: 실험참여자들은 본 실험과 유사한 주제로 구성된 내러티브

종류의 멘토텍스트를 분석한다. 또한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

대로 전체 실험참여자들과 비교하면서 논의한다.

20

분

⇩

2

차

시

1단계: 실험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로 초고를 작성한다.
30

분

2단계: 동료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받은 후에 글을 완성한다.

(사후 검사 결과물)

20

분

위와 같이 1차시당 50분씩, 총 2차시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였다. 1차시

에는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로 내러티브 텍스트

를 작성하게 하였다. 텍스트가 완성된 후에는 사전 검사와 유사한 주제

로 구성된 멘토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하였다. 2차시에는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로 초고를 쓰게 한 후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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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시

실험

집단 사전 검사의 목적으로, 실험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로 글을 쓰고, 사전 설문지를 작성한다.

50

분비교

집단

⇩

료참여자의 피드백을 받은 후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예비 실험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멘토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학습 상황에 적응하는 데까지 필요 이상의 시간 소요가 있었다. 이를 방

지하는 차원에서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멘토텍스트를 분석하는 가

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실험참여자들이 소집단 토론 등의 활동에 필요로 하는 시간이

길어져 전체 실험 시간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차시별 시간

을 늘려 실험 진행에 충분한 시간을 소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 수준별로 담화문법 능력의 향상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초급과

고급 수준의 실험참여자들은 거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중급 수준으로 실험참여자들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넷째,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 실험참여자들이 담화문법 능력에

있어서 약간의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실험 목적 이외의 요인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

해, 실험참여자들의 변화 원인이 이러한 방법의 학습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유사한 장르의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쓰면서 저절로 향상된 것인

지 밝혀내기에 모호한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현상에 대한 정

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통제 집단을 설정하였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독립 변인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실험에서 실시한 실험 설계도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표 4-7] 본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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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차시

실험

집단

실험참여자들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내러티브 종류의

멘토텍스트를 분석한다. 또한 무브를 중심으로 담화 맥

락 내에서 문법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딕토글로스

활동을 활용한다.

150

분

학습자는 분석 결과를 통해 내러티브 텍스트의 언어적,

구조적, 사회·문화적 특징을 학습한다.

멘토텍스트와 유사한 주제로 글을 완성시킨다.

비교

집단

실험참여자들은 차시별 목표 문법을 교수·학습한다.

실험 집단과 동일한 주제로 글을 완성시킨다.

⇩

5

차시

실험

집단 사후 검사의 목적으로, 실험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로 글을 쓰고, 사후 설문지를 작성한다.

50

분비교

집단

주제 멘토텍스트 ① 멘토텍스트 ②

추억
기억에 남는 일(「쉽게 배우는

한국어 작문(중급)」)
수필 ‘구두’(「서강한국어 4B」)

4.2.2. 실험 자료

(1) 실험 집단: 멘토텍스트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장르 중에서 ‘추억’을 주제로 한 경험담을 대

상으로 하였다. 이에 한국어 교재에서 ‘추억’을 소재로 한 텍스트를 발췌

하여 멘토텍스트로 제시하였다. 또한 글의 구조에 따른 무브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2편의 멘토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멘토텍스트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추억’을 주제로 한 멘토텍스트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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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문법 항목

o -던

o -았/었더니

o -아/어 버리다

o -은/는/을 모양이다

o -느라고

o -(으)ㄹ 뻔하다

o V-느라고

1. ‘뒤’에 일어난 일의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한다.

�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2. ‘뒤’에 일어난 일은 나쁜 일이나 ‘안’, ‘못’과 함께 사용한다.

� 숙제를 하느라고 늦게 잤어요.

친구를 만나느라고 숙제를 못 했어요.

3. ‘-느라고’ 앞에는 ‘동사(V)’만 사용한다.

� 날씨가 덥느라고 공부를 못 해요. (X)

⇨ 날씨가 더워서 공부를 못 해요. (O)

4. ‘동사(V)’는 그 행동을 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동사만 가능하다.

� 늦게까지 일어나느라고 지각했어요. (X)

⇨ 늦게까지 자느라고 지각했어요. (O)

5. ‘-느라고’ 앞에 ‘못’, ‘안’을 쓰면 안 된다.

(2) 통제 집단: 문장 문법 교재

통제 집단은 기존의 방식대로 문장 단위의 문법을 교육하고자 하였으

며, 중급 수준의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실험 집단과 동일한 목표 문법을

설정하였다.

위 목표 문법 항목을 차시당 2개씩 나누어서 3차시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대학 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참고하여

학습 내용을 유인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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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돈을 안 주느라고 돈이 없어요. (X)

⇨ 부모님이 돈을 안 줘서 돈이 없어요. (O)

6. ‘-느라고’ 앞에 ‘-았/었-’, ‘-겠-’을 쓰면 안 된다.

� 어제 일했느라고 못 잤어요. (X)

⇨ 어제 일하느라고 못 잤어요. (O)

7. ‘앞’ 문장의 주어와 ‘뒤’ 문장의 주어가 같다.

� 동생이 시험공부하느라 내가 텔레비전을 못 봐요. (X)

⇨ 동생이 시험공부해서 내가 텔레비전을 못 봐요. (O)

※ ‘-느라고’는 ‘-느라’라고도 사용할 수 있다.

<보기>

가: 왜 저녁을 못 먹었어요?

나: (일하다) 일하느라고 못 먹었어요.

F 연습해 봅시다.

연습1)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아직 집에 안 갔어요?

나: (시험공부를 하다) .

2. 가: 요즘 많이 바빠요?

나: (아르바이트하다) .

3. 가: 오늘은 왜 늦었어요?

나: (친구 만나고 오다) .

4. 가: 요즘 많이 힘들지요?

나: (공부하다) .

5. 가: 왜 어제 학교에 안 왔어요?

나: (병원에 가다) .

6. 가: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나: (회의하다) .

연습2)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 어제 다리를 (다쳐서 / 다치느라고) 병원에 갔어요.

2. (청소해서 / 청소하느라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3. 동생이 음악을 (들어서 / 듣느라고) 공부를 할 수 없어요.

4. 룸메이트가 늦게까지 남자친구와 (통화해서 / 통화하느라고) 잠을 못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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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쓰기 시험 제시문 시간

사전

검사지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가 언제였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십시

오.

30분

사후

검사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창피했던 실수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

습니까? ‘창피했던 실수/기억에 남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글

을 쓰십시오.

30분

겠어요.

5. 음식을 (준비해서 /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 오늘 늦게 (일어나서 / 일어나느라) 아침도 못 먹었어.

7. 버스가 늦게 (와서 / 오느라고) 빨리 올 수가 없었어요.

4.2.3. 검사 도구

본 실험에서는 담화문법 능력을 측정하고 담화문법 교육에 관한 학습

자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검사지와 설문지의 두 가지 도구를 구안하

였으며, 모든 검사는 사전과 사후로 분리하여 실시하고자 두 세트로 구

성하였다.

