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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oretical linguistics for 
language pedagogy, with its empirical basis on the foreign language 
development stages in Pienemann and Johnston (1987). The paper focuses 
in particular on the Minimalist Program with a view to exploring the 
nature of grammatical content organizing principles. It observes that the 
economy measure of the Program serves to delve into close relations 
between the ‘easiness’ and the ‘simplicity’ of grammar structures. This 
observation endorses the understanding that the research fruits of 
theoretical linguistics provide proper nourishment for the operational 
system of EFL teaching cont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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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문법 및 언어 이론은 언어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 

로 여겨져 왔으며 근년에 이르기까지 언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바， 이러한 연혁과 사정은 Batstone (1994, p. 3) 퉁애 
잘 기술되어 있다. 

한편， 언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법 및 문법 연구의 중핵적 역할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 언어 교육 특히 외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의 문법의 기 

능과 역할을 탐구하는 구체적 논의애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 

다.1) 특히， 지난 반세기에 걸쳐 외국어 교육의 이론 및 실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겪어 왔고 그에 따라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법 및 문법 연구의 비중과 역할에 

대한 관점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 이 연구는 2002년 서울대학교 간접연구경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논문의 심사자 세 분의 심사 
의견과 이진화 선생의 심층적 논평은 논문의 논지를 다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 Brown(1994, pp. 347-8) 퉁에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법 교육의 기능파 역할에 대한 개팔적 언 
급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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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법 교육의 역할에 대한 Brown(1994) 등의 관찰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 이 

후 소위 의사 소통 기능 중심의 외국어 교육 방법론이 효율적인 외국어 교수 방법 

론으로 부각됨에 따라，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 및 문법 교육의 기능과 역할은 

전면적으로 부정되기도 하고 부정적 폐해의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 및 문법 이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외국어 교수 방법을 논의하는 여러 전문적인 맥락에 

서-문법 및 문법 이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는 여러 교수 방법론에서도-문 

법 및 문법 이론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언급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Rutherford(1987), Seliger(1979), Sharwood Smith(1981), Lightbown과 Spada 

(1990) 및 Ellis(1993) 퉁의 논의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어 교 

육에 있어 언어 구조로서의 문법 및 문법 연구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흔히 

교육 문법 가설(Pedagogical Grammar Hypothesis)이라고 불리는데， 이 가설의 

주된 요지는 외국어 교육 내용 구성에 언어 구조적 요인올 체계적으로 고려함으로 

써 의사 소통 중심의 교수 방법론이 지니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 글은 외국어 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있어서의 문법 및 문법 이론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그러한 전제 아래에서 “외국어 교육 내용의 구성을 위하여 언어학 연구 

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 “영어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실천적 논의에 문법 이론 연구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어 문장 구조에 초점을 두어， 영 

어 문장 구조와 관련된 학습 항목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고 구성할 것인가라는 과 

제를 Pienemann과 Johnston(1987)의 외국어 습득 연구 및 최소주의 문법체계에 

바탕을 두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영어 교육 내용의 구성 

원 리 로서 의 ‘용이 성(easiness)’과 ‘단순성(simplicity)’을 Greenbaum(l987), Celci

Murcia(1991) 및 Brown(1994) 등의 제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문법 

구조 습득의 용이 성 에 대 한 구체 적 제 안을 Pienemann과 Johnston(1987) 등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제안을 문법 구조의 ‘단순성’이라는 차원 

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주의 문법 체계의 틀을 빌어 논의한다. 결론인 

제4장에서는 이 글 전체의 논지를 정리한다. 

2. 문법 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 

영어 교육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교육과정 설계자， 교재 저자， 영어 교 

사-에게 실제적인 관심사가 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문법 교육 내 

용의 선정( selectíon)과 순서화{sequencing)의 문제를 들 수 있다. Nunan(1994)에 

지 교육 문법 가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harwood Smith(1981)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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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영어 교육 현장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하는 경우， 영어 교육 전문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언어학 이론과 그 연구 결과 

에 의지한다고 한다.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문법 및 문법 교육의 효용을 인정하는 경우， 

문법 이론 및 언어학의 연구 성과는 흔히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논의의 기본 바 

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Celci-Murcia(l991, p. 
460)에 따르면， 문법은 가르치는 내용과 그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러한 파악은 적지 않은 웅용문법학자들이 문법을 선행 조직자(advanced 

organizer) 또는 업력 조직자{input organizer)로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법 이론 및 언어학의 연구 성과를 영어 교육의 내용 구성 및 그 조 

