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연구 

- <외국인을 위한 효댁어 문법 1, 2>의 검토를 중심으로 

최은규* 

1. 머리말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 

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강조되면서 종래의 문법 

번역식，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문법 교육 무용론이 제기 

되기도 했다1) 

그러나 인지가 발달한 성인은 규칙을 통한 언어 학습을 기대하고 언어 

규칙을 이해함으로써 무수한 발화를 생성해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문법 교육의 펼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 대상 요구조사에 

서도 문법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안경화 외(:ffi))에서 

어휘와 문법 및 네 가지 언어 기술의 중요도를 묻는 절문에 초중고급에서 

모두 문법의 중요성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 방성원(때x))에서는 문법을 포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 문법 교육의 유용론， 무용론에 관련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민현식(:m2 을 참조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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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네 가지 언어 기술 중 가장 중요하게 학습하고자 히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문법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습자의 숙달도 등 

급과 무관하게 문법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언어와 

달리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여 다양한 유의적， 다의적 형태가 존재하고 

이형태가 복잡한 한국어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어 학습 결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문법 교육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 

은 근거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을 위한 문법 교육의 유용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볍 항목의 이해와 연습은 종래와 같이 형태 교육에 치중되는 것 

이 아니라 의사소통 기능 학습의 일부로서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인에게 ‘무엇을 가 

르쳐야 하는캐와 ‘어떻게 가르쳐야 동}는개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전 

자는 ‘교육 내용’， 후자는 ‘교수법’과 관련된다. 이미혜(:ffi)b)는 1~년대 

이후부터 :ms년 전반기까지 발표된 한국어 문법 관련 논문 171편을 대상 

으로 한국어 문법 교육의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문법 항목을 대 

상으로 한 연구와 문법 교수법 연구는 다úJ=하게 이루어졌으나 문법 교육 

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연구， 즉 한국어 문법 교육의 체계 정립， 교수요 

목 설계를 위한 문법 항목의 선정 및 배열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빈약함 

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문법 교육 내용 

의 체계를 세우고 교육용 문법 항목을 선정하는 연구 작업들이 시급한 과 

제임을알수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립국어원이 없U년부터 진행해 온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표준 문법 개발 사업은 이제까지 통일된 문법 체계 및 문법서가 부 

재했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데 펼수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ms년 11월에 간행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체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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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편)는 이 연구의 결과물로서 한국어 교사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표 

준 문법서와 문법 사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교육 

문법에 관한 주요 쟁점들이 이 책에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 기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교육문법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주요 논의들을 정리해 본다 그리고 이 책의 주 이용자 

가 될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의 입장에서 선행 연구의 논의들이 어떠한 형 

태와 내용으로 반영， 기술되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2 션행 연구검토및 정리 

한국어 교육 문법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외국인 학습자 및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용 문법서와 한 

국어 교육 문법 관련 연구가 그것이다. 

먼저 국내에서 간행된 주요 한국어 교육용 문법서로는 임호빈 외(1007)， 

백봉재1Ð.:l)， 우인혜 외(3XX)a)， 우인혜 외(:ll)b) , 이희자 외CIDl)， 우인혜 

외(때4)가 있다. 이러한 책들은 한국어 문법의 체계를 세우기보다는 문볍 

항목의 의미와 용법， 형태 통사적 제약， 유사 형태와의 구별 등을 통해 교 

사와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인혜 외(3XX)a)， 우인 

혜 외(:ll)b)， 우인혜 외(때4)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서이다. 동 

일한 내용이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각각 대역되어 있는데， 교육용 문법 

항목을 범주별(조샤 어미， 대명샤 시제와 상， 부정 표현， 존대법， 동사 • 

형용사 불규칙， 피동， 사동， 인용， 접속샤 가정법， 기타 표현)로 나누어 각 

항목의 의미 및 형태 정보， 기본 예문， 연습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 

고있다 

엄호빈 외(1007)， 임호빈 외(때1a)는 각각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의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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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 한국어 문법의 기본 체계(한국어 문법의 특정과 문장 구조， 명샤 

대명샤 수샤 동샤 관형샤 부샤 감탄샤 조샤 시제， 존대법과 낮춤법， 부 

정， 활용어미에 의한 특수표현， 보조용언， 피동과 사동， 화법， 접두사와 접 

미사)에 따라 교육용 문법 항목의 의미와 예문을 사전식으로 제시하고 있 

다. 임호빈 외(때1b)와 임호빈 외CID1d는 이러한 문볍 항목의 연습문제 

로 구성된 학습자용 워크북이다. 