(1) 사전·사후 검사지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는 두 집단의 사전과 사후의 작문 능력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것

은 궁극적으로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쓰기(write to learn), 즉 언어를 학습하기 위

해 쓰기를 한다는 관점에서 쓰기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는 사회적 맥락

에서 언어를 사용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고 보는 비

고츠키(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두 종

류의 쓰기 검사지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쓰기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4-9] 사전·사후 쓰기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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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구성 요소 설문지 구성 내용

일반 정보

성별, 국적, 연령, 전공, 한국어 수학 기간, 한국

체류 경험, 한국어 학습 시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응시 경험

담화문법

교육의

효과성

검증 및

인식 조사

언어적인

부분

어휘와 쓰기의 관계 이해도

문법과 쓰기의 관계 이해도

구조적인

부분
글의 전개 구조에 대한 이해도

사회·문화적

인 부분
담화공동체의 관습, 사회·문화적인 지식 이해도

각 쓰기 시험은 30분 이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

한 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검사지와 사후 검사지 모두 동일한 내

러티브 장르로, 최대한 유사한 주제의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전·사후 설문지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사후 설문지를 구안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의 구성

요소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0] 설문 구성 요소 및 내용136)

위 표와 같이, 본 설문지는 크게 일반 정보를 질문하는 문항과 담화문

법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분된다. 멘토텍스

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문항은 언어적인 부분, 구

조적인 부분, 사회·문화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사전 설문

지와 사후 설문지의 중복 문항을 통해 학습자의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후 설문지에서 추가적인 문항을 구성하여 멘토텍스

트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즉, 사전 설문지는 개인

136) 설문지는 [부록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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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문

⇩

사전 검사

⇩

실험 집단 통제 집단

1단계 담화 맥락 인식하기 멘토텍스트의 담화 맥락 파악하기

문장 문법

학습하기

2단계 무브별 해체하기 멘토텍스트를 무브로 해체하기

3단계
담화문법 지식 형성

하기

해체된 무브의 수사적, 언어적 특

징 학습하기

4단계
담화문법 지식 활성

화하기
독자적으로 담화 생성하기

⇩

사후 검사

⇩

사후 설문지

의 일반 정보에 대한 부분과 학습자의 태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1개의 선택형 문항을 제시하여 목표어로 작문할

때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학습자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주로 사

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보통이다’ 등의 중간항을 제시할 경우, 양극단을

피하고 중간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간편중 현상을 막기 위

해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후 설문지는 사전 설문 문항을 중복하여 사용하였고, 7개의 추

가된 문항을 포함하여 15개의 문항과 1개의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사전과 사후의 중복 문항은 학습자의 태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함

이며, 추가된 7개의 문항은 실험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멘토텍스트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4.2.4. 실험 절차

[그림 4-5] 실험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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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본 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

였고,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사전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험 집단은

담화문법 교육 모형을 고려하여 4단계로 구성한 반면, 통제 집단은 문장

단위의 문법 교육을 실행하였다. 마지막 차시에는 사후 검사 도구로 내

러티브 텍스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4.3. 실험 결과 분석과 의의

상술한 바와 같이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중심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실험을 실행하였다. 이 과

정에서 평가 도구로서 사용한 사전·사후 검사지를 분석하였으며, 객관성

을 담보하기 위해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학습 변화

의 폭이 큰 실험대상자를 중심으로 거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 메타적 차

원으로 나누어 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또한 사전·사후 설문지는 담화문

법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으

며,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였다. 이상의 구체적인 결과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4.3.1. 실험 결과 분석

(1) 사전·사후 검사지

우선, 통계적으로 수합된 사전·사후 검사의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괄적(holistic) 평가와 분석적(analytic) 평

가로 구분하여137) 채점을 하였다.138) 총괄적 평가의 구체적인 채점 기준

총괄적 평가 분석적 평가

장 � 빠른 채점 가능함. � 총괄적 평가에 비해 긍정적인

137) 브라운(Brown, 2004)에서는 쓰기 평가를 바탕으로 총괄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

에 대한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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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표시 척도 의미 세부 내용

91～100점
매우

우수함
오류가 거의 없으며,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81～90점 우수함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

의 오류는 없으며, 과제를 정확하게 수행하였다.

61～80점 보통임
약간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51～60점
약간

부족함

주제에 부적합한 단어와 문법을 사용하며, 의사소통

에 약간 지장을 초래한다.

0～50점
매우

부족함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의사소통에 장

애가 된다.

(rubric)은 앨더슨 외(Alderson et al, 1995)에서 제시된 기준을 수정하여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1] 총괄적 평가의 채점 기준

또한 분석적 평가의 구체적인 채점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점
� 점수의 이해도가 표준적임.

� 점수가 수험자의 장점을 강조함.

파급 효과를 줌.

� 수험자들은 보다 많은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음.

단

점

� 하위 기술상의 차이점을 알 수 없음.

� 진단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 파

급 효과가 없음.

� 채점자들의 심도 있는 훈련이 필요함.

� 비교적 긴 채점 시간으로 실용

도가 떨어짐.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괄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의 장점을 최대

한 살리고, 그 단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평가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다.

138) 채점을 하기 전에 채점자 훈련을 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채점자 훈

련은 본 연구자와 함께 한국어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인 교사 3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채점자 훈련 방법은 이완기(2012)에서 제시한 4단계로 실시

하였으며,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이미 개발된 채점 척도를 채점자 각자가 충분히 읽고 이해한다.

②여러 채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 이해한 채점 척도에 관해 질의와 토론

을 하여 각자의 의문점 등을 해소한다.

③미리 준비된 견본으로 1단계와 2단계에서 숙지한 채점 척도를 적용하여 독자적

으로 채점한다.

④채점자들이 모두 모여서 각자가 채점한 채점표를 서로 비교해 본다. 채점 점수가 상

이할 경우 평가 척도에 진술된 내용을 토대로 서로 토론하여 그 차이를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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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집단 통제 집단

평균 N 평균 N

대응 1
총괄적 채점 70.50 12 71.00 13

총괄적 채점 83.25 12 77.54 13

대응 2
내용 22.00 12 20.23 13

내용 24.33 12 23.62 13

대응 3
전개 구조 13.42 12 13.46 13

전개 구조 16.92 12 14.92 13

대응 4
언어 사용 23.50 12 25.69 13
언어 사용 29.58 12 27.69 13

대응 5 사회언어학적 기능 7.50 12 7.31 13

구분 채점 근거

내용 및 과제 수행

(30점)

1) 주제에 맞게 글을 완성하였는가?

2)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글의 전개 구조

(20점)

1)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2) 내용의 전환에 따라 문단을 적절히 구성하였는가?

3) 문단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언어 사용

(40점)

언어의 다양성
중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언어의 정확성
중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사회언어학적 기능

(10점)

문어의 특성(종결형, 어미, 조사, 어휘 등)을 살려 문어

답게 글을 썼는가?

서 제시한 기준을 따랐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2] 분석적 평가의 채점 기준

위 채점 기준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사전과 사후 비교를 하여 담

화문법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SPSS 12.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하였다. 즉, 동일한 표본 집단을 대상

으로 실험 전과 실험 후에 측정된 두 변수(variable)의 평균을 비교·분석

하고자 대응표본 T검정(Paired-Samples T-Test)을 하였다. 먼저 두 집

단의 대응표본 통계량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3] 두 집단의 대응표본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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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언어학적 기능 9.17 12 7.23 13

대응 6
분석적 채점 총점 66.42 12 66.69 13
분석적 채점 총점 80.00 12 73.46 13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12.7500 4.4339 1.2799 -15.5671 -9.9329 -9.961 11 .000

대응 2 -2.3333 2.5346 .7317 -3.9437 -.7229 -3.189 11 .009

대응 3 -3.5000 2.7469 .7930 -5.2453 -1.7547 -4.414 11 .001

대응 4 -6.0833 4.0778 1.1772 -8.6743 -3.4924 -5.168 11 .000

대응 5 -1.6667 1.7753 .5125 -2.7946 -.5387 -3.252 11 .008

대응 6-13.5833 6.2589 1.8068 -17.5601 -9.6066 -7.518 11 .000

위 표와 같이, 두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에 평

균 점수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괄적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 집단은 12.75점이 상승한 반면에 통제 집단은 6.54점이 상승하였다.