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할 때， 그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영 

어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항목올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구조화하고 조직할 것인 

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Greenbaum(1987, p. 195)은 문법 항 

목 또는 학습 내용은 ‘용이성’과 ‘빈도(frequency)’에 따라 순서화될 수 있다고 제 

안한다. 또한 Brown(1994, p. 364)은 영어 교육 내용 구성 요소로서의 문법 항목 
들은 각 문법 항목의 ‘용이성’과 ‘단순성(simplicity)’ 그리고 ‘빈도’에 따라 선후 관 

계가 정해질 수 있으며 이 선후 관계에 따라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항목의 순서 

와 내적 구성이 정해진다고 제안한다. 

영어 교육 내용의 구성 및 조직을 위하여 제안된 이들 기준-빈도와 용이성 그 

리고 단순성-은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데， 이 

들 기준 가운데 빈도라는 기준은 그 계량화와 실제 적용 가능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기 않으며 기폰의 여러 연구-특히 Lewis(1993)의 어휘적 접근 

(lexical approach)과 말뭉치(corpus)를 활용하는 교수 방법론 및 이른바 문형 문 

법론(pattern grammar)-에서는 문법 항목의 빈도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정도의 

의미 있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위에 제시된 기준 가운데， 용이성과 단순성이라는 기준은 문법 항목의 조 

직화 및 구조화와 관련하여 다음 (1)과 같은 실천적 문제를 제기한다.3) 

(1) 문법 항목의 조직 · 구조화와 관련된 과제 

가. 어떤 항목이 학습하기 쉽고 어떤 항목이 학습하기 어려운가? 

나. 어떤 항목이 단순하고 어떤 항목이 복잡한가? 

(1가)의 문법 항목의 학습 용이성과 관련된 연구로는-Dulay와 Burt(1973)의 연구 

3) 이 논문에서는 빈도와 관련된 문제는 논외로 한다. 그 까닭은 빈도란 이른，，~ 입력(input)의 양 및 
빈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것으로， 최소주의 이론 둥의 통사적 연구에서 탐구의 주된 주제로 삼 
고 있는 “언어 표현의 구조n외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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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외국어 문법 요소 및 문법 구조 습득에 관련된 연구 

를 들 수 있으며， 그 가운데 Pienemann과 Johnston(1987)의 연구는 〔외국어로서 

의) 영어 문장 구조 습득과 관련하여 상당히 설득력 있는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외국어 문법 습득에 대한 연구가 지닌 공통적 

제안 가운데 한 가지는-댄enem라m(l985， 1987) 및 Pienemann과 Johnston (1987) 

의 연구에 대한 Nunan(1994)의 다음 진술에 잘 드러나 있듯이 외국어 학습자의 

습득 과정 이 단계적 양상으로 진행되며 각 습득 단계는 비가역적으로 순서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ln acquiring a second language, learners pass through a series of 
developmental stages and at any one stage will only be able to use the 
morphosyntactic items which characterise that stage and lower stage ... .. It 
has been argued that this particular model provides dear guidelines for 
pedagogy. Pienemann (1985, 1987) argues that 따 is f u tile to in trod llce 
learners to items which are developmentally beyond their current stage of 
development(Pienemann, 1985)." 
(Nllnan, 1994, p. 256). 

외국어 문법 습득에 관한 이들 연구의 성과는 위 (1가)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 

하여-Gleason과 Ratner(l993) 동의 학습심리학의 기본적 전제에 근거하여， 학습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학습의 비가역적 단계가 결정된다고 보면-다음 (2)와 같은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외국어 문법 내용은 학습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여러 요소로 이루어 

져 있고， 외국어 학습자들은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1가)에 제기된 과제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의문점은， 문법 학습 항목의 쉽고 어려 

운 정도-문법 학습 항목의 학습 난이도-를 “선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4) 

이 논문은 그 논의의 출발접을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둔다. 이 연구에서는 

Pienemann과 Johnston(1987)에 제안된 문법 구조 습득의 단계를 최소주의 문법 

체계의 틀을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바， 다음 (3)은 이 논문의 주된 논지에 해당 

한다. 

