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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 록록한국인 학습자들이 스페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문법적 사항
들 중 하나가 전치사이다. 특히, 전치사 por와 para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치사를 습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국어인 한국어에 전치사에 상응하는 형태가
없고 따라서 그 형태나 개념에 잘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접하게 되는
국내외 스페인어 기본 문법서에 나타난 전치사 관련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교실 수업
에서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부분의 교재들은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따르고 있어서 형태 중심의 문법적 설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전치사들 중에서 특히 한국인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por와
para의 습득 문제와 형태 중심의 교수 효과에 대해 조사해 보려고 한다. 학습자들이 전치사
용법에 주의 집중하는데 있어서 형태에 근거한 학습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전치사 por와
para 사이의 차이를 학습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활동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페인어 전치사 교수에 문법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언어 습득에 효과적인지
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문법 교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의미 중심의 교수법과 형태 중심의 교수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두 번째로,
국내외 교재에 나타난 전치사 por와 para의 설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세 번째
로, 형태에 근거한 전치사 por와 para의 교수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제안해 보겠다. 네 번째
로, 형태 중심의 스페인어 전치사 교수 전후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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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페인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적사항들중하나가전치사이다. 특히, 한국인학습자들은전치사 por와

para를구분하여사용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전치사를습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국어인 한국어에 전치사에 상응하는 형태가 없고 따라서

그형태나개념에잘주목하지못하기때문이다. 물론한국인스페인어학습

자들대부분은이미 어학습에노출되어있었기때문에 어전치사를통

해어느정도개념을인식하고는있지만, 어에서배운전치사용법의 향

으로인해오히려스페인어전치사사용에오류를범하기도한다. 또한학습

자들이접하게되는국내외스페인어기본문법서에나타난전치사관련설

명이명확하지않아실제교실수업에서학습자들에게큰도움이되지못하

고있기때문이다. 최근대부분의교재들은의사소통중심의교수법을따르

고있어서형태중심의문법적설명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그러나이러한

교수법 하에서는 언어 사용의 정확성 측면이 적절히 발달되지 않는다는 문

제점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스페인어전치사들중

에서 특히 한국인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por와 para의 습득 문제와

형태중심의교수효과에대해조사해보려고한다. 학습자들이전치사용법

에주의집중하는데있어서형태에근거한학습의필요성을살펴보고, 전치

사 por와 para 사이의차이를학습자들이명확히구분할수있도록교육적인

활동방안을제공하는것이목적이다. 스페인어전치사교수에문법적인지

도를하는것이언어습득에효과적인지의문제, 그리고어떻게학습자들에

게문법교수를해야하는지에대해논의해보겠다. 이러한연구는최근제 2

언어습득에대한연구를통하여형태에초점을둔학습지도의역할과의미

가 재해석되고 있는 상황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관련해서 의미 중심의 교수법과 형태

중심의교수법에대해간략히살펴보겠다. 제 3장에서는국내외교재에나타

난전치사 por와 para의설명에대해비판적으로검토해보겠다. 제 4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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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형태에근거한전치사 por와 para의교수내용및절차에대해제안해보

겠다. 제 5장에서는형태중심의스페인어전치사교수전후실험결과를비

교분석해보겠다. 제 6장에서는본연구의간략한결론을제시하겠다.

II. 연구 배경

의사소통중심의언어교수법에서는언어습득과정에있어서형태에초점

을맞춘교수법이언어습득에효과가적다고비판하고있다. 대표적으로학

습지식과습득지식을구분하고있는크라센(Krashen 1977; 1993)은명시적

학습과암시적학습사이에접합면이없다고주장하면서, 명시적문법지도

는언어습득에핵심적역할을하지못하며단지주변적역할만을할뿐이라

고주장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사소통중심의언어교육의경우유창성

에 비해 정확성 측면이 적절하게 발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

어왔다. 따라서언어형태에초점을둔교육의효과에대한연구가최근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주의 집중과 인식이 제 2언어 학