한편 분석적 채점 결과, 실험 집단은 13.58점이 향상된 반면에 통제 집단

은 6.77점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실험 집단은 총괄적

채점뿐만 아니라 분석적 채점 결과 모두 상승폭이 컸으며, 이에 실험 집

단의 구체적인 대응표본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14] 실험 집단의 대응표본 검정

위 실험 집단의 대응표본 검정 결과를 보면, 두 개의 표본 간의 유의

확률이 .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특히, 대응

1(총괄적 채점), 대응4(언어 사용), 대응6(분석적 채점)에서 높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이 전반적인 쓰기 능력

의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영역에서는

대응4의 t값이 –5.168로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담화문법

교육으로 인해 중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의 사용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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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6.5385 5.4561 1.5133 -9.8356 -3.2414 -4.321 12 .001

대응 2 -3.3846 2.2188 .6154 -4.7254 -2.0438 -5.500 12 .000

대응 3 -1.4615 2.4019 .6662 -2.9130 -.0101 -2.194 12 .049

대응 4 -2.0000 2.3452 .6504 -3.4172 -.5828 -3.075 12 .010

대응 5 .0769 .2774 .0769 -.0907 .2445 1.000 12 .337

대응 6 -6.7692 5.0026 1.3875 -9.7922 -3.7462 -4.879 12 .000

무브와 전략 예시

프롤로그

(관심 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를 많이 했다. 작은 실수를 지금

기억하지 못 했지만 큰 창피했던 실수를 평생도 잊을 수 없

다.

반면, 통제 집단의 구체적인 대응표본 검정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4-15] 통제 집단의 대응표본 검정

즉, 통제 집단의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의 쓰기 능력의 향상 폭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응5(사회언어학적 기능)에서 t값은 1.000이고, p값

은 .337로 .05보다 크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337). 다시 말해서

통제 집단 학습자들은 문어의 특성에 알맞은 문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가 텍스트의 상황 맥락(무브), 언어 맥락

(담화문법 지식), 사회·문화적 맥락(문체) 등을 고려하여 목표 문법 항목

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였는지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텍스트

를 무브별로 해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두 집단의 무브 분석 견본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6] 실험 집단(E6)의 무브 분석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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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소개
고등학교 다닐 때 보통 주말에 수업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고3이기 때문에 주말에 오후에 수업이 생겼다.

에피소드

(순차 구조)

그런데 금요일에 밤에 다음날 수업이 있는 걸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날 밤에 TV를 보느라고 밤을 새웠다. TV를 봤느

라고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잠을 잤다. 점심에 배가 고프지

않아서 일어났지 않고 계속 잠을 잤다. 선생님은 날 보지 않

았기 때문에 제 어머니한테 전화했다. 어머니가 화가 나서

전화했다. 내가 오후에 수업이 있는 줄 몰라서 빨리 일어났

다. 세수도 빠르게 하고 나서 학교에 갔다. 학교에 도착하자

마자 교실을 찾았다. 한 교실을 봐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교

실에 있는 사람을 봐서 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들

어갈 뻔했다. 너무 창피해서 급히 도망갔다. 내 교실에 들어

갔더니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날 봐서 웃었다.

내적반응
그때 내가 실수하기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지금까지 잊을 수

도 없었다.

에필로그

(깨달음)
그때부터 있는 수업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브와 전략 예시

프롤로그

(관심 유도)

요즘에 사고 당해서 죽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사고를 어떻

게 피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배경소개 내가 16살 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에피소드

(순차 구조)

아빠랑 오토바이를 타고 친척 집에 갔다가 앞에 돌을 걸려

넘어버려졌다. 나는 무릎과 팔꿈치 다 다치고 피가 계속 났

다. 아빠도 머리를 부딪쳤다.

아빠는 빨리 일어나고 나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무릎을 다쳐

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 친척한테 전화하고 우리를 데

려다 왔다. 친척 집에 도착한 후에 아빠는 약을 발라 줬다.

지금도 상처가 남아 있다.

내적반응
그 당시 진짜 아파서 죽었다. 그 일 후에 다시 오토바이를

타기가 무섭다.

에필로그

(깨달음)

여러분도 앞으로 여행하거나 길에서 걸을 때 반드시 조심해

야 돼요.

[표 4-17] 통제 집단(C3)의 무브 분석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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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ㅂ/습니다/EF(143) -ㄴ/는다/EF(121) -ㅂ/습니다/EF(66) -ㄴ/는다/EF(57)

-아/어요/EF(52) -ㅂ/습니다/EF(32) -ㄴ/는다/EF(50) -ㅂ/습니다/EF(37)

-ㄴ/는다/EF(26) -아/어요/EF(27) -아/어요/EF(34) -아/어요/EF(22)

두 집단의 무브와 전략이 동일한 텍스트를 견본으로 제시하였는데, 특

이한 점은 통제 집단은 에필로그에서 ‘여러분도 앞으로 여행하거나 길에

서 걸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라고 하며 독자에게 교훈이나 깨달음

을 전해 주며 마무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필자와 독자가 능

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수사적 전략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자는 전체적인 문체의 통일이 이루

어지지 않아서 그 효과가 절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두 집단의 사후 텍스트를 비교하여 상황 맥락, 언어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담화의 수사적

전략, 즉 문체를 통해서 내러티브 장르의 사회·문화적 지식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텍스트에서 사용된 종결어미(EF) 형

태소 분석 결과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관찰하였다.

[표 4-18] 집단별 종결어미(EF) 형태소 빈도139)

위 표와 같이 실험 집단의 경우, 사전 텍스트에서는 주로 ‘하십시오체’

의 문체를 사용하였으나 사후 텍스트에서는 ‘평어체’의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글쓰기 문체에 대한 명시적 교육을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평어체의 사용이 증가한 것은 멘토텍스트를 통해서 글쓰기 형식

에 대한 암묵적 지식이 학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언어

학적인 특징을 인식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통제 집단의 경우

사전 텍스트와 사후 텍스트 모두 ‘-ㅂ/습니다, -ㄴ/는다, -아/어요’의 종

139) 빈도에서 상위 25개만 선택하였다. 또한 ( )안의 숫자는 빈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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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문법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빈도 형태 통사 상황 빈도 형태 통사 상황

-던 12 12 12 12 10 10 10 10

-았/었더니 5 5 5 5 4 4 2 2

-아/어 버리다 6 6 5 6 5 4 5 5

-은/는/을 모

양이다
3 3 2 2 1 0 0 0

-느라고 6 6 4 6 5 4 4 4

-(으)ㄹ 뻔하다 4 4 4 4 3 3 1 1

결형 문체를 두루 사용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내러티브 장르의 적절한 문체에 대해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교육

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두 집단의 사후 텍스트를 비교하여 목표 문법 항목이 담화 맥락

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평가하여 학습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상황 맥락에 따른 문법 사용 지식은 무브와 언어 사용역을

연계하여 평가하였고, 언어 맥락에 따른 문법 사용 지식은 문법의 기본

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통사적 지식을 평가하였다. 이상의 영역을

기준으로 삼아 사후 텍스트에서 사용된 목표 문법 항목의 양상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9] 담화 맥락에 따른 목표 문법의 학습 효과140)

위 표와 같이 두 집단 모두 목표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나 상대

적으로 실험 집단에서 목표 문법의 사용 빈도가 다소 높았다. 구체적으

로 두 집단의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적인 측면은 받침의 유무 등에 따른 변이 형태의 사용에 대

한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이는 대체적으로 오류율이 높지 않은 편이었으

나 통제 집단은 아래와 같은 오류를 범하였다.

140) 전체 빈도와 각 영역별 빈도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부정확한 사용을 제외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오류 양상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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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랑 오토바이를 타고 친척 집에 갔다가 앞에 돌을 걸려 넘어버려졌다(√넘어

져 버렸다).【C3】

왜냐하면 소금을 설탕인 줄 알아서 커피에 넣었 버렸어요(√넣어 버렸어

요).【E2】

TV를 봤느라고(√보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잠을 잤다.【E6】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타나느라고√(나서) 다리에서 막히게 되었다.【E4】

즉,【C3】텍스트는 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의 상황 배경을 설명하는

무브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사 ‘넘어지다’에 ‘-아/어 버리다’를 결합하여 그 행

위가 완전히 끝났음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나 형태적인 오류를 발생시켰

다. 이는 학습자가 단순히 형태의 혼동으로 인해 야기된 오류일 수도 있

으나, 해당 문법에 대한 정확성 능력이 요구된다.