4) Pienemann(1998)에서는 “ Processability Theory "에 근거하여 Pienemann과 Johnston(l987)의 습 

득 단계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 Processability Theory"에 입각한 이 분석에서도 문 
법 항목의 단순성 • 복잡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바， “Processability Theory"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Nunan(l994)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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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법 구조의 학습 용이성은 해당 문법 구조의 단순성과 비 례한다. 

즉， 어떤 문법 구조가 다른 문법 구조에 비하여 학습하기 용이한 정도는 해당 문 

법 구조가 다른 문법 구조에 비하여 지니는 단순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문법 구조의 단순성 · 복잡성을 다음 (4)와 같이 이해한다. 

(4) 문법 구조 A와 B의 단순성 · 복잡성 비교 

문법 구조 A를 생성함에 있어서， 문법 구조 B의 생성에 필요한 문법 운용 

에 더하여 ‘추가적 ’ 문법 운용이 필요한 경우， 문법 구조 A는 문법 구조 B 
에 비하여 복잡하며 문법 구조 B는 문법 구조 A에 비하여 단순하다. 

3.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 비추어 본 Pienemann과 Johnston(1987)의 
단계적 발랄과정 

Pienemann과 Johnston(1987)에 따르면， 영 어를 외 국어로 학습하는 영 어 학습 

자-이하에서는 ‘영어 학습자’라고 칭함-는 영어 문장 구조의 학습과 관련하여 다 

음 (5)와 같은 ‘단계적 발달’의 특정을 보인다.5) 

(5) 영어 구조 학습의 단계6) 

1. 정형화 표현(forrmùak expressions) 단계: Prcxluction of single words, 
and formulae. 

11. 기본어순(canonicaI word order) 단계: Prcxluction of simple 않quences 

or “ strings" of words following the regular word- order rules: for 
ex없nple， Subject+Verb+Object combinations such as “1 like rice." 

II1. 부가어 부가(adverbia1 adjunction) 단계 Ability to identify the 

beginnings and ends of strings of elements and to attach 
elements 10 the beginning or the end of a string: for example, 

attaching adverbs to the beginning or end of a string, as in 
“ Yesterday 1 met John." 

5) Pienemann파 Johnston(l987)에서는 아래 다섯 단계 이외의 추가 단계로 다음올 상정한다: 보문 내 
부 변형 단껴11 : “ Ability to break down elements within strings into substrings, and to move 
elements Ollt of sllbstrings and attach them to other elements‘ At this stage, learners will 
be able to do sllch things as permlltate elements in sllbordinate cJallses:. 본 논문에서는 보 
문 내부 변형 단계’에 대해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데 ， 그 까닭은 첫 
째 본 논문의 주펀 논의가 단문 구조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둘째， 이 단계에 속한 구조에 대한 
Pienemann과 Johnston(l98끼의 이해와 최소주의 문법 체계의 분석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 
르기 때문이다· 각주 15 참고 

6) 아래 다섯 단계에 관한 영문 기술은 N lInan(l994)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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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굴절동사 이동{ínflectional verb movement) 단계: Abilíty to identífy 
and manípulate partícular elements within a string: at thís 
stage, the learner can form questions by moving the verb to 
the begínning of a stríng, as ín “C뻐 you swim?" 

V. 복합 이동(multíple movement) 단계 Ability to shHt elements 
around in an ordered way within strings, as in “Where are you 
going tonight?" 

위 발달 단계의 특징을 각 단계별 문법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7) 첫째 단계 

인 정형화 표현 단계는 단어 하나 또는 정형화된 어구를 생성할 수 있는 단계이 

다. 즉， 이 단계에서는 영어의 일상적 표현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로 발화되고 이해 

된다. 이를테면， “Hello," “How are you?" 및 “I’m fine." 등의 일상적 표현을 하 
냐의 뭉치(chunk)로 인식하고 발화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둘째 단계는 영어의 전형적인 어순 구조에 따라 핵심적 문장 구조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한 문장 내에서의 의미 관계를 ‘기본어순’(canonical word 
order) 전략을 활용하여 나타내는 단계로서， 통사적 이동(movement)이나 부가 

운용(adjunctíon operatíon)이 관찰되지 않는다. 즉， 이 단계의 학습자는 문장을 

문법적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명제적 의미에 주된 초점을 두어 생성한다. 예를 들 

면， “1 like rice."와 같은 ‘주어+동사+목적어’라는 구문을 영어의 전형적 어순에 따 
라 발화할 수 있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문장의 주변부에 문장의 수의적 요소를 덧붙이는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관찰되는 문장의 기본어순에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는 한편， 문장의 가장자리-특히， 문장의 첫머리-에 부기적 요소를 부가한다. 