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명시적 규칙 설

명,1) 목표구조의빈도,2) 명시적, 암시적오류교정,3) 구조화된입력4)이언어

습득에미친효과를조사하면서교실에서의제 2언어학습에서문법의식향

상의역할을보여준다. 이러한연구들을통하여알수있는것은제 2언어학

습에서 주의 집중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명시적 조건에서 제 2언어 입력을

경험하는것이학습에효과적이라는것이다. 즉학습자의주의집중과인식

을높이는다양한문법의식향상이교실수업에서효과적일수있다는것이

다.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인 슈미트(Schmidt 1994; 1995)는 순수한 의미

중심의외국어교수접근방식을비판하면서입력에대한노출, 의사소통연

1) cf. Fotos(1993), Harley(1994).
2) cf. Trahey & White(1993).
3) cf. Spada & Lightbown(1993).
4) cf. Vanpatten & Oikennon(1996).



습과형태에초점을둔의식향상활동의다양한결합을제안하고있다.

본논문에서는위의두견해중에서언어형태에초점을둔교육의효과에

대해고찰해볼것이다. 즉, 명시적문법형태에초점을둔교수방법을통한

스페인어전치사 por와 para 습득의 효과를조사해 볼 것이다. 이러한주제

를 선택한 이유는 스페인어에서 전치사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다른 주제들

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적다는데있다.5) 특히, 전치사 por와 para를대조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어와 같이 모국어에 전치사가 존재하

지 않는 경우 학습자들이 이러한 전치사들을 이해하고 실제로 정확히 사용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 교육에서 전치사라는

주제는대체로피상적으로다루어져왔다. 이러한배경을고려해볼때전치

사 용법의 명시적이고 체계적 지도와 이를 통한 학습자의 스페인어 전치사

습득양상을연구해볼필요가있다.

III. 교재에 나타난 전치사 por와 para에 대한 검토

외국어학습시가장기본이되는학습도구는바로교재이다. 학습자들은

교재를바탕으로각문법주제에대한기본적인용법과통사적특징들을배

우게된다. 따라서교재에는각문법사항들에대한명확한의미구분과체계

적인문법설명이필수적이다. 그런데전치사 por와 para의설명과관련하여,

대부분의교재들에서명확하고실용적인설명을찾아보기어렵다.

한국어교재들중, 예로한국외국어대학교(2011)와서울대학교(2006)에서

는전치사에대한설명이제시되어있지않다. 또다른한국어교재들로우덕

룡(1995), 유연창(2002), 마상 (2007) 등에서는전치사 por와 para를따로나

누고, 각 전치사의수많은 기능들에대한 나열식설명을 하고 있다. 두 전치

사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조하는 설명이 부족하 다. 따라서 학습

자들은기계적인암기에의존하여전치사들의수많은용법들을습득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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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페인어전치사에대한국내연구로김은경(1988)과김우성(1995) 만이있을뿐이다.



이
베
로
아
메
리
카
연
구

265

Revista
 Ib

eroa
m

erica
na

 23.2

264

하며이로인해학습의효과가적을수밖에없게된다.

외국교재들의경우에도대부분전치사들의일반적인사용법만을제시하

고, 두전치사 por와 para 사이에연관성이있을것이라는사실은전혀설명

하지않아결과적으로학습자들에게도움이않되고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

예를 들어, Castro Viúdez, Díaz Ballesteros, Rodero Díez y Sardinero

Franco(2004), González Hermoso y Romero Dueñas(2004), Castro Viúdez y

Díaz Ballesteros(2005) 등의사소통중심의스페인어기본교재들에는전치

사 por와 para에대한문법적설명이거의제시되어있지않다. 이러한교재

들에서는두전치사간의혼란문제를의식하지못하고있다. 위의교재들은

언어학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나라의 학습자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그

러한 유사성이 전혀 없는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

지않고있다.

계속해서, 스페인어문법서들의경우를예로보자. Gómez Torrego(1997,

217-227)는 전치사의 일반적인 특성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 2외국어로스페인어를배우는학습자들에게혼란을유발할수있는 por와

para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García Santos(1993), Selena y

Aurora(1993), De Bruyne(1999) 등에서는전치사 por와 para를따로분리해

서각각의전치사에대해설명하고있지만, 두전치사를대조설명한예가너

무적기때문에학습자들의혼란을방지하는데한계를나타내고있다.