둘째, 통사적인 측면은 주로 시제, 주어의 인칭, 공기 관계 등의 문제

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실험 집단이 통사적 오류가 잦았다.

위【E1】,【E6】텍스트는 ‘넣다+-아/어 버리다’, ‘보다+-느라고’의 결합

하였는데 ‘-아/어 버리다’와 ‘-느라고’의 문법 표현은 동사에 시제가 결합

할 수 없다는 통사적 지식이 부족하여 생긴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E4】텍스트의 경우 ‘-느라고’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그 행동을

하는 데에 일정 시간이 요구되는 동사와 결합하는데 ‘나타나다’는 어떠한

현상이 생긴 결과만을 뜻하므로 부적절하다. 이뿐만 아니라 ‘-느라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절은 ‘교통사고’

이고 후행절은 생략되어 있지만 ‘길’이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불일치하

여 ‘-아/어서’ 등의 다른 이유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통사적 지

식에 따른 정확한 문법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법 표현에 대

한 통사적 지식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식을 넘어

서 적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통제 집단은 목표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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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비가 많이 왔다. 나는 안경도 교실에 놓고 가는 모양이었다(√갔다

/가 버렸다). 학교 정문에 가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았다.【C1】

여자 화장실 안에 시설과 달랐습니다. 바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뻔했습니

다(√들어갔습니다).【C4】

그 당시 진짜 아파서 죽었다(√죽을 뻔했다).【C3】

지난 학기 한국어 중간시험을 봤더니 너무 서둘러서 핸드폰을 교실에 놓고

내렸습니다.【C5】

에 대한 통사적인 지식을 명시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오류가 다소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담화문법 지식에 대한 명시적 교육

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셋째, 담화 상황의 측면은 다른 문법 표현의 의미와 혼동하여 상황 맥

락에 부적절한 문법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관찰하였다. 이는 문장 단위의

문법 교육의 단점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바, 통제 집단에서 두드러진

의미적 혼동이 있었다.

가령,【C1】텍스트는 필자를 데리러 온 엄마를 못 알아본 이유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는 무브로써, 안경을 교실에 놓고 갔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하는 장면이다. 그러므로 과거 시제나 과거의 사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

내는 ‘-아/어 버리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현재시제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은/는/을 모양이다’의 추측 표현의 사용도 올바르지 않다.

‘-은/는/을 모양이다’의 표현은 주변 상황으로 미루어 그럴 것이라고 짐

작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위 와 같이 필자가 직접 경험한 사

실을 말하는 담화 상황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C4】텍스트

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서둘러 화장실에 가느라고 안경을 쓰지 못한 채

간 에피소드를 나타내는 무브이며, 필자가 보통의 여자 화장실과 시설이

달랐음을 눈치 챘지만 이미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으)ㄹ 뻔하다’의 문법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

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미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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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들어갈 뻔했습니다.’라는 표현은 담화의 상황 맥락을 파악하지 못

한 부정확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C3】텍스트는 경험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당시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죽을 만큼 아팠음을 표현하려고

하였으나 이보다 과거의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죽었다’의 과거시제를 사

용하였는데, 이는 당시 죽음의 행위가 종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처럼 아팠음을 과장하여 표현하고자 하므로 ‘죽을 뻔했다.’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C5】텍스트는 핸드폰을 잃어버릴 뻔한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소개하는 무브로, ‘-았/었더

니’가 아니라 ‘-(으)ㄹ 때’의 문법이 적절하다. ‘-았/었더니’는 과거의 사

실이나 상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인데, 이 담화 상황은 필자가 중간시험을 보고 나서 서둘러 나오는 바람

에 핸드폰을 교실에 놓고 나왔다는 사건의 경위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

았/었더니’의 연결어미는 부적절하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통제 집단은

상황 맥락에 따른 목표 문법에 대한 오류율이 높았으며 이는 멘토텍스트

를 활용하여 담화 맥락에 적절한 문법 지식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전·사후 설문지

이 절은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에 대한 실험참여자의 태

도와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실험 집단의 사전 설문지와

사후 설문지를 비교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즉, 독립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Sample T-Test)을 실시하였으며,141)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1) T 검정은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가지고 검정하는 방법으

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방법이다. 또한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Samples T-Test)은 독립된 두 집단의 평균을 비

교·분석할 때 사용한다(백승현, 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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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

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문항

1

등분산을 가정함 .438 .514 .343 24 .735 .077 .224 -.386 .540

가정하지 않음 .343 22.93 .735 .077 .224 -.387 .541

문항

2

등분산을 가정함 .707 .409 1.000 24 .327 .154 .154 -.164 .471

가정하지 않음 1.000 23.83 .327 .154 .154 -.164 .471

문항

3

등분산을 가정함 4.065 .055 -.447 24 .659 -.077 .172 -.432 .278

가정하지 않음 -.447 17.65 .660 -.077 .172 -.439 .285

문항

4

등분산을 가정함 .046 .832 -.327 24 .746 -.077 .235 -.562 .408

가정하지 않음 -.327 23.52 .746 -.077 .235 -.562 .409

문항

5

등분산을 가정함 .033 .858 -.447 24 .659 -.077 .172 -.432 .278

가정하지 않음 -.447 22.41 .659 -.077 .172 -.433 .279

문항

6

등분산을 가정함 .093 .763 -.756 24 .457 -.154 .204 -.574 .266

가정하지 않음 -.756 23.52 .457 -.154 .204 -.574 .267

문항

7

등분산을 가정함 3.786 .063 .000 24 1.000 .000 .247 -.510 .510

가정하지 않음 .000 20.41 1.000 .000 .247 -.515 .515

문항

8

등분산을 가정함 .083 .776 -1.961 24 .062 -.385 .196 -.789 .020

가정하지 않음 -1.961 22.79 .062 -.385 .196 -.791 .021

[표 4-20] 실험 집단의 독립표본 T 검정

위 결과 Levene의 등분산검정을 통해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두 집단의 차이가 없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등분

산이 가정됨’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역시 유의확

률이 유의수준 .05보다 크므로 실험참여자의 인식에 큰 변화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8(나는 한국어로 글을 쓸 때, 담화공동

체가 자주 사용하는 관습을 잘 활용할 수 있다)에서는 근사치 값이 나왔

으므로 상대적으로 담화공동체의 관습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며, 그 교

육적 활용 가능성을 논구할 수 있다.

또한 사후 설문지를 토대로 멘토텍스트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해 추가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

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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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멘토텍스트를 활용하여 내러티브 담화의

사회문화적인 지식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었다.
0% 33.3% 66.7% 0%

나는 한국어로 글을 쓸 때, 학습자에게는 이러

한 멘토텍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

각한다.

0% 0% 66.7% 33.3%

나는 이러한 교수 학습으로 나의 한국어 쓰기와

문법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0% 0% 58.3% 41.7%

[표 4-21] 멘토텍스트의 인식에 관한 추가 문항 결과

위와 같이 다수의 학습자들은 멘토텍스트를 활용하였을 경우에 사회·

문화적 지식뿐만 아니라 쓰기와 문법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선택형 문항의 결과로

보아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을 통해서 ‘①전개 구조(75.0%),

②문법 능력(66.7%), ③내용 구성 능력(58.3%), ④자신감 향상(16.7%),

⑤어휘 능력(8.3%)’의 순으로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실험 집단

의 학습자들은 담화문법 교육으로 글의 전개 구조와 문법 능력이 가장

크게 함양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통제 집단의 독립표본 T 검정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

었었다. 다만, 선택형 문항을 통해 학습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선택형 문항에서는 작문을 할 경우에 ‘①어휘의 부족

(86.4%), ②문법의 부족(76.9%), ③쓰기 내용에 대한 부족(23.1%), ④전

개 구조의 부족(15.4%), ⑤쓰기에 대한 자신감 부족(7.7%)’ 순으로 어려

움이 있다고 복수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서 통제 집단은 압도적으로 어

휘와 문법의 부족으로 인해 글을 쓰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언어적 지식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경향이 있다. 또한 앞서 분석적 평가

의 결과에서 통제 집단은 ‘전개 구조, 내용, 사회언어학적 기능’ 등의 평

가 기준에서 낮은 향상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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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실험 결과의 의의

이상으로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중심 교육의 효과에 대해 통

계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집단은 총괄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에 있어서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의 변화가 있었으며, 주로 ‘언어 사용’,

‘사회언어학적 기능’의 측면에서 눈에 띄는 향상이 있었다. 특히, ‘사회언

어학적 기능’의 변화는 사회·문화적 지식과 목표 장르를 고려하여 텍스

트를 생성하였는지를 판가름하고자 함이며, 그 결과 실험 집단의 경우

사전 텍스트에서는 주로 경어체를 사용하였으나 사후 텍스트에서는 평어

체로 변화된 경우가 많았다(26회→121회). 반면, 통제 집단은 변화가 없

었으며 경어체(격식체와 비격식체)와 평어체 모두 골고루 사용하였다.