즉， 문장에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부가적 표현을 문장의 기본어순 구조에 부가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 속하는 학습자는 “1 met John"이라는 기본어순 구조에 

‘yesterday’라는 부가어가 부가되는 구조一“Yesterday 1 met John."-을 생성한 
다. 

넷째 단계는 문장의 내부 요소가 문장의 주변부로 이동되어 문장의 기본 어순에 

변화가 생기는 단계로서， 이른바 변형 이동을 통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관찰되는 주요 문장 구조로는 ‘Yes-No 의문문’을 들 수 있는데， 이 단 
계에 속한 학습자는 “ You can swim."과 더불어， 이 문장에 조동사 이통 변형이 
적용된 “C뻐 you swim?"을 생성할 수 있다. 

다섯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에서 관찰되는 구조보다 다소 복합적인 변형 이동이 

7)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간결성올 위하여 외국어 습득 관련 예문에 대한 언급을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국한한다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주제로서의 외국어 습득 발달 단계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 
적 사례와 경험적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Pienemann과 Joh l1slOn(1 987)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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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는 단계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변형 이동이 복수로 적용되는데， 네 번째 

단계에서 이동 요소가 문장의 주변부로 이동한 데 비하여 이 단계에서는 이동 요 

소가 문장의 내부로도 이동하게 된다. 이를테면， 이 단계에 속한 학습자는 의문사 

의문문 “ Where are you going?" 동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의문문의 생성에는
“C뻐 you swírn?"이라는 의문문 생성에는 동사의 문두 이동이 한 차례 적용된 

데 비하여 의문사 ‘where’가 문두로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사 ‘are’도 의문사 

와 주어 사이의 위치로 이동하였다. 

이상에서는 영어 문장 구조의 습득 단계를 Pienemann과 Johnston(l987)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던 바， 이제 이하에서는 Chomsky의 최소주의 문법 체계의 골격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서는 그 개념적 바탕으로 다음 (6) 
을 전제한다.8) 

(6) 필수출력 조건(Bare Output Condition) 

문법의 출력으로서의 음성 형태와 논리 형 태는 조음-청취 체계와 개념

의도 체계라는 수행 체계에 의해 ‘소리’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필수출력조건에 따르면， 인간 언어의 문법 체계는 언어의 본질에 해당하는 요소 

및 특질-언어의 본질인 ‘소리’와 ‘의 미’를 위한 요소 및 특질 이외의 어떤 요소도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서는 문법 운용의 기본적 원리로 

소위 경제성(economy)에 근거한 개념적 필연성을 전제한다. 개념적 필연성이란 문 

법 체계의 운용에 있어 언어의 개념적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떤 요소 또 

는 직용도 되도록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법 체계 및 운용의 경제성이란 언 

어 표현의 도출(derívation)을 위해 문법의 운용이 ‘경제적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는 것으로， 보다 단순한 문법 운용이 복잡한 운용에 비하여 선호됨을 의미한다.9) 

띨수출력조건과 경제성을 기본 전제로 삼는 최소주의 문법 체제는 다음 (7가)과 

같은 모형을 상정하며， 문장 구조의 생성을 위한 연산 체계 내에 다음 (7나)와 같 

은 연산 운용 기제를 상정한다. 

(7) 최소주의 문법 체계 및 기본 연산 운용 
/음성형 태--조음-청취 

가. 어휘부〉 배번집합-> 연산체계-> 문자화 ( 

\논리형 태--개념-의도 

나. a. 선택(SELECT) b. 병합{MERGE) 

c. 부가{ADJOIN) d. 이 동(MOVE) 

8) 최소주의 문법 체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Chomsky(l995)를 참고하기 tI~랍 

9)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서의 경제성 비교에는 혼히 계량걱 계수적 비교가 수반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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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구성 요소로서의 어휘 항목(Lexical Item)은 어휘부(Lexicon)에서 배번 

집합{Numeration)의 요소로 선택되는데， 배번집합은 다음 (8)과 같이 정의된다)0) 

(8) A numeration is a set of pairs (LI, i), where LI is an item of the 
lexicon and i is its index, understood to be the number of times 
that LI is selected. 

