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권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과 관련한 문제들 

연재훈‘ 

1. 머리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는 다른 외국어 교재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리고 학습자의 동기나 학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다양한 교재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에 유학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와국인들과 

외국의 대학에서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인의 경우에는 그 교재나 교수방법 교과과정의 개발 등이 달라져야 할 것 

이다 11 한국어1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이나 의사 

소통적 측면을 더 강조해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1 외국의 대학에서는 언 

어의 구조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가르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언어 상황에 직접 접하게 되는 한국과 교설 밖에서는 한국어 사용 

* 영국 런던대 
1) 또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어라는 똑같은 언어를 배운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날 수는 없지만，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거리감，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허용 외， 1없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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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접할 수 없는 외국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국어 교재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며， 각 상황에 맞는 교재가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모든 대상과 목적 

에 부합하는 최상의 교재란 이론상의 허구일 뿐이며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다.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딩연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교재들에서 앞으로 개발할 교재들의 모범을 찾을 수도 있고 

그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교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 

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필자가 초급용 한국어 교재들을 만들고 

그 교재들을 사용하면서 부딪쳤던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영어권 한국 

어 교재 개발을 위한 일단의 해결 벙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2. 기존 교재들의 문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왜l 대한 문제점을 얘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문 

제가 바로 적절한 교재가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훌륭한 교과서의 중요성 

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챔}는 것이지만， 어떤 교과서도 완벽한 것은 었 

을 수 없고， 어떤 교과서나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기존 

의 교재가 문법 중심이고 학습자의 홍미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지적(노명 

완， 1뾰)도 있다. 그러나 홍미 유발이라는 것도 대상에 따라 다른 문제이 

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삽화나 사진이 

많이 들어간 의사소통 중심 과제 중심의 교재가 모든 학습지들로부터 환 

2) 여기서 한국어 교재는 외국에서 사용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U’ 교재에 주 

안점을 둔다. 김중섭 · 이관식(l9!꺼)은 ‘한국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어， 즉 KSU Korean as a Second La맹uage)로서의 교재’로 연구 대상을 삼는다 
고 하였다. KSL로서의 교재는 의사소통적 접근방법에 주안점이 놓인다고 하였 

다. KFL과 KSL에 대한 정의가 문제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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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혁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나 외국어 학습의 

경험이 많은 외교관들의 경우헤는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한 문법 중심 교 

재를 선호하기도 한다31 또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 

한 질문에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라고 답한 학습자가 級 문형 중심의 

연습이라고 답한 학습자가 :æ<>/O였다는 조사 보고도 있대백봉자 1뾰 : 

13), 이는 문형 중심의 연습을 선호하는 학생도 적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훌륭한 교과서의 개 

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기존의 교과서들 

의 훌륭한 점들을 상형에 따라 취사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 

울여야할것이다41 

현재 사용되고 한국어 꽤는 국내에서 출판된 것과 해외 대학에서 출 

판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접근 방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꽤는 의사소통 교육 방법에 근거한 회화 

중심의 교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1 해외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문법을 위주로 뼈 가렁1파 흩}는 문법의 골격에 중점을 두고 만든 것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외국의 대학이나 한국 내 한국어 교육기뺀1 

서 사용히는 한국어 교과서는 수도 많고 해를 거듭할수록 질도 향상되고 

있다’ 

3) 실제로 런던 대학교의 경우， 많은 학생들은 삽화가 많이 들어간 의사소통 중심 
의 교재를 초둥학생 수준의 접근 방법이라 하여 혐오하는 경우도 있다. 또 외교 

관들이나 독일， 네덜란드 퉁 유럽 대륙 출신 학생들， 그리고 어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Elementary Korean 같은 문법 중심 교재를 선호하고 다른 외국어를 
별로 배워 본 경험이 없는 영국의 대학생들이나 단기 과정의 일반인들은 Tendi 
Yαu-self Korean과 같윤 실용성 위주의 교재를 선호하였다. 이것은 학습자에 따 
라， 또 학습 동기에 따라 선호하는 교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고할수있다. 

4) 백봉재1991)도 교재 개발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재 외적인 조건으로 교사의 자 

질과 능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5) 현재 영어권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영어권에서 출판된 대표적인 교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Myongdo ’'s Kor，α11'1，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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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들에서 출판한 교재들은 잘 계획된 대화나 본문 내용， 다양한 

문화의 상R 등 나름대로의 장점 때문에 많은 외국 대학에서도 주교재 내 

지 부교재로 사용하고 았다61 다만 문법이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외국어 

설명이 부족하거나 틀린 곳이 많기 때문에 외국 대혁에서 주교재로 사용 

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 한펀 외국 대학에서 출판된 교과서들은 구조 셜 

명에 치중한 나머지 실용척인 대화나 다양한 문화의 소개가 부족하고 의 

사소통 접근법， 상호작용 이론 교수법에 기초한 다양한 연습 문제 퉁이 부 

족하다는느낌을준다. 

