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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para는 각각 원인과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로 흔히 알려졌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서로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교육환경에서는 이러한 전치사의 쓰임을 올바

르게 구분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두 전치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구별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교수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전치사 교수법을

고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논문을 전개

하였다.

첫째, 전치사 por와 para에 대한 선행연구를 역사언어학, 의미론, 교

육학 관점으로 세분화하여 두 전치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역사 언어학적 관점의 연구는 por와 para가 모두 동일한 라틴어 전

치사를 어원으로 가진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두 전

치사의 의미를 혼동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의미론적 관점의 연구는 전치사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por와 para

의 의미를 구분하는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의

미론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전치사 por와 para가 문장 내에서 문장 성

분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였다. 한편,

의미론 연구자들은 전치사 por와 para가 표현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일

관된 설명 체계를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영상 도식이라는 시각화된 수단

을 도입하여 두 전치사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교육학적 관점의 연구는 기존의 전치사 교육방식이 두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돕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더불어, 전치사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돕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육학자 중 일부는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를 설

명하려는 방법으로 인간의 인지작용을 적용한 영상 도식을 고안하였다.

주어진 영상 도식은 인간이 가장 먼저 공간 개념을 인지한다는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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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실제로 본 영상 도식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긍

정적인 결과를 얻어낸 연구도 있었다.

교육학자들이 고안해낸 영상 도식을 의미론자들의 영상 도식과 비교

해보니 두 집단의 영상 도식은 모두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고안되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언급된 영상 도식들은 전치사가

표현하는 공간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치사의 공

간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개선된 영상 도식을 고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전치사 교육에 대한 실제 교육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국

의 대학 수업 교재와 교육 문법서, 스페인의 교육 문법서를 비교,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대학 수업 교재는 전치사를 대화문, 연습문제,

지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두 전치사의 의미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교육 문법서는 por와 para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지만

por의 의미들 가운데 공간의미와 시간의미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

가 있었다. 이와 달리, 스페인의 교육 문법서는 교재 수준과 상관없이 모

든 초·중급 수준의 교재에서 전치사의 공간, 시간, 추상의미를 제시하였

고, 그림이나 영상 도식과 같은 시각 자료를 실제로 활용하여 전치사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와 교재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을 근거로 전치

사 por와 para의 의미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상 도식을

도입할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따라 두 전치사의 의미를 더 구체적

으로 보여주는 개선된 영상 도식을 고안해내었다.

넷째, 선행연구와 교재 분석을 통해 고안한 영상 도식을 한국 학생들

에게 실제로 가르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구성하였고, 초급 집단과 중급

집단으로 나누었다. 초급 집단과 중급 집단은 모두 동일한 전치사 por와

para 수업을 수강하였다. 실험 결과, 초급 집단과 중급 집단은 교수학습

이후에 정답률과 리커트 점수의 평균이 모두 상승하였고, 초급 집단과

중급 집단은 영상 도식을 활용한 수업을 수강한 이후에 por와 par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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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급 집단은 por와

para의 시간, 공간의미 문항에서 모두 점수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요어: 스페인어 전치사, 한국 스페인어 학습자, 영상 도식(Image

schema), 교수법

학 번 : 2017-2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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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스페인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은 전치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

움을 겪는데 그 이유는 한국어에는 전치사에 상응하는 문법 품사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Isphording(2014:15)의 언어 거리 기준에 따

르면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언어 거리가 먼 언어이다.1)

Ringbom&Jarvis(2009)는 모국어와 언어 거리가 먼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반대의 경우보다 학습 부담을 크게 느낄 뿐만 아니라 기존 지

식에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쉽게 통합하지 못하고, 언어 능력을 향상하

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 학생들이 스

페인어와 언어 거리가 가까운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보다 스페인

어 전치사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스페인어 전치사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 언어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육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국 학생들이 접하는 대학의 스페인

어 수업 교재를 살펴보면 전치사에 대한 설명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

지 않고, 전치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라도 교재의 수준에 따라 전치

사에 대한 설명의 정도나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에 따라, 학생

들은 전치사가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보다는 관용어처럼 암

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스페인어 전치사 중에서 por와 para는 각각 원인과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서로 유사하게 사

용되기도 한다. 또한, por와 para는 의미가 다양하므로 사용 빈도가 높

1)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언어 거리가 멀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스페인
어와 동일하게 로맨스어(Romance)군에 속하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거리가
102.74이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언어 간의 거리가 0인 것을 고려하면 스페인
어는 한국어와 거리가 먼 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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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치사에 속한다. 그렇기에 por와 para가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

하고 활용하는 것이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환경은 두 전치사를 올바르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

문은 전치사 중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혼동하기 쉬운 por와 para

에 관한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논의의 구성

본 논문의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전치사 por와 par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힌 후, 연구의 방법과 논의의 구성에 대해 언

급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인 por와 para에 관한 사전적 의미를 제시한

다.

2장에서는 por와 para에 관한 선행연구를 역사언어학 관점, 의미론

관점, 교육학 관점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교재 분석을 통해 por와 para의 교육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한국과 스페인의 스페인어 교재에서 각각 por와

para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의미

를 도출한다. 이러한 비교·분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 전치사를 설

명하기 위해 적합한 교수 방법을 고안하고 영상 도식을 만들도록 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고안한 영상 도식을 활용하여 한국 대학생에게 전

치사 por, para 수업을 시행하는 실험 연구를 진행한다. 본 실험 연구의

대상은 초급 스페인어를 수강하는 초급집단과 중급 스페인어 문법을 수

강하는 중급집단으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교수 방법에 따른

강의를 두 집단이 똑같이 수강하도록 한 후, 두 집단 각각에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끝으로, 5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고 스페인어 교

육 수단으로서 영상 도식이 지닌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뒤 글을

마무리한다.



- 3 -

1.3. 전치사 por와 para의 사전적 의미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por와 para는 스페인어 전치사 중에서도 매

우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전치사에 속한다. 그러므로, por와 para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전치사가 어

떠한 의미들을 표현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치

사 por의 의미와 para의 의미를 스페인어 사전을 참고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por와 para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할 스페인어 사전으로 한국에서 출

판된 사전 두 권과 스페인에서 출판된 사전 두 권, 총 네 권을 선정하였

다. 한국에서 출판된 스페인어 사전은 『엣센스 스페인어 사전』(2006)

과 <Naver 온라인 스페인어 사전>2)이고, 스페인에서 출판된 스페인어

사전은 Diccionario Salamanca de la lengua española(2006)와 Dicciona

rio de la lengua española(1992)이다. 스페인에서 출판된 사전 중 Dicci

onario Salamanca de la lengua española(2006)은 한국에서 출판된 사전

의 사용 목적과 동일하게 모국어가 스페인어가 아닌 스페인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이지만,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1992)는 모국어가

스페인어인 사람들을 위한 규범 사전이다.

이렇게 사용 목적이 다른 두 사전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모국어가

스페인어가 아닌 학습자를 위해 출판된 한국의 사전과 스페인의 사전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por와 para의 의미를 나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었다. 두 번째는 모국어가 스페인어가 아닌 스페인어 학습자를 위한

스페인의 사전과 모국어가 스페인어인 사람들을 위한 스페인의 사전이

각각 전치사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는지를 비교하고자 함이었

다.

각 사전에서 por의 사전적 의미로서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

뜻을 선정하여 por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았고, para의 사전적 의미로서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의 뜻을 선정하여 para의 기본 의미를 살펴

2) Naver 스페인어 사전: https://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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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먼저, 각 사전이 나열한 por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표 1> 사전별 전치사 por의 의미 순서

한국에서 출판된 『엣센스 스페인어 사전』과 <Naver 온라인 스페인

어 사전>은 모두 ‘이유’, ‘동기’의 의미를 전치사 por의 기본적인 의미로

서 제시하였다. 한편, 스페인에서 출판된 Diccionario Salamanca de la

lengua española(2006)는 ‘(수동태 문장에서)행위자’, ‘공간’, ‘시간’의 의미

를,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1992)도 ‘(수동태 문장에서)행위

자’, ‘공간(통과)’, ‘공간(대략적인 위치)’의 의미를 제시하였다.3)

한국과 스페인의 사전에서의 por의 의미 나열방식을 비교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모국어가 스페인어가 아닌 학습자를 위해 출판된 한국

의 사전은 por의 뜻으로 ‘이유’, ‘동기’의 의미를 보여주었지만 같은 목적

3) 본 논문에서는 전치사의 의미 중에서 공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의미는 ‘공간의
미’, 시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의미는 ‘시간의미’, 공간의미와 시간의미를 제외한
추상적인 표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의미는 ‘추상의미’라고 부르고자 한다.

por의 의미 순서

『엣센스
스페인어
사전』
(2006)

1.(동기·이유)
ㄱ)…에 의해서, …으로, …의 까닭으로
ㄴ)(동기적 목적)…을 위해
2. …을 가지러, 사러, 마중하러, 부르러(en busca de):
3.(행위자)…에 의해서, …에 의한

<Naver
스페인어
사전>

1.(이유) …으로, … 때문에
2.(동기) …을 위해
3.(찬성) …에, …을 찬성하여

Diccionario
Salamanca
de la
lengua
española
(2006)

1.En las oraciones en pasiva, introduce la persona
agente.
2.Con nombres o expresiones de lugar.
3.Con expresiones asociables a la idea de tiempo.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1992)

1. Indica el agente en las oraciones en pasiva.
2. Ante topónimos, denota tránsito por el lugar indicado.
3. prep. Ante topónimos, indica localización aproxim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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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판된 스페인의 사전은 por의 뜻으로 ‘행위자’, ‘공간(통과)’, ‘시간’

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둘째, 스페인에서 출판된 사전은 사용 목적과 상

관없이 por의 ‘행위자’, ‘공간’과 관련된 의미들을 기본적인 의미로써 보

여주었다.

한국과 스페인에서 출판된 사전이 제시한 por의 기본적인 의미는 ‘행

위자’, ‘공간(대략적인 위치, 통과)’, ‘시간’, ‘이유’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2> por의 기본 의미

다음으로, 각 사전이 나열한 para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한국

에서 출판된 『엣센스 스페인어 사전』은 ‘목적’, ‘대상’의 의미를, <Nave

r 온라인 스페인어 사전>도 ‘목적’, ‘용도’, ‘대상’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스페인에서 출판된 Diccionario Salamanca de la lengua española(20

06)는 ‘목적’, ‘방향’, ‘시간(기간)’과 관련된 의미를,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1992)도 ‘목적지’, ‘방향(∼을 향하여)’, ‘시간(기한)’과 같

은 의미를 제시하였다.

<표 3> 사전별 전치사 para의 의미 순서

por

행위자, 공간(대략적인 위치, 통과), 시간, 이유(∼때문에)

para의 의미 순서

『엣센스
스페인어
사전』
(2006)

1.(목적)…을 위해
2.(+inf:목적·결과)…하기 위해;…하고, 그리고
3.(대상·상대)…에, …을 위해

<Naver
스페인어
사전>

1.(목적) …을 위하여, …을 목적으로,…이 되려고, …을 하
려고
2.(용도, 적응) …용(用)의[으로], …대상의[으로], …에 적합한
3.(대상) …에 대해서, 몫으로, 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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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스페인의 사전에서의 para의 의미 나열방식을 비교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모국어가 스페인어가 아닌 학습자를 위해 출판된 한국

의 사전은 para의 뜻으로 ‘목적’, ‘대상’의 의미를 보여주었지만, 같은 목

적으로 출판된 스페인의 사전은 para의 뜻으로 ‘목적’를 포함한 ‘방향’,

‘시간(기간)’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둘째, 스페인에서 출판된 사전은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para의 ‘목적지’, ‘시간(기간, 기한)’, ‘방향(∼을 향하여)’

의 의미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해주었다.

한국과 스페인에서 출판된 사전이 제시한 para의 기본적인 의미는

‘목적지’, ‘시간(기간, 기한)’, ‘방향(∼을 향하여)’, ‘목적’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4> para의 기본 의미

para

목적지, 시간(기간, 기한), 방향(∼을 향하여), 목적

Diccionari
o

Salamanca
de la
lengua
española
(2006)

1. Indica finalidad
1.1 Seguida de nombre de profesion, puede sobrentenderse
1.2. Indica el destino o el uso que se da a una cosa

2. Indica direccion a un determinado lugar.
2.1. Indica el lugar al que alguien se dirige
2.2. Expresa direccion u orientacion al lugar que se indica

3. Se usa con expresiones de tiempo.
3.1. Indica duración.
3.2. Indica el límite de un momento, fecha o época de manera aproximada

Diccionari
o de la
lengua
española
(1992)

1. Denota el fin o término a que se encamina una
acción.
2. hacia (|| en dirección a).
3. Indicar el lugar o tiempo a que se difiere o determina el
ejecutar algo o finalizar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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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역사언어학 관점

시간의 추이에 따라 전치사 por와 para를 분석한 연구들은 언어 범

위를 스페인어에 한정시키지 않고 모어(母語)인 라틴어4)까지 확장하여

두 언어의 전치사를 비교하였다.

Antonio de Nebrija가 기술한 최초의 스페인어 문법서인 Gramática

Castellana(1492)를 시작으로 Alvar&Pottier의 Morfología histórica del

español(1983), 김은경(1988), 스페인 왕립 학술원(Real Academia Españ

ola)의 문법서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2009), Penny&P

érez Pascual(2001), Chaves(2011) 등이 라틴어 전치사와 스페인어 전치

사의 연관성에 대해 논했다.

앞서 언급한 연구자들 가운데 Nebrija는 최초의 스페인어 문법서

Gramática Castellana를 저술하였다. 그는 라틴어 문법서의 문법 구성

방법을 따라 스페인어 문법을 철자법, 통사론, 운율론, 품사론으로 나누

었고, 라틴어 문법서의 품사 분류 체계에 따라 스페인어 전치사를 하나

의 독립된 품사로 정의하였다(김정욱,2010:91-95). Nebrija가 라틴어 문법

서에 기초하여 스페인어 문법서를 저술했다는 이유로 카스티야어5)(스페

4)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라틴어(Latin)’는 인도·유럽 어족의 하나인 이탈리아어
군(Italic subgroup)에 속하는 언어이다. 라틴어가 분화하여 이루어진 언어를 뜻하
는 로맨스어(Romance)에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루마
니아어 등이 있다.

5) 스페인 왕립 학술원(Real Academia Española)에 따르면, ‘카스티야어(Castellano)’
와 ‘에스파냐어(Español)’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astellano Español

Dialecto romance originario de
Castilla, del que fundamentalmente
proviene el español.

Lengua romance que se habla en
España, gran parte de América,
Filipinas, Guinea Ecuatorial y
otros lugares del m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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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를 라틴어화 시켰다는 비판도 존재해왔다.