Matte Bon(1992, 288)에서는다음의인용문에서알수있듯이, 본연구에서

제기한문제를똑같이인식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Estos dos operadores por y para tienen fuertes parecidos entre sí, por lo

que plantean bastantes problemas a los extranjeros que aprenden

español. En algunos casos, incluso el hablante nativo pasa por un

momento de vacilación a la hora de escoger entre una u otra de estas

preposiciones.

그는 por와 para를함께제시하고, 두전치사사이의긴 한관계6)를보여



주면서다양한사용법을설명하고있다. 또한, 두전치사사이의구분에대한

적절한해결안을위해더많은학습시간이요구되어야함을인식하고있다.

국내외교재들을검토해본결과대부분의교재에서학습자들에게혼란을

야기시킬수있는두전치사 por와 para를제시하고있지않거나피상적으

로다루고있다. 극소수의문법교재들에서만두전치사사용의혼란에대해

염려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이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전치사

por와 para 사이의적절한선택을위해보다많은다양한학습활동을제공

해야하는이유인것이다.

IV. 연구 방법

1. 피험자

본연구에참여한학습자들은 40명의한국어화자 2학년스페인어전공학

생들로 2011년 1학기에스페인어중급문법을수강한학생들이었다. 이들의

스페인어수준은스페인어를 1년정도공부한초급수준정도 다. 학습자들

모두는이미 어학습에노출되어있어, 어전치사를통하여어느정도개

념을인식하고있었다.

2. 도구

학습자들의스페인어전치사사용능력은사전평가와사후평가를통하여

측정하 다. 전치사 por와 para에대한설명이전에초급단계에서는기본적

으로알아야할것으로생각되는전치사기능들이제시된문항을통하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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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larcos Llorach(1994, 221)에서도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전치사 por와
para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El valor léxico de cada
preposición solo se pone de manifiesto y sirve a la información cuando forma parte
de un segmento que funcione como adyacente circunstancial [...]. En estas ocaciones
es donde las preposiciones se oponen entre sí para denotar sentidos diferentes,
según se observan en la serie siguiente: [...] Le regaló un felpudo para la puerta.
Entraban y salían por la pue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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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실시하 다: para의경우목적, 수혜자, 유용성, 시공간적지점, 견해등

이나타나있는문항들; por의경우이유나동기, 수동태의행위자, 시공간적

지점, 의지, 수단, 교환등이나타나있는문항들을선정하 다.

전치사교수학습전테스트
다음문항들에전치사 por와 para를알맞게넣으시오.
1) He venido _____ verte.
2) He organizado un viaje _____ conocer Sevilla.
3) Preparé este pastel _____ ti.
4) Este pañuelo de seda es _____ mi madre.
5) Necesito unos zapatos _____ la lluvia.
6) El estadio estará terminado _____ el 2012.
7) Tienes que hacer el informe _____ el jueves que viene.
8) A los veinte años se embarcó _____ América.
9) Voy _____ el barrio, ¿quieres que te lleve?

10) _____ mí Julio Iglesias es un buen cantante.
11) _____ tener 60 años se conserva muy bien.
12) Está _____ llover.
13) Eso te pasa _____ ser tan despistado.
14) Ha luchado mucho _____ sus hijos.
15) Paco fue detenido _____ la policía.
16) Me iré a Galicia _____ Semana Santa.
17) Te vi el sábado _____ la tarde.
18) ¿El libro? Lo dejé _____ ahí.
19) Buscaron _____ entre los escombros.
20) El Tajo pasa _____ Toledo.
21) Paseamos _____ el parque.
22) Viene tres veces _____ semana.
23) A: ¿Has terminado?

B: Sí, _____ mí ya puedes recogerlo todo.
24) Fue _____ pan.
25) Estoy _____ irme al cine esta noche.
26) El tren está aún _____ salir.
27) Me llamó _____ teléfono.
28) Me cambiaron el cinturón _____ un monedero.
29) Yo no puedo ir, tendrás que ir tú _____ mí.
30) Me vendieron la bicicleta _____ poquísimo dinero.



3. 교수 학습 절차

위의테스트문항에제시된전치사용법을중심으로 3시간에걸쳐교수한

이후다시평가를실시하 다. 교육문법의특성상순수학문적인접근방식

이아닌실용적인절충적접근방식을취하여명시적문법설명을제공하

다. 다음에 제시하는바와 같이 전치사 por와 para의 모범이되는 문형들을

중심으로그형태와구조에집중하도록학습을실시하 다.