『명도원 한국어』나 Speaking Korean은 듣고 딸}기 교수법을 생각하고 

만든 전형적인 교과서로서 문법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문장 유형을 소개하 

지 않는다. 이것은 듣고 말하기 방식이나 의사소통적 접근법에 토대를 두 

고 만들어진 교재들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단점들이다. 또 문법적으호 

설명되지 않은 비격식체 대화나 숙어적 표현을 한꺼번에 순서 없이 소개 

함으로써， 옆에 풀이한 번역문만으로는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문 

법 형태의 기능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예를 들어， 명도원 

Spαlking Kor，α1I1 1, IT, III(Francis Park. SeouD 
An IntrodLιtory αJUTse in Korean {F. Lukoff: Yonsei University Press) 
Beginning Kor，αlI1(S. E. Martin 비ld Y. S. Lee : Tuttle) 
Elementary Konα1I1(R. King & Jaehoon Yeon : Tuttle) 
College Konα1I1(M. Rog하s et 머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띠1ct!’αχù KonαlI1(Chang， N. & Y. Kim. Hollym Intemational Corp.l 
αlloqu띠1 KorαlI1(Andrew Kim : Routl어ge) 

Tαu:h Yourself Kor，α1I1(M. Vincent and Jaeh∞n Y，∞n :H여derar펴 Stoughton) 
lntegrated Kor，α1I1 : Beginning Level(University of Hawaii Press) 
lntegrated Konα1I1 : Beginning 2(}{l얹r Textbooks in Kor얹n La때뻐ge) 

이밖에도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서 출판한 한 

국 대학 교재들도 사용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열거한 교재들의 목록이 현재 사 

용되고 았는 것을 전부 망라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교재라고 할 수 있겠다. 

6) 국내 대학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들에 대해서는 꽤 많은 양의 분석이 행해졌 
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분석을 생략하기로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김정숙(1992) 

을 참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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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제1권 첫 회화(19)8: 49-밍)에서 “날씨가 참 좋지요，7" “그저 그렇지 

요 뭐긴 그리고 “예， 전해드리지요” 둥 “-지요”로 끝나는 문장이 세 가지 

나 나옹다. 또， 명도원 책은 문법 분석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도 

그 상황에 맞는 영어에 가장 어울리는 말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제웹{fi) 

면) 10번을 보면， “그분한테 안부 전해 주세요”를 “R않se give him my 

best 맹와ùs."라고 “예， 전해 드리지요”를 “lcer때inly will."이라고 번역 

하고 나서， 참고 설명에서는 “전해 드리지요”가 “전해 주세요”에 대한 공 

손한 대답이라는 기능적인 설명만 해 놓았으니 학생들이 ‘주다’와 ‘드리다’ 

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힘들다{김영기， 1931 : 44-45). 또 명도원 교재는 언 

어 학습을 전적으로 문형 대치 연습(pa뼈ndr피)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연습 문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 

하고 명도원 교재는 대화의 내용과 문법 설명이 비교적 양호한 것요로 평 

가받기도 했대김남길， 19:영). Francis 많rk의 하g쩌dng Korean은 회화체 

중심의 기본 문장， 유용한 일상 표현， 기본 문장에 나오는 문법 설명， 독해 

연습 등 굵형 잡힌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서 명도원 교재보다 사용자/학습 

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71 그러나 명도원 책이나 

이 책 모두 연습 문제가 다양하지 않고 주로 듣고 따라하기나 대치 연습 

(substitution 뼈) 같은 틀에 박힌 연습에 거의 의존하는 느낌을 준다. 

루코프 교수의 『한국어.JJ(1짧)는 3부로 나뉘어져 있고 후반에 한영/영 

-한 어휘 소사전이 있고， 문법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색인이 편리하 

게 들어 있다. 이 책은 한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구조 분석이란 변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각 과의 기본 문장들의 내용이 너무 단조로 

워서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쉬 

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문장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가려는 의도 때 

문에 입말에서 흔히 쓰이는 ‘-지요’ ‘-군요’ ‘-01나’ 등의 표현을 제외하고 

7) 여기서 사용재학습자들의 서평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인 
‘아마존닷컴’(뼈zon.com)에 올라 있는 독자들의 서명을 가리킨다. 



138 국어교육연구 제7집 

문장의 기본 구조만을 소개하고 있다{김영기， lffil : 54-또). 이 책은 다양 

한 연습이 부족하고 문법 셜명에 너무 비중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디{송석중， 1~; 김남길， 1앉뤘). 그렇지만 문법 셜명이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며 본문에서 선돼하고 있는 주제들이 좋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남길， 1쨌). 