그러나, 비판과 달리 Gramática Castellana는 라틴어 문법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스페인어와 라틴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기반으로 스페인

어 문법을 기술하였다. 그 예로, Nebrija,Vega,Guillén(2011:111)6)는 스페

인어 전치사의 특성을 라틴어 전치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규

정하였다.

Nebrija et al.(2011)에 따르면, 스페인어와 라틴어는 모두 전치사를

문법 성분으로써 가지는 언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라틴어는 전치

사가 풍부하여 다양한 뜻을 여러 개의 전치사로 표현할 수 있지만, 스페

인어는 전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소수의 전치사로 다양한 뜻을 표

현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Nebrija et al.(2011)은 스페인어

전치사의 이러한 특성이 의미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어 전치사 por가 모어인 라틴어 전치사 per, pro,

propter의 뜻을 모두 표현한다고 아래의 예문을 근거로 주장하였다. 예

문(1)과 같이, por는 각각의 문장에서 ‘장소(lugar)’, ‘∼를 대신하여(en

lugar de)’, ‘원인(causa)’을 의미한다.

(1) a. por el campo per (lugar)

b. tengo lo por padre pro (en lugar de)

c. por amor de ti propter (causa)

Penny(2001:220)도 스페인어 전치사를 모어인 라틴어 전치사와의 비

교를 토대로 설명하였다. 스페인어 전치사 por는 라틴어 전치사 pro와

per에서 온 전치사이고, 스페인어 전치사 para는 스페인어 전치사 por에

서 온 전치사이다. 즉, 스페인어 전치사 por는 라틴어 전치사 pro와 per

를 어원으로 하며, 스페인어 전치사 para도 라틴어 전치사 pro와 per에

6) Gramática sobre la lengua castellana(2011)은 Antonio de Nebrija가 기술한 최
초의 스페인어 문법서인 Gramática Castellana(1492)를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서적을 기반으로 Nebrija가 스페인어 전치사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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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 전치사인 셈이다.

por에서 시작된 para는 por a, pora 등의 형태로 변화하다가 현대에

와서 para의 형태가 되었다. Española(2009:2270-2271)는 더 나아가 스페

인어 전치사 por와 para가 공통적으로 라틴어 전치사 pro와 per를 어원

으로 하기에 두 전치사의 의미가 같다고 주장하였다.

Las preposiciones para y por tienen usos cercanos por razones históricas.

Ambas derivan de una forma iberorrománica por en la que habían confluido

formal y semánticamente las preposiciones latinas pro, que denotaba

‘posición delantera o anterior’, pero también ‘sustitución’ y ‘causalidad o

finalidad’, y per, que expresaba ‘movimiento a través’, además de

‘instrumento’ y ‘causalidad’.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para는 모두 라틴어 전치사 pro와 per에서 파생되었

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por와 para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Española(2009)는 por와 para가 ‘앞선 위치(posición delantera o

anterior)’, ‘교체(sustitución)’, ‘원인’ 혹은 ‘목적(causalidad o finalidad)’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 전치사 pro와 ‘∼를 통하는 움직임(movimiento a

través)’, ‘도구(instrumento)’, ‘원인(causalidad)’의 의미를 지닌 per를 어

원으로 해서 의미가 유사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치사 por와 a가 para

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El resultado de significado tanto causal como final, que muy temprano

empezó a combinarse con a, especializada como elemento direccional. La

agrupación por a admitía las variantes pora, per a y pera, cuyo valor

originario era inequívocamente final, y que concurría en español antiguo con

por en casi todos los casos.

(por와 a의 합성은 por a, per a, pera의 형태 순으로 나타나다가 para가 되었

다.)

para의 형태는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스페인어 전치사 a가 조합

(combinar)되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즉, Nebrija와 Penny가 po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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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의 어형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과 달리, Españo

la(2009)는 para의 어형 변화에 전치사 a의 영향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Chaves(2011:235)는 구체적으로 por와 para가 라틴어 전치사를 어원

으로 하는 전치사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por와 para의 어휘 형성과 의미

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7) Chaves(2011)는 전치사 por의 어

원은 라틴어 전치사 pro라고 언급하였고, 이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전치

사 por의 어원을 라틴어 전치사 pro와 per 두 개의 전치사로 분석한 것

과 다르다.

por < Latin pro (prep.) ‘por’, ‘para’, ‘delante de’, ‘en lugar de’, ‘a favor de’

< PIE (adv.) *pro-, *por- ‘hacia adelante’, ‘a través’.

(por는 ‘por’, ‘para’, ‘delante de’, ‘en lugar de’, ‘a favor de’을 의미하는 라틴어

전치사 pro를 어원으로 한다. pro는 ‘hacia adelante’, ‘a través’을 의미하는 인

도유럽공통조어(PIE) 부사 pro-, por-를 어원으로 한다.)

더불어, 전치사 para의 어원은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a의 합성(co

mposición)인 pora라고 서술하였다.

para < antiguamente pora, composición de dos preposiciones por + a. La

forma pora pudo haber sido modificada por influencia de la preposición del

español antiguo par.

(para는 전치사 por와 a가 합성된 pora에서 유래되었다. pora 형태는 고대 스

페인어 전치사 par의 영향으로 모습이 변한 것일 수도 있다.)

반면, Chaves(2011)는 pora에 대해 por와 a의 합성이 아니라 스페인

어 전치사 par의 변화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라틴

어 전치사 per를 어원으로 하는 고대 스페인어 전치사 par의 영향을 받

아 pora의 형태가 para의 형태로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7) Chaves(2011:235)은 스페인어 전치사 a, ante, con, contra, de, desde, en, entre,
para, por, según, sin, so, sobre, tras가 라틴어 전치사를 어원으로 한다고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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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 Latin per (prep.) ‘a través de’, ‘por medio de’, ‘durante’ (<PIE *per-

(adv.) ‘hacia adelante’, ‘a través’) que se utilizaba en juramentos (cf.

pardiez, que es una deformación eufemística de par Dios).

(par는 인도유럽공통조어 per-의 영향을 받은 라틴어 전치사 per에서 파생되

었는데, ‘신께 맹세컨대’하는 par Dios 표현이 완곡용법으로 변한 형태 pardiez

에서 보듯 맹세 표현에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Alvar&Pottier(1987:300)도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para

의 어원이 라틴어 전치사 pro와 per임을 밝히면서 por와 para가 서로

어휘 형성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했다.

Su étimo probablemente es per influido por pro. Efectivamente, pro tiene

diversos valores que son propios de per(‘paso a través de’, ‘duración del

tiempo’, ‘medio’, ‘causa’, ‘modo’) y otros tantos derivados de pro(‘sustitución

o representación’, ‘compensación o equivalencia’, ‘oposición proporcional’, ‘en

busca de’, ‘en favor de’).

(por의 어원은 아마도 pro의 영향을 받는 per일 것이다. 실제로, pro는 per의

고유한 의미(‘통과’, ‘시간의 지속’, ‘수단’, ‘원인’, ‘방법’) 및 pro에서부터 파생된

의미(‘대체 또는 표현’, ‘보상 혹은 동등함’, ‘비례적 반대’, ‘∼을 찾아’, ‘∼에게

유리하게’)를 표현한다.)

그들에 따르면, por는 라틴어 전치사 pro와 per의 영향을 받아 어휘

의 모습이 형성되고, 두 라틴어 전치사의 의미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Alvar&Pottier(1987)는 para의 어휘 형성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보였다. 첫 번째 견해는 라틴어 전치사 pro와 ad의 결합이 para

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라틴어 전치사 per와 ad의 결합이 par 형

태를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형태가 para로 변화했다는 견해이다.

El castellano recurrió al complejo pro + ad para indicar la finalidad y el

interés(ad indicaría la causa a que se refieren per y pro). Por otra parte,

per + ad dio el par muy documentado en la edad media en fórmulas

exclamativas(par mi ley, par caridad, par la cabeza mía, etc); de ellas ha

llegado hasta hoy pardiez, eufemismo del par Dios, usado como juramento.

(카스티야어는 목적과 관심사를 나타내기 위해 pro와 ad를 결합하여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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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per와 ad의 결합은 중세 시대에 감탄의 방식(par mi ley, par

caridad, par la cabeza mía, etc)으로서 par라고 기록되었다. 이러한 전치사들

로부터 맹세로 사용된 par Dios 표현이 완곡 용법으로 변한 형태인 pardiez까

지 변화하였다.)

연구자들이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para의 어원에 관해 기술한 것을

<표 5>와 <표 6>로 요약하였다.

<표 5> 스페인어 전치사 por의 어원

<표 6> 스페인어 전치사 para의 어원

종합해보면, 연구자들은 스페인어 전치사 por에 대해 라틴어 전치사

por의 어원

Nebrija,
Vega,
Guillén
(2011)

(Latin) propter, per, pro > (Español) por

Penny
(2001) (Latin) per, pro > (Español) por

Española
(2009) (Latin) per, pro > (Español) por

Chaves
(2011) (Latin) pro > (Español) por

Alvar&
Pottier
(1987)

(Latin) pro, per > (Español) por

para의 어원

Penny
(2001) (1) (Español) por > para

Española
(2009) (1) (Iberorománica) por + a > para

Chaves
(2011)

(1) (Latin) por + a > para
(2) (Latin) per > (Latin) par > para

Alvar&
Pottier
(1987)

(1) (Latin) pro + ad > para
(2) (Latin) per + ad >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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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와 pro를 어원으로 한다는 비교적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반면, 연구

자마다 스페인어 전치사 para에 대해 약간씩 의견 차이를 보였다. para

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스페인어 전치사 a의 결합이 para가 되었다는 견해, 라틴어 전치

사 per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어 전치사 par가 para가 되었다는 견해와

라틴어 전치사 pro와 라틴어 전치사 ad의 결합 혹은 라틴어 전치사 per

와 라틴어 전치사 ad의 결합이 para가 되었다는 견해였다.

비록 전치사 por와 달리 para에 대해 통일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지

만, 우리는 역사언어학 관점의 연구를 통해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para

가 라틴어 전치사 per와 pro를 어원으로 한다는 사실과 동일한 라틴어

전치사 per와 pro에서 시작된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para는 유사한 뜻

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ara의 경우는 스페인어 전치

사 a나 라틴어 전치사 ad의 의미를 추가로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Nebrija 등(2011)는 앞서 스페인어 전치사 por가 ‘장소(lugar)’를 의미

하는 라틴어 전치사 per, ‘∼를 대신하여(en lugar de)’를 의미하는 라틴

어 전치사 pro와 ‘원인(causa)’을 의미하는 propter의 뜻을 모두 표현한

다고 언급하였다. Nebrija를 포함한 다른 연구자들도 라틴어 전치사 per,

pro, propter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표 7> 라틴어 전치사 per의 어원

per의 어원

Nebrija,
Vega,
Guillén
(2011)

lugar por donde

Alvar&
Pottier
(1987)

paso a través de, duración del tiempo, medio, causa, modo

Penny
(2001) por, durante, por medio de

NGLE
(2009) movimiento a través, instrumento, causali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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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라틴어 전치사 pro의 어원

<표 9> 라틴어 전치사 propter의 어원

위와 같이, 연구자들은 라틴어 전치사 per, pro, propter의 의미에 관

해 모두 같은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라틴어 전치사 per

에 대해서 ‘어딘가 너머의 공간으로 간다는 행위’, ‘기간’, ‘수단’, ‘원인’을

표현하는 전치사로 정의하였다. 또한, 라틴어 pro에 대해서는 ‘어딘가 앞

이나 이전에 있다’, ‘무언가를 대신한다(대체)’, ‘원인’, ‘결과’를 표현하는

전치사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라틴어 전치사 propter에 대해서는

‘원인’의 의미를 표현하는 전치사로 정의하였다. 즉, 라틴어 전치사 per,

pro, propter에서 시작된 스페인어 전치사 por는 언급된 모든 의미를 내

포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para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연구자들은 라틴어 전치사 ad나 스페인어

전치사 a의 영향을 주장하였다.8) 따라서, 라틴어 전치사 ad의 의미를 살

pro의 어원

Nebrija,
Vega,
Guillén
(2011)

en lugar de

Alvar&
Pottier
(1987)

sustitución o representación, compensación o equivalencia,
oposición proporcional, en busca de, en favor de

Penny
(2001) en frente de, en nombre de, en lugar de

NGLE
(2009)

posición delantera o anterior,
sustitución, causalidad o finalidad

Chaves
(2011) hacia adelante

propter의 어원

Nebrija,
Vega,
Guillén
(2011)

causa

Chaves
(2011)

(adv) cerca, al lado
(prep) por, por causa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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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필요가 있었다. Penny(2001)는 라틴어 전치사 ad가 스페인어 전치

사 para를 포함한 a, hacia의 어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Chaves(2011)

는 라틴어 전치사 ad의 의미들이 스페인어 전치사 a에 계승되었다고 말

한다.

즉, 스페인어 전치사 para는 por의 의미들을 표현하는 동시에 라틴어

전치사 ad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어 전치사 a, hacia가 표현하는 의미도

나타낸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표 10> 라틴어 전치사 ad의 어원

8) 스페인어 전치사 a는 라틴어 전치사 ad를 어원으로 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ad만
을 분석하고자 한다.

ad의 어원

Penny
(2001) (Latin) ad > (Español) a, hacia, Para

Chaves
(2011) (Latin) ad > (Españo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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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미론 관점

2.1.에서 스페인어 전치사와 라틴어 전치사를 비교·분석하여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를 기술했던 연구자들은 스페인어 전치사가

갖는 역할과 전치사의 의미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해서도 서술하였다.

스페인어 전치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은 모두 전치사가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라고 정의하였다(Alvar

&Pottier,1987; Durán,1973; García,2005; Española,2009; Española,2011;N

ebrija et al.,2011). 그러나, 연구자들은 전치사 중에서도 전치사 por와 p

ara가 각각 표현하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구분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전치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체계는 다음과 같

다.

우선, Alvar&Pottier(1987:91)는 언어학자 소쉬르의 용어인 랑그(Lang

ue)와 파롤(Parole)을 활용하여 por와 para의 다양한 의미가 어떻게 생

성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들은 전치사의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

와 부수적인 의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랑그와 파롤이 의미들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전치사의 기본의미가 랑그에 있고, 다

른 부수적인 의미들은 파롤의 차원에서 표현된다”라고 말했다.9)

López(1972:129)는 Pottier의 정의를 토대로 전치사는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 성분이며 전치사가 표현하는 다른 의미들은 문맥(contexto)

에서 발현된 뉘앙스(matices)라고 정의했다.