즉, 통제 집단은 사전 텍스트와 사후 텍스트 모두 ‘-ㅂ/습니다, -ㄴ/는다,

-아/어요’의 종결형 문체를 두루 사용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멘토텍스트를 활용하였을 경우 암묵적으로 문체 등

을 비롯한 담화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관습을 학습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

다.

둘째,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실험 집단은 담화문법 지식을 구성하고

활성화시켜 담화를 효과적으로 생성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목표 문

법 항목을 중심으로 담화 맥락에 따라 형태·통사적 영역과 상황 맥락으

로 구분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평가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은

통사적 오류율이 높은 반면에 통제 집단은 상황 맥락에 부적절한 문법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통제 집단의 학습자는 다른 문법

표현의 의미와 혼동하여 부적절한 문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문

장 단위의 문법 교육의 단점을 사실적으로 부각시켜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은 담화 맥락에 적절

한 문법 지식을 제시함으로써 정확하고 적절한 문법 사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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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실험 집단은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

화가 다소 있었다. 이것은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유의

확률이 유의수준 .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실

험참여자의 인식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실

험 집단의 사후 설문지의 추가 문항의 응답을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학

습자들은 멘토텍스트를 활용하였을 경우 사회·문화적 지식뿐만 아니라

쓰기와 문법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음

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으로 글의

전개 구조와 문법 능력이 가장 크게 함양되었다고 인식하였음을 관찰하

였다. 따라서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은 한시적 교육이 아니

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의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

과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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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은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의 목적과 그

기능에 알맞은 문법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장

차원의 문법 교육에서 벗어나서 담화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하며, 이에 담화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

적인 요소로 제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담화 능력은 문법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무게 중심을 두고 효과적인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내러티브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문법 표현과 그 기능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담화문법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실제 작성한 내러티브 텍스트를 말뭉치로 구축하여, 하향식 접

근 방법으로는 무브 분석을 하고,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는 다차원 분석

을 하여, 이 두 텍스트의 구조 및 언어적 특성을 변별하였다. 이뿐만 아

니라 목표어와 모국어 담화공동체에서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관습에 따

른 수사적 전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 학습자가 작성한 모국어

텍스트와 목표어 텍스트를 대조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무브 구조 유형은 유사한 경향이 있으나,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즉, 무브1(프롤로그)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는 1②를 사용하여

요점을 제시한 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반면에, 외국인 학습자는

1①, 1②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브3(에피소드)에서는 한

국어 모어 화자는 주로 ‘입시’를 소재로 하여 인과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

한 반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생일’ 등의 좋은 일을 소재로 순차적

인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무브5(에필로그)에서

는 한국어 모어 화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마무리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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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

라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거나 수미상관 전략으로 다시 요점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미시적인 차원에서 각 무브의 특성에 따라 문법 표현과 담화 기

능을 연계하여 언어 맥락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체언, 용

언, 수식언, 관계언, 의존형태 범주별로 고빈도의 형태소를 추출하였고, 2

차적으로는 추출된 형태소를 중심으로 각 무브에서의 고빈도 값을 교차

표로 작성하여 대응일치분석을 하였고, 3차적으로는 고빈도 형태소 목록

이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추

출된 무브별 언어 변이형을 토대로 각 무브에 내포된 언어적 특성을 밝

히고자 담화 맥락에 따른 고빈도의 표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집약적인

결과를 제시하면, 무브1은 시간 표현인 ‘-던’의 사용이 특징적이었으며,

이에 회상하기 기능을 상정하였다. 무브2는 시공간 배경을 기술하기 위

해 ‘에, 에서, (으)로’ 등의 부사격 조사, ‘-(으)ㄴ/는데’ 연결어미가 자주

노출되었고, 이에 묘사하기 기능을 설정하였다. 무브3은 주요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행동을 서술하기 위해 순차 구조, 인과 구조, 행위와 걸과 구

조로 분류하였으며, 구조적인 응집성을 높이고자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NK집단은 연결어미로 복합문을 구성하였으

나, FK집단은 접속부사로 문장을 접속하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무브3은 고빈도 접속부사와 연결어미의 사용이 두드러지므로 기술하기

기능을 담보한다고 보았다. 무브4에서는 에피소드에 대한 필자의 내적

상태나 감정을 표현하는 용언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이에 감정 표현

하기 기능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FK집단은 NK집단에 비해 다양하게 감

정을 표출하기보다는 기본 감정 어휘를 사용하여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중국어의 형용사나 심리동사는 일반적으로 완료상 표

기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로 인해 감정 어휘에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맥락상 어색한 표현을 빈번하게 생성하였다. 마지

막 무브5에서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양태를 사용하여 사건

이나 사태에 대해 필자가 평가를 함으로써 평가하기 기능을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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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기능 중심성 언어 맥락 중심성 ` 언어 사용자 중심성

담화 기능 탐구하기
담화문법적 요소

탐구하기

사회·문화적 맥락 탐

구하기

� � �

상황 맥락 언어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담화 구조와 언어 사용역 무브와 문법지식 담화와 장르 지식

셋째, 메타적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관습에 따라 담화공동체가 추구하

는 수사적 전략에 있어서 차이를 관찰하였다. 특히, 문체에 있어서 한국

어 모어 화자는 평어체의 사용을 선호하였으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평어체와 경어체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혼합하여 사용하

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의 경우 말과 글의 형식적인 차

이가 종결어미가 아니라 어휘 사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 담화공동체에서는 마무리 단계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다짐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형식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

회적 제도의 영향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Ⅲ장에서는 특정 담화 맥락에서 어떤 문법 표현이 사용되었

는지에 주목하여 그 담화 맥락이 지니고 있는 담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언어 사용자가 특정 담화 맥락에서 그 의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

은 언어 선택항(options) 중에서 그러한 표현을 왜 선택하였는지에 분석

하였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두 집단의 언어 사용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교육적인 처치를 하고자 담화문법 교육 모형을 마련하였다. 이에 형식

(form)·기능(function)·사용 맥락(context) 중심의 담화문법화 과정을 토

대로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그 원리에 따른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는 앞서 제시한 ‘담화 기능 중심성, 언어 맥락 중심성, 언어 사용자 중심

성’이라는 담화문법 교육의 원리와 연계하여 ‘담화 기능 탐구하기’, ‘담화

문법적 요소 탐구하기’, ‘사회·문화적 맥락 탐구하기’의 세 차원으로 나누

어 담화문법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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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담화문법 교육 내용은 멘토텍스트(mentor-text)를 활용한 단계

별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정된 멘토텍스트를 활용하여 담화

맥락을 관찰하고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 텍스트를 무브별로 해체

해 보고, 그 속에 내재된 담화문법 지식을 구성하고 나아가 의사소통 기

능에 부합하는 담화를 독자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

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집단은 총괄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에 있어서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의 변화가 있었으며, 주로 ‘언어 사용’,

‘사회언어학적 기능’의 측면에서 눈에 띄는 향상이 있었다. 특히, 실험 집

단의 경우 사전 텍스트에서는 주로 경어체를 사용하였으나 사후 텍스트

에서는 평어체로 변화된 경우가 많았으나 통제 집단은 변화가 없이 경어

체(격식체와 비격식체)와 평어체 모두 골고루 사용하였다.