백봉재191))와 이희자 외(2001)는 문법 사전 형태로 간행되었는데， 전 

술한 문볍서들의 문법 기술이 학습용 문법 항목을 정리하는 정도의 한계 

가 있었음에 비해 구체적인 문법 기술 유사 형태의 변별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문법 지식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백봉재191))는 

한국어 문법 체계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개별 문법 항목 4m개의 의미 및 

형태 정보 예문을 제시하는 사전식 기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희 

자 외(2001)는 2，때여 개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구체화된 문법 기술을 하 

고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 문법 관련 주요 연구로는 백봉자-(lm1)， 백봉자 

(2001), 민현식(:ID3)， 이해영(:ID3)， 방성원(:ID3)， 김제열(2004) ， 정희정(2004) ， 

김제열Cm5)， 방성원(:mí)， 이관규(:mí)， 이미혜(m5a)， 이미혜(:míb) 둥 

이 있다 중심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 중 첫째와 둘째가 쟁점 

사항이고 셋째와 넷째는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화된 논 

의이다. 

첫째，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어 문법 체계화 논의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이 정립되어야 하나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간결해야 하고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해서 

기술해야 하므로， 국어 규범 문법 체계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입징에다. 

다른 하나는 교육 대^.{이 다르므로 교수법， 교육과정 구성에는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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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으나 한국어 문법의 내용 분류와 체계는 국어 규범 문법과 동일 

해야 한다는 입장F이다. 이에 대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이 규범 문 

법과 다를 경우 연구자， 교샤 학습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한국어 생활권 

에서의 효용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본고는 

후자의 관점에 서 었다 

둘째， 문법 체계의 분류에 대한 것이다.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마다 체계 및 분류， 문법 용어， 기술 내용이 일치 

하지 않고， 학교 문법의 체계와도 다르기 때문에 문법의 표준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국어 교육 문법은 학교 문법과 근본적으로 치이가 날 

필요가 없으나 교육의 대상과 목적이 다른 만큼 모든 문법 내용， 세부 기 

술까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 분류나 용어， 

기술 방식 등이 교육 목적에 맞게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 

의는 한국어 문법 체계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전술 

한 관점 중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조정의 정도가 다르다. 

셋째， 학습용 문법 단위에 대한 것이다. 

한국어 문법 교육은 외국인이 문법을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법 체계의 교육보다는 개별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연습 

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율적이다. 이때 학습용 문법 단 

위는 단일 형태소로서의 문법뿐만 아니라 조사 간의 결합 및 어미 간의 

결합， 조사 · 어미와 명사 · 동사와의 결합 형태 등의 통합적인 문법 표현 

을함께 포함한다. 

넷째 문법의 기술 방식에 대한 것이다. 

문법 기술은 개념 이해보다 그 형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국어 화자는 의미와 용법이 비슷한 형 

태를 언어 직관에 의해 구분히여 시용하지만 외국인들은 통사적 제약과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법 교육에서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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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지는 문법 항목의 통샤 의미， 화용적 차 

이를 보여주는 정보를 풍부하게 제시히여야 한다. 

3. <외국안을 위한 한랙 문법 1， 2>의 문법 기술 빛 내용 검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은 ‘체계편’과 ‘용법펀’2)의 2책으로 나뉘 

어 있으며 각각 570쪽，roJ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국어 문볍 1>은 한국어 문법의 개략적인 특정을 설명한 것으로 한국어 

교사나 학습자에게 필요한 한국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법서이며， 

〈한국어 문볍 2>는 교실 수업에 이용되는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한 문법 사전이다. 이제까지 한국어 교육계에서 교육 문법 

의 표준화가 절실했고， 기존의 한국어 문법서나 문법 사전이 분류나 체계， 

기술면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은 

앞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수립， 교재 및 사전 개발， 교수 학습 구성 등에 

표준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 

에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을 기존 학교 문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검토하 

여 보기로한다. 