마틴(lv않빼) 교수의 Be낌17TÚ'핑 Korff1n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아주 

자세하고 체계적인 구조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출판된 지 오래 되어 

지금은 대화의 내용이 좀 낡고 오래된 느낌을 주지만 체계적인 문법 설명 

은 아직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 또한 한 과가 너무 많은 기본 문장 

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며， 서로 별로 관 

계가 없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 

글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로마자로 기술되어 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연 

습 문제의 내용이 다양하고 문법 설명이 자세한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에 

Elernentary KorronU인ng & Yeon : Tutt1e)은 실용적 대화와 예문 및 

한국어 문법 구조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세한 문법 셜명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대학 수준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유용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자세하고 체계적인 문법 설명과 발림음운) 법칙을 

상세하게 설명한 점， 다양한 연습 문제， 한영/영한 색인， 연습 문제 해답을 

책 뒤에 붙인 점 등이 독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고 C1껴 녹음 내용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학의 전공 과정에서 주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회화체 한국어를 쉽게 공부하기 위해 적당한 교재로 F1ff1Ctiα때 

8) 한국어 교재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서평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 있 

다 김남길(Kirn， N. K , 1앉영)은 명도원 책， 마틴， 루코프의 책에 대해 각각 자세 
한 소개를 하고 있고 고영근(1971)은 마틴의 책， 송석중(Song， S. c., 1앉굉)은 루 

코프의 책을 따로 자세히 검토， 비판하고 있다. 김영기(1991)도 자가가 사용해 본 

교재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개와 비판을 더하고 있다. 또， 이동재(Dong-Jae Lee, 
1993. 1994)는 최근에 발간된 6-7개 교재에 대한 상세한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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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이나 Collcηu때 Kon짧， 그리고 Tooch Yourself Korean 등을 들 

수 있다. α1aI1g&Kim의 FunctiomJ Korean은 의사소통적 접근법에 토대 

를 두고 언어 기능면에 치중하여 회화 중심으로 만든 책이다. 기능 숙달 

(미빼어뻐1 proficiency)이 목표라고 잭 서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나치게 

일상회화 변에 치중하여 독해 능력과 작분 능력을 길러주는 연습 문제가 너 

무 적고 단펀적인 게 홈이다. 떠[oquiaJ Korean과 Teadl yíαpτelf Korean, 

이 두 책은 모두 최근에 출판된 것으로 각각 라우틀리지(Routl앵:e) 출판사 

의 ‘Collc뻐ial-’ 시리ξ 호더앤스타우튼(Hcxkler 뼈 Stou힐lton) 출판사의 

‘Teach Yot뾰려f-’ 시리즈의 하나로기획 출판된 것이다. 그런데 띠l여따j 

Korean은 각 단원들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문법 설명이 누적적이지 못하고 

내용이 초보지어내l 어렵다는 이유로 그다지 좋은 평을 얻지 못하고 있다. 

T였jz Yourself Kcα짧은 재미있고 현실에 잘 들어맞는 대화 내용， 다양한 

연습 문제， 어렵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이고 연계성 있는 문법 셜명 둥으로 

학습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다만 로n바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독자들이 비판하고 있다. 또， 최근 하와이 대학 출판부에서는 lntegroted 

Korean :Be밍nnir땅 μvell， 2가 출판되었다. 이 교재는 손호민 교수 주관 

으로 진행되는 Korean 니멀뻐ge 많ucation & R않경rch cen않의 공동 교 

재 개발 기획의 하나로서 않fαmance-bas어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교 

재이다. 앞으로 중급 및 고급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출판할 계획 

인 것으로알고 있다. 

3. 교쩨톨 묘탤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둘 

3. 1.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지역에서 사용할 교재인가? 

교재는 교육 지역의 특성 교사 학습자의 연령 학습 기간 동올 고려해 

서 집펼해야 한다. 또 교재는 그 대상이 해외 동포들일 수도 있고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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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일 수도 있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느냐 어른올 대상으로 하느 

냐， 어른 중에서도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을 대상으로 하느냐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2. 언어 교육만이 목적인가， 역사/문화 교육도 포함시킬 것인가? 

물론 한국어 교재는 일차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겠지 

만 그 외에도 언어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부차적 

인 또는 더 큰 목적이 될 수도 있겠다. 언어 교육이 목적인가 역새문화 

교육이 목적인7~1 따라 대화나 본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초 

급용 교재에서는 역사나 문화 교￥11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어렵겠 

지만， 초밝11서 각 단원마다 문화 소개(cul따-e note)91를 삽엽할 수 있겠고， 

중급 이상의 교재라면 단원의 본문을 문화적인 내용으로 꾸밀 수도 있을 

것이다. 

3.3. 문법을 가르칠 것인가? 

전통적 주입식 문법 교얽l 대한 반동으로 문법 교육을 반대하는 의견 

도 있고， 최근 다양한 교육 방법의 개발과 함께 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 

해 회의를 가지는 의견도 개진되었다.Kr빼1el1(1용) 같은 학자는 “주입식 

이나 공식적으로 ‘배워진’ 지식은 ‘습득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빵11서 사용되지 못한다，，10)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문맥 속에서 연습을 통해서 훈련하는 전통적 언어 교육을 용호하기도 하 

고(McLaughliπ l ffi7), 성인(혹은 대학생)이 되어서 학습하는 외국어 교육 

9) T，α성1 J70urself J(orean에서는 각 단원마다 Culture Note라는 난을 마련하였는 
데， 학습자들로부터 유익하다는 명을 들었다. 