다음으로, García(2005)는 전치사를 ‘의미가 있는 전치사(preposición

llena)’와 ‘의미가 없는 전치사(preposición vacía)’로 구별하였다. 이 구분

기준에 따르면, 전치사 por는 의미가 없는 전치사에 속하고, para는 의

미가 있는 전치사에 속한다.

Española(2009)와 Nebrija et al.(2011:110)은 형태론, 통사론의 측면에

9) 국어사전에 따르면, 랑그(Langue)란 각 개인의 머릿속에 저장된 사회 관습적인
언어의 체계이고, 파롤(Parole)이란 특정한 개인에 의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실제
로 발음되는 언어의 측면이다. 참고로, 스페인어로 랑그는 lengua, 파롤은
discurso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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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치사의 의미에 관해 서술하였다. 구체적으로, Española(2009)는 전

치사가 불변화사(invariables)이며 폐쇄 범주(closed class; clase cerrad

a)10)에 속하는 문법 요소라고 주장하였고, Nebrija et al.(2011:110)은 전

치사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격(caso)을 선정하여 por와 para를 대격을 목

적어로 취하는 전치사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Durán(1973:15-16)은 전치사는 문맥(contexto) 내에서만

의미를 표현하는 성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즉, 전치사가 어휘 자체의

의미를 지니는 상황보다 문장 성분과 결합하여 문장 성분의 의미를 확장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요약하면, 연구자들은 대부분 전치사가 문장 내부에서 문장 성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문법 성분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지만, 전치사의 다

양한 의미들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일관된 의견을 내놓아주지 못하였

다. 연구자들은 전치사의 의미를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

식을 제시하였지만, 본 방식들은 전치사의 의미들을 설명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었다.

연구자 중 García(2005)는 전치사 por는 ‘의미가 없는 전치사’에 속하

고, para는 ‘의미가 있는 전치사’에 속한다고 주장했었지만 ‘의미가 없는

전치사’인 por가 ‘의미가 있는 전치사’인 para와 동일하게 상태적 보어(c

omplemento circunstancial)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의미 유

무를 기준으로 전치사를 분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1)

Nebrija et al.(2011)는 스페인어 전치사를 ‘격(caso)’으로 구분하여 por와

para를 대격을 목적어로 취하는 전치사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이 기준은

por와 para가 가지는 유사한 의미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설명해주지 못

했다.

10)폐쇄 범주(폐쇄 부류)는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는 조사, 어미, 대명사 따위를 일컫
고, 개방 범주(개방 부류)는 언어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독립적으로 기능하
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뜻한다.

11)No están equilibradas: mientras que muchas preposiciones sólo pueden ser
llenas e inroducir un complemento circunstancial (ante, bajo, sobre, tras, dsd,
entre, hasta, contra, para, hacia), las vacías, que introducen complementos de
régimen (a, con, de, en, por, sin), también pueden usarse como preposiciones
llenas con complemento circunstancial(García,2005: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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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án은 전치사가 문장 성분들을 의미상으로 연결하지만, 대부분 어

떠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단순히 문장 성분을 연결하는 역할만을 수행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전치사가 어휘 자체의 의미를 지니는 상황보다

문장 성분과 결합하여 문장 성분의 의미를 확장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역시도 전치사가 어휘 자체의 의미를 지닌다는 주

장이지만, 전치사의 의미가 강조되는 상황과 문법 기능만을 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렇듯, 의미론 관점

에서 스페인어 전치사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식과 근거를 기반

으로 전치사의 의미를 구분하는 기준을 내놓았지만 어떠한 기준도 전치

사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의미론 연구자들은 전치사 por와 para가 표현하는 의미에 대해

서는 일관된 설명 체계를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영상 도식(Image Schem

a)이라는 시각화된 수단을 도입하여 두 전치사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

였다. 기존과 같이 전치사의 의미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립하기보다 전치

사가 나타내는 의미에 집중하여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스페인어 전치사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Alvar&Pottier(1987)

는 por와 para가 라틴어 전치사 pro, per, ad를 어원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라틴어 전치사 pro, per, ad의 영상 도식과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para의 영상 도식을 같이 고안해냈다. Alvar&Pottier(1987)은 라틴

어 전치사를 ‘움직임(movimiento)을 나타내는 전치사’, ‘이중 한계(limite

doble)의 의미가 있는 전치사’, ‘지향적 한계(limite orientado)의 의미가

있는 전치사’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라틴어 전치사 pro,

per, ad가 가지는 의미의 특성을 정의하였다.12)

por의 어원 중 하나인 라틴어 전치사 pro는 ‘지향적 한계를 가지는

전치사’에 포함되고, 한계를 나타내는 수직선에서부터 물체가 관점(punto

de vista;v)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의 영상 도식으로 그려진다. 라틴어

12)‘움직임을 나타내는 라틴어 전치사’로서 ad, cum, ab, de, sine 등이 있고 이 전치
사들은 스페인어 전치사 a, con, de, sin 등의 원형이다. ‘이중 한계를 나타내는
라틴어 전치사’로서 in, ex, inter, per, trans가 있고, 스페인어 전치사 en(a), de,
entre, por의 원형이다. 마지막으로, ‘지향적 한계 전치사’로서 super, sub, pro,
post, retro, ante, prae, ob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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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 per는 ‘이중 한계의 의미가 있는 전치사’에 포함되어 두 한계(수

직선) 내부에서 움직이는 모습의 영상 도식으로 그려진다.

<그림 1> Alvar&Pottier(1987)의 pro, per, ad 영상 도식

2.1.에서 para의 어원 중 하나였던 ad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 속하며, <그림 1>에서와 같이 물체가 한계(검은 동그라미)나 한계(수

직선) 혹은 모두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의 영상 도식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라틴어 전치사 pro, per, ad 영상 도식을 토대로 Alvar&Potti

er(1987)는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a의 영상 도식을 <그림 2>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2> Alvar&Pottier(1987)의 por, a 영상 도식

pro, per, ad 영상 도식

Alvar
&

Pottier
(1987)

pro
v

per

ad
v v

por, a 영상도식

Alvar
&

Pottier
(1987)

por

a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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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보면, por의 영상 도식은 라틴어 전

치사 per의 영상 도식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para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a의 영상 도식 역시 ad의 오른편 영상 도식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López(1972)는 스페인어 전치사 por, para, a에 대해 <그림 3>과 같

은 영상 도식을 보여주었다. López(1972)의 영상 도식의 특징은 por와

para의 영상 도식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향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por의 경우, 움직이는 물체가 향하는 대상이 목적지이거나 또 다른 물체

일 수 있지만, para의 경우에는 향하는 대상이 한계점이다. 더불어, a의

영상 도식은 Alvar&Pottier(1987)의 라틴어 전치사 ad의 영상 도식과 동

일하게 한계와 대상 모두를 향하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림 3> López(1972)의 por, para, a의 영상 도식

다음으로, 김은경(1988)은 <그림 4>와 같이 전치사 por와 para의 영

상 도식을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영상 도식은 Alvar&Pottier(1987)

와 López(1972)의 영상 도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에 기본적인 영상 도

식의 구성 요소는 같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기존의 움직이는 물체가 가

지는 관점(punto de vista;v)도 동일하다. 하지만, 김은경은 López(1972)

의 전치사 por의 영상 도식에 ‘공간’의 개념을 부각하기 위해 목적지에

por, para, a 영상도식

López
(1972)

por
v

para
v

a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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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부분에 공간 개념을 표현하는 ‘원형’을 추가하였고, para의 영

상 도식은 스페인어 전치사 a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움직이는 대

상의 ‘관점’이 향하는 대상까지 전달된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개

의 화살표’를 사용하였다.

<그림 4> 김은경(1988)의 por, para의 영상 도식

García(2005:226)는 아래 예문(2)을 근거로 전치사 por가 전치사 en과

de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2) a. El león daba vueltas por/en la jaula.

b. Le agarró por/de la manga

그러므로, por의 영상 도식은 전치사 en과 de가 표현하는 공간의미가

표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간의미를 나타내는 이미지

로 <그림 5>와 같이 por의 영상 도식을 원형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김

은경이 por의 영상 도식으로서 기존 연구자들의 영상 도식에 원형의 이

미지를 추가한 것과 유사하지만, 김은경(1988)은 기존 por의 의미 중 움

직임의 의미를 유지하였고, García(2005)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분을 생

략하였다. 더불어, 움직임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전치사 hacia, contra,

para 중에서 para는 움직임이 향하는 한계점이 가장 모호하다고 언급하

면서 <그림 5>와 같은 영상 도식을 para의 의미를 설명하는 영상 도식

por, para 영상 도식

김은경
(1988)

por v

para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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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고안하였다.13)

<그림 5> García(2005)의 por, para 영상 도식

이렇듯, 라틴어 전치사의 영상 도식을 포함하여 스페인어 전치사 por

와 para의 영상 도식을 구성한 연구자들은 모두 전치사 por와 para가

움직임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전치사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두

전치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그리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였다.

Alvar&Pottier(1987)와 López(1972)는 움직이는 의미만을 화살표로

단순하게 표현한 것과 달리, 김은경(1988)과 López García(2005)는 움직

임이 행해지는 공간 개념을 강조하여 공간 개념을 의미하는 ‘원형’을 영

상 도식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김은경(1988)의 por의 영상 도식은 움직

임과 공간의 개념이 둘 다 강조되었지만, García(2005)의 por의 영상 도

식은 공간의 개념만이 강조되는 차이점도 보였다.

스페인어 por의 영상 도식에서처럼 학자마다 para의 의미를 영상 도

식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에 차이점이 있었다. 모두 para가 한계점을 향해

움직이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는 모두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para가 움직

13)para의 움직임이 향하는 한계점은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과 달리, 하
나의 개념(idea)일 수도 있기에 para의 움직임이 가장 모호하다고 덧붙여 설명하
였다.

por, para 영상 도식

García

(2005)

por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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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가지는 관점(v)에 대해서는 Alvar&Pottier(1987)와 López(1972)처

럼 관점을 영상 도식에 표현하거나, García(2005)처럼 생략하는 예도 있

었고, 김은경(1988)과 같이 관점(v)이 두 가지 대상 모두에게 영향을 미

친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개의 화살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por와 para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영상 도식을 구성한 연구자들과

함께 또 다른 방식으로 두 전치사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사람들도 있

었다. 김우성(1995:370)은 전치사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입장(개별 전치

사에 하나의 특정한 추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의미가 있는 전치사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게 된다는 방법과 전치사 자체가 갖

는 의미를 부정하고 그것이 쓰이는 상황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분류해서 이를 전치사의 의미로 간주하는 방법)을 모두 부정하는 동시에

한 전치사의 다양한 의미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특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

였다.

김우성(1995)은 por가 ‘통과’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는 por와 연결되는 어휘들의 의미에

따라 ‘(공간상에서의)통과’, ‘움직임’, ‘대략적인 위치’ 등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3) a. Los mexicanos pasan la droga a los Estados Unidos por la

frontera. [통과]

b. El candidato a la presidencia pasaba por la multitud.

[움직임]

예문(3)과 같은 por의 의미들은 시간과 관련된 어휘들과 연결되면

‘대략적인 시간’이나 ‘사건이나 과정이 일어나는 기간’과 관련된 의미로서

예문(4)와 같이 쓰인다.

(4) a. Estamos pasando por un momento definitivo en la vida de

México. [∼한 시간을 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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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bandonó su trabajo por dos años. [∼동안, ∼간]

예문(3),(4)와 같이 공간과 시간에 관련된 의미들은 더욱 확대되어 ‘방

법’, ‘이유’, ‘목표’ 등의 추상적인 의미까지 해석된다.

(5) a. Nosotros escuchamos el fúbol por la radio. [방법]

b. Los empleados deben 30.000 millones de pesetas por compr

a de sus acciones. [이유]

c. Entré con mucho cuidado por no despertarlos. [목표]

즉, 김우성은 por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들이 공간에서의 ‘통과’ 의

미를 모두 내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통과’의 의미가 확장되

어 시간과 관련된 의미와 그 이외의 추상적인 의미로까지 사용된다고 주

장하였다.

전치사가 문장 성분과 결합하여 문장 성분의 의미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었던 Durán(1973)은 전치사들 가운데

por와 para가 문장 성분과의 결합을 통해 나타내는 의미들을 예문(6),

예문(7)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전치사 por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예문(6)과 같이 por와 여러 문장 성분이 결합하였

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나열식으로 제시하였다. Durán(1973)은 p

or의 기본적인 의미로서 ‘원인’을 가장 먼저 제시하였고, 다양한 문법 품

사를 가지는 성분들과 결합을 통한 예시들을 제공하였다.14)

(6) por: 1. Se usa ante diversos elementos expresando ‘causa’ con

las estructuras siguientes:

14)Durán(1973:86-100)은 스페인어 각각의 전치사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
기 위한 방식으로 각 전치사가 다양한 문장 성분들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들
을 나열식으로 설명하였다. 각 전치사가 가지는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시
도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본 방식은 기존의 나열식 설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urán의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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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 S

Se accidentó por un descuido.

Está triste por los suspensos.

Come mantequill por las calorías.

Está cerrando las ventanas por el aire.

No conduce muy deprisa por la niebla.

b) P + AD

Nadie se trata con él por borracho.

Le eligieron para el equipo de baloncesto por alto.

Le echaron del club por ladrón.

No aprueba las asignaturas por vago.

또한, 전치사 para의 기본적인 의미로는 동사 ir와 함께 쓰여 hace(∼

전부터)와 비슷하게 과거의 시간을 언급하는 의미를 지정하였고, 예문(7)

과 같이 예문들을 제시하였다.

(7) para: Se una en el compuesto IR para, indicando plazo

temporal hacia el pasado. En este apartado se puede agrupar

la expresión <Ir para largo>. Alternanacia con HACE.

a) IR+P+S

Va para dos años que se murió tu padre (hace).

Va para media hora que salió (hace).

Las obras de la casa van para largo.

Mi entrada en servicio va para dos semanas.