3. 1. <외국인을 위한 효팩머 문법 1-처|겨|편>으| 검토 

3. 1.1. 문법의 기술 

1) 기술 방법 

문법을 한국어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기술 방법에 

2) 이하 각각 〈한국어 문법 1>과 〈한국어 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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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는 문법 전 

반에 걸친 학습지용 문법 기술이 개발되지 못했대김제열， 때4). 이 책은 

교시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이해 가능한 내용 전달을 위해 사용 어휘 

의 난이도， 기술 방법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다음의 

‘능동’과 ‘피동’에 대한 설명은 국어학 논저의 기술인 (1)에 비해 (2)의 기 

술이 더 간명하다. 

(1) 남의 동적L이나 행위를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 

는 행위나 동작을 능동이라 하고，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 

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 

서 되는 행위를 피동이라고 한다.<표준국어문법론， 짧〉 

(2)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이 행 

하는 행위나 동작에 의해 영향을 입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한국어 

교육 1, 앙7쪽〉 

또한 다음과 같이 문답 형식을 취하여 문법 기술을 하고 있어 사용자 

가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부문장 

제5장 문장구조 

1 어순 

당 한국어 문장의 어순은 어떠할까? 

당 한국어 어순상의 특정은 무엇일까? 

r::r 한국어 문장에서 어순은 고정되어 있을까? 

문법 용어는 학교 문볍 용어를 근간으로 하되 이미 널리 알려져 누구 

나 이해하기 쉬운 문법 용어를 시용하고 그러한 것이 없을 때는 쉬운 말 



212 국어교육연구 제16집 

로 풀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19쪽) 그 예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체언→명샤 대명샤수사 

음운→말의 소리 

음운의 변동 • 소리의 변동 

평음→약한소리 

화자→말하는사람 

이러한 문법용어 사용 원칙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5부 말의 소 

리’에 사용되는 용어를 학교 문법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문법〉 

울림소리，안울림소리 

긴소리， 짧은소리 

첫소리， 가운렛소리，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국어 문법 1> 
→공명음， 장애음 

→장모음， 단모음 

→초성， 중성， 종성 

→일곱끝소리되기 

이를 보면 〈한국어 문볍 1>은 ‘일곱끝소리되기’를 제외하고는 전문 용 

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반해 〈고등학교 문볍〉이 오히려 쉬운 말로 풀 

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모음， 단모음， 초성， 중성， 종성’ 등은 ‘널리 

알려져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법 용어’라는 기준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 

이 가능하나 ‘공명읍， 장애음’은 전공자를 제외하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 

워 ‘울림소리 얀울림소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일곱끝소리되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널리 알려진 

용어 대신 새로 만든 것인데， ‘종성’ 대신 ‘끝소리’라는 말을 새로 넣어서 

만든 용어의 의미 이해도가 더 높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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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문볍 용어’라는 원칙에 맞되 기존의 체계를 고려해3 일관성 있게 

기술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2) 기술 단위 

문법 기술의 대%에 되는 문법 단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한국어교육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문제이다. 학문 문법이나 학교 문법에 

서는 문법 형태를 중심으로 문법 기술을 하지만 한국어교육에서는 문법 

형태뿐만 아니라 조샤 어미， 명사， 동사 등이 복합된 표현도 문법 기술의 

대%에 된다. 이러한 표현을 분석하지 않고 복합 형태로 제시하여 의미와 

기능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학습자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펼요한 

것임은 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다. 

이 책에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는， -(으)L， -(으)2’와 함께 ‘ 던， 

→었던’을 제시하고 있는데(154쪽)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 두 항목을 분 

석하지 않고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 함께 단일 형태로 교육하고 있으므로 

함께 전성어미로 다루는 것이 더 생산적인 설명 방법이 되므로 이를 택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방법이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차이를 잘 나타 

내는것이라고본다. 

3) 정보 제시 

교육 문법은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사 문법 

은 교사에게 필요한 문볍 지식의 체계이며 학습자 문법은 학습 대%써의 

이해와 사용을 위해 필요한 문법 체계이대방성원， 2003b). 이 책은 교사 

문법의 개발과 함께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개발이라는 

목표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각 단원의 ‘돋보기’ ‘도움말’ ‘다른 언어에서는?’이라는 

보충 항목에서 잘 드러난다. ‘돋보기’는 해당 문법 및 관련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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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섣명이 교사에게 확장된 문법 지식을 제공한다. ‘도움말1에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 한국어를 배울 때 알아두 

면 도움이 될 만한 것， 해당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정리 

되어 있다. ‘다른 언어에서는?’은 한국어의 문법과 다른 언어의 경우를 비 

교하여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당 예문을 함께 제 

시하는 대조언어학적 기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귀대명사 ‘자기’는 

학습자의 발화나 글에서 다음의 (3), (4)와 같은 오류가 자주 발견되는 단 

어이대짧쪽). 