둘째,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실험 집단은 담화문법 지식을 구성하고

활성화시켜 담화를 효과적으로 생성하였다. 다시 말해서 통제 집단은 상

황 맥락에 부적절한 문법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른 문법 표현의

의미와 혼동하여 부적절한 문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문장 단

위의 문법 교육의 단점을 사실적으로 부각시켜 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

며,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험 집단은 담화문법 중심의 학습을 한 후에 맥락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하였다. 즉,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

문법 중심의 교육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는데, 그 결과 실험참여자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

험 집단의 사후 설문지의 추가 문항의 응답을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학

습자들은 멘토텍스트를 활용하였을 경우 사회·문화적 지식뿐만 아니라

쓰기와 문법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음

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담화문법 교육으로 글의

전개 구조와 문법 능력이 가장 크게 함양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는 담화문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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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화하여 학습자 중심의 문법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

째는 경험담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조망하여 텍스트의 언어적, 구조적, 사

회·문화적 특징을 밝혔다는 것이다. 셋째는 효과적으로 담화문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멘토텍스트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 실험을 거쳐 담화문법의 교육적 가능성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한 장르에 대한 비교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장르

중에서도 경험담에 한정하여 텍스트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경험담 텍스트에서 나타난 담화 기능

과 문법적 요소들이 내러티브 담화의 원형을 함의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학습자 수준에 따른 위계

화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즉, 본 연구는 담화문법 중심의 교육 내용과 방

법에 초점을 두었으나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가 선결(先決)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 요소인 담화 능력, 특히 담화문법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서는 다양한 담화 유형에 대한 분석과 담화문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 과

정이 후속 연구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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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어 보세요.

① 한국에 온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간다. 한국에 와서 많은 추억을 만들

었다. 힘들고 재미있는 경험도 많이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달에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하면서 놀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날이다. 그날, 홍대에서

친구와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나중에 집에 가려고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지갑이 없어졌다. 나와 친구들은 술집과 노래방에 가서 지갑을 찾았지만 아

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돈은 괜찮지만 외국인등록증과 신용카드가

없어져서 걱정이 되었다. 다음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선생님께

전화를 했다.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오전에는 은행에 가고 오후에는 경찰서

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다. 그래서 외국인등록증과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

받았다. 큰일 날 뻔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잘 해결되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

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이 무척 고마웠다. 나는 지금도 그 선생

님을 잊을 수 없다.

② 구두 수선을 맡겼더니 뒷굽에 아주 큰 징을 한 개씩 박아 놓았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났다. 또그닥또그닥 말발굽 소리와 같았

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창경궁 담 옆을 걸어 내려

오는데 앞에서 걸어가던 어떤 여자가 살짝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더니 갑

자기 걸음이 빨라진다. 얼마쯤 가다가 이 여자는 또 뒤를 한 번 돌아본다.

그리고 자기와 나와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걸음이 아주 빨

라졌다. 이 여자는 내가 겁주려고 일부러 소리를 내며 걷는 줄 아는 것 같았

다. 그러나 내가 일부러 내는 소리가 아니라고 여자한테 말해 줄 수도 없었

다. 그래서 이 여자를 앞질러 가려고 더 빨리 걸었더니 여자는 더 무서워하

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여자의 뒤를 거의 다 따라갔다. 그러나 이 여자 역시

있는 힘을 다해서 걸었다. 거기서 여자는 옆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행

이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 여자도 그랬을 것이다. 이 여자의 집이 골

목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나를 피하려고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이 여자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여자는 왜 그렇게 남자를

믿지 못할까? 여자를 대할 때 남자는 구두 소리에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 다음날 그 구두 징을 뽑아 버렸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부 록

[부록 1] 실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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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슨 일

느낀 점

(1) 의미가 같은 부분으로 나눈 뒤에 번호를 쓰세요.

(2) 각 번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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您好！

    本次问卷的目的在于调查韩语学习者对于‘韩语篇章语法教

学’的理解。基于语法表现形式和其功能相统一的观点，本研究

是根据文章体裁进行教学研究的重要一环。

    本次问卷结果将成为韩语篇章语法教学开发研究中的重要

资料。希望您能真诚作答，非常感谢。

    本次问卷所收集的资料将只做研究用，不会用作任何其他

用途。

    谢谢

研究员 : 劉旼愛（首尔大学师范学院国语教育系/博士）

liebe*****@snu.ac.kr / liebe*****@naver.com

010-86**-07**

1. 以下是为了分析问卷所设置的关于个人信息的问题

§ 性别

§ 国籍

§ 年龄

§ 学 习 韩 语

① 男 ② 女

(                     )

① 18岁以上~20岁未满 ② 20岁以上~25岁未满 ③ 25岁以上~30岁未满  ④ 30岁

以上

① 1年未满 ② 1年以上~3年未满 ③ 3年以上~5年未满 ④ 5年以上~10年未

[부록 2-1] 사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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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时间

§ 是否有在

韩国居住

的经历

§ 每天的韩

语学习时

间

§ 是否考过

韩语能力

考试

满 

① 有 (居住时间:     年      个月)     ② 没有

① 1个小时未满 ②1个小时以上~3个小时未满 ③ 3个小时以上~5个小时未

满 ④ 5个小时以上

① 有 (级:             )     ② 没有

序

号
问题

完 全 不 是

完全是

完

全

不

是

大体

上不

是

大

体

上

是

完

全

是

1 我喜欢用韩语写作。

2 我能够使用丰富的韩语词汇进行写作。

3 我能够根据不同的体裁使用恰当的词汇进行写作。

2. 以下是调查学习者对于作文认识的问题。请在您认为最符合您想法的格

子里打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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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我用韩语写作时知道将文章分为开头，正文和结尾。

5 我用韩语写作时能够根据文章内容进行分段。

6
我用韩语写作时能够很容易地写出像韩国人写的的文

章。

7
我用韩语写作时能够充分利用我的社会文化知识背

景。

8 我用韩语写作时能够符合韩国人的行文习惯。

3. 在用韩语写作文的时候，最困难的地方是什么?

(最多可以选择两个选项)

① 词汇不足

② 语法不足

③ 对于文章结构把握不足

④ 缺乏写作内容

⑤ 缺乏对于写作的自信

⑥ 其他: ( )

- 感谢您完成本次问卷调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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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号
问题

完 全 不 是

完全是

完

全

不

是

大体

上不

是

大

体

上

是

完

全

是

1 我喜欢用韩语写作。

2 我能够使用丰富的韩语词汇进行写作。

3 我从范文当中轻松学习到了叙事文中常用的词汇。

4 我能够根据不同的体裁使用恰当的词汇进行写作。

5 我从范文当中轻松学习到了叙事文中常用的语法。

6 我用韩语写作时知道将文章分为开头，正文和结尾。

7 我用韩语写作时能够根据文章内容进行分段。

8 我从范文当中轻松学习到了文章的结构。

9
我用韩语写作时能够很容易地写出像韩国人写的的文

章。

10 我用韩语写作时能够充分利用我的社会文化知识背景。

11 我用韩语写作时能够符合韩国人的行文习惯。

12 我从范文当中很容易地掌握了韩国叙事文的行文习惯。

13
我从范文当中充分地掌握了叙事文中的所蕴含的社会文

化知识。

14
我认为在用韩语写作时，向学习者提供这样的范文有益

于学习。

[부록 2-2] 사후 설문지

1. 以下是调查学习者对于作文认识的问题。请在您认为最符合您想法的格子

里打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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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我认为通过这样的教学我的韩语写作和语法能力都得到

了提高。

2. 通过使用范文的篇章语法教学，您认为哪一方面的能力得到了最大

的提高？

① 词汇能力 ② 语法能力 ③ 把握文章结构的能力 ④ 组织文章内容的

能力

⑤ 对于写作自信的增强 ⑥其( )

- 感谢您完成本次问卷调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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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을 읽고 가장 잘 쓴 글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써 주세요.