첫번째단계에서는학생들이흥미를느낄수있는여행을소재로한텍스

트를준비하 다.7) 학습자들이 por와 para의구조에만집중할수있도록어

려운단어가사용된것은제외했다. 학생들은텍스트를읽고검은색으로표

시된전치사를주의해서보도록했다.

Un viaje

Sabina, Rocco y yo nos vamos a México para pasar las vacaciones de

Semana Santa. El viaje es para abril. Vamos a estar allí siete días. Ayer

Rocco y yo pasamos por la agencia de viajes para comprar los billetes

de avión. Luego hablamos con Sabina por teléfono.

“Encontramos unos billetes muy baratos -solo pagamos 250 euros porun

viaje de ida y vuelta. Tenemos que salir para el aeropuerto a las cuatro

de la mañana.”

“¡O no! ¿No se puede cambiar el billete por uno más tarde? No me gusta

levantarme tan temprano por la mañana.”

“No. No quedan más billetes.”

“Pues vale, así vamos con ese avión tan temprano.”

Decidimos ir a México para ver las pirámides. También tenemos ganas

de tomar el sol. Cancún es muy famoso por sus playas hermosas. El sol

es muy fuerte allí. Por eso antes de ir a la playa necesitamos ir a la

farmacia por crema para el sol. Ya hablamos español bastante bien, pero

nos interesa mucho aprender más. Y claro, antes de volver necesitamos

compar una tarjeta postal para nuestras profesoras de español. Así

podemos decirle “¡Gracias por enseñarnos la diferencia entre por y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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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f. Rodríguez López(2006).



이
베
로
아
메
리
카
연
구

269

Revista
 Ib

eroa
m

erica
na

 23.2

268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문법적 내용을 의식하게 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

에게전치사 por와 para라는문법적형태들이제시되어있는텍스트를읽고

그구조에집중하도록했다. 그리고두전치사의용법에대해스스로임시적

인가설을설정해보게했다.

두번째단계로, 위텍스트에나타난전치사 por와 para의본질적인가치

인 원인/동기 그리고 목적에 대한 1차적인 개념을 기본적인 예시문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주지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언제 por를

사용하고또언제 para를사용해야하는지망설이게되는경우가있는데, 그

러한어려움은대개 por와연관된원인/동기와 para와연관된목적성이모두

사용가능한경우들이있기때문임을설명해주었다. 다음의예문들을살펴

보자:

(1) a. María compró flores para su madre.

b. María compró flores por su madre.

(2) a. Juan trabaja para sus hijos.

b. Juan trabaja por sus hijos.

한국인학습자들에게있어서 (1-2)의예문들에서 por와 para 중어느것을

선택해서사용해야하는지구분하는것은쉽지않다. 예로, (1a)에서중요한

사실은 María의 어머니가 꽃을 사는 행위의 수혜자 또는 목적이다. 따라서

(1a)는 ¿Para quién compró María flores?라는질문의대답이된다. 반면에 (1b)

에서보다두드러진사실은원인이다. María가꽃을사는이유가그녀의어머

니때문이다. 따라서 (1b)는 ¿Por qué compró flores María?라는질문의대답

이된다.

그런데다음예문에서와같이 comprar 동사를목적성을나타내는보어와

잘사용되지않는다른동사로교체해보자.

(3) Juan estudió piano por su padre.



이문장은 Juan이피아노를공부한것이그의아버지때문이라는뜻이다.

이때 para를 사용하면 문장은 어색해진다. 아버지가 공부의 목적이나 수혜

자가될수없기때문이다.

앞에서두전치사 por와 para의기본적인특징에관한정보를학습자들에

게제공하 고, 계속해서각전치사의부차적인특징들을다음과같이제시

해주었다.

첫번째로, 공간적지점을나타내는 por와 para에대한설명을제공하 다.

공간적지점을나타내는경우에두전치사가사용될수있는경우가있다.