(3) *나는 어릴 때 좌를 일본 사람이라고 믿었다. 

(4) *네가 다시 한국 국적을 갖고 싶으면 그렇게 해. 좌 생각대로 해. 

한국어에서 ‘자기’는 삼인칭 주어를 다시 가리컬 때만 쓰이는 데 반해， 

일본어의 ‘自分’이나중국어의 ‘自己’는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에 모두사 

용하므로 모국어의 간섭으로 오류가 생긴다 보충 항목의 이러한 기술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유용하고 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3.1 .2 문법의 내용 

1) 체계 

학교 문법과 한국어 교육 문법은 비록 학습자 대상은 다르나 한국어라 

는 동일한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 기술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유지 

해야 승}는데， 이것은 내용적인 부분의 동질성을 7}리키는 것이다. 즉， 구 

체적인 구성에서는 문법 교육의 효용성， 설용성을 고려한 기술과 구성상 

의 다%냉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의 표는 〈한국어 문법 1>의 문법 체계의 특정을 알기 위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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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서인 〈고등학교 문법)3)과 비교한 것으로 전체 목차 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고등학교 문법〉과 〈효택어 문법 1>으| 목차 비교 

〈고등학교문법〉 〈한국어 문법 1> 

1 언어와국어 
언어의 본질 / 언어와 인간 / 극어와 한글 1 한국어 문법 교육과 한국어 
2. 말소리 한국어 문법 교육의 성격과 목표 / 한국어 
음운과 음운 체계 / 읍운의 변동 문법의 기술과 내용 체계 수립 방향 / 한국 
3. 단어 어의 특정 / 한국어의 문자 
단어의 형성 / 품사 2. 문장 
4. 어휘 문장구조 / 문장성분 / 문장의 종류 / 문장 
어휘의 체계 / 어휘의 0，，"상 의 확대 

5. 문장 3.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문장의 성분， 문장의 짜임， 문법 요소 시간 표현 / 높임 표현 / 부정 표현 / 사 
6. 의미 동·피동/ 양태 표현 
언어와 의미 / 단어 간의 의미 관계 4. 단어 
7. 이。þ7] 단어의 구조 / 단어의 갈래 
이야기의 개념 / 이야기의 요소 / 이야기의 5. 말의 소리 
짜임 한국어의 모음·자음/한국어의 음절/한 
8 국어의 규범 국어 소리의 변동 

표준어와 표준 발음 / 한글 맞춤법 / 외래 6. 담화 
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글/말 
부록， 국어의 옛 모습， 국어의 변화 

이렇게 목차를 기준으로 보면 두 문법서는 내용상의 ~}Ól가 크게 드러 

나지 않는다.<고등학교 문볍〉에 ‘국어의 규범， 국어의 옛 모습， 국어의 

변화’ 단원이 더 있고，<한국어 문법 1>에는 그 대신 ‘한국어 문볍 교육과 

한국어’ 단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기존의 일부 한국어 문법서나 문 

법 사전은 문법의 계층적인 구조화보다 1차 분류에 따른 평면적 문법 체 

3)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X년에 발행된 국정 교과서이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펀(찌)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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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따르거나(방성원， m3b), 개별적인 문법 분류(민현식， axJ2)로 인해 

체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한국어 문법 1>은 학교 

문법의 내용적 체계에 근거하여 범위를 정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문법이 

학교 문법과 내용적 동질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문법서의 기술 순서는 서로 다르다. 국어 문법의 기술은 미 

시 구조에서 거시 구조에 이르는 기술 방식 즉，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 

순서로 기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문법〉도 ‘말 

소리-단어-문장 이야기’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 문법 1>은 이 

와는 달리 ‘문장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단어 말의 소리 담화’의 순서 

로 기술을 하고 있다 국어 문법과는 역순의 기술 순서， 즉， 문장론， 형태 

론， 음운론 순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4) 이러한 차어점은 두 문법이 추 

구하는 목적의 %에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 

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문법은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구조와 체계에 대 

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과 국어를 

사랑하고 민족어인 국어를 아끼고 가꾸어 나가는 태도를 기르는 과목’이 

다. 즉， 한국인들이 국어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이에 따라 규범에 맞게 사 

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문 

법은 구조의 체계화에 초점을 두기보디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구조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하려는 데 목 

적이 있다. 따라서 학교 문법에서는 작은 문법 단위에서 큰 단위에 걸쳐 

국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되지만 한국어 문 

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한글 자모 교육을 마친 

후에 바로 기본 문장과 문법 항목 교육으로 이행하여 학습자가 한국어 문 

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한다. 