요약하면, 의미론자들은 스페인어 전치사의 다양한 의미를 체계적으

로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하는 시도를 하였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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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는 전치사와 의미가 없는 전치사로 구분하거나, 기본적인 의미

한 가지를 내포하고 다른 여러 의미는 문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하

는 등의 방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전치사의 의미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영상 도식을 고안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불어, 전치사의 다양한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하에 전치사 por의 의

미를 분석한 학자도 있었다. 이러한 의미론자들의 시도들은 스페인어 전

치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체계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2.3. 교육학 관점

기존의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para의 연구는 라틴어 전치사와 스페

인어 전치사를 비교·분석하거나 스페인어 전치사가 지니는 의미를 체계

적으로 분류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치사 por와 para와

관련한 최근 연구는 이론 중심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스페인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거나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por와 para 교수법을 제안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para의 연구들을 ‘학습

자 오류 분석 연구’와 ‘학습자를 위한 전치사 교수법 개발 연구’로 분류

하여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한 연구’를 기반으로 실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por와 para

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학습자를 위한 전치사 교수법 개발 연구’을 토대로 한국 스페인어 학습

자에게 적합한 교수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2.3.1.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

우선, 학습자 오류를 분석한 연구 가운데 Galloway(1980:431)는 제2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영어권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구술적 의

사소통 능력(oral communicative proficiency)을 시험해본 결과,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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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오류 가운데 발음(Pronunciation)이 26%로 가장 많았고, 전치사(생

략, 무관, 망설이거나 부적절한 선택)이 16%로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

다. 연구참여자의 구술 자료를 토대로 오류를 분석한 것을 고려하면 전

치사오류가 첫 번째로 많은 문법적 오류라고 분석해볼 수 있다. 더불어,

Galloway(1980)는 이러한 오류의 원인이 과잉 일반화, 즉, 소수의 전치사

로 다수의 전치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표현하려고 하는 현상이었다고 언

급하였다.

Guntermann(1978:250)의 엘살바도르(El Salvador)에서 8주∼10주 훈

련을 마친 평화 봉사단 영어권 출신 자원봉사자(Peace corps volunteers)

30명 대상으로 실시한 스페인어 구술 인터뷰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실

험 참여자가 행한 전체 열네 가지 오류(738개) 중 전치사 대체(Substitut

ion)가 5%(36.9개), 전치사 생략(Omission)이 전체 중 3.2%(23.6개)를 차

지하여 각각 다섯 번째, 아홉 번째 흔한 오류였다.

Guntermann(1992)은 스페인어를 배우는 미국인 학습자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스페인어 구사 수준과 상관없이 por보다 para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특히, 스페인어 실력이 낮을수록 por의 사용을 꺼린다

고 언급했다. Lafford&Ryan(1995)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공부

한 영어권 스페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Guntermann(1992)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por보다 para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았고, 학습자의 스페인어 수준이 높을수록 두 전치사의 공간과 시

간 의미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대학의 스페인어 회화 수업에서 진행된 발표에서 수집한 구술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의 구술적 오류 유형을 분석한 최

종호(2005)는 본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2학년, 3학년, 4학년)이 기능

어(functional word) 사용 오류 중 전치사오류를 가장 많이 범했다고 분

석하였다. 이에 더해, 최종호(2005)는 학생들의 전치사오류는 ‘논리적 오

류(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논리적 모순을 범하는 경우)’보다는 ‘목표

어 내적인 원인에 의한 오류(목표어인 스페인어 자체의 문법, 어휘 사용

등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중 문법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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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15) 또한, 각 학년의 전치사오류 비중을 비교해보았을 때, 4학

년의 전치사오류 비율(12.2%)이 2학년(8.6%)과 3학년(10.6%)의 오류 비

율보다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문법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류가

고학년이 돼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스페인어 학습자의 구술 자료를 토대로 전치사 por와 para의 오류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었다. 첫째, 학습자의 전치

사오류는 주로 문법 성분으로서 전치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에서

오는 오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 대상자들이 보여준 과잉 일반화

와 다른 전치사로의 대체와 같은 오류는 전치사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류이기 때문이다. 둘째, 모국어의 특성에 따라 전치사 por와

para에 관한 연구 대상자들의 반응을 구분 지을 수 있었다. 미국인 학생

들의 경우, 초급 수준의 학습자일수록 por의 사용을 꺼리지만, 고급 수

준의 학습자는 por와 para의 공간의미와 시간의미를 더 자주 사용하였

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년을 기준으로 저학년 학생들보다 고학년

의 학생들이 전치사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초급·중급 수준의 스페인어 수업에서 전치사가 제대로 학습되지 못

하기에 이러한 모습이 발생하였다고 유추해볼 수 있었다.

스페인어 학습자의 구술 자료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자료(필답 자료)에

서의 오류를 분석한 학자는 Perea Siller(2007)와 양승관(2012)이 있다.

미국인 대학생의 스페인어 작문 코퍼스를 통해 전치사오류를 분석한

Perez Siller(2007:10-11)는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 대부분이 전치사의 의

미를 혼동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며,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나 목적을

표현할 시에 전치사 a와 para를 혼동하고, 전치사 por와 para가 가지는

각각의 시간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양승관(2012)은 한국인 화자의 경우, 한국의 스페인어 교재에서 전치

사 por와 para의 의미로서 먼저 제시되는 의미들인 por의 ‘원인’, para의

15)최종호(2005:442)는 연구 대상자의 오류 자료를 오류의 원인에 따라 ‘단순한 실수
로 보이는 오류’, ‘선행학습언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 ‘목표어 내적인 원인에 의한
오류’, ‘논리적 오류’ 등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부류는 또다시 오류의 구체적인 문
법적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여 모두 21개의 오류 유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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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관련된 문항들에서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por의 ‘목적’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의 정답률이 여전히 낮은 이

유는 학생들이 para의 기본적인 의미로서 목적을 깊게 인식하기 때문이

라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로 한국인 학습자들이 스페인어

전치사를 학습할 때 전치사가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보다는

관용어처럼 암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렇듯 스페인어 학습자의 전치사오류를 분석한 연구들은 실제로 스

페인어 학습자가 모국어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전치사를 사용하면서 많은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었고,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라 두 전치

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2.3.2. 학습자를 위한 전치사 교수법 개발 연구

다음으로, 스페인어 학습자를 위한 전치사 교수법을 고안하고자 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전치사 por와 para의 교수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두 전치사의 학습이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치사 por와

para 교육을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Pinto&Rex(2006)와 양승관

(2012)은 각각 기존 스페인어 수업의 효과와 새롭게 고안한 수업의 효과

를 분석하였다.

Pinto&Rex(2006)는 미국인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대학 스페인어

수업을 수강하기 이전과 이후에 학생들이 전치사를 이해하는 정도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담화 완성형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스페인어

수업 수준별로 학생들(20명씩)을 나누어 설문지의 정확도(Accuracy)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어 수업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전

치사 사용의 정확도가 꾸준히 향상되기보다는 2단계 수업까지는 향상되

다가 3단계에서 하락하고 4단계에서는 조금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 방식(교재 위주)이 전치사를 학습하는 데에 단기

간 효과(short term effect)만을 제공한다는 점과 많은 시간 동안 전치사

사용에 노출되는 것 역시 전치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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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양승관(2012)은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 중급 학습자 40

명에게 짧은 글에서 등장하는 por와 para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는 방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실험을 하였다. 두 전치사의 의미를 공간, 시

간, 추상의미 순으로 제시하면서 의미를 시각적으로 설명해주는 영상 도

식을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사전평가의 평균 점수 65점보다

사후평가에서 16점 높은 81점을 획득하였고,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던

공간, 시간 의미부문에서 점수가 향상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por의 ‘견해’, ‘목적’의 의미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학습

자들이 이미 ‘견해’와 ‘목적’을 para의 기본적인 의미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두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통해 첫째, 스페인어 학습자가 전치사를 이

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은 시간과 노출 빈도가 아니라 교육방식이라는

점과 둘째, 한국인 학습자들이 비교적 인식을 하지 못하던 공간의미와

시간의미의 이해를 영상 도식을 활용한 수업 이후에 향상시킬 수 있었던

점과 이미 기존에 다른 전치사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던 의미에 대해서는

수업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을 통해 학습자의 전치사

의미에 대해 이미 굳어진 인식을 변화시키기 힘들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한편, Llopis-García(2015)와 Tyler&Evans(2004)는 스페인어 학습자

들이 전치사가 표현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지, 생

각 등을 토대로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 Llopis-García(2015)는 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수업 현장에서 기존의 교수법은 학생들의 전치사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

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인지 언어학적 관점의 교수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은 전치사가 표현하는 의

미들, 즉, 공간의미, 시간의미, 추상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구어체에서 사

용되는 전치사의 용법을 위주로 서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

치사가 어떠한 이유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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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 따라서, 전치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Llopis-García(2015)는 언어 구사 능력이 인간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인지 언어학을 토대로 전치사의

의미는 인간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공간의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로 가진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외의 다양한 의미들은 인간이 공간 속에서 경

험하는 것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했다.

Tyler&Evans(2004)도 Llopis-García(2015)와 유사하게 기존의 교육

문법 방식(Pedagogical Grammar)으로는 전치사가 어떻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지, 전치사의 의미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밝

히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의 인지 능력 중 하나인 ‘추론’이

전치사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에 따

르면,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끌어내는

인간의 능력으로서 인간이 생활하는 범위 속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공

간의미가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고 그 이외의 의미들은 추론을 통

해 확장되는 것이다.

이 두 연구자의 주장은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 즉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의미가 인간의 인지, 사고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공간과 관련

된 의미라는 것이다. 즉, Llopis-García(2015)와 Tyler&Evans(2004)는 인

간의 인지작용을 기반으로 스페인어 전치사의 기본 의미는 공간의미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었다. 이는 의미론자 중 움직임이 행해지는 공간 개념을

강조하여 공간 개념을 의미하는 ‘원형’을 영상 도식에 추가한 연구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Lam(2009)은 인지 언어학에서 주장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영상 도식

을 고안하여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전치사 por와 para를 가르치는 수

업을 시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Lam(2009)은 <그림 6>과 같은 각 전

치사의 기본적 의미를 나타내는 영상 도식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보여주

기 위한 이미지(시각적 자료)를 <그림 7>과 같이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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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am(2009)의 por, para 영상 도식

Lam(2009)은 por의 기본적인 의미로서 공간에서 움직임을 표현하였

고, para의 기본적인 의미로서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로 향하는 움직임

을 표현하였다. 실험 집단에는 각 전치사의 기본적인 개념인 공간의미와

다른 개념들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동시에 각 전치사에 해당하

는 영상 도식을 제공하였다. 통제 집단은 수업에 참여하는 대신 por와

para의 의미 목록을 받도록 하였다. 그가 실험 집단에 제공한 전치사 영

상 도식은 기존의 의미론자들이 고안한 영상 도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

다. 비록, 인지 언어학 방식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정확도와 전통적 방

식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정확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영상 도식으로 전치사의 개념을 학습한 학생들의 정답을 선택한 정확도

가 훨씬 높았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전치사에 대한 개념을 오랫동안 숙

지하였다.

<그림 7> Lam(2009)이 사용한 por, para 이미지

por, para 영상 도식

Lam

(2009)

por

para

por, para 이미지

Lam

(2009)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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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교육학적 관점에서 스페인어 전치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기

존의 전치사 교육방식은 학습자들이 por와 para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하는 것을 돕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전치사의 의미에 대한 새로

운 관점과 이해를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육학자 중 일부는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방법으

로 기존 스페인어 수업의 효과와 새롭게 고안한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기존 스페인어 수업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스페인어 학습자가

전치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은 시간과 노출 빈도가 아니라 교육

방식이라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즉, 기존의 수업 방식이 학습자가 스

페인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새로운

교수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새롭게 고안한 수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이 비교적 인식

을 하지 못하던 공간의미와 시간의미의 이해를 영상 도식을 활용한 수업

이후에 향상시킬 수 있었지만, 이미 기존에 다른 전치사의 의미로 인식

하고 있던 의미에 대해서는 수업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학습자의 전치사 의미에 대해 이미 굳어진 인식을 변화시

키기 힘들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또한, Lam(2009)의 영상 도

식을 활용한 실험 연구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상 도식을 사용한 전치사

교육을 장기간 진행한다면 학습자의 전치사 사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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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재에 나타난 por와 para의 교육 양상

본 논문은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전치사 교육 방

안을 고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치사 중에서도 por와 para의 의

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수법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는 기존의 한국 스페인어 교육 현장에서 por와 para의 의미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지를 알아볼 필

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전치사가 어떻게 교수학습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출

판된 스페인어 교재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 출판된 스페인어 교재도 같

이 분석하여 한국의 전치사 교수법에 도움을 줄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3.1. 한국 교재

한국에서 출판된 스페인어 교재는 대학에서 사용되는 수업 교재와 교

육 문법서의 두 종류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한국의 대학 스페인어 교

재에서 보이는 전치사 설명 방식을 분석하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

째 목적은 현재 한국 대학에서 사용되는 초급 수준의 스페인어 교재에서

전치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이고, 두 번째는

교재에서 보이는 교수 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안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또한, 한국 교육 문법서의 전

치사 설명 방식을 분석하는 목적은 대학에서 사용되는 수업 교재와 전치

사 설명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대학 교양 스페인어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문법 교재인 서울대학

교 출판부에서 출판한『초급 스페인어 1』,『초급 스페인어 2』, 『스페

인어 초급회화』, 『스페인어 회화 작문』, 『중급 스페인어』를 연구 대

상 교재로 선정하였다.16) 그러나, 한국의 대학 교재로 선정한 다섯 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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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전치사 por와 para를 명시적으로 서술한 교재는 『스페인어 회화

작문』한 권이었다. 앞서 언급한 교재 외에 다른 교재들은 전치사에 관

해 설명하지 않거나 다른 전치사에 관해서만 기술하였기에 대학 교재로

서 『스페인어 회화 작문』에서 나타나는 전치사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

서만 서술하였다.

교육 문법서는 대형 서점의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종합 기초 스페

인어』, 『Total 스페인어 문법』을 선정하였다. 우선, 대학 스페인어 교

재에서 전치사 por와 para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에 교육

문법서에서 전치사 por와 para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1> 연구 대상 교재

『스페인어 회화 작문』은 초·중급 수준의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학습

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재로서 단원마다 대화문, 대화문에 관한 문법

설명과 대화문에 나오는 문법과 관련된 연습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

치사의 의미에 대해 교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은 없

었지만, 주어진 전치사의 의미를 의사소통의 맥락 안에서 다른 전치사와

함께 비교하면서 확인해볼 수 있는 연습문제가 구성되어 있었다. 모든

단원 가운데 총 2개의 연습문제에서 전치사 por와 para와 관련된 문제

를 찾아볼 수 있었다.

16)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서울대학교에서 <초급 스페인어>와 <스페인어 문법>을
수강하는 학생이다. 따라서, 실제로 두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들
을 연구 대상 교재로 선정하여 전치사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는지를 알아보았
다.