(4) a. Iba para el banco.

b. Iba por el banco.

por는어떤대략의공간적장소를지나가는움직임을나타내며, para는움

직임의목표가되는정확한지점을나타낸다. 즉, por는어떤정해진목표점

으로가는공간적개념을지시하고싶을때사용하고, para는어떤행위가향

하는 목표점을 지시하는데 관심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por와 para에대한보다명확한이해를주기위해다음과같은설명을추가

해주었다. 공간적용법으로사용된 por는출발점과도착점사이의중간지점

을언급하는움직임을나타낸다.8) 또한어떤장소를관통하여지나가거나또

는 그 장소 내에서의움직임을 나타낸다.9) 이러한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다음의그림을이용하 다.10)

(5) a. El Quijote va para los molinos

b. Vamos para el hospital, llegaremos dentro de unos minutos.

c. Para :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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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f. Fernández López(1999).
9) cf. Matte Bon(1996).
10) cf. Lozano Zahonero(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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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El Quijote va por el camino.
b. Por 1 : _→__○

(7) a. Pasamos por Toledo.
b. Por 2 : ____○→

(8) a. Paseaba por el jardín.
b. Por 3 : 

(5c)의 para 그림에서는화살표가어떤목표장소로실현되고있는움직임

을나타낸다. 그장소에도착하면그움직임은더이상계속되지않는다. (6b)

의 por 1 그림에서는목표점을향해가는여정을나타낸다. (7b)의 por 2 그림

에서는움직임이마찬가지로어떤장소를향하고있지만끝나지않고계속되

고있음을나타낸다. (8b)의 por 3 그림에서는타원화살표가어떤장소내에

서주변을움직이고있음을나타낸다. 이와같이그림을이용한설명은전치

사 por와 para 간의차이뿐만아니라 por 사용자체의미묘한차이까지도포

착할수있어학습자들에게각각의전치사를이해하는데큰도움을주었다.

두번째로, 시간을나타내는 por와 para에대한설명을제공하 다. por는

대략의시간적지점을나타내고11) para는어느기간의정해진시점이나미래

의마지막날짜를나타낸다.12) 다음의예문을비교해보자.

(9) a. El artículo tiene que estar listo para el jueves.
b. Siempre vuelve a casa por Navidad.

(9a)에서 기사는 한계 날짜인 목요일을 넘을 수 없다. 반면에 (9b)에서는

구체적으로정확한도착날을언급하지는않지만크리스마스경에도착한다

는뜻이다. 그러나시간을나타내는경우에도두전치사가공통으로사용될

수있는경우가있다. 이와같이 por와 para의시간적가치문제는학습자들

11) Fernández López(1999)에따르면, 전치사 para는미래에있어서어느순간을언급
하는경우대략의시기를나타내기도한다: Este año cogeremos las vacaciones para
el otoño.

12) Matte Bon(1996)도대체로정확한날짜와함께 para의사용이어떤일이실행되기
전마지막기간으로서해석되게한다고한다.



사이에혼동이있으므로다음과같은그림을제시해설명해주었다.13)

(10) a. Vendré por Navidad. b. Vendré para Navidad.

←→←→ ---→
----x------- -----x-----

12월 25일 12월 25일

por Navidad은 12월 25일앞에시작해서그후의시간을포함한다. 반면에

para Navidad은도착이 12월 25일이전에일어날수도있지만지시된날짜에

는도착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그림을사용하여두전치사의시

간개념상의차이를명확히구분해설명해주었다.

세번째로, 견해를나타내는 por와 para에대해살펴보자.

(11) a. Para mí que Juan sabe la verdad.

b. Para mí, que Juan está mintiendo, lo veo en su cara.

(12) a. Por mí no tiene que decirla.

b. Por mí, que diga lo que quiera, no me importa su opinión.

(11)은 어떤 사람의 견해를 나타낸다. 즉, para mí는 desde mi punto de

vista 또는 en mi opinión으로바꾸어사용할수있다. (12)도역시견해를나

타낸다. 그러나이경우대개원인과연관되어있다. 즉 por는 por lo que a mí

se refiere, en lo que a mí concierne, por mi causa 등으로바꾸어쓸수있다.

마지막으로다음의예문들을살펴보자:

(13) a. Estoy por decirle la verdad.

b. Estaba para salir cuando sonó el teléfono.

c. El tren está para salir.

d. La casa está por barrer.