4) 이러한 기술 방식은 백봉재19lJ)에서도 나타난다. ‘시제와 시상， 문장 종결법， 부정 

법， 존대말과 반말과 같은 문장론이 품사론에 앞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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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한국어 문법 1>은 ‘한국어 문장 구조 문볍 요소의 기능과 의 

미’가 한국어 교육 내에서 차지하는 실제적인 비중을 고려해 ‘단어， 말 

의 소리’보다 앞서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두 단원의 분량(249쪽)도 책의 

전체 분량(570쪽) 중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기존 국어 문법의 체계성 

을 따르되 내용 구성에서 한국어 교육문법의 효율성， 실용성을 반영하려 

는 지향점이 여기에서 잘 드러나 었다. 

2) 품사분류 

품사 분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 

1>의 품사 분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문법〉과 〈효택어 문법 1)으| 품사 분류 비교 

〈고등학교문법〉 〈한국어 문법 1> 

1. 체언: 명사·대명사·수사 1. 동사·형용사·이다 
2 관계언: 조사 2 명사·대명사·수사 
3 용언 동사·형용사 3 조사 
4 수식언· 관형사 · 부사 4. 관형사·부사 
5. 독렵언: 감탄사 5 감탄사 

〈한국어 문법 1>은 〈고등학교 문법〉의 배열 순서와는 달리 용언이 체 

언에 앞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용 

언이 활용을 통해 다양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문장에서 핵심적인 기 

능을 수행하므로，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반영뺨 것 

이다. 

그 동안 한국어 문법의 품사 분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용언’ 

이다. 기존의 한국어 문법 교재나 문법서에서 ‘동샤와 ‘형용샤를 각각 ‘동 

작동샤와 ‘상태동샤라고 하거나 서술격 조사 ‘이다’를 동사에 포함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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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던 것이다:<한국어 문법 1>에서는 한국어의 형용사가 인도 유럽어 

의 형용사와 달리 서술어로 사용되고 다양한 활용을 하지만， 영어의 상태 

동사-(static verbs)의 범위와 같지 않으므로(314쪽) ‘동작동샤 상태동샤라 

는 용어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용언에는 동샤 형용사와 함께 조사 

‘이다’를 포함하고 있다".5) ‘이다’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활용을 하는 문법 

적 특성으로 인해 지정사 계사 등 분류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현 

재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로 보고 있다. ‘이다’를 용언으로 보는 것 

은 ‘명샤이다’를 한 덩어리로 묶어 서술어로 기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며， 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의 편리성을 위해 문법 범주 및 기술 

을 규범 문법과 달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김정숙， ID3). 그러 

나 품사 분류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언어 지식상의 분류 체계로서 

하나의 약속 체계(민현식 때)3)임을 고려하면 기존의 체계와 ̂J-이한 분 

류 체계는 학계와 교사，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고， 새로운 체계를 익혀야 

하는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책에서는 ‘이다’의 특정으로 접샤 동사 

나 형용샤 조사와 같은 성격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어(346쪽)， ‘이다’의 서 

술어 기능에 주목하여 동새 형용사와 같은 성격의 품사로 처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언을 서술어로 만드는 ‘이다’의 격조사적 특성에 주 

목하여 조사의 범주에 넣되 서술어적 특성을 별도로 기술하도록 해도， 의 

미가 달라지거나 교육적 효과가 반감되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 문법 분류 

체계와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장 짜임 

다음은 문장 확대 체계의 특정을 파악하기 위해 두 책의 ‘문장의 짜임’ 

을비교한것이다. 