배번집합에 선택된 어휘 항목은 병합 및 부가에 의해 연산 체계( Computational 
System)에 도입되고-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동 운용이 적용되어-문자화 

(Spell-Out) 구조가 도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병합 운용에 초점을 두어 “Do help 
him!"을 예로 들어 예시하면 다음 (9)와 같다. 

(9) “ Do help me! "의 도출 

가. 배번집합 {do, help, him}의 형성 

나. {help}와 {him}의 병합 

[help [him]] 
다. {d이와 (help, him)의 병합 

[do [help [him]]] 

이제 이하에서는 최소주의에서 전제하는 기본 운용-선택， 병합， 부가， 이동-의 

단순성의 정도를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 근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서는 선택 운용 및 병합 운용올 다음 (10) 및 (11)과 같이 정의한다)1) 

(10) Select is an operation of CHL that selects a lexical item LI, and 
introduces it into the derivation as SOn+l-

(11) Merge is an operation of CHL that takes a pair of syntactic objects 
(SOi, SOj) and replaces them by a new combined syntactic object 

SOi+} 

선택 운용과 병합 운용은 개념적 필연성 차원에서 요구되는 운용이다. 만약 선 

택 운용이 적용되지 않으면 문장의 도출에서 요구하는 어휘 표현을 얻을 수 없으 

10) 어휘 항목은 어휘 자질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데， 어휘 자질은 음성자질(phonetic feature), 의미 
자질(seman tic feature) 그리고 형식자질(forma l feature) 등의 세 가지 자질로 이루어져 있다 

11) 선택은 “어휘부로부터 배번집합으로의” 선택과 “배번집합으로부터 연산체계로의” 선택으로 구분된다. 
선택은 일반적으로 후자를 지칭하는데， 혹자;←」득히 배번집합올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두 가 
지의 선택을 구분하지 않기도 한다. 병합은 엄밀히 말하면 비대칭 영합(asymmetric merger)이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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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찬가지로 병합 운용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하는-둘 이상의 단위 어휘 표현 

으로 이루어지는-도출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장을 발화한다는 것 

은 하나 이상의 기본적 언어 단위 표현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문장 

의 생성을 위한 선택 및 병합이라는 운용이 개념적 필연성에 입각한 것임을 의미 

하는 것이다. 

선태 운용과 병합 운용이라는 필수적 운용을 비교해 보면， 선택이 병합에 비해 

보다 더 기본적인 운용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11)과 같이 정의되는 병합 운 

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0)과 같이 정의되는 선택 운용이 기본적 운용으로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선택 운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병합 운용은 상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병합 및 부가를 비교해 보면， 부가는 병합을 전제한 운용이다. 왜냐하 

면， 부가는 술어-논항 구조 둥의 핵심 구조의 병합의 결과 얻어진 투사체 

(projection)에 행해지는 운용인데， 병합을 상정하지 않고는 〔병합된〕 투사체를 이 

룰 수 없기 때문이다.12) 즉， 병합 운용과 부가 운용 가운데， 병합 운용이 보다 더 

기본적인 운용인 것이다. 이를테면， 앞선 논의에서 예시된 “ Yesterday 1 met 
John"의 도출 과정은 먼저 병합 운용이 순차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1 met him’이 
라는 기본어순구조가 생성되며， 이 구조에 ‘yesterday’라는 부가어가 부가된다. 이 

도출 과정에서， ‘yesterday’는 병합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1 met John’에 부가 

되는데， 이는 곧 부가가 병합을 전제하는 작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13)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선택， 병합 및 이동 운용 사이에는 일정한 함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부가 운용은 병합 운용의 적용을 전제하는 한편 병합 운용은 선택 운 

용의 적용을 전제한다. 이 세 가지 운용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함의 관계는 이 

들 운용의 결과로 산출된 구조의 단순성의 정도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테면， 부가 운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벙합 운용의 적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는 곧 부가 운용의 적용 결과로 산출된 구조에는 이미 병합 운용이 적용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곧 부가 구조란 ‘병합의 결과로 산출된 구조에 부가 운용이 추가적으 

로 적용된 구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성에 관한 정의 (4)에 따르띤， 부가 운 

용의 결과로 산출된 구조는 병합 운용의 결과로 산출된 구조보다 더 복잡힌 구조 

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세 가지 운용의 결과로 산출된 구조의 

단순성을 비교해 보면， 선택 운용의 결과로 산출된 구조가 가장 단순하고 그 다음 

이 병합 운용의 결과로 산출된 구조이며 부가 운용의 결과로 산출된 구조는， 이 

세 가지 운용의 결과로 산출된 구조 가운데，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12) 최소주의 문법 체기1에서는 최 (11투사에의 부가 이외에 핵(head)에의 부가를 상정하고 있다 Pienemann 
과 Johnston(I987)의 연구에서는 핵 부가와 관련된 문법 구조가 논의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핵 
부기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제외한디. 