(13a)에서는주어가사람인경우의도나의지를나타내는경우에 por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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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f. De Bruyne(1999,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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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것이고, (13b, c)에서는‘막 -하려고하는(= estar a punto de)’임박한상

황을나타내는경우에 para를사용한것이다. 그리고 (13d)에서주어가사물

인경우에사용된 por는 sin의의미로사용된것이다. 이러한경우에서도두

전치사 por와 para가사용될수있어혼란을주게된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문맥에따라 por와 para가모두사용가능한

경우가있어학습자들에게혼란을준다. 이때중요한것은학습자들이각각

의전치사들이어떤문맥상황에서사용된것인지, 즉어떤의미로사용되고

있는지를파악하도록해야하고그에해당하는전치사를적절히선택하도록

하는것이다.

두 번째 교수 학습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앞에 제시된 텍스트를 다시

한번읽게하고, 지금까지추가해설명을제시한전치사의개념구분을학습

한후아래제시된문법적인사항들에일치하는전치사를써보도록하 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끼리 짝을 이루어 두 전치사의 사용법에 대해 토

론하면서연습하도록하 다. 너무어렵지않고동기유발을할수있도록하

기위해첫번째단계에서제시된문법적사항들을복습할수있게똑같이제

시하 다. 학습자들스스로논의한후답을제시하게했고, 교수자는그것이

- 이유/동기
- 수동태의행위자
- 불특정한시간
- 불특정한공간
- 견해
- 목적의 por
- 의지 / por = sin
- 수단
- 교환
- 가격
- 대체

- 목적
- 수혜자
- 유용성
- 시간적경계
- 목적지방향
- 견해
- 임박한행위

위의문법적기능들은전치사 ______로
사용한다.

위의문법적기능들은전치사 ______로
사용한다.



오답인경우에다시텍스트로돌아가서정확한해답을찾도록도와주었다.

세 번째 교수학습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문장들을 제시해 놓고

전치사 por와 para의 여러 기능들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지적해 보도록

하 다.

이단계에서는모든학습자들이전치사 por와 para의용법들을실제로정

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준다. 색깔 표시된 문장들을 제시해 주었다.

por와 para의색깔을다르게표시하여학생들이정확한해답을연상하게하

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하 다.

V. 전치사 교수 후 테스트 및 결과분석

스페인어전치사 por와 para에대한교수학습후다음과같은유사한문

항들로테스트를실시하 다.

전치사교수학습후테스트

다음문항들에전치사 por와 para를알맞게넣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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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목적성
불특정한공간
시간적기간
수단
목적지
불특정한시간
수혜자
원인
교환
수동태의행위자
주기성
목적의por
대체
임박한행위
의지
por = sin
견해por
견해para

El acto fue clausurado por el presidente.
Te mando una foto por e-mail.
Hoy daré la clase por ella.
Voy a la playa para nadar en el mar.
Por mí, no hay problema.
Vamos a dar un paseo por el parque.
¿Te vienes? Vamos para casa. Ya llevamos mucho tiempo en la playa.
Por Semana Santa me voy a México.
La excursión a las pirámides es para la segunda semana de las vacaciones.
Nos fuimos a la pirámides por su antiguedad.
Para mí que va a llover.
La sombrilla es para mí.
Te cambio el periódico por la revista.
Todo está por resolver.
Tenemos clase de gramática una vez por semana.
Fue por cerveza a la tienda.
Está para llover.
Estoy por decir que no puedo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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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tudiamos _____ aprender.

2) Carlos fue al Corte Inglés _____ comprar un traje de invierno.

3) Trajeron este paquete _____ Antonio.

4) He comprado estas flores _____ ti.

5) Esto no servirá _____ nada.

6) Tenéis que prepararlo _____ el viernes.

7) Acabaremos el trabajo _____ el lunes que viene.

8) Mañana salgo _____ Barcelona.

9) El avión _____ Madrid sale con retraso.

10) _____ ti es muy fácil decir eso.

11) _____ tener ochenta años camina muy de prisa.

12) El autobús está _____ salir.

13) Me he despertado _____ el ruido.

14) Le felicitaron _____ su buen comportamiento.

15) Esta obra fue escrita _____ aquella mujer.

16) Vendrá _____ Navidad.