10) “What had 농en formally ‘leamed’ could not pass into the ‘acquired’ system 
and be available for spontaneous use."(Krash윈1，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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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린이의 언어 습득과는 달리 성숙한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해서 문법과 구조의 인지적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F상하기도 한다 

(Schmidt, 191); To띠엠 1ffi4). 실제로 한국어 학습자를 상대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띤%가 한국어 학협l서 문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디{김영만 1æJ: (0). 따라서 본고에서는 숙달도 달성을 

위해 문법 교육이 필요하디는 데 대해서 동의하며 다만 무엇을 어떻게 가 

르치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11I 

외국어로서의 문법은 간결하고 학습자의 교육 배경과 학습 능력을 고려 

해야 한다. 필A는 외국어 교육이나 학협1 있어서 문법 교육은 필수적이 

라고 보며， 그 설명의 방법이나 내용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선 

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대성굉수 1없). 문법은 초기 단계에서도 중요하 

지만 수준이 높아지는 중급， 고급 단계에 가서 더 필요하다{이해영， 19::용). 

그리고 문법 설명은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 

한으로 활용등}는 것이 좋다.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면서 ‘모쾌로 인한 방 

해(interfe뼈1Ce)’가 오용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 

를 들면 “돈을 많이 있어요” “친구를 필요하세요” 등의 오용은 영어에서 

오는 벙해이고{이정노， 1931), 주격 조사 ‘-이’를 써야 할 자리에 일본어 화 

자들이 오류로 ‘ 캐를 쓴다거나 ‘ 어 있다’와 ‘-고 있다’를 혼동하여 제대 

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어에서 오는 방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문법을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 다양한 교재가 필요한 것이다 121 

11) Rutherford(987)는 직접 문법을 가르쳐 입력시키는 전통적 문법 교육{conven→ 

tional gr때unar teac비ng)과는 달리 학습자로 하여금 문법 능력(gramrnatical 

com야tence)을 체득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문법 의식 고취’(grammatical con
sciousness -raising)를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모￥}를 배우는 데는 
문법 의식 고취가 필요 없는데 외국어의 경우는 필요한까 모든 학습자들에게 적 

용할 수 있는가 둥 논란의 여지가 있다 
12) 이런 점에서 Ur(l앉용)의 문법 연습 교재나 Murphy(985)의 English Grarnrmr 

in Use는 영어 문법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좋은 표본 
이 된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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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대화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인가， 체계적인 구조 문법 중심인 

가? 

이론상 가장 좋은 교재는 재미있는 대화를 포함하면서 체계적으로 문법 

을 소개해 나가는 교재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재미있는 대화 중 

심의 고째는 문법의 왜나 배열 순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아직 소개하 

지 않은 문법 사향을 본문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에 체계적 

인 문법 소개와 설명을 중점으로 하는 교재는 간혹 재미없고 지루한 본문 

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출 수 있다면 가 

장 바람직할 텐데 만일 둘 중의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면 그 대상과 

장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외국에서 대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재를 만드는 경우에， 초급 과정에서는 체계적이고 누적적인 문법 소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반면에 어느 정도 입말에 익 

숙한 해외 동포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염두셰 둔 

교재라면 채미있는 본문 대화 중심으로 교재를 엮을 수도 있을 것이다. 

3.5.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칠 것인가?13) 

외국어의 문법이나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문법 용어나 술어를 사용할 

것인가 히는 문제도 대상 학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가 성 

인일수록， 또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국어 학혐l서 문법 용어를 

사용한 문법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문법 용어를 샤용한 교육이 효과를 

13) 문법 용어를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Simon Borg(999) 

에셔 논의하고 있다. 단점으로는 문법 용어의 사용이 언어 구사의 유창성과 상관 

이 없다는 점， 문볍 용어의 추상성이 L2 학습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학습자 
가 내용도 모르면서 용어만을 습득할 수도 있다는 점 둥을 들고 있다. 장점으로는 

언어의 특별한 기능을 질문하거나 논의할 경우 경제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학습자와 교사의 의사소통을 도외준다는 점， 학습자가 

기억하기 더 쉽다는 점 동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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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분석적인 성향을 기진(없머ytica1ly-띠ndf최) 학습 

자일수록 문법 용어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대Borg， 1!m: 

00). 반면에， 백봉자(1oo1b)는 학습자의 대다수가 고퉁학교 졸업 이상의 학 

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이 문법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희습자의 심리 부담도 줄일 겸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법 

용어는 되도록 적게 사용하는 면이 좋다고 보았다. 유럽 학생들의 경우에 

도， 특히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 대륙에서 중 •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은 

문법 용어에 익숙하지만， 영국 학생들은 g밍뼈， tran~tivefInttan~tive 

verb와 같은 문법 용어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141 물론 너무 전문적인 문 

법 술어를 교재에 사용히는 것은 피해야 하겠지만 대상 학생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법 용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문법 설명이나 용어 샤용에 었어서는 ‘자세하지만 전문적 

이지 않은 용어(æ때1ed but non-t삶mic외 grarπnar notes)’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asprra디on’이나 ‘αJIl.lla’와 같은 전문적 술어보다는 ‘lots 

of air puff’나 ‘택uati때1 VI빼’와 같은 전문적이지 않은 술어가 이해하는 

데 더 수월하고 g빼oratory Il'I.뼈n(-어 봐요)이나. lIIl1T뼈lt 어aboration 

forrn(-는데(요) )처럼 용어가 그 문법 형태의 의미-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해를 돕는 데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뼈"()