번호:( ) 이유:

①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방학을 맞아 가족과 다함께 여름 계곡 캠프장

에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넓은 캠프장 건물에서 지내면서 그 방학을 가

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놀다가 숙제도 하다가 부모님 일도 도우면서 같이 보

냈던 중, 매미가 습격한 날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캠프장에 매미 떼

가 나타났을 때 놀라서 소리 지르던 저를 엄마가 안아서 방에 넣어 주었습니

다. 아빠는 곧장 방에 들어와 매미를 잡아 주었고, 놀라서 있는 저를 안심시

켜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챙기던 부모님,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

다.

② 초등학교 4학년 때이다. 방학을 맞아 가족과 다함께 여름 계곡 캠프장에

서 지내던 때가 있었다. 넓은 캠프장 건물에서 지내면서 그 방학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 놀다가 숙제도 하다가 부모님 일도 도우면서 같이 보냈던 중,

매미가 습격한 날이 있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캠프장에 매미 떼가 나타났을

때 놀라서 소리 지르던 나를 엄마가 안아서 방에 넣어 주었다. 아빠는 곧장

방에 들어와 매미를 잡아 주었고, 놀라서 있는 나를 안심시켜 주셨다. 가장

먼저 나를 챙기던 부모님, 나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③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방학을 맞아 가족과 다함께 여름 계곡 캠프장에

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넓은 캠프장 건물에서 지내면서 그 방학을 가족

과 함께 보냈습니다. 놀다가 숙제도 하다가 부모님 일도 도우면서 같이 보냈

던 중, 매미가 습격한 날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캠프장에 매미 떼가

나타났을 때 놀라서 소리 지르던 저를 엄마가 안아서 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빠는 곧장 방에 들어와 매미를 잡아 주었고, 놀라서 있는 나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가장 먼저 저를 챙기던 부모님,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2. 다음 글을 읽고 가장 잘 쓴 글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써 주세요.

번호:( ) 이유:

① 그날은 평상시와 같이 아침 9시쯤 일어나서 간단히 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되는 날이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 결과를 조회했습니다.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

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

[부록 3] 문체, 무브와 전략 선호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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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가 보기에 괜찮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가 평소 나의

수준과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서 달게 받아들

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가족들도 기뻐했습

니다. 그 다음에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가

족과 친구 함께 이 결과를 나누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② 그날 아침에 한 9시쯤 제가 일어나서 성적을 확인했습니다. 제 성적이 조

금 평소보다 낮고 그렇게 이상적인 점수가 아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점수였습니다. 그 성적으로 제가 원하는 학교와 전공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자리에 있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성적은 제가 3년 동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날에 제가 처음으로 노력한 결과를 받아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꿈이 거의 이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가장 행복

했던 날이었습니다.

3. 다음 글을 읽고 가장 잘 쓴 글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써 주세요.

번호:( ) 이유:

① 누구나 꼭 행복했던 하루가 있습니다. 생일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행

할 때 등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는데, 제가 인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18살 생일 날입니다. 그날에 제 어머니가 저한

테 곰 인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형제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곰 인

형과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곰 인형과 매일 밤에 같

이 자고 아침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곰 인형이 친구일 뿐만

아니라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플 때 곰 인형도 아픈 것 같고 즐거울

때 곰 인형도 같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런 선물을 해 주신 어머니의 따뜻

한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② 누구나 꼭 행복했던 하루가 있습니다. 생일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행

할 때 등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는데, 제가 인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18살 생일 날입니다. 그날에 제 어머니가 저한

테 곰 인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형제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곰 인

형과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곰 인형과 매일 밤에 같

이 자고 아침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곰 인형이 친구일 뿐만

아니라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플 때 곰 인형도 아픈 것 같고 즐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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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곰 인형도 같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름답고 행복한 추

억과 그 시간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

습니다.

③ 누구나 꼭 행복했던 하루가 있습니다. 생일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행

할 때 등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는데, 제가 인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18살 생일 날입니다. 그날에 제 어머니가 저한

테 곰 인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형제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곰 인

형과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곰 인형과 매일 밤에 같

이 자고 아침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곰 인형이 친구일 뿐만

아니라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플 때 곰 인형도 아픈 것 같고 즐거울

때 곰 인형도 같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중한 곰 인형과 영원

히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④ 누구나 꼭 행복했던 하루가 있습니다. 생일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행

할 때 등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는데, 제가 인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18살 생일 날입니다. 그날에 제 어머니가 저한

테 곰 인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형제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곰 인

형과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곰 인형과 매일 밤에 같

이 자고 아침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곰 인형이 친구일 뿐만

아니라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플 때 곰 인형도 아픈 것 같고 즐거울

때 곰 인형도 같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곰 인형을 선물 받던 생일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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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1) 체언

명사NN

일반명사NNG

고유명사NNP

의존명사NNB

대명사NP 대명사NP

수사NR 수사NR

(2) 용언

동사VV 동사VV

형용사VA 형용사VA

보조용언VX 보조용언VX

지정사VC
긍정지정사VCP

부정지정사VCN

(3) 수식언

관형사MM

부사MA
일반부사MAG

접속부사MAJ

(4) 독립언 감탄사IC 감탄사IC

(5) 관계언

격조사JK

주격조사JKS

보격조사JKC

관형격조사JKG

목적격조사JKO

부사격조사JKB

호격조사JKV

인용격조사JKQ

보조사JX 보조사JX

접속조사JC 접속조사JC

(6) 의존형태

어미E

선어말어미EP

종결어미EF

연결어미EC

명사형전성어미ETN

관형형전성어미ETM

접두사XP 체언접두사XPN

접미사 XS
명사파생접미사XSN

동사파생접미사XSV

형용사파생접미사XSA

어근XR 어근XR

(7) 기호

마침표,물음표, 느낌표 SF

쉼표, 가운뎃점, 콜론, 빗금 SP

따옴표, 괄호표, 줄표 SS

줄임표 SE

붙임표(물결, 숨김, 빠짐) SO

외국어 SL

한자 SH

기타 기호(논리 수학기호,

화폐 기호) 등)
SW

명사추정범주 NF

용언추정범주 NV

숫자 SN

분석불능범주 NA

[부록 4] 형태소 분석: 세종 태그셋(tag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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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류

소

분류
개수 항목

체언

명사 1699

행복(409), 것(354), 하루(235), 날(183), 때(154), 수(146), 인생(124),

친구(122), 생각(108), 시간(93), 일(93), 그날(86), 순간(80), 기억(72),

때문(59), 말(57), 집(54), 마음(50), 중(50), 합격(49), 처음(47), 가족

(44), 사람(44), 여행(44), 기분(40), 엄마(39), 학교(39), 그때(37), 지

금(36), 월(36), 고등학교(35), 부모님(35), 시작(35), 공부(34), 앞(34),

이야기(32), 동안(31), 등(31), 전(30), 수능(29), 대학(28), 일(28), 생

활(25), 준비(25), 후(25), 자신(24), 학년(24), 결과(23), 경험(23), 노

력(23), 발표(23), 걱정(22), 길(22), 선생님(22), 아이(22), 아침(22),

시절(21), 시험(21), 속(20), 오늘(20), 잠(20), 날씨(19), 눈(19), 밤

(19), 세상(19), 이후(19), 이후(19), 명(19), 번(19), 곳(18), 저녁(18),

추억(18), 뒤(17), 생일(17), 적(17), 감정(16), 느낌(16), 동생(16), 모

습(16), 정도(16), 초등학교(16), 고민(15), 마지막(15), 방학(15), 축하

(15), 평소(15), 기대(14), 꿈(14), 수업(14), 아빠(14), 일상(14), 입시

(14), 입학(14), 최고(14), 하나(14), 확인(14), 기간(13), 당시(13), 방

(13), 소리(13), 안(13), 여름(13), 평안(13), 달(13), 만큼(13), 분(13),

결혼식(12), 글(12), 눈물(12), 도착(12), 밥(12), 아버지(12), 전역(12),

혼자(12), 그동안(11), 기쁨(11), 노래(11), 대학교(11), 미래(11), 밖

(11), 사실(11), 식사(11), 책(11), 시(11), 게임(10), 물(10), 바람(10),

반(10), 비행기(10), 사진(10), 삶(10), 어머니(10), 언니(10), 종일(10),

흥분(10), 가지(10)