17) Nos vamos al instituto _____ la mañana.

18) Llama dos veces _____ semana.

19) Esa revista debe de estar _____ algún sitio.

20) Pasaron _____ entre las flores.

21) Pasamos _____ Badajoz.

22) Ellos pasean _____ el jardín

23) _____ mí, no hay ningún problema.

24) Salió _____ cerveza.

25) Hace mucho frío. Estoy _____ no salir hoy.

26) El problema está aún _____ resolver.

27) Lo escuché _____ la radio.

28) Damos gato _____ liebre.

29) Hoy vengo yo _____ mi hermana. Ella está enferma.

30) Me compré un jersey _____ cincuenta euros.

1. 평가 결과

명시적 문법 형태 교육을 통한 교수방법이 학습자들의 전치사 습득에 미

친효과를조사하기위해사전평가와사후평가를비교분석해보았다. 그결



과는다음과같이나타났다.

(1) 사전-사후평가결과

사전평가와사후평가결과점수간의평균차이는유의하게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전치사 문법의 설명이 학습자의 전치사

능력향상에효과가있었음을말해주는것이다.

(2) 세부기능별평가결과

전치사의세부기능별평가결과는다음과같이나타났다.

‘목적’을 나타내는 para와‘원인/동기’를 나타내는 por가 사용된 문항의

경우교수전후가장오류가적게나타났다. para의경우교수전 75%와교수

후 87%로나타났고, por의경우에도교수전 77%와교수후 88%로나타나이

러한기능으로사용된전치사문항의경우높은정확도를보여주었다. 이는

스페인어교재에서전치사 por와 para 용법과관련해서우선적으로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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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por

세부기능
교수전평균 교수후평균

세부기능
교수전평균 교수후평균

정확도(%) 정확도(%) 정확도(%) 정확도(%)

목적 75 87 이유/동기 77 88

수혜자 73 88 수동태의행위자표시 70 85

유용성 71 80 대략의시간 62 77

기간의경계 60 75 대략의공간 65 78

공간(방향성) 61 73 주기성 66 80

견해 64 79 견해 30 38

양보 50 65 목적의 por 25 36

임박한행위 55 62 의지 40 48

por = sin 32 47

수단 71 84

교환 60 74

대체 45 70

가격 60 82

인원 평균점수
사전평가 40 65점
사후평가 40 81점

인원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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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있는문장유형으로그개념을학습자들이잘인지하고있었기때

문으로생각된다. 아울러전치사 para의‘수혜자’와‘유용성’을나타내는문

항들에서도오류가적게나타나고있다. 이역시교재에서흔히접하게되는

문형이었기때문에학습자들의오류가적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목적’의 por가사용된문항의경우가장오류가많은것으로나타

났다. 교수전에 25%의정답률이교수후 36%로개선되었지만, 한국인학습

자들에게가장혼란을주는문항으로생각된다. 한국인학습자들이‘목적’과

관련해서전치사 por를정확히사용하는것이매우어렵다는사실을보여주

고 있다. 이는 전치사 para의 1차적인 기본 개념이‘목적’이라는 것을 학습

자들이깊게인식하고있기때문에, 동작동사 ir, bajar, salir 등과전치사 por

를‘목적’의의미로사용하는데있어서학습자들이매우망설이고있음을보

여준다.

‘수동태의 행위자’를 나타내는 por를 묻는 문항에서는 어에서 이미 배

운수동태구문의 향으로오류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한국인

학습자들은 스페인어 학습 이전에 어 전치사 학습에 노출되어 도움이 된

것으로판단된다. 다만이문항을‘수혜자’의미로잘못해석하여 para를사

용하는경우가있었다.