한국 교재

대학
교재 『스페인어 회화 작문』(신자영 외, 2008)

교육
문법서

『Total 스페인어 문법』(유연창, 2012)
『(첫걸음부터 마무리까지) 종합 기초 스페인어』
(우덕룡,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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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스페인어 회화 작문』교재 내용

그 중, 연습문제 1은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로 por, para, a 중에 올바

른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였다. 연습문제 1의 각 문항은 세 전치사의 다

양한 의미의 쓰임에 관해 물어보았다. 연습문제 2는 문장을 연결하는 알

맞은 전치사로 por, para, a fin de 중에 올바른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였

다. 이 문제는 전치사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사 역할을 하는 문법

성분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por와 para가 모두 원인과 목적의 의미로 사

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대학 수업 교재는 전치사를 명시적

으로 다루기보다는 연습문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치사의 의미들을 이해

해가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의 스페인어 교육 문법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전치사를 구체적으

로 교재에 명시하고, 독립된 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종합 기초

스페인어』는 전치사를 하나의 독립된 단원으로 구분하고 전치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또한, 전치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전치사가

가지는 의미들을 나열하고 예시문도 제시한다.

스페인어 회화 작문

연습문제 1.

빈칸 채우기

A, por, para

Escribe la preposición que convenga:
“a”, “por”, “para”.

1. La tarea es _____ el lunes, ¿me ayudas _____ favor?
2. Yo voy _____ la biblioteca todos los días _____ la tarde

hacer la tarea. Podríamos ir juntas.
(...)
7. Tengo que devolver este libro, lo pedí _____ una semana,
pero ya pasaron dos. Vamos _____ el pasillo, así podremos
comprar un café.

연습문제 2.

빈칸 채우기

por, para,
A fin de

Escribe una sola oracion uniendo las dos que se
ofrecen, utilizando algunos de los enlaces de abajo.

<por para a fin de>

Compraré el bono. Quiero ahorrar unos euros.
Comparé el bono para ahorrar unos euros.

3. Se pelearon. Querían conseguir el premio.
4. Llamaré a tu casa. Quiero saber a qué hora es tu fiesta.
(...)
8. Me esfuerzo. Quiero aprender español.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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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종합 기초 스페인어』교재 내용

『종합 기초 스페인어』는 por의 의미로 ‘대체(∼을 대신해서)’, ‘이

유’, ‘동기’ 등을 우선하여 제시하였다. 그와 더불어 por의 뜻 중에서

para의 ‘목적’ 의미와 헷갈리는 이유, ‘동기’의 쓰임을 예시를 통해 비교

하면서 설명해주었다. para의 의미로는 por와 달리 공간의미, 시간의미

와 관련된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로 제시하는 동시에 para와 a의 쓰임의

차이를 덧붙여 설명하였다.

종합 기초 스페인어

por

1) 이유, 동기를 표현할 때

Voy por leña. 나는 장작(땔감)을 하러 간다.
Vienen por ver las fiestas. 축제를 볼까 해서 온다.(동기)
*Vienen para ver las fiestas. 축제를 보러 온다.(목적)

Me sacrifico por ti. 나는 너로 인해서 희생된다.(이유)
*Me sacrifico para ti.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된다.(목적)

2) 대체(代替) (…을 대신해서 en lugar de)

Asisto por mi compañero. 나는 나의 동료를 대신해서 참석한다.
Salúdale por mí. 그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주게.

3) 가격, 수량, 수치

Dio el caballo por mil dólares. 그는 천 달러를 받고 그 말을 주었다.
Veinte por ciento 20 퍼센트

para

1) 목적, 행선지(行先地), 적합성을 표현할 때

Trabajamos para comer. 우리는 먹기 위하여 일한다.
Esta carta es para Juan. 이 편지는 후안에게 온 것이다.

2) 운동의 방향 (…을 향해서 con dirección a)

Vamos para Bogotá. 우리는 보고따에 간다.

3) 시간 (…까지, …로)

Lo dejaremos para mañna. 우리는 그것을 내일로 미루어 둘 것이다.
para Navidad nos reuniremos.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모일 것이다.

*참고: “보고따에 도착한다.”라고 할 때는 Llegarmos a Bogotá. 이다.
전치사 para를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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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교재 중에서 스페인어 문법을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는『Total

스페인어 문법』은 『종합 기초 스페인어』와 동일하게 전치사를 하나의

독립된 단원으로 설정하고 전치사를 설명한다.

<표 14>『Total 스페인어 문법』교재 내용

『Total 스페인어 문법』에서 por는 ‘원인’, ‘이유’의 의미가 중심적으

Total 스페인어 문법

por

기본적으로 원인을 나타내는 「∼때문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 [원인] ∼ 때문에
Por la lluvia las calles están resbaladizas.
비 때문에 거리가 미끄럽다.
Se enfermó por beber demasiado. 과음했기 때문에 병이 났다.

2. [이유] ∼ 때문에
Se ha hundido por mal construido. 잘못 건축했기 때문에 붕괴되었다.
Lo hizo por tonto. 그는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porque es tonto)

3. [동기적 목적]
Lo soporta todo por ti. 그는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 거야.
Viene por su libro que olvidó. 그는 깜빡 잊었던 책을 가지러 온다.

para

1. [목적] ∼을 위하여, ∼을 위한

Lo digo para ti. 너를 위하여 말하는 거야.
Estudia para (ser) médico. 그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한다.

2. [para+inf.], [para+no+inf.]

Se levantó temprano para coger el tren.
그는 기차를 타려고 일찍 일어났다.
Se levantó temprano para no perder el tren.
그는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일찍 일어났다.

3. [para que∼], [para que no∼]

Cenamos temprano para que puedan ir al cine.
우리는 그들이 영화 보러갈 수 있도록 저녁을 일찍 먹는다.
Lo voy a fijar bien para que no se caiga.
나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놓겠다.

para의 기본적인 의미는 「목적」이지만 다음 예와 같이 미래에 대한 「조
건」과 「이유」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용법은 제한되어 있다.

Para darte el libro tienes que venir a verme.
책을 받고 싶으면 네가 나를 만나러 와야 한다.

Ven acá para darte una cosa. 뭔가를 줄 테니 이리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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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되었다. 또한, 앞선 책과 달리 por가 ‘목적’의 의미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para도 마찬가지로 ‘목적’의 의미가 가장 먼저

제시되었고, para를 다양한 문장 성분, 동사원형과 접속사 que 등과의

결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예시도 보여주었다.

더불어, por와 para의 의미 가운데 일부가 학습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을 파악하고 두 전치사의 의미들이 어떻게 차이점을 보여주는지를 <

표 23>와 같이 구성하여 교재에 포함하였다. 특히 por와 para가 지니는

시간과 관련된 의미와 ‘이유’, ‘목적’의 의미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주목하

여 기술하였다. 또한, por와 para를 동일한 문장 형식에서 사용했을 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 교재 중 전

치사에 대해 가장 자세한 설명을 한 교재라고 말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분석 대상 한국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한국

교재로 선정된 일곱 권의 교재 중 전치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 교재는 대

학 교재 다섯 권 중 한 권, 교육 문법서 두 권 중 두 권이었다. 대학 교

재는 전치사를 문법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대화문, 연습문

제, 지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를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문법서는 사용 목적에 맞게 전치사 por와

para를 문법 성분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지만, por의 의미들 가운데

공간의미와 시간의미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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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Total 스페인어 문법』 교재 내용

3.2. 스페인 교재

스페인에서 출판된 스페인어 교재로는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 대상 문법서 다섯 권을 사용하였다. 모두 초·중급 수준의 스페인

어를 구사하는 학습자를 위한 교재들로써 한국 교재와 같은 분석 방법으

로 전치사 por와 para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본 논

문에서 다루는 스페인어 문법서는 다음과 같다.

Total 스페인어 문법

1. para와 por의
차이

1. (a) 의 para는 기차가 이제 곧 앞으로 떠나려고 하는 상태이다.
(b) 의 por는 para처럼 앞으로 향하는 느낌이 아니라 뒤로 끌려가
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고 「기차
는 출발하기로 되어 있고, 출발할 예정이고, 아직 출발하지 않았
다」라는 내용이다.

(a) El tren está para salir.
(b) El tren está por salir.

2. (a)의 para는 단지「만나기 위하여」온 것이다. (b)의 por는 원
인이기 때문에 단지「만나고 싶은」한 가지 마음으로 온 것이다.

(a) Vino solo para verte.
(b) Vino solo por verme.

2. para와 por에
의한 대조의 예

·Compré un regalo para Isabel.
나는 이사벨에게 줄 선물을 샀다.
·Compré un regalo por Isabel.
나는 이사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샀다.

·Estudio para sacar buenas notas.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한다.
·Estudio por sacar buenas notas.
좋은 점수를 얻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다.

아래의 두 문장은 para나 por,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며 의미도 같다.

·Entré con cuidado para(por) no despertarlos.
나는 그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들어갔다.

·Siempre he trabajado para(por) mi familia.
나는 항상 가족을 위하여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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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연구 대상 교재

스페인에서 출판된 문법서에서 보이는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에

대한 설명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한 가지는

『종합 기초 스페인어』에서 보여주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각각의 전치사

의 의미를 중요한 의미 순서대로 나열하여 설명하되 다른 전치사와 비교

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문법서는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 Teoría y práctica』와 『Diccionario p

ráctico de gramática』이다.

<표 17>『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교재 내용

스페인 교재

교육
문법서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 Teoría y práctica
(Aragonés, Luis, y Ramón Palencia, 2005)

Diccionario práctico de gramática
: 800 fichas de uso correcto del español(Cerrolaza Gili, Ó.,2015)

Gramática básica del estudiante de español
(Raya, Rosario Alonso, 2012)

Gramática en contexto(C. Jacobi, E. Melone y L. Menon, 2011)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 Teoría y práctica

por

Indicar la causa o el motivo de una acción.
· Se suspendió el partido por la lluvia.

Indicar el medio con el que se hace algo.
· Llámame por teléfono esta noche.

Indicar lugar aproximado o tránsito.
· Tiene que haber un banco por aquí.

A + horas
· Te espero a las cinco.

por + partes del día
· Ahora estoy trabajando por las tardes.

En + meses, estaciones y años
· Elisa y Armando se casan en enero.

PERO, por la/de noche, de día, de madrugada, a las siete de la mañ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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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는 por가 ‘원인’, ‘도구’, ‘위치’, ‘시

간’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예시

문을 통해 보여준다. 동일한 설명 방식을 다루는 『종합 기초 스페인

어』에서는 por의 기본 의미로서 ‘이유’, ‘동기’, ‘대체’, ‘가격’, ‘수량’ 등을

언급한 것과 달리 본 교재는 공간과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야 하

는 의미로서 제시한다. por의 시간과 관련된 의미는 다른 전치사 a, en

의 의미와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각 전치사가 어떤 시간 의미를 다루

는지를 보여준다.

para의 의미는『종합 기초 스페인어』에서 제시된 para의 의미와 동

일한 구성을 둔다. para의 공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 그리고 추상적 의미

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는 para의 모든 의미가 한 문장에서 다 같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한 전치사의 의미들이 구분되는 것이 아닌 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Diccionario práctico de gramática』는 『Gramática de uso del es

pañol』과 동일하게 por의 의미와 para의 의미를 나열식으로 설명한다.

por는 por 뒤에 위치하는 문법 요소의 의미에 따라 por의 의미가 달라

진다는 설명 방식을 보인다. 또한, por의 의미로서 ‘원인’, ‘동기’, ‘시간’

등을 제시하면서 다른 전치사이지만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아예 다

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보여준다. 이를 통해 por의 다양한 의미를

다른 전치사의 쓰임과 복합적으로 이해하게끔 유도한다.

para

Indicar destino o finalidad.
· Mañana salimos para Londres.

para + infinitivo = finalidad
· ¿ Tiene un cuchillo para pelar patatas?

Indicar el término de un plazo de tiempo.
· He comprado unos pollos para el dom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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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Diccionario práctico de gramática』 por 내용

para의 의미는 『Total 스페인어 문법』의 예시와 흡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본 교재는 ‘시간’, ‘목적’ 등이 의미에서 por와 para가 비슷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한다. 특히, 두 전치사가 ‘목적’을 표현할 때에 어떻

게 의미가 다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 교재에 따르면 por가

‘목적’으로 사용될 시에 동기만을 강조하는 느낌을 표현하지만, para가

‘목적’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실제 목적의 의미가 강조된다고 구분 짓는

Diccionario práctico de gramática

por

[por<pro
(lat.)]

por + algo/alguien = Indica el causante de un setimiento, una
actitud o un estado mental.

· Comprale este CD. Esta loco por la musica.

por + causa = Expresa la causa o el motivo de algo.

· Se ha separado de su mujer por su dedicación al trabajo.

· Suspendió por no saberse todas las respuestas bien.

por + fecha = Indica el tiempo aproximado en que se produce un
acontecimiento.

· por noviembre o diciembre suele empezar a nevar en esta comarca.

Contraste con otras preposiciones de usos similares:

Con+alguien/algo: Expresa un sentimiento o sensación que se tiene con algo o
alguien.
· Me he enfadado con Cristina. Sinceramente, es insoportable.

Hacia+persona: Expresa el destinatario de un sentimiento.
· Siento un gran respeto hacia ella.

Contraste con De
De + causa: Más que una causa define un tipo de acción.

· Estoy llorando de alegría, me haces muy feliz.

Contraste con para
para + finalidad: Expresa la finalidad que se quiere conseguir con algo, el objetivo.
Con por se expresa la causa, el motivo deseado o no deseado.

· Se puso crema protectora por el sol tan fuerte / para no quemarse con el sol.

Contraste con para
para + fecha: Señala el plazo en que se tiene que producir un acontecimiento futuro.

· Déjame 50 euros y para el fin de semana te lo devu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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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19>『Diccionario práctico de gramática』 para 내용

외국의 교재에서도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

으로 공간의미, 시간의미, 추상의미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판된 미국인 스페인어 학습자 중심의 스페인어

교육 문법서『Advanced spanish grammar』도 por와 para의 의미를 비

교하여 두 전치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교재 방식에 속한다.

Diccionario práctico de gramática

para

[para<del
antiguo
pora]

para + fecha = Señala el plazo en el que se tiene que producir un
acontecimiento futuro.

· Inaugurarán el tren rápido para el 2009, quizás antes.

para + finalidad = Expresa la finalidad que se quiere conseguir con
algo.

· Me compré este anorak para ir a esquiar.

para + infinitivo = Matiza una cualidad.

· Este chorizo es muy bueno para hacerlo con alubias.

Contraste con por

por + fecha: Indica el tiempo aproximado en que ocurre un acontecimiento pasado o
futuro.

· Lo vi por primera vez por el 2000 o 2001, ya no me acuerdo.

por + parte del día: Sirve para situar un acontecimiento en una parte aproximada
del día.

· Ayer me lo encontré por la mañana, a eso de las nueve y media.

Contraste con por

por + causa: Se indica la causa de algo. Con para se expresa la finalidad, el
objetivo que se espera conseguir con algo.