5) 임호빈 외(lffi7)， 백봉재191))에서는 ‘이다’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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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 1>의 문장의 짜임 비교 

〈고등학교문법〉 〈한국어 문법 1> 

홀문장 
쐐 

단문 
관형절을 안은 문장 

뽑 얀문장{명λ댐을뽑문장 부사절을안은문장 

서술절을 만은문장 
인용절을안은문장 

인용절을안은문장 
이어진문장 

」 이어진 문장 [ 대등적 연결 
종속적 연결 

〈한국어 문법 1>은 학교 문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문장 종류와 다른 체 

계를 보이고 있다. 즉， 부사절과 서술절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어진 

문장에서도 대등적， 종속적 연결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이대14 

쪽). 

(5) 가. 봐갚표선 길이 질다. 

나 길이봐갚표선질다. 

학교 문법에서 (5가)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5나)는 부사절로 보되 

종속적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인정하고 

있다. 국어학 분야에서 부사절의 범위는 계속 문제가 되어옹 것으로， 최 

근에는 종속적 연결어미를 모두 부사형 어미로 보고 종속절도 부사절로 

보아 문장의 종류를 접속문(대등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나누기도 한다{이 

익섭 외， 1ffi:l).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종속절과 부사절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 

문이다. 종속 접속문과 대등 접속문도 문법 형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 

거나 문법적 특성이나 기능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부사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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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접속과 대등 접속을 구분뼈 가술하는 것보다 오히려 각 연결어미의 

의미， 용법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한국어교육에서는 더 실용적인 측면 

이 있다. 

그러나 체계화와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6다)와 

같은 대등 접속문과 달리 (67)). (6나)와 같은 내포문이나 종속절의 주어 

의 위치에는 보조사 ‘은/는’이 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주제’의 

의미가 그 위치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인데(이익섭 외， 1땐)， 문장 짜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도록， -(으)면， ←고’의 개별 의미 교육만으로 (6개， (6 

나)와 같은 학습자의 비문을 설명하고 줄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부 

사절과 대등 접속문， 종속 접속문을 통합하여 이어진 문장으로만 처리하 

는 것은 문법의 체계와 설명력이라는 면에서 재고가 요구된다. 

(6) 가 *나는 밤은 새도록 책을 읽었다. 

나*언어는 없으면 사람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동생은 책을 읽고 나는 텔레비전을 본다. 

4) 문법 요소 

〈한국어 문법 1>은 문법 요소로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사 

동 • 피동’과 함께 ‘양태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문법에서는 양태 범 

주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어교육에서는 그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 

다. 화자나 행위자의 심리적 태도의 표현인 양태는 다음의 (7가)， (7나)와 

같이 종결어미로 실현되기도 하고 (7다)， (7라)와 같이 복합 표현으로 나 

타나기도한다. 

(7) 가 불고기가 아주 맛있겠넨. 

나， 오늘이 일요일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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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봄이 오면 꽃이 피겐E랩잉단. 

라 내일까지 숙제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7가)， (7나)의 종결어미는 문법 요소이지만 (7다)， (7라)의 복합 

표현은 여러 형태의 통합형이므로 국어 문법의 기술 대상이 아니다 그러 

나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의사소통 기능 습득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며 학습상의 비중이 높으므로 문법 범주에 함께 포함시켜 설명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국어 문법과 한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 기술의 

차이라고 할수 있다 

3.2. <외국언을 위한 효댁어 문법 2-용법편>으| 검토 

이 책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용 문법 

단위와 그에 대한 문법 정보를 수록한 문법 사전으로 앞으로 높은 활용도 

가 기대된다. 본장에서는 이제까지 나옹 본격적 문법서인 백봉재1~)와 

이희자 외(때1)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 문법 2>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기술의 편의상 백봉재1~)를 @, 이희자 외GID1)를 @, 

〈한국어 문법 2>를 @로 부르기로 한다. 

3.2.1. 표제어의 선정 및 구성 

@에는%여 개의 주표제어가수록되어 있는데， 한국어에서 문법적 기 

능을 하는 조새 어미 등의 문법 형태， 조사 간의 결합 및 어미 간의 결합， 

조사 • 어미와 명사 • 동사와의 결합 형태 등의 문법적 표현을 포호L하고 

있다. 이러한 표제어를 @는 4ffi개 g는 2.Jn여 개 수록하고 있으나 @에 

서 각 표제어에 베풀고 있는 형태， 의미， 통샤 화용적 정보가 양적，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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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연 두드러져 보인다. 