파fi1Ïve m::뼈fier'’ ‘g없뼈’ 동과 같은 전문적인 문법 용어는 이해하기 어 

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교재를 집필힘에 있어서， 

문법 용어를 사용하되 가능하면 너무 전문적이지 않으면서 일상 용어로 그 

문법 형태의 기능과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를 찾아 쓰려고 노력하였다. 특 

히 Tα:zd1l，(때"Self Korean처럼 넓은 계층의 학습자를 염두에 둔 경우헤는 

쉬운 용어를 쓰71 위해 더 노력하였다 15) 

14) 이것은 아마도 그 나라의 중 · 고둥학교 언어 교육의 성격과 연관이 있을 것이 

다. 
15) 예를 들연， ‘locative’ 대신에 ‘saying to and from' ’exploratory pattem’(-어 보 

다) 대신에 ‘having a go at ... ’ ‘com뼈ra디ve’ 대신에 'comparing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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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재 집필의 실제 

4. 1. 처음부터 한글을 가르첼 것인가? 

처읍부터 로u}:자를 사용하지 말고 한글을 사용해서 한국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Trodz yiαoself K07iαm에 대한 

독자들의 거의 유일한 불만이 새로운 단어를 로마자만을 사용해서 소개한 

것에 대한 불만이다.삐 다만 시간만 충분하다면 글자를 배우기 전에 소리 

에 익숙해지면서 쉬운 인사말이나 일상 용어를 배우는 기간을 가질 필요 

는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한글을 배우기 전에 Elerren때y Korean에서처럼 

기본 표현들을 입으로만 듣고 연습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 

다. 

4.2. 단어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새로 나온 단어들을 각 단원에 제시해 줄 것인가 또 제시한다면 어디에 

해 줄 것인가 동}는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새로 나온 단어는 

본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단 

어를 제시하되 그 단어를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척이다. 단순 

히 본문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본문에 제시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하거나 

또는 자모순으로 배열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주화하여 배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대최정순" l ffi'7).171 

‘conjunctive’ 대신에 ‘바king words’ ‘condi디onal’ 대신에 ‘if clause’ 둥둥. 
16) 물론 이것은 저자들의 결정이 아니라 Teach Yourself 시리즈를 출판하는 ‘호더 
앤스타우튼’ 출판사의 제작 방침이다. 

17) Elementary Ko，π~에 대한 독자들의 서명에서도 단어들을 범주화히여 제시한 

시도를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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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무엇을 먼저 가르철 것인가7: 순서 및 배열의 문제 

외국어 학습이 누적적이고 선수 학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 

을 때， 한국어를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는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문법 항 

목의 배열 순서는 교재를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 항목의 배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문법 항목의 난 

이도 빈도수， 기능 등이 될 것이다. 

4.3.1 빈도수가 높게 사용되는 문법이나 구조롤 먼저 가르치자 

비슷한 기능을 하거나 비슷한 뜻을 가진 형태나 용법이 여러 개 존재하 

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빈도수가 높은 문법이나 구조를 먼저 가 

르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3.1.1. 축약형(입말)과 원형(글말) 

많은 교재들에서 축약형과 원형이 있을 때， 원형을 먼저 소개하고 축약 

형을 니중에 소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형에서 축약형으로 변하는 과정 

을 설명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 하다. 

예를 들면 다음 (가)형과 (나)형이 있을 때， 많은 교재들은 (가)형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 l~} 

(1) (가) 이것이 무엇입니까?나) 이게 뭐예요? 

그것은 칠판입니다. 그건 칠판이에요 

이러한 접근법은 외국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재들에서 주로 발견되는 

책략으로서 체계적인 문법 학습을 중요시하는 교재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18) 실제로 αllege Korean에서는 (나)와 같은 축약형은 마지막에서 네 번째 과인 

정과에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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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축약형 입말을 원형보다 너무 늦게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생활에서 더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들 축약형 입말이기 때 

문。1다. 따라서 체계적인 문법 혁습의 필요를 위히여 원형을 가력더라도 

그와 함께 자주 쓰이는 축약형 입말을 함께 가락1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 

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Elementary Korean에서는 원형파 축약형을 동 

시에 같은 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다만 ‘합니다’체와 ‘해요’체는 다음에서 살 

펴보겠지만 ‘해요’체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4.3.1.2. 격식(합니다)체와 비격식(해요)체 

‘해요’체를 먼저 가르칠 것인개 ‘합니다’체를 먼저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해요’체를 먼저 가트르치면 많은 불규칙 동 

사들을 함께 가르쳐야 즙}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고 많은 교재들이 ‘합니 

다’체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 일례로 α'lege Korean에서는 ‘합니다’체를 l 