13) 익영의 논맹자는 “병합이 부가보다 단순하다”는 본 논문의 논의에 의문올 제기하고， 병 함이 부가보 
다 반드시 단순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안이 있음을 지적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단락에서 논의하 
는 바와 같이， “부가는 병함을 전제한디는 점애서 병합보다 더 복잡하다”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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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으로 이몽 운용에 대해 살펴보자. 변형 생성 문법이 태동된 이후 이 

문법 체계의 집중적 초점을 받아 온 언어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인간의 언어에 

서 변형( transformation) 또는 이동(movement)이 예외 없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동 현상은，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 따르면， 개념적 필연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변형 또는 이동 현상으로 얻어진 정보가 연산체계 

의 접합접 해석-언어 표현으로서의 문장이 지니는 소리와 의미의 해석-에 아무 

런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동은 개념적 필연성에 입각한 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인 언 

어 체계에서는， 다른 기본 연산 운용-선택， 병합， 부가-과는 달리， 선호되지 않는 

비경제적인 운용이다. 이는 이동이 선택 및 병합 등에 비하여 비용이 보다 많이 

드는 운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동의 결과로 산출된 구조는-다른 기본 연산 

운용의 결과로 산출된 구조들과 비교할 때-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상에 살펴본 최소주의 문법체계에서의 기본 운용에 대한 논의에 기반을 

두어 Pienemann과 Johnston(l987)의 각 습득 단계에 속한 문장 구조의 단순성 

의 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Pienemann과 Johnston(1987)의 첫째 단계는 

정형화된 표현이 생성되는 단계로서， 선택 운용만이 적용되는 가장 단순한 단계라 

고 할 수 있다. 즉， 이 단계에서는 하나의 표현이 ‘더 이상 분석되지 않은 뭉치 

(chunk)'로 이해되고 생성되는 단계인 바， 이러한 과정은 어휘부에서 미리 조합된 

표현이 선택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14) 

둘째， Pienemann과 Johnston(1987)의 둘째 단계는 선택 운용과 더불어 병합 

운용이 적용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단계에서 생성되는 기본어순 구조는 

해당 구조에 필요한 어휘 표현이 선택된 다음 이를 목표어의 구구조에 따라 병합 

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단계에는 선택 운용과 더불어 병 

합 운용이 적용되는데， 이는 이 단계에서는 앞선 첫 단계에 비하여 병합이라는 추 

가적 운용이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Pienemann과 Johnston(1987)의 셋째 단계는 선택 운용 및 병합 운용과 

더불어 부가 운용이 적용되는 단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단계에서는 기본어순 

구조에 부가어를 부가하는 단계로서， 이러한 구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선택 운용 

및 병합 운용과 더불어 부가 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곧 이 세 번째 단계에 

서는 앞선 두 단계에 비하여 부가라는 추가적 운용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Pienemann과 J ohnston(1987)의 넷째 단계는 이른바 이동 운용이 적용되 
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문장의 내부 요소를 문장의 주변부로 이동한다. 이동 

운용은， 앞서 살펴 본 대로， 개념적 필연성에 의한 운용이 아닌 바， 바로 이러한 점 

14)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01 첫 번째 단계를 ‘비언어적’ 단계， 즉 문법 구조에 판한 능력이 아직 개발되 
지 않은 단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첫 번째 단제를 단순성 논의에서 논외 
의 대상으로 상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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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네 번째 단계는 앞서 살펴 본 세 단계에 비하여 비경제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Pienemann과 Johnston(1987)의 다섯째 단계는 이동 운용이， 네 번째 

단계에서 보다， 복잡하게 적용되는 단계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변형 이동이 복수 

로 적용되는데， 이는 네 번째 단계에서 이동 운용이 단수로 적용되는 점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곧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네 번째 단계에 비하여， 추가적 이동 운 

용이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다섯 번째 단계 

는 네 번째 단계에 비하여 보다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5) 

다음 (12)는， Pienemann과 Johnston(1987)의 영어 습득 단계를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서 논의한， 이상의 논지를 정리한 것이다. 