대명사 26
나(321), 저(80), 내(77), 우리(36), 누구(24), 그것(19), 무엇(19), 제

(18), 뭐(11)

수사 18 하나(12)

용언 동사 455

하다(302), 가다(148), 보다(119), 되다(114), 느끼다(72), 먹다(70), 받

다(53), 들다(51), 놀다(47), 오다(47), 나다(39), 남다(33), 보내다(32),

타다(32), 듣다(27), 모르다(27), 잊다(27), 만나다(26), 좋아하다(26),

나오다(25), 살다(25), 나누다(24), 만들다(23), 설레다(22), 일어나다

(22), 끝나다(21), 다니다(20), 눕다(19), 떠나다(19), 모이다(18), 맞다

(17), 사다(17), 내다(16), 보이다(16), 앉다(16), 웃다(16), 들어가다

(15), 읽다(15), 지나다(15), 기다리다(14), 떠오르다(14), 벗어나다

(14), 돌아오다(13), 지내다(13), 그러다(12), 꼽다(12), 들어오다(12),

[부록 5] 형태소 분석 결과142)

(1) NK집단의 전체 말뭉치 형태소 분석

142) ( )의 숫자는 빈도를 말하며, 최소 10회 이상 반복된 경우에 한해서 목록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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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12), 주다(12), 태어나다(12), 내리다(11), 넘다(11), 자다(11), 잡

다(11), 그리하다(10), 뜨다(10), 부르다(10), 살아가다(10), 쉬다(10),

울다(10), 치다(10)

형용사 124

있다(218), 같다(112), 없다(97), 좋다(81), 많다(57), 힘들다(51), 즐겁

다(37), 그렇다(35), 재미있다(27), 크다(25), 기쁘다(21), 맛있다(20),

어리다(19), 길다(13), 늦다(13), 작다(13), 바쁘다(10), 새롭다(10), 어

떻다(10), 어렵다(10), 평화롭다(10)

보조

용언
23

않다(104), 하다(96), 있다(82), 주다(80), 보다(68), 싶다(49), 못하다

(28), 지다(37), 나다(18), 오다(18), 버리다(13)

지정사 2 이다(662), 아니다(56)

수식

언

관형사 32
그(184), 한(53), 모든(36), 이(33), 그런(16), 다른(16), 몇(16), 이런

(16), 어느(15), 여러(15), 첫(15), 어떤(14), 두(10)

부사 280

가장(200), 함께(59), 정말(51), 너무(45), 같이(36), 많이(35), 그리고

(35), 모두(32), 더(31), 다(30), 다시(30), 잘(29), 지금(25), 매일(20),

제일(20), 아직(17), 없이(16), 열심히(16), 그래서(16), 또(15), 또한

(14), 매우(14), 안(14), 그런데(14), 그냥(13), 더욱(13), 아주(13), 하

지만(13), 참(12), 바로(11), 서로(11), 항상(11), 못(10), 사실(10), 자

주(10), 그러나(10)

관계

언

격조사 37

을/를(1247), [주격]이/가(877), 에(616), 의(473), 에서(269), (으)로

(313), 와/과(138), [보격]이/가(96), 에게(95), 보다(36), 처럼(16), 께

서(15), (이)랑(14)

보조사 32 은/는(649), 도(353), 까지(66), 만(48), 부터(27), 만큼(17), 밖에(11)

접속

조사
5 와/과(109)

의존

형태

어미 161

-았/었/였-(1533), -(으)ㄴ(851), -ㄴ/는다(812), -고(691), -아/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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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of Teaching Context-based

Discourse Gramma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Narrative Analysis of Chinese Korean Learners

Yu, Minae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communication skills aims

to enhance the ability to select grammatical expression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communication and its function. In order to

enhance such communication skills, we should avoid teaching

grammar through sentence-based instructions and should be focusing

on discourse-based grammar. Accordingly, the ability to organize and

understand discourse should to be a key el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Discourse competence, which is the core of communicative

competence, should go beyond grammatical knowledge and should be

built upon the appropriate use of grammar. This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context and teaching methods based on effective

discourse grammar.

Discourse grammar provides the mean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 and the function of language within the

context of a specific discourse,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contexts of discourse grammar and to

present concrete teaching methods.

In order to achieve the overarching goal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contexts of discourse grammar, the curr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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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lly explores the patterns of language use and

methodologically is an experimental study verifying the educational

effects.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pattern of language use to

identify the text structure, socio-culture knowledge, and linguistic

features by confirming the similarity of the text between the Korean

speakers and foreign Korean learners. The Korean speakers were

composed of college students from various universities, and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were selected for the TOPIK candidates. In

order to control for the variables of the two groups, all recruited

participants were in their 20s with similar cognitive abilities. To

control the variables within the group, the Korean speakers were all

college students in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were all those who spoke Chinese as

their first language. The collected data were narrative texts about the

happiest day for both groups, and these included 131 texts from

Korean speakers and 137 texts from Korean language learners, which

was a total of 268 texts.

The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discourse grammar. Us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narrative discourse in Chapter Ⅲ, the pre-texts and the post-texts

are compared based on the text structure and the linguistic features

of the discourse after instructing discourse grammar to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included students in a Korean language

course at a university in Beijing, China. There were a total of 25

participants(i.e., with 12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3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In order to link the contents of the theoretical level with the

context of the actual level, this study aimed to present a teaching

and learning model of discourse grammar that can be appli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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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s rather than merely being used as a method to analyze the

pattern of language use. In Chapter Ⅱ, the notion of discourse

grammar is defined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focusing on the

key words, discourse, context, move, discourse grammar, and this

literature review provide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is study. In

other words, discourse grammar is defined as a concept of the

function, form, and usage of grammar system centering around

context. To effectively teach it, this study proposes teaching

discourse grammar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iscourse function”,

“language context”, and “language user”.

Based on the theory of discourse grammar, the actual narrative text

data are analyzed in Chapter Ⅲ to understand the patterns of

discourse grammar. In order to do so, structural features were

examined by move analysis on the macro level, and linguistic

features were confirmed by multidimensional analysis on the micro

level. Finally, in the meta level, we confirmed the rhetor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context by analyzing

the texts written by speakers of Korean and Chinese and confirmed

that there is a prototype of a typical genre pursued by each discourse

community.

In Chapter Ⅳ, the contents of education that can narrow the gap

between Korean speakers and foreign learners revealed by narrative

text analysis are prepared. In addition, through the teaching and

learning cycle model such as “recognizing discourse context”,

“constructing discourse grammar knowledge”, and “activating

discourse grammar knowledge”, learners can independently generate

the discourse according to the customs of the discourse community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discourse grammar knowledge and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In addition to this, experimental studies were



- 276 -

carried out five times for Korean language students at a university in

China. This experimental study was not only a practical study applied

to the actual education field but also was a study that objectively

verified the effects of discourse grammar education. Finally, in the

Chapter Ⅴ,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presented.

Overal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s the linguistics,

structural,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ext, focusing on

the narrative discourse among available discourse grammar. In

addition, teaching and learning models using mentor-text were

proposed to effectively enhance discourse grammar ability, and the

study holds importance that the effect was verified.

keywords : discourse grammar, context, narrative text,

move analysis, multi-dimensional analysis,

contrastive analysis, mentor-text

Student Number : 2012-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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