과에， ‘해요’체를 8과에 소개하고 있다. 반면에 f깅emen따y Korean에서는 

‘해요’체를 먼저(5과)， ‘합니다’체를 나중(11과)에 소개하고 있다. 백봉자 

(1'쨌 : 뼈~때7)는 “ ‘합니다’체는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등 네 

가지 형태가 서로 달라서 혼동이 없고、 불규칙 동사와의 활용l도 무리가 

없다. 비교적 가링1기가 간단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오류는 ‘해요’체와 마 

찬가지로 적은 것이 아니다. ‘해요’체는 형태는 하나이나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혼동을 주게 되고 억양의 차이로 네 가지의 형태를 구분해야 한다 

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또 불규칙 동사의 대부분을 가르쳐야 하는 

부담이 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를 학생들의 배경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 즉， 학생이 순수 외국인이면 ‘합니다’체를 

먼저 주고 학생이 교포 2셰이면 그들이 늘 듣던 ‘해요’체를 주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더 자주 접하고 많이 듣게 되는 형태는 ‘해요’체 

이므로 ‘해요’체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9) 학습상의 난이 

도나 여타의 조건이 비슷하다면 사용 빈도가 높은 형태부터 가르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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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요’체를 먼저 소개할 경우， 많은 불규칙 동사 

틀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동사의 기본형 

을 가르치기 전에 실제로 사용되는 ‘해요’ 형태를 먼저 가르치게 되면 이 

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해요’체의 학습은 소위 불규칙 동사의 

소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동사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 

를살펴보기로하자 

4.3.2. 동사의 소개와 불규칙 동사의 접근 방법 

‘합니다’체를 먼저 소개할 경우 불규칙 동사에 대한 설명이 펼요 없고 

‘해요’체를 먼저 소개할 경우 불규칙 동사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 

다는 주장은， 우리가 동사를 사전 등재형(기본형)부터 가르친다는 것을 전 

제로 했을 때 성립하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가 동사를 가르칠 때， 동사 어 

간201에 Polite style ending ‘-요’가 결합된 ‘해요’ 형태부터 가르친다면 이 

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실제로 우리가 동사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도 

담화 속에 동장하는 ‘해요’ 형태의 동사를 듣고 배운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언어 습득 책략과도 일치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듣다， 럽다’라는 동사 대신에 ‘들어요 더워요’라는 동사 형태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동사의 과거형도 ‘들어-’ ‘더워-’에각각 

과거 형태소 ‘-μ’+‘-어요’만 더해서 ‘들었어요 더웠어요’라고 말하면 되므 

로 간단해진다. ‘해요’체를 먼저 가르치지 않는 경우 학생들은 ‘해-’ 형식 

Gnfinitive fonn:-。써 형)과 ‘-없-었’ 과거형 형태소 모음을 생성하는 

규칙을 두 번 따로 학습하게 된다. 사질 이 두 과정은 동일한 과정인데 따 

19) ‘합니다’체를 먼저 배운 학생들은 가장 많이 듣는 인사말인 ‘안녕하세요?’나 ‘안 
녕히 가세요’가 무슨 스타일인지 질문을 하곤 한다. 

20) 우리는 이것을 infinitive fonn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편의를 위한 
용어일 뿐 영어의 infinitive fonn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용어다. 우리의 infinitive 
는 ‘해요’ 형태에서 ‘ 요’를 제거하고 남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들어-’(듣다)， ‘해-’ 
(하다) 등이 infi띠디ve fon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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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해요’체를 먼저 가랙게 되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대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또한 실질적 의미에서 불규칙 동사라는 개념이 거의 필요없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변칙(變則)인 ‘듣다’와 정칙(正則)인 ‘굳다’는 ‘들어-’와 ‘굳어-’로 

기본형이 다른 두 가지 동사군에 속하게 된다. ‘굽다‘(roast)와 ‘굽다’(밟닙) 

도 ‘구워-’와 ‘굽어-’로 기본형이 다른 별개의 동사랜l 속한다. 그 대신 

‘들어요’ 같은 동사는 ‘합니다’체를 가링l는 단계에서， ‘ 근’이 자음 앞에서 

‘-t:’으후 바뀐다는 규칙을 소개해 주면 된다. 사실 학교 문법의 전통적인 

동사 설명 방식과 마틴식의 동사 설명 방식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지만， 외국 학생들에게 초급 단계에서 동사를 소개함에 있어서 

마틴식의 접근 방식은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경험할 수 

있었다. ‘해요’체를 먼저 가르치게 되면 과거형을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o}/어’형 어기와 결합하는 많은 활용형이나 복합동사 구성 

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211 

4.3.3. ‘이다’ 동사와 일반 동사 중 어느 것을 먼저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영어와 같은 인구어를 배울 때는， 보통 우리말의 ‘이다’ 동사에 