(12) Pienemann과 Johnston의 습득단계의 주된 운용 및 단순 · 경제성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주된 운용 선택 병합 부가 이동 복합 이통 

단순성 단순 <------------------> 복잡 단순 <--------> 복잡 

경제성 경제<- 11-->비경제 

정리하면， 1단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문장 구조가 가장 단순하며， 그 다음이 2단계 

에서 생성될 수 있는 구조이고， 3단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구조가 앞 두 단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구조에 비하여 복잡한 한면， 4단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구조와 5 
단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구조를 비교해 보면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보다 단순하 

다.16) 그리고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문장 구조가 4단계 

및 5단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문장 구조에 비하여 보다 경제적인 운용에 의해 도 

출된다. 

한편，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서는 경제성이 흔히 계량적 , 계수적 관점에서 파악되 

는 바， 비경제적 도출에는， 경제적 도출에 비하여， 비 경제적 운용이 추가적으로 요 

15) 각주 5)에 밝힌 바와 같이 . Pienemann과 Johnston(1987)에서는 위 다섯 단계 이외에 보문 내부 변 

형 단계를 상정하는데， 이 단계에 속한 문법 구조에서는 보문 내에서의 통사적 작용이 이루어진다. 
최근의 최소주의 문법 체계-특히 Chomsky(2001) 동-에 따르연， 이러한 통사적 작용-통사 적용 
의 국연이 주절(matrix c1ause)로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절 또는 보문에만 국한된 통사 운 
용이 이루어지는 것 은 이른바 국연 침투불가조건(Phase Impenetrability)올 어기는 것으로， 극히 

유표적(marked) 통사 운용에 해당한다‘ 보문 내부 변형 딘지1 익 이러한 유표적 특성은， 경제성의 차 
원에 볼 때， 이동 운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올 정도의 비경제성올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곧 
보문 내부 변형 단제에 속한 구조가 다른 다섯 딘계에 속한 구조에 비하여 보다 비경제적인 특정을 

지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16) (12)에서 단순성 및 경제성 비교의 대상이 되는 문장 구조는 각 단제에서 생성될 수 있는 구조 가운 
데 ‘가장 복잡한’ 구조이다 따라서， 이 단락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진솔하띤 디음과 같다.: 1단겨1 . 2단계 
및 3단제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문장 구조를 비교하연， 1단계의 구조가 가장 딘순하며， 그 
다음이 2단계의 구조이고， 3단제의 구조가 앞 두 단계의 구조에 비하여 복잡하다 4단계와 5단계에 
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복잔한 문장 구조를 비교해 보연，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보다 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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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테면， 이동이 요구되는 도출은， 이동이 요구되지 않는 

도출에 비하여， 비경제적 운용로서의 이동 운용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 

비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비경제적 도출에는 비경제적 운용이 ‘추가’된다는 점을 단 

순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비경제적 도출-비경제적 운용을 수반하는 도출-은 경 

제적 도출에 비하여 보다 복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비경제성을 

복잡성에 연계하는 시각-에서는 (12)를 다음 (13)과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13) Pienemann과 Johnston의 습득 단계의 문법 구조의 단순성 정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단순성 단순 <-------------------------------------------------------------> 복잡 

4. 결 론 

다음 (14)는， 앞선 제2장의 논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Pienem밍m과 Johnston 

(1987)의 영어 문장 구조 습득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학습 심리학의 기본적 가정에 

따라 재해석한 것이다. 

(14) Pienemann과 Johnston(198끼의 다섯 단계 의 문장 구조는 첫 단계 에 속하 

는 구조가 가장 쉽고 다섯 번째 단계로 갈수록 해당 구조의 학습이 점점 

어려워진다 

한편 제3장의 논의에서는 Pienemann과 Johnston(1987)의 다섯 단계에 속한 

문장 구조를 최소주의 문법 체계의 틀에 이론적 바탕을 두어 ‘단순성’에 초점을 두 

어 살펴보았던 바， 다음 (15)는 제3장의 논의의 주된 논지에 해당한다. 

(15) Pienemann과 Johnston(1987)의 다섯 단계의 문장 구조는 첫 단계에 속하 

는 문장 구조가 가장 단순하고 다섯 번째 단계로 갈수록 점점 복잡해진다. 