시공간적인용법의 por와 para의경우에교재를통하여많이접해본문항

들이지만두전치사간의의미차이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여학습전에오

류가나타났다. 그러나교수학습후뚜렷한개선의효과가나타났다. ‘시간

의경계’를나타내는 para가사용된문항의경우정답률이교수전 60% 에서

교수 후 75% 나타났고, ‘대략의 시간적의미’로 사용된 por의 경우 교수 전

62%에서교수후 77%로나타나개선의효과가있었다. 또한‘방향’을나타

내는 para의경우교수전 61%에서교수후 73%로정답률이나타났고, ‘대략

의공간’을나타내는 por의경우정답률이교수전 65%에서교수후 78%로

개선되어교수학습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견해’를 나타내는 para의 경우 교수 전 64%에서 교수 후 79%로 나타나



학습의효과가있었으나, por의경우에는학습후에개선효과가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답률이교수전 30%에서교수후 38%로나타났다. ‘견해’를나타

내는문항들의경우학습자들이전치사 para를사용한문형을많이접해이

에대한인식이깊게자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에 por가사용된문

형은교재에서잘볼수가없어이에대한인식이매우부족하 다.

‘임박한 행위’를 나타내는 para를 묻는 문항의 경우 정답률이 교수 전

55%와교수후 60%로학습효과가미미하게나타났다. 또한‘의지’를나타

내는 por의경우교수전 40%에서교수후 48%로나타났고, ‘sin의의미’로

사용된 por를묻는문항들의경우교수전 38%에서교수후 47%의정답률을

보여교수학습의효과가적었음을알수있다. 이는학습자들이위세유형의

문항들에대한해석을잘못하여 por와 para를사용하는데계속오류를범하

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양보’를나타내는 para의문항들과‘수단’, ‘교환’, ‘가격’, ‘대체’, ‘주기

성’을나타내는 por의문항들의경우교수후에학습효과가두드러지게나

타나고있다. 학습자들이교수전에는이러한사항들에대한문법지식의부

족으로인해실수를범하 으나교수후에는오류가많이개선되었다. 따라

서명시적문법형태중심의교수학습의효과가있었다.

VI. 결 론

본연구에서는문법의식향상을통한스페인어전치사교수를통해형태

에초점을둔명시적언어교수의효과를검증해보고, 전치사 por와 para에

대한학습자들의습득양상을조사해보았다. 명시적문법형태중심의교수

가 학습자들의 전치사 습득에 미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평가와 사후

평가를 실시하 다. 교수학습 전에 사전평가를 실시하 고, 이 평가에 제시

된전치사용법을중심으로 3시간에걸쳐학습자들에게교수하 다. 형태와

의미적특성에기초하여전치사 por와 para의사용법에대해명시적이고체

양
승

관
스
페
인
어

전
치
사

por와
para

연
구

및
교
수
학
습

제
안



이
베
로
아
메
리
카
연
구

279

Revista
 Ib

eroa
m

erica
na

 23.2

278

계적인 설명을 제공하 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들을 제시해 학습자들이 두

전치사의 사용법에 주의 집중하면서 검토하고 복습하게 하 다. 이러한 교

수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에게 두 전치사의 기능별 쓰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학습자들이 전치사의 적절한 사용에 혼

란을 겪는 이유가 각각의 전치사가 하나의 대표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다른전치사와교체사용될수있는다양한의미를내포하고있기때문

임을인식시켜주었다. 따라서두전치사가의미는다르지만모두나타날수

있는경우각각의의미를명확히구분하도록해야하며, 또한두전치사가유

사한의미로모두사용될수있는경우세부의미개념의차이를파악하도록

해야함을주지시켜주었다. 이런식으로교수학습을진행한후에다시평가

를실시하 다. 그리고사전평가와사후평가결과를비교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문법 형태 교수학습이 학습자의 전치사 사용 능

력의향상에효과적이라는결과를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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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challenges that students are facing in the process of
learning Spanish is the use of prepositions, por and para. Both prepositions are
very similar, so they pose some problems for Korean students when learning
Spanish. Most of the manuals and Spanish grammar textbooks do not, in fact,
provide a clear and practical solution regarding the problems that the trainees
face in Spanish class. The explanations are limited to an overview of
prepositions and their general uses. Moreover, these manuals and grammar
textbooks do not show any relationships between the prepositions, por and
para. Therefore, Korean students may be confused in the use of both
prepositions. In other words, most manuals and Spanish grammar textbooks do
not handle the difficulties Korean students have when using the prepositions,
por and par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ducational
activities focused on form so that students can make clear distinctions between
por and para, and then, research the acquisition of prepositions through the
explicit teaching methods of grammar.

Key words prepositions por and para, teaching and learning of prepositions,
acquisition of prepositions, teaching of grammar focused 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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