· Apagó la tele por el miedo que le daba la película / para no pasar miedo y tener
pesadillas esa noche.

por + finalidad: En este caso se utiliza la preposición por con el sentido de
expresar el motivo que provoca una acción. La diferencia de expresar lo mismo con
para es que no se indica el motivo de una acción, sino lo que se quiere conseguir
con ella.

· Es una ONG que lucha por el hambre / para que desaparezca el hambre en el
m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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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Advanced spanish grammar』교재 내용

본 교재는 por와 para 모두 공간, 시간, 추상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였다. 또한, 각 전치사가 지니는 공간의미와 시간

의미가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por의 공간적 의미는

목적지가 아닌 향하는 여정으로서 보이고, 이는 시간적 의미로서 시간의

흐름으로 제시된다. 영어 화자는 모국어에 전치사가 있기에 어떠한 영어

전치사와 스페인어 전치사가 비슷한지도 알아볼 수 있었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이미지나 영상 도식을 사용하여 por와 para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 방식을 사용한 문법서는 『La Gramática básica de

l estudiante de español』과 『Gramática en contexto』이다.『Gramátic

a básica del estudiante de español』는 『Advanced spanish gramma

r』의 전치사 의미 분류 방식과 유사하게 전치사의 의미를 공간, 시간,

추상적인 의미로 분류한다.

Advanced spanish grammar

por

Algunos usos de por: through, along, down, for, over, during

a) ESPACIO: por no indica el destino final sino el camino, la ruta.
Pasamos por Texas para ir a la Florida. (through)
Caminamos por la avenida Balboa. (along, down)
b) TIEMPO: por indica el transcurso de un período: durante (for,
during)
Vivimos en Cuba por(durante) cinco años. (for, during)
c) CAMBIO: por refleja la idea de intercambio: in exchange of,
instead of
Pagué cincuenta dólares por los zapatos. (for)
Si tú no puedes ir al teatro, yo voy por ti. (in your place)

para

Algunos usos de para: to, in order to, for, by

a) ESPACIO: para indica el destino final del viaje.
Amelia salió para su oficina. (for, toward)
Ellos se fueron para México. (for, to)
b) TIEMPO: para indica el tiempo aproximado, the deadline.
Deben aprender esto para el lunes. (by)
Vamos a viajar a México para junio. (by)
c) PROPÓSITO: para indica el destino final, el objetivo, la
meta(goal), como el objeto indirecto.
Traigo el café para usted. (for)
Hago dieta para perder peso. (to,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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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Gramática básica del estudiante de español』 교재 내용

이 교재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의 장점은 하나의 이미지가 전치사의 여

러 의미를 설명하는 데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뛰는 모습으로

전치사를 설명하여 생동감을 보여준다. 한 전치사의 다양한 의미가 하나

의 이미지로 설명되고 이해된다는 것은 모든 의미가 하나의 기본적인 의

미가 있다는 말과 동일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ramática en contexto(2011)』도 시각 자료인 영상

도식과 함께 por와 para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본 교재의 영상 도식은

『Gramática básica del estudiante de español』의 그림을 축소한 느낌

이면서도 기존의 의미론자들이 제안했던 영상 도식과 매우 흡사하다. 하

지만, por의 영상 도식은 어딘가를 통과하는 개념이 강조되어 표현되었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ramática básica del estudiante de español

Con por indicamos:

Localización indeterminada

En el espacio
· Me ha dado una vuelta por el Retiro.
[Recorriendo el Retiro o cerca del Retiro.]

En el tiempo
·Vendremos por Navidad.
[Pueden ser los días de Navidad o próximos a Navidad.]

Causa
· Nos fuimos de la playa por el viento.

Con para indicamos:

Finalidad o propósito
· Vamos a Madrid para ver a Les Luthiers.

Destinatario
·No es una película para niños.

Dirección a un destino
· Vamos para c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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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Gramática en contexto 』 교재 내용

3.3. 효과적인 교수법을 위한 제안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교수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역사언어학, 의미론, 교육학 관점으로 세분화

하여 두 전치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역사 언어학적 관점의 연구는 por와 para가 모두 동일한 라틴어 전

치사를 어원으로 가진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두 전

치사의 의미를 혼동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의미론 연구자들과 교육학자들은 전치사 por와 para가 표현하는 의

미에 대해서는 영상 도식이라는 시각화된 수단을 도입하여 두 전치사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의미론 연구자들은 전치사의 공간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전치사의 공간의미를 표현하고자 영상 도식

에 원을 추가하는 방법도 시도하였다. 교육학자 중 일부는 인간의 인지

작용을 적용한 영상 도식을 고안하였다. 주어진 영상 도식은 인간이 가

Gramática en contexto

por

a) Indicar lugar.

· Caminaron por el parque.

b) Hablar de una fecha o localización aproximada.

· El tango se hizo popular allá por 1900.

c) Indicar un momento del día(mañana, tarde, noche).
(Se usa también a, principalmente en América.)

· Mañana por la mañana tenéis cita con el dentista.

para

a) Indicar la direccion o el destino. (Puede sustituirse por Hacia.)

· Voy para el centro.

b) Hablar del plazo final para que ocurra algo.

· La construcción del metro deberá concluirse para finales de noviembre.

c) Expresar finalidad.

· Me compré un vestido para la fi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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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먼저 공간 개념을 인지한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고, 실제로

본 영상 도식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문제에 대한 정확도를

상승시켰다.

교육학자들이 고안해낸 영상 도식을 의미론자들의 영상 도식과 비교

해보니 두 집단의 영상 도식은 모두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고안되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언급된 영상 도식들은 전치사가

표현하는 공간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치사의 공

간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개선된 영상 도식을 고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교육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국의 대학 수업 교재와 교육 문법서,

스페인의 교육 문법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대학 수업

교재는 전치사를 대화문, 연습문제, 지문을 통해 두 전치사의 의미를 간

접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어는 전치사라는 문법 성

분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명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한, 한국의 교육 문법서는 por와 para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줬지

만, por의 의미들 가운데 공간의미와 시간의미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스페인 교재의 경우에는 비록 문법서이지만 교재마다 다양한 방식으

로 전치사를 설명하였다. 전치사를 의미를 나열하면서 다른 전치사와의

의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교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

나 영상 도식과 같은 시각 자료를 실제로 활용하여 전치사의 의미를 이

해하도록 돕는 교재들도 있었다. 더불어, 스페인어 교재는 교재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초, 중급 수준의 교재에서 전치사의 공간, 시간과 같은 기

본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제시하였다.

한국인 학습자는 모국어에 전치사에 해당하는 문법 성분이 없으므로

미국인 화자들과 같이 모국어의 전치사와 혼동하는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스페인어 교재에 등장하는 전치사의 의미를 암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

라서,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전치사를 교수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구성하

는 방식과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한국 교재의 방식은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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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치사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보완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초급 수준의 교재일지라도 학생들이 알아

야 하는 전치사의 기본 의미는 제시하면서 모든 의미를 포괄적으로 설명

하는 영상 도식을 같이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교재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을 근거로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상 도식을 도

입할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따라 두 전치사의 공간의미를 더 구체

적으로 보여주는 개선된 영상 도식 <그림 8>을 고안해내었다.

<그림 8> por와 para의 새로운 영상 도식

<그림 8>의 개선된 영상 도식을 살펴보면, por의 영상 도식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주었던 물체와 움직임은 동일하게 구성되

어 있다. 그러나, 움직임을 나타내었던 실선을 점선 화살표로 바꾸어 움

직임의 느낌을 강화했고, 김은경(1988), García(2005), Lam(2009)의 por

의 영상 도식들에서 보이는 공간의 개념(파란색 원)을 추가하여 움직이

는 물체가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형상을 영상 도식으로 만들었다.

전치사 영상 도식

por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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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자들의 por 영상 도식

para의 영상 도식은 기존 학자들의 영상 도식과 비교해보면, 움직이

는 물체와 움직임이 모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새롭게 고안

해낸 영상 도식에서는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방법으로 por의 개선된 영

상 도식과 같이 점선 화살표를 도입하였고, 관점(punto de vista)을 표현

하려는 방법으로 실선 화살표를 도입하였다. para의 모든 의미들이 공통

적으로 내포하는 ‘목적지’, ‘기한’ 등의 의미를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 한

계점을 수직선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0> 연구자들의 para 영상 도식

por 영상 도식

por

김은경
(1988)

v

García
(2005)

Lam
(2009)

para 영상 도식

para

김은경
(1988)

v

García
(2005)

La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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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연구

4.1. 실험 연구의 목적

본 실험 연구는 본인이 연구를 통해 고안해낸 교수법이 한국 학생들

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교수법은 전치사 por와 para

의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는 방식과 영상 도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안

하였다. 세부적으로, 전치사 por와 para의 각각의 의미들을 공간의미, 시

간의미, 추상의미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 구분 방식이고, 영상 도

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고안했던 영상 도식에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

미인 공간의미를 강조하여 재구성한 영상 도식이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고안해낸 por와 para의 의미를 구분

하는 방식과 영상 도식이 실제로 교수법으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4.2. 실험 연구의 방법

4.2.1. 연구 대상

본 실험 연구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수업인 <초급 스페인어>를

수강하는 대학생 42명과 <스페인어 문법>을 수강하는 대학생 22명, 총

6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강하는 수업을 기준으로 연구참여

자를 초급 집단과 중급 집단으로 나눈 이유는 학과의 내부 규정이 집단

을 나누는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충분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서어서

문학과는 수능에서 스페인어를 응시하였거나 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

를 12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은 <초급 스페인어>를 수강할 수 없도록 제

한한다. 또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한 학생도 수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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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초급 스페인어>를 수강하는 학생은 초급 수준의 스페인

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스페인어 문법>을 수강하

는 학생은 서어서문학과 규정(서어서문학과는 스페인어 수업과 관련하여

고급 수준의 수업을 수강한 후에 초급 수업을 수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에 따라 <초급 스페인어>를 이미 수강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스페인어 문법>을 수강하는 학생은 중급 수준의 스페인어 실

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된 두 수업을 동시에 수강하

는 것이 학과 규정상 불가능하기에 연구 대상이 겹칠 위험은 없었다. 연

구참여자의 성별 및 나이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남

학생, 여학생 구분 없이 선정하였다.

<표 23> 전체 연구참여자

4.2.2. 연구 도구

본 실험 연구는 por와 para의 의미 구분 방식과 영상 도식을 기반으

로 구성한 교수법을 시행하기 이전 학생들의 실력과 시행한 이후의 실력

을 비교하여 교수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에 따라 수업을 시행하기 이전과 이후에 학생들에게 간단한 시험지를 풀

도록 하였다. 시험지는 사전평가지와 사후평가지이며 같은 문제 형식과

문항 수를 가진다.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8문항은 모두 빈칸 채우기 문제(Fill in the

blank task)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이 본인이 선택한 답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인 5단계 리커트 척도(Five-point

연구참여자

초급 집단 <초급 스페인어>
수강생 42명

중급 집단 <스페인어 문법>
수강생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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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 scale)를 모든 문항과 함께 제시하였다.

㉠. 빈칸 채우기 문제(Fill in the blank task)

빈칸 채우기 문제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빈칸에 들어갈 전치사를

유추하여 푸는 문제이다. 각 문항에 사용된 스페인어 문장들은 스페인어

학습 교재에서 발췌하였다. 사전평가지와 사후평가지의 단어들이 학생의

스페인어 수준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기에 비교적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따로 제공하였다.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 처리하여 총점은 8점이 된다.

<그림 11> 빈칸 채우기 문제 예시

㉡. 5단계 리커트 척도(Five-point likert scale)

연구참여자가 문제에 대한 답을 선택할 시에 느끼는 정답에 대한 확

실함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모든 문항에 리커트 척도를 추가하였다.

이 리커트 척도는 정답률과 연구참여자 본인이 선택한 정답에 느끼는 확

실함의 정도가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즉, 연구참여자가

실제로 문제를 이해하고 맞췄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수업을 듣기

전에 자신의 답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가 수업을 듣고 난 후에 어떤 식으

로 변화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각 문항에 대해 본인

이 선택한 답에 얼마나 확신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

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4. __________ mañana todo estará listo.



- 54 -

<그림 12> 리커트 척도 예시

4.2.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구성한 스페인어 전치사 por, para 수업은 2019년 가을

학기 <초급 스페인어>, <스페인어 문법>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시행하였다. 본 실험은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에

는 사전평가, 두 번째 주에는 전치사 por, para 수업, 마지막 주인 세 번

째 주에는 사후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교수 방법에 따르는 강의를 두 집단에

똑같이 실시하였다. 두 집단에 공통으로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들이

세 가지 의미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개념을 설명하고, 각 전치사의 영상

도식을 제공하였다.

㉠. 사전 평가(Pre-test)

전치사 por, para 수업을 시행하기 일주일 전에 연구참여자가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사전평가를 시행하였다. 사전평가는 총 8문항이고, 빈칸 채우기 문제

한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사전평가의 문제 유형과 방식은 Lam(200

9)의 논문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17) 사전평가는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17)Lam(2009)은 연구 참여자(미국 대학의 중급 수준의 스페인어 학습자)의 스페인
어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지연 사후평가(delayed post
-test)에서 ‘Multiple choice task’와 ‘Fill in the blank task’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두 문제 유형 중 연구참여자의 스페인어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Fill In the blank task’ 유형만을 사용하였다. Lam(2009)의 Fill in the blank tas

1. Me he dado una vuelta __________ el Retiro.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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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사전평가의 문제 구성

㉡. 전치사 수업

본 연구에서 시행하는 전치사 por, para 수업은 사전평가를 시행하고

일주일 후에 진행되었다. 수업은 총 30분간 모국어인 한국어로 한번 진

행되었고, 초급 집단과 중급 집단 모두에게 본 연구에서 고안한 영상 도

식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에서 전치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또한 다양한 의미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

하였다. 그다음으로, por의 의미와 영상 도식을 설명하고, para의 의미와

영상 도식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k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l niño intentó mirar la luna ______ el telescopio. (‘por’, means)

사전평가

빈칸 채우기(8문항)

por
(4문항)

por 공간의미 [1문항]

por 시간의미 [1문항]

por 추상의미 (이유) [1문항]

por 추상의미 (수단) [1문항]

para
(4문항)

para 공간의미 [1문항]

para 시간의미 [1문항]

para 추상의미 (대상) [1문항]

para 추상의미 (목적)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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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업시간에 활용한 영상 도식

구체적으로, 전치사 por의 공간의미, 시간의미, 추상의미 순으로 영상

도식이 제공되었고, 영상 도식과 함께 아래 예문(8)과 같은 문장이 제공

되었다.18)

(8) a. por의 공간의미

Doy un paseo por el parque.

(나는 공원을 산책한다.)

b. por의 시간의미

Voy a clase por la manana.

(나는 오전에 수업에 갈 거야.)