(14)와 (15)로 정리된 제2장과 제3장의 논의는-문법 항목의 구조화 및 조직화와 

관련하여-제2장에서 제기된 실천적 문제 (16)에 대하여 다음 해결안 (17)을 제시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6) 문법 항목의 조직 · 구조화와 관련된 과제 

가. 어떤 항목이 학습하기 쉽고 어떤 항목이 학습하기 어려운가? 

나. 어떤 항목이 단순하고 어떤 항목이 복잡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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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학습하기 용이한 문법 항목은 구조적으로 단순한 한편 학습하기 어려운 문 
법 항목은 구조적으로 복잡하다. 

즉 문법 항목의 구조화 및 조직화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두 가지 기준-용이성과 

단순성 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 

적으로는， (Pienemann과 Johnston(l987)의 연구에서 논의된) 각 단계의 문법 항 

목의 학습 용이성은 (최소주의 문법 체계를 통해 살펴본) 구조적 단순성과 비례한다. 

본 논문의 제안 (17)은 외국어 학습 내용으로서의 문법 항목의 용이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제를 문법 이론의 연구 성과로부터 얻어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언어학 및 문법 이론 연구의 성과가 보다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점에서 

외국어 학습 내용의 구조화 및 조직화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의 이러한 이론적 시사점이 영어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해 보다 실 

제적이고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Pienemann과 

Johnston(1987)에서 논의된 문장 구조 이외의 다른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가 지 

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익명의 논평자는 본 논문의 논의의 완결성 

을 위해， 다음 두 문장 가운데 어떤 문장이 더 쉬운지 그리고 어떤 문장이 더 단순 

한지 퉁에 대한 논의가 본 논문의 제안과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는지를 밝힐 필요 

성을 지적하였다. 

(18) A man is in the room. 

(19) There is a man in the room. 

본 논문은 그 경험적 바탕을 Pienemann과 Johnston(1987)에 한정하는 바， 수 

동태， 관계절 및 변형을 수반한 보문 구조 및 (19) 퉁의 특수 문법 항목에 대한 체 
계적인 논의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Batstone, R. (1994).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H. O. (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ew York: Prentice-HaIl. 
Celci-Murcia, M. (1991). Grammar pedagogy in second or foreign language 

teaching. TE50L Quarterly 25, 459-480. 

Chomsky, N. (2001). Oerivation by phase. In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708 양현권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Du1ay, H and M Burt (1973). Should we teach children syntax? Language 

Leaming 23, 245-57. 
Ellis, R. (1993). Structural syllabu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27, 91-113. 

Gleason, 1. B. and N. B. Ratner. (1993). Psycholinguistics. Fort Worth: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Greenbaum, S. (1987). Reference grammar and pedagogical grammar. 
lνorld Englishes 6, 191-197.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Nunan, D. (1994). Linguistic theory and pedagogic practice. ln T. Odlin ed., 
Perspectives on Pedagogic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ghtbown, P. and N. Spada. (1990). Focus-on-form and corrective feedback 
i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Effects on second language 
learning.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6, 186-214. 

Pienemann, M (1998). Language Processing and Second Language 
Developmen t.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ienemann, M. (1985). Learnability and syllabus construction. ln K. 

Hyltenstam and M Pienemann, eds., Modelling and Assessing Second 
Language Development. Clevedon Avon: Multilingual Matters. 

Pienemann, M. (1987). Determining the influence of instruction on L2 
speech processing. Australian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83-113. 

Pienemann, M. and M. Johnston. (1987).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
ment of language proficiency. ln D. Nunan ed., Apply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Adelaide, Australia: National 
Curriculum Resource Centre. 

Rutherford, W. (1987). Second Language Grammar Leaming and 
Teaching. London: Longman. 

Seliger, H. W. (1979). On the nature and function of language rules in 
language learning. TESOL Quarterly 13, 359-369. 

Sharwood Smith, M. (1981). Consciousness-raising and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2, 159-168. 



운엽 이론과 외국어 교육 

양현권 

151-748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영어교육과 

전자우편 : yhkeun@snu.ac.kr 

접수일자 2003. 6. 1 
수정본 접수 : 2003.8. 1 
게재결정 : 2003. 8. 14 

709 


	문법 이론과 외국어 교육
	1. 서론
	2. 문법 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
	3.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 비추어 본 Pienemann과 Johnston(1987)의 단계적 발달 과정
	4.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