언어의 사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는 문법 체계보 

다 개별 문볍 항목의 용법이 더 중요하므로 교육용 문법 항목의 선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또한 이것은 문법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자료 

개발，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에 수록된 표제어는 

기존 한국어 교재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법 사항 이외에도 사용 빈도가 

높은데도 빠져 있는 것들을 포함시켜 정한 것이대이정화， 때)2)， 문법 항 

목의 선정은 보통 사용 빈도， 분포 범위， 학습 용이성， 학습자의 필요도 

등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이해영，axB)， 이제까지 교육용 

문법 항목 선정은 기관별로 경험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객관적 작엽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당의 표제어 목록이 계량적 작업과 교육 

적 경험에 따라 정밀한 선정 작엽을 거친 결과라면6) 앞으로 한국어 교육 

에서 표준 문법 항목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문법 형태의 공기 관계를 통해 곧어진 문법 항목틀 중에는 담화 기능 

을 수행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기능과 연계된 문법 항목 

으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하대방성원，axB)， 예를 들어 ‘ 으 

니까 말인데’는 ‘부연 설명하기’， ‘←다고 할까’는 ‘시간 끌기’， ‘ 다는 점에서 

-다고 생각하다’는 ‘주장의 근거 말하기’ 등의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 

나 이러한 표현들은 한국어 문법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인데， 이것은 종래 한국어 문법 항목을 국어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 

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대이미혜 200Sa), 그러나 학습자들이 담화 

단위의 정확하고 유창한 표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화 기능 수행에 

유용한 표현을 선정하고 이를 정리빼 표준 문볍 항목에 포함하는 작업 

이 앞으로 더 펼요할 것이다. 

6) 표제어 선정 기준이 책머리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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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전의 구조 

다음은 @, (9;), 당의 표제어 구조를 비교해 본 것이다. 

*** 
표제어 
범주(문법 범주표시) 

@ 구조 

의미 πr (참조) 

口口 (예문) 

| 붙임 | 
표쩨어[발음1 [길잡이맞l 

문법 범주 표시 

r이형태 설명』 옆참고란 
8 뭇풀이 

口口 (예문) 

| 도움말 | 
표제어 
(주요용법) 

@ 
| 분류 11 관련어 11 형태정보 11 가표제어 | 
용법 

결합정보 
보충·섬화 

위의 비교에서 @，(9;)는 @와는 다른 기술 방식을 일부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실용성을 위해 앞으로 @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다. 첫째，@는 표제어를 빈도수， 난이도1 중요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 

고 초급은 ‘***’, 중급은 ‘**’, 고급은 ‘*’으로 표시하였고， 다의 표제어의 경 

우 ‘의미’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등급을 표시하여 교수 학습의 편의 

를 꾀하였다. 표제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 표시는 사전 사용자를 위해서 

도 편리하지만 나아가 한국어 교육과정 수립 및 교재 개발의 표준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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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 구분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각 문법 항목 위계화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다음과 같이 표제어 옆에 위첨자로 ‘길잡이말을 붙여 동음 

이의 형태를 구별하거나 쉽게 찾도록 하고， 실질 의미가 없는 문법 형태 

소의 이름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l 【사과다률이다l 

디_2 [가다】 

-다3 [이것은 책이다l 

다~ [한국 축구 올림픽 티켓 따다l 

이에 비해 @는 동형의 문법 형태들을 ‘다디_2 다다 ←다p， ‘ 라 

니깨， 라니샤， 라니깨， 라니깨’와 같이 어깨변호만을 붙여 제시하는 

기존의 사전식 배열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형태가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문법 사전의 사용자가 한국어 교 

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습챈4는 점도 고려하면 9와 같은 ‘길잡이말이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길잡이말은 표제어 색인에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다음과 같이 표제어의 문볍 범주가 다를 경우 범주를 구분 

해 주고， 다의 형태일 경우 공통된 의미를 추출할 수 있으면 위계화하여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사용과 이해의 편의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뭇풀이가 여러 항목에 걸쳐 있을 경우 이해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을 덜 

수 있고， 교수 학습 단계의 순서를 고려하는 기준으로서 유용해 보인다 

--
이
 -
j -

한
 

겨
「
 
-

가
 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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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격 조사 [1 이 2가 되대0비다l 

2. 

「호용적 의미의 점가 

2. 