해당하는 be 동사를 먼저 배우고 그 디음에 동작 동사를 배우곤 했다. 그 

런데 주어 중심의 언어인 인구어와 달리， 통사 중심의 언어(P!η-drop)인 

한국어에서도 ‘이다’ 동사부터 가르쳐야 할까? 한국어는 주어가 없어도 동 

사 하나만으로 훌륭한 문장이 되는 언어이다J예 : 밥 먹었니?-네， 먹었어 

요 만썼요.1-안 만냈f요 둥) 그러므로 주어의 지정을 표시해 주는 ‘이 

21) 참고로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지음 어간을 제1어기 ‘ Zero ’(먹 ). 
제2어기 ‘-으-’(먹으 ), 제3어기 ‘-01-/-어-’(먹어)로 구분하여 가르치고-'， c., 
X으로 시작되는 형태소는 꼭 제1어기와 2. 0 님으로 시작되는 형태소는 꼭 

제2어기와 결합되고， λL으로 시작되는 형태소는 양쪽과 결합一단 ‘→시 ’ 계통 
은 제1어기와 결합-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간노 1991 : 1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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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사를 먼저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대백봉자 1~: 않E). 또한 

‘이다’의 부정형 ‘아니다’ 앞에 오는 명사는 주격 조사 ‘이/개를 필요로 하 

는데， 이것은 초급 한국어 학습지헤게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다. ‘이다’ 

의 영어 술어도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곤 한다. 보통 ‘α빼a’라는 

문법 술어를 이해하는 영어 화자들윤 의외로 많지 않다. 그보다는 

‘택U빠n머 verb’라는 용어가 훨씬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또 영어의 

‘be’ 동사와 한국어의 ‘이다’ 동사와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영어 

에서는 ‘존재’와 ‘지정’이 모두 ‘be’ 동사에 의해 표시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지정’(A=B)은 ‘이다’ 향에 의해， ‘존재’(there i밍'are)는 ‘었다’ 동λ}에 의 

해 표시되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 

다.깅} 또 ‘이다’ 동사보다는 일반 동사를 가지고 연습하는 문장들이 실생활 

에서 빈도수도 많고 교실에서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장들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다.;아니다’ 동사셰 우선하여 일반 동사를 먼저 가 

르치는 것이 부담도 적고 한국어의 특성에도 맞는 일일 것이다. 

4.3.4. 여러 가지 형태가 비슷한 의미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비슷한 의미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도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은 학습째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빈도에 

따라 구별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고 또 의미 기능상의 차이를 정확하면서 

도 간결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태들을 생 

각해봐 

22) Elemen따γ Korean에서는 ‘이다’ 동사와 ‘있다’ 동사를 다른 동사들보다 먼저 
소개했고， Teach Yourself Korean에서는 ‘가요’와 같은 일반 동사를 먼저 소개했 
다. 실제로 Elementary Korean을 가지고 공부한 초급 학생들은 첫 두 과에서 
‘이다’ 동사와 ‘있다’ 동사의 구별에 애를 먹는 모습올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다’와 ‘있다’ 동사를 사용해서 연습하는 문장들(예 이게 무엇이에요.?， 저기에 책 
이 있어요 등)은 실제 교실에서 그 후에 사용 빈도가 별로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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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 니까’ ‘-느라고’ ‘-기 때문에’ ‘-는 바랍에’ 

위와 같은 형태들을 언제 어떻게 왜하고 그 의미 기능의 쩨를 어떻 

게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많은 교 

과서에서 ‘-기 때문에’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문형이 비교 

적 가르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대이정노 lffin 그런데 체계적 

인 문법의 소개를 염두에 둔 교재라면 이 유형은 명사형 ‘ 기’를 소개하면 

서 또는 그 후에 쇼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또 ‘-는 바램l’는 동사의 

관형형(m:뼈er)을 배우고 나서 소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나머지 세 

유형에 대해서도 무엇을 먼저 소개할지 그 의미 기능의 차이를 어떻게 설 

명할지가 문제가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재들에서 이 다섯 유형의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적어도 시제 제약을 고려하면 ‘

어서’와 ‘ 느라고’와 ‘-는 바람에’는 현재형과만 쓰이고， ‘ 니까’와 ‘-기 때 

문에’는 과거형과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어서’와 ‘

니까’는 형용사{상태통사)와도 쓰일 수 있는 반면에， ‘ 느라고’와 ‘-는 바람 

에’는 행위동J..l-(proces잉ve verb)와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제약도 설명할 필 

요가 있다. 또 화용론적인 차이를 고려한다면， ‘-니까와 ‘ 어서’를 소개하 

면서 이 둘의 용법의 차이를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이런 점을 간결하 

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정노nffil :~)는 이 

둘의 의미 치어를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셜명하고 있다. 

(2) 한국말이 어려워서 잘 툴려요. 

(I often make mistakes 1 guess 아~ause Korean is a difficult 

language.) 

(3) 한국말이 어려우니까 잘 틀려요 

(You cannot expect not to make mistakes when you are leaming a 

difficult language like Korean; the problem is the language.) 

또 ‘-어서’와 ‘-니까’ 후행절에 대한 제약을 설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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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오용이 나타난다. 

(4)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세요 

한편， ‘-니까’는 ‘이유’의 ‘-니까와 ‘발견’의 ‘-니까’가 있으므로 이것을 

함께 비교하여 셜명해 줄 필요가 있으며， ‘발견’의 의미로는 ‘-니까’가 과거 

형과 같이 사용되지 않고 주어는 보통 1인칭과 함께 사용된다는 것을 설 

명해 줄 필요가 있다.잉) 

4 .4. 학습자를 위한 문법 설명 

la놨1(1없4)는 학습자를 위한 문법과 학문 문법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있다. 