Nosotros vendremos por Navidad.

(우리는 크리스마스쯤에 올 거야.)

c. por의 추상의미

18) 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준 모든 자료는 논문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예문
(8)은 수업 자료 중 일부분만 가져온 것이다.

전치사 영상 도식
 

por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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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personas viajan a Madrid por avión. (수단)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마드리드로 간다.)

El se hizo rico por su propio esfuerzo. (이유)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다.)

다음으로, 전치사 para의 공간의미, 시간 의미, 추상의미 순으로 영상

도식이 제공되었고, 영상 도식과 함께 아래와 같은 문장이 제공되었다.

(9) a. para의 공간의미

Yo voy para Madrid.

(나는 마드리드로 간다.)

b. para의 시간의미

Deben aprender esto para el lunes.

(그들은 월요일까지 그것을 익혀야 한다.)

c. para의 추상의미

Vamos a Madrid para ver a Juan. (목적)

(우리는 후안을 보러 마드리드로 갈 것이다.)

Traigo el café para usted. (대상)

(내가 당신을 위해 커피를 가져왔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날 때 영상 도식을 내재화하도록 지

시받았다.

㉢. 사후 평가(Post-test)

전치사 por, para 수업을 시행 일주일 후에 연구참여자가 전치사 por

와 para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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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를 시행하였다.

<표 25> 사후평가의 문제 구성

사후평가는 총 8문항이고, 빈칸 채우기 문제 한 가지 유형으로 구성

되었다. 사후평가의 문제 유형과 방식도 Lam(2009)의 논문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사후평가는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4.2.4. 평가 문항

본 연구를 위한 평가 문항은 사전평가지와 사후 평가지로 구성되었

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전평가지와 사후 평가지는 모두 8문항으

로 구성되었고, 문제 유형은 모두 빈칸 채우기 문제였다. 또한, 모든 문

항에는 리커트 점수를 표시하도록 제시되어 있었다.

사전평가지와 사후 평가지는 por의 세 가지 의미와 para의 세 가지

의미를 모두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por의 공간의

미 1문항, por의 시간의미 1문항, por의 추상의미 2문항(1문항은 ‘이유’,

1문항은 ‘수단’)을 질문하였고, para의 공간의미 1문항, para의 시간의미

1문항, para의 추상의미 2문항(1문항은 ‘대상’, 1문항은 ‘목적’)을 질문하

사후평가

빈칸 채우기(8문항)

por
(4문항)

por 공간의미

por 시간의미

por 추상의미 (이유)

por 추상의미 (수단)

para
(4문항)

para 공간의미

para 시간의미

para 추상의미 (대상)

para 추상의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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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우선 사전평가지의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1. Me he dado una vuelta __________ el Retiro. (por 공간)

2. Ellos se fueron __________ México. (para 공간)

3. __________ mañana todo estará listo. (para 시간)

4. Abandonó su trabajo __________ dos años. (por 시간)

5. Hemos hablado __________ teléfono. (por 추상[수단])

6. No es una película __________ niños. (para 추상[대상])

7. El se hizo rico __________ su propio esfuerzo.

(por 추상[이유])

8. Lo he hecho __________ ti. (para 추상[목적])

다음으로, 사후평가지의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1. He reservado mesa __________ las dos de la tarde.

(para 시간)

2. Está loco __________ casarse con Marta. (por 추상[이유])

3. Ellos han mandado este paquete __________ mensajero.

(por 추상[수단])

4. Por favor, dame una botella __________ echar el vino.

(para 추상[목적])

5. Voy al gimnasio dos veces __________ semana. (por 시간)

6. __________ mí, el culpable es Juan. (para 추상[대상])

7. Creo que tu lápiz está __________ el salón. (por 공간)

8. Ya salimos __________ tu casa. (para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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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전치사 por, para 수업을 시행하기 이전과 이후에 학생

들이 제출한 사전평가지와 사후 평가지의 점수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하

였다. 그리고, 사전평가지의 점수와 사후 평가지 점수를 기반으로 전치사

por, para 수업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초급 집단의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결과를 비교한 후, 중급 집단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4.3.1. 초급 집단

1. 전체 문항 정답률

사전평가에서 초급 집단의 전체 문항의 정답률 평균은 65.3%이고 평

균 리커트 점수는 3.1이었다. 사후평가에서 정답률 평균은 71.3%이고 평

균 리커트 점수는 3.6점이었다. 즉, 초급 집단의 정답률은 교수 후 6%

증가하였고, 리커트 점수의 평균도 0.5점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영상 도식을 토대로 한 전치사 por, para 수업이 초

급 연구참여자의 전치사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표 26> 전체 문항의 정답률

전체 문항

정답률(%) 리커트 점수
(5점 만점)

사전평가 65.3% 3.1점

사후평가 71.3% 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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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문항(por/para) 정답률

전체 문항의 정답률과 리커트 점수의 평균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각

문항, 즉, por의 문항과 para의 문항 각각에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

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항을 분류하

여 정답률을 분석해보았다. 분석한 결과, 초급 집단은 사전평가에서 por

보다 para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교수 후에는 por의 문

항과 para의 문항 정답률이 모두 상승하였다.

<표 27> 세부 문항의 정답률

3. por 문항

사전·사후 평가에서의 por 문항의 의미별 정답률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초급 집단은 공간의미를 나타내는 por의 문항에서 교수 후 정답률과

리커트 점수가 모두 향상되었고,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도 교수

후 정답률과 리커트 점수가 모두 향상되었다. 그러나, por의 추상의미인

‘수단’, ‘이유’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하락하였다.

세부 문항

정답률(%) 리커트 점수
(5점 만점)

por
사전 60.8% 2.9점

사후 67.7% 3.4점

para
사전 69.8% 3.3점

사후 75% 3.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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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초급 집단의 por 문항19)

4. para 문항

초급 집단은 공간의미를 나타내는 para의 문항에서 교수 후 정답률과

리커트 점수가 모두 향상되었지만, por와 달리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para의 문항에서 교수 후 정답률이 1.8% 하락하였다.

para의 두 가지 추상의미 중에서 ‘대상’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상승하였고, ‘목적’을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2.1% 하락

하였다.

<표 29> 초급 집단의 para 문항20)

19) <표 28>의 por의 문항 번호는 사전평가지와 사후 평가지의 문항 번호가 아니
라 분석 결과를 알아보기 편하게 하도록 같은 의미의 순서대로 재배열한 것이다.

사전평가

정답률
(%)

리커트 점수
(5점 만점)

por

1번

(공간)
54.5 2.8

2번

(시간)
68.1 3

3번

(추상-수단)
72.7 3.5

4번

(추상-이유)
47.7 2.3

60.8 2.9

사후평가

정답률
(%)

리커트 점수
(5점 만점)

por

1번

(공간)
81.5 3.2

2번

(시간)
97.3 3.9

3번

(추상-수단)
50 3.3

4번

(추상-이유)
42.1 3.2

67.7 3.4

사전평가

정답률
(%)

리커트 점수
(5점 만점)

para

1번

(공간)
77.2 3.1

2번

(시간)
38.6 2.9

사후평가

정답률
(%)

리커트 점수
(5점 만점)

para

1번

(공간)
81.5 3.8

2번

(시간)
36.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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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커트 점수

초급 집단의 리커트 점수의 변화는 <표 30>에서 보이듯 3.1점에서

3.6점으로 0.5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상 도식을 토대로 한 전치

사 por, para 수업이 학습자가 느끼는 정답에 대한 확실함을 높여주었음

을 말해준다.

<표 30> 초급 집단의 리커트 점수21)

20) <표 29>의 para의 문항 번호는 사전평가지와 사후 평가지의 문항 번호가 아니
라 분석 결과를 알아보기 편하게 하도록 같은 의미의 순서대로 재배열한 것이다.

21) <표 30>에서 사용된 L.P는 리커트 점수를 의미한다. 또한, <표 30>의 문항들은
실제 사전평가지와 사후평가지의 순서를 따른다.

사전평가

문항 질문내용
정
답
률
(%)

L.P
(5점
만점)

Fill in the
Blank
Task
(Produc
tion)

1번 por 공간 54.5 2.8

2번 para 공간 77.3 3.1

3번 para 시간 38.6 2.9

4번 por 시간 68.2 3.0

5번 por 추상
(수단) 72.7 3.5

6번 para 추상
(대상) 77.3 3.5

7번 por 추상
(이유) 47.7 2.3

8번 para 추상
(목적) 86.4 3.5

65.3 3.1

사후 평가

문항 질문내용
정
답
률
(%)

L.P
(5점
만점)

Fill in the
Blank
Task
(Produc
tion)

1번 para 시간 36.8 3.5

2번 por 추상
(이유) 42.1 3.2

3번 por 추상
(수단) 50.0 3.3

4번 para 추상
(목적) 84.2 3.7

5번 por 시간 97.3 3.9

6번 para 추상
(대상) 97.3 4.0

7번 por 공간 81.5 3.2

8번 para 공간 81.5 3.8

71.3 3.6

3번

(추상-대상)
77.2 3.5

4번

(추상-목적)
86.3 3.5

69.8 3.3

3번

(추상-대상)
97.3 4

4번

(추상-목적)
84.2 3.7

75.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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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문항별 리커트 점수를 분석해보면, por의 공간 문항의 경

우 교수 전 2.8점(정답률:54.5%)과 교수 후 3.2점(81.5%)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por의 시간 문항도 교수 전 3.0점(68.2%)과 교수 후 3.9점

(97.3%)으로 리커트 점수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por의 추상 문항 중 ‘수

단’ 문항은 점수의 하락과 함께 리커트 점수도 0.2점 정도 하락하였다.

para의 공간 문항의 경우 교수 전 3.1점(77.3%)과 교수 후 3.8점

(81.5%)으로 리커트 점수가 향상되었다. para의 시간 문항은 정답률의

차이는 적었으나 리커트 점수가 2.9점에서 3.5점으로 상승하였다. para의

추상 문항 중 ‘대상’ 문항은 리커트 점수가 3.5점에서 4.0점으로 상승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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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중급 집단

1. 전체 문항 정답률

사전평가에서 중급 집단의 전체 문항의 정답률 평균은 85.1%이고 평

균 리커트 점수는 3.6이었다. 사후평가에서 정답률 평균은 89.5%이고 평

균 리커트 점수는 3.7점이었다. 즉, 초급 집단의 정답률은 교수 후 4.4%

증가하였고, 리커트 점수의 평균도 0.1점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영상 도식을 토대로 한 전치사 por, para 수업이 중

급 연구참여자의 전치사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표 31> 전체 문항의 정답률

2. 세부 문항(por/para) 정답률

전체 문항의 정답률과 리커트 점수의 평균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각

문항, 즉, por의 문항과 para의 문항 각각에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

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항을 분류하

여 정답률을 분석해보았다. 분석한 결과, 중급 집단은 사전평가에서 por

의 의미를 para의 의미 모두 잘 알고 있었고, 교수 후에는 por의 문항

정답률은 변함이 없었고, para의 문항 정답률이 8.7% 상승하였다.

전체 문항

정답률(%) 리커트 점수
(5점 만점)

사전평가 85.1% 3.6점

사후평가 89.5% 3.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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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세부 문항의 정답률

3. por 문항

사전·사후 평가에서의 por 문항의 의미별 정답률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중급 집단은 공간의미를 나타내는 por의 문항에서 교수 후 정답률과

리커트 점수가 모두 향상되었고,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도 교수

후 정답률과 리커트 점수가 모두 향상되었다. 그러나, por의 추상의미인

‘수단’, ‘이유’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하락하였다.

<표 33> 중급 집단의 por 문항 22)

세부 문항

정답률(%) 리커트 점수
(5점 만점)

por
사전 86.9% 3.6점

사후 86.9% 3.5점

para
사전 83.4% 3.7점

사후 92.1% 3.9점

사전평가

정답률
(%)

리커트 점수
(5점 만점)

por

1번

(공간)
71.4 3.2

2번

(시간)
90.5 3.1

3번

(추상-수단)
100 4.3

4번

(추상-이유)
85.7 3.7

86.9 3.6

사후평가

정답률
(%)

리커트 점수
(5점 만점)

por

1번

(공간)
100 3.4

2번

(시간)
100 3.9

3번

(추상-수단)
63.2 3.2

4번

(추상-이유)
84.2 3.4

86.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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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ra 문항

중급 집단은 공간의미를 나타내는 para의 문항에서 교수 후 정답률과

리커트 점수가 모두 향상되었고,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para의 문항에서

도 교수 후 정답률과 리커트 점수가 모두 향상되었다.

para의 두 가지 추상의미 중에서는 ‘대상’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에서

는 정답률이 0.5점 하락하였고, ‘목적’을 물어보는 문항은 정답률이 8.5%

상승하였다.

<표 34> 중급 집단의 para 문항23)

5. 리커트 척도 점수

중급 집단의 리커트 점수의 변화는 <표 35>에서 보이듯 3.6점에서

3.7점으로 0.1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상 도식을 토대로 한 전치

사 por, para 수업이 학습자가 느끼는 정답에 대한 확실함을 높여주었음

을 말해준다.

22) <표 33>의 por의 문항 번호는 사전평가지와 사후 평가지의 문항 번호가 아니
라 분석 결과를 알아보기 편하게 하려고 같은 의미의 순서대로 재배열한 것이다.

23) <표 34>의 para의 문항 번호는 사전평가지와 사후 평가지의 문항 번호가 아니
라 분석 결과를 알아보기 편하게 하려고 같은 의미의 순서대로 재배열한 것이다.

사전평가

정답률
(%)

리커트 점수
(5점 만점)

para

1번

(공간)
81 3.5

2번

(시간)
76.2 3

3번

(추상-대상)
95.2 4

4번

(추상-목적)
81 4.1

83.4 3.7

사후평가

정답률
(%)

리커트 점수
(5점 만점)

para

1번

(공간)
94.7 4

2번

(시간)
89.5 3.9

3번

(추상-대상)
94.7 3.9

4번

(추상-목적)
89.5 3.6

92.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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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중급 집단의 리커트 점수24)

세부적으로 문항별 리커트 점수를 분석해보면, por의 공간 문항의 경

우 교수 전 3.2점(정답률:71.4%)과 교수 후 3.4점(100%)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por의 시간 문항도 교수 전 3.1점(90.5%)과 교수 후 3.9점(100%)

으로 리커트 점수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por의 추상 문항 중 ‘수단’ 문항

과 ‘이유’ 문항은 정답률의 하락과 함께 리커트 점수도 하락하였다.

para의 공간 문항의 경우 교수 전 3.5점(81%)과 교수 후 4.0점(94.7%

)으로 리커트 점수가 향상되었다. para의 시간 문항은 교수 전 3.0점(76.