A B C 
Academic grammar Teacher’s grarrunar Grarnmar for leamers 
(for 뻐V앙혀ty stu험lts) 

πleoretiC머 and descriptive • ? • prac디cal. selective, 똥~uena:죄， 

task-orie따영， etc. 

초급용 교재에 포함될 학습자를 위한 문법은 실용척이고 간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subject 따ticle과 빼C 따ticle을 구별해서 셜명할 경우， 그 차 

이를 학문 문법에서보다 훨씬 단순화하여 실용척이면서도 간결하게 제시 

해 줄 필요가 있다.갱} 또 학습자의 문법은 선택적으로 문법 항목을 선별하 

23) 실제 껄명은 Elemen따ry Korean 13과를 참고할 것. 우리는 ‘-니까’를 13과에， 

‘-어서’를 16파에， ‘ 기 때문에’를 명사형 ‘-기’와 함께 17파에， ‘-는 바랍에’를 24 
과에(동사의 관형행은 19과에). ‘ 느라고’를 g과에 소개하고 었다 

24) 실제로 Elementary Korean 항}와 6과의 셜명올 참조할 수 있겠다. 초급 교재 
에서 주어와 주제를 구별해서 셜명할 필요가 있느냐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 

는데， 완벽한 구사 능력과는 별개로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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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어서’ ‘-니까’ ‘-느라고’ ‘

기 때문에’ ‘ 는 바람에’ 등등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가진 형태들을 어느 단 

계에서 적절하게 상H하는가 히는 문제에서부터 어떤 문볍 항목틀을 선택 

해서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모두 취사선택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겠다. 또 학습자를 위한 문법은 체계적이교 앞에서 배운 문 

법 항목과 배우지 않은 항목을 고려하면서 누적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인용문(간접화법)은 pl머n style을 배우고 나서 소개하는 것이 바 

람직하고(연재훈， 1앉:6)， 위에서 말한 ‘-기 때문에’ ‘-는 바람에’ 등을 각각 

‘명사형’과 ‘관형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소개해야 하는 이유가 모두 이 

원칙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기존 교재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로 T짧 Your 

self Konαm과 Elemet따y Korean을 만들고 시용하면서 느꼈던 문제들을 

선별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영어권 초급 한국어 교 

재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지면 관계상 많은 문제를 다룰 수는 없 

었지만， 영어권 대학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초급 교재 

를 개발햄l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대학생의 지적 수준에 어울리는 대화， 

본문 내용과 함께， 체계적이고 누적적이며 연계성 있는 문법 구조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 글에서는 영어권에서 사용할 초급 한국어 

교재에 논의를 국한했고 초급 과정의 특성상 체계적이며 누적적인 구조 

문법 학협l 중점을 두었다. 물론 이것은 다양한 교수 방법과 매체를 이용 

한 시청각 교재 개발의 중요성을 평하하고 문법 중심 교재의 필요성을 강 

조하려는 악도는 아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다양한 환경 

과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다채로운 교재를 개뿔}는 것이 중요하다. 

도의 상세한 설명은 펼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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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뼈te뼈s for En양ish S야빼mg Be맹mers 

Yeon, Jae-hoon 

The primarγ P.!IlX)Se of this paper is to lead a new diroction for the 

deveI때ænt of Kor얹n lar핑uage ræterials esprially for 뼈inner. 

Under this IJUIlX)Se, firstly it is focu앞rl on the e}염nination of 다-esent 

teaching ræ따'ials， ar피 앞rondly it is 1∞>kir핑 b싫<: on difficulties that 

we had in des않띠ng them 

1) 까뼈-e are two types of ma따'ials for Korean langu짧:e tt삶따19; 

the αle is that is writ뼈1 ar1d wblished ÌI1 Korea It is charac따ized by 

its well-dE행r때 conversations, readir땅s， 하펴 cultural tips. However, 

for its 1때‘ of consideration for translations, it is oot q띠teac뼈uate as 

uruver며앙 textlx빼 in foreign countries. πle other is that writ어1 and 

Wblished by for허믿1 univer허ties. It also has sorre problems because of 

its grarπnar-orien뼈 a야:nuach. 

2) For a developrrent of new materials, there are sorre !X)ÌI1ts that 

we should 때‘:e into consideration. 1hey are as follows : 

- Target learners 하1d area : For wh이n， ar띠 m 때피ch area is it USé퍼 

for? 

purp:>se or goal: Is it for only lar핑뻐ge te<놨úng-l않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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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lerwise， does it have to end up with a historicaVcu1tural study on 

Korea? 

-Abαlt grammar : L\ð it have to teach gramrnar 며rectly or not? 

-A따α얘ch : Comrnunica디on-orien때 a따αICh or 망ammar α1en뼈 

따nαICh? 

-lV뼈뼈 : Should it start with Korean al때abet? How to org와1ÎZe 

words? What does it teach fir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