2%)과 교수 후 3.9점(89.5%)으로 리커트 점수가 향상되었다. para의 추

상 문항 중 ‘대상’과 ‘목적’ 문항은 리커트 점수가 3.5점에서 4.0점으로 상

승하였다.

결론적으로, 초급 집단과 중급 집단 모두 교수 이후 전체정답률의 평

균과 리커트 점수의 평균은 모두 상승하였다. 그러나, 세부 문항별 정답

률을 분석해보니 초급 집단과 중급 집단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초

24) <표 35>에서 사용된 L.P는 리커트 점수를 의미한다. 또한, <표 35>의 문항들은
실제 사전평가지와 사후 평가지의 순서를 따른다.

사전평가

문항 질문내용

정
답
률
(%)

L.P
(5점
만점)

Fill in the
Blank
Task
(Produc
tion)

1번 por 공간 81 3.5

2번 para 공간 76.2 3

3번 para 시간 95.2 4

4번 por 시간 81 4.1

5번 por 추상
(수단) 71.4 3.2

6번 para 추상
(대상) 90.5 3.1

7번 por 추상
(이유) 100 4.3

8번 para 추상
(목적) 85.7 3.7

85.1 3.6

사후평가

문항 질문내용
정
답
률
(%)

L.P
(5점
만점)

Fill in the
Blank
Task
(Produc
tion)

1번 para 시간 94.7 4

2번 por 추상
(이유) 89.5 3.9

3번 por 추상
(수단) 94.7 3.9

4번 para 추상
(목적) 89.5 3.6

5번 por 시간 100 3.4

6번 para 추상
(대상) 100 3.9

7번 por 공간 63.2 3.2

8번 para 공간 84.2 3.4

89.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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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집단은 por의 공간의미와 시간의미 문항의 정답률은 상승하였지만,

‘이유’, ‘수단’의 추상의미 문항의 정답률은 하락하였다. para의 경우는 공

간의미 문항의 정답률은 상승하였지만, 시간의미 문항의 정답률은 하락

하였다. ‘대상’의 추상의미 문항의 정답률은 상승하였고, ‘목적’의 문항의

정답률은 하락하였다.

중급 집단은 por의 공간의미와 시간의미 문항의 정답률은 초급 집단

과 동일하게 상승하였고, ‘이유’, ‘수단’의 추상의미 문항의 정답률도 초급

집단과 동일하게 하락하였다. para의 경우는 공간의미 문항의 정답률과

시간의미 문항의 정답률이 모두 상승하였다. ‘대상’의 추상의미 문항의

정답률은 하락하였고, ‘목적’의 문항의 정답률은 상승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전치사 por와 para의 추상의미를 물어보는 문항에서의

점수의 상승 및 하락은 기존에 암기식으로 외워왔던 두 전치사의 추상의

미가 영상 도식의 등장으로 인해 새롭게 정의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했

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두 전치사의 추상의미 문항에서는 점수가 향상되

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초·중급 집단은 영상 도식을 활용한 수업

을 수강한 이후에 por와 para의 공간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중급 집단은 두 전치사의 시공간의미 문항에서 모두 점수가 향

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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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전치사 por와

para 교수법을 고안하기 위해 우선 기존 역사언어학적 관점의 연구를 토

대로 전치사 por와 para의 형태 및 의미의 형성과정을 확인하였다.

역사언어학 관점의 연구는 전치사 por와 para가 모두 동일한 라틴어

전치사 per와 pro를 어원으로 가진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per와 pro의

의미가 por와 para의 의미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두 전치사의 의미를 혼동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더불어, para는 por의 움직임 의미와 함께

도달을 의미하는 라틴어 전치사 ad가 결합한 형태임을 언급하면서 para

는 por보다 도달점과 관련된 의미가 강조된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의미론적 연구를 통해 전치사 por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과 para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의미론적 관점

의 연구는 전치사 por와 para가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다. 한편, 전치사 por와 para가 표현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의미 여부를 기준으로 두 전치사

의 의미를 분석하기도 하고 의미가 아닌 문맥을 기준으로 해석하기도 하

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였고,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를 시각적

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영상 도식을 이용한 방법도 있었다.

교육학적 관점의 연구는 공통으로 기존의 전치사 교육방식이 두 전치

사 por와 para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돕지 못한다는 점에 동

의하였고 전치사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돕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육학자 중 일부는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를 설

명하려는 방법으로 인간의 인지작용을 적용한 영상 도식을 고안하였다.

주어진 영상 도식은 인간이 가장 먼저 공간 개념을 인지한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실제로 본 영상 도식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긍

정적인 결과를 얻어낸 연구도 있었다.

교육학자들이 고안해낸 영상 도식을 의미론자들의 영상 도식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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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두 집단의 영상 도식은 모두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고안되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언급된 영상 도식들은 전치사가

표현하는 공간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치사의 공

간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개선된 영상 도식을 고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치사 교육에 대한 실제 교육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대

학 교재와 교육 문법서, 스페인의 교육 문법서에서 제시된 두 전치사의

의미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의 대학 교재는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해가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치사를 명시적으로 다루

지 않고 있었다. 반면, 교육 문법서는 교재의 목적에 따라 전치사의 의미

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다루었다. 스페인의 교육 문법서는 전치사 por와

para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전치사의 의미를 시각화하

는 이미지나 영상 도식을 사용하였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와 교재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을 근거로 전치

사 por와 para의 의미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상 도식을

도입할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따라 두 전치사의 공간의미를 더 구

체적으로 보여주는 개선된 영상 도식을 고안해내었다.

본 논문은 한국 스페인어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por와 para

의 의미를 설명하는 전치사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이전과 이후에 치러진

시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평가의 결과를 분석해보니 초급 집

단과 중급 집단은 교수학습 이후에 정답률 평균과 리커트 점수의 평균이

모두 상승하였다. por와 para의 모든 의미 분야의 문항에서 점수가 향상

되지는 못했지만, 초급 집단의 경우에는 por의 공간의미, 시간의미 그리

고 추상의미 중 ‘수단’의 의미에서 점수가 향상되었고, para의 공간의미,

추상의미에서 점수가 향상되었다. 중급 집단의 경우에는 por와 para의

시공간의미 문항에서 모두 점수가 향상되었고, para의 ‘목적’, por의 ‘이

유’ 의미 문항에서 점수가 향상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전치사 por와 para의 추상의미 문항에서의 점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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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및 하락은 기존에 암기식으로 외워왔던 두 전치사의 추상의미가 영상

도식의 등장으로 인해 새롭게 정의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두 전치사의 추상의미 문항에서는 점수가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초·중급 집단은 영상 도식을 활용한 수업을 수강한

이후에 por와 para의 공간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급 집단은 두 전치사의 시공간의미 문항에서 모두 점수가 향상되는 긍

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전치사의 의미를 공간의미, 시간의미, 추상의미로 나누어 설

명하고 각 전치사에 해당하는 영상 도식을 사용한 교수학습이 학습자의

전치사 사용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

은 미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한

국인 대학생 학습자에게 교수학습을 시행하고 사전·사후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였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영상 도식을 이해하

고 사용하기까지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고, 교수학습 후 학생들

의 장기간 학습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스페인어 교육 현장에서 전치사 이해를 위한 문법 교

육 방안을 설계할 때 본 연구에서 다뤄진 영상 도식이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전치사 por와 para에 대한 이론 문법의 논의와 실험

연구 설계 및 분석은 앞으로 한국의 스페인어 학습자를 위한 교수 방안

을 설계할 때 전치사 por와 para의 가치와 의미를 구성할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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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사전 평가지

이 사전평가지는 영상 도식을 활용한 전치사 수업이 연구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됩니다. 평가지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각각

진행됩니다. 총 문항 수는 8개입니다. 여러분의 사전평가 결과는 스페인어 전치

사 교육 시스템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란에 표시해주세요.

학번: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은 스페인어 문장 빈칸에 들어갈 만한 가장 적절한 전치사를 선택하는 문

제입니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전치사 por 와 para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한 개의 전치사를 적으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

이 선택한 정답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도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1. Me he dado una vuelta __________ el Retiro.

2. Ellos se fueron __________ México.

3. __________ mañana todo estará listo.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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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andonó su trabajo __________ dos años.

5. Hemos hablado __________ teléfono.

6. No es una película __________ niños.

7. El se hizo rico __________ su propio esfuerzo.

8. Lo he hecho __________ ti.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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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사후 평가지

이 사후 평가지는 영상 도식을 활용한 전치사 수업이 연구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됩니다. 평가지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각각

진행됩니다. 총 문항 수는 8개입니다. 여러분의 사후 평가 결과는 스페인어 전

치사 교육 시스템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표시해주세요.

학번: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은 스페인어 문장 빈칸에 들어갈 만한 가장 적절한 전치사를 선택하는 문

제입니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전치사 por 와 para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한 개의 전치사를 적으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

이 선택한 정답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도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1. He reservado mesa __________ las dos de la tarde.

2. Está loco __________ casarse con Marta.

3. Ellos han mandado este paquete __________ mensajero.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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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r favor, dame una botella __________ echar el vino.

5. Voy al gimnasio dos veces __________ semana.

6. __________ mí, el culpable es Juan.

7. Creo que tu lápiz está __________ el salón.

8. Ya salimos __________ tu casa.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전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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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연구 참여 동의서

동  의  서 (연구 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스페인어 전치사 por와 para 학습을 위한 교수법 

- 영상 도식을 활용한 교수법을 중심으로 -

연구 책임자명 : 손서희(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석사 수료생)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

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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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전치사 por, para 수업 자료 (초급/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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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n

Método de enseñanza para

aprender preposiciones

por y para

- Centrarse en el método de enseñanza mediante

el esquema de imagen -

Seohee Son

Maestría en Lingüística Hispánica

Departamento de Lengua y Literatura Hispánicas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Las preposiciones españolas por y para se conocen comúnmente

como preposiciones que significan ‘causa’ y ‘propósito’ respectivamente

, pero pueden usarse de manera similar dependiendo del contexto. Sin

embargo, en el entorno educativo actual en Corea no se trata

sistemáticamente cómo distinguir adecuadamente el uso de tales

preposiciones. Por lo tanto, existe la necesidad de encontrar nuevos

métodos de enseñanza para ayudar a los estudiantes coreanos de

español a distinguir eficazmente entre las dos preposiciones.

Esta tesis tiene como objetivo diseñar un método de enseñanza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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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preposiciones efectiva para los estudiantes coreanos de español.

Para este propósito, la tesis se ha desarrollado de la siguiente

manera.

Primero, examiné las características de las dos preposiciones

dividiendo los estudios anteriores sobre las preposiciones por y para

en la lingüística histórica, semántica y pedagogía.

El punto de vista lingüístico histórico proporcionó la base de por

qué los estudiantes coreanos de español confunden el significado de

las dos preposiciones, revelando que tanto por como para tienen la

misma preposición latina.

El estudio anterior es significativo desde el punto de vista

semántico, ya que presenta varias definiciones de los significados de

por y para, así como la definición de los conceptos preposicionales.

Los investigadores de la semántica concluyeron que las preposiciones

por y para sirven comúnmente para vincular componentes de

oraciones a otras oraciones. Los investigadores de la semántica no

proporcionaron un sistema consistente de explicaciones para los

significados de las preposiciones por y para, pero explicaron el

significado de las dos preposiciones al introducir esquemas de imágen

es.

El punto de vista pedagógico coincide en que los métodos de

enseñanza preposicionales existentes no ayudan a comprender el

significado de las preposiciones por y para. También argumentaron

que se necesita una nueva perspectiva sobre el significado de las

preposiciones y una forma de explicarlas. Algunos pedagogos han

diseñado unos esquemas de imágenes que aplican la cognición

humana para explicar el significado de las preposiciones por y para.

Los esquemas de imágenes dados se basan en el juicio de que los

humanos perciben primero los conceptos espaciales. De hecho, algu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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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udios han mostrado resultados positivos al aplicar este esquema

visual al campo educativo.

Al comparar los esquemas de imágenes desarrollados por los

pedagogos con los esquemas de imágenes de la semántica, encontram

os un punto común, a saber, que los esquemas de imágenes de

ambos grupos fueron diseñados en base al concepto de espacio. Sin e

mbargo, los esquemas de imágenes mencionados no representan

claramente el significado espacial de las preposiciones. En consecuenc

ia, surge la necesidad de diseñar un esquema de imagen mejorado

que ilustre más específicamente el significado espacial de las

preposiciones.

En segundo lugar, como una forma de confirmar el estado

educativo real de la enseñanza de las preposiciones, se compararon y

analizaron los libros de texto coreanos de la universidad, los libros de

texto de gramática española de Corea y los libros de texto de

gramática española de España. Como resultado, los libros de texto

coreanos de la universidad tendían a presentar el significado de

ambas preposiciones de forma natural a través de diálogos, ejercicios.

Los libros de texto de gramática coreana sugería explícitamente el

significado de por y para, pero había un límite en el que no se

abordaba el significado del espacio y el significado del tiempo de por.

Por el contrario, los libros de texto de gramática española de España

sugieren significados espaciales, temporales y abstractos de

preposiciones en todos los libros de texto de nivel inicial e intermedio,

independientemente del nivel del libro de texto. Y se utilizaron

materiales visuales como imágenes y esquema de imagen para ayudar

a comprender el significado de las preposiciones.

Tercero, con base en las conclusiones obtenidas de estudios

previos y del análisis de libros de texto, se demostró la necesidad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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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r un esquema de imagen que pueda explicar el significado de

las preposiciones por y para de manera más eficiente. Esto condujo al

diseño de un esquema de imagen mejorado que ilustra más

específicamente el significado espacial de las dos preposiciones.

Cuarto, he enseñado a los estudiantes coreanos esquemas de

imágenes basados en investigaciones previas y análisis de libros de

texto. Los sujetos de este estudio eran estudiantes que tomaron

clases de español en l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y los dividieron

en grupos de estudiantes de nivel inicial e intermedio. Tanto el grupo

inicial como el intermedio tomaron las mismas clases de preposiciones

por y para.

Como resultado del experimento, el promedio del porcentaje de

respuestas correctas y el promedio de las puntuaciones de escala de

Likert(Liket scale) aumentaron en el grupo inicial e intermedio

después de enseñar y aprender, y el grupo inicial e intermedio

obtuvieron una mejor comprensión del significado espacial de por y

para después de tomar clases usando esquema de imagen mejorado.

Además, el grupo intermedio mostró resultados positivos al mejorar

las puntuaciones tanto en el significado espacial como en el tiempo de

las dos preposiciones.

Palabras clave : Preposiciones españolas, Estudiantes de español

coreano, Esquema de imagen, Método de enseñanza, por, para

Número de estudiante : 2017-2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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