-는데2 

π강횡DI나 배경 등을 제시함 

「2 뒷절과 대립되는 A낼을 제시함 

@에만 있는 항목으로는 ‘주요 용법’과 각 예문에 대한 설명이 있다. ‘주 

요 용법’은 표제어의 대표 용법 결합 정보 형태 정보를 요점식으로 제시 

히여 뜻풀이 전체를 보지 않고도 주요 의미와 용법을 파악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예문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 예문에 붙어서 표제어 용 

법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느라고7) 

l 앞 문장이 뒤 문장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주로 어떤 

7) 표제어의 다른 문법 정보(주요 용법， 분류， 관련어， 형태정보、 가표제어， 결합정보， 보 

충 · 섬화)를 제외하고 용법과 예문 설명만을 보인 것이다. 이하에 예시되는 표제어 
항목도 이와 같이 펼요 항목 중심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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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핑계나 이유를 대 

는 데 쓰인다. 

@ 그동안 어머님 모시느라고 고생 많았지? 

@ 비디오를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 요즘 기말 과제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은 어머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결과 고생이 많았음을，(2)는 

비디오를 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음을，@은 기말 과제 

를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뒤 문장은 핑계를 대 

거나 변명을 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 

@，@@에 공통적인 항목 중 ‘붙임’， ‘도움말’， ‘보충 · 심화’가 있다. 여 

기에서는 해당 표제어에 대한 다양한 견해나 오류 제시， 혼동하기 쉽거나 

툴리기 쉬운 형태에 대한 섣명 형태나 기능이 비슷한 표제어의 비교 등 

을 다루고 있다. 학습자 오류의 많은 부분이 유사 형태의 의미 구별에 대 

한 혼란에서 비롯됨을 고려하면 이러한 항목이 교수 학습 과정에서 맡게 

될 중요한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3.2.3. 문법 내용의 기술 

문법을 기술하는 방법으로는 ‘형태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법’과 ‘의 

미 ·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한 형태가 갖는 모 

든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며， 후자는 하나의 의미， 기능을 갖는 형태들을 

모두 모아서 동시에 기술하논 방식이대이미혜，2OO5a). 기존의 한국어 교 

재， 문법서의 문법 기술은 주로 형태 중심의 기술을 해 왔다.@，@，@는 

문법 사전이므로 펼연적으로 형태 중심의 기술을 하고 있으나， ‘붙임’， ‘도 

움말， ‘보충 · 심화’ 항목을 통해 유의적 형태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비교 

대조히는 의미 · 기능적 기술을 함으로써 학습Z까 상황과 기능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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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문법 연구에서는 문법 기술 내용에 의미， 형태， 통사론적 정보와 

함께 화용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야 상황이나 문맥에 맞는 언어 사용을 촉 

진할 수 있다는 논의가 계속 되어 왔다. 또한 이미혜(ID5a)는 Swan(l~) 

이 제시한 문법 기술의 여섯 가지 원칙8)을 정리뼈 한국어 교육문법 기 

술의 원칙으로서 ‘@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하게 단순화해야 한다， 

@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갖는 문법 항목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여 주 

어야 한다，@ 형태， 의미， 회용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설명， 용어 

사용 등 기술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 학습자에게 친숙한 개념으로 기 

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의 단순화 원칙이 지나 

치게 적용되면 @와 @이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그 정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 @와 @의 ‘명확하고’ ‘친숙한’ 

기술의 수준을 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문볍 내용을 기술할 때는 이러 

한 원칙이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문법 항목의 내용 기술에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몇 개의 표제어 기술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문법 형태 ‘-는데’ 

의 뜻풀이만을 비교한 것이다. 

는f(으)L데 

의미 

문장에서 후행절을 표현하기 위한 보조 정보로서 배경이나 상황을 설정해 주는 

0) 1 역할을한다 
1 후행절의 사실에 대해 선행절이 배경이 되어서 도입의 역할을 하는 경우 
2 후행절의 동직이 열어날 때의 상횡을 묘사히는 경우 
3 선행절과 후행절이 서로 대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8) 진실성(truth)， 한계성 (de때πation) ， 명확성(clarity)， 단순성(simplicity) ， 개념적 친숙성 

(Cürl때뼈 parsim.my), 관련성(rel맘때e) 이미혜(:mïa: 1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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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2 

1. 상홍!D I나 배경 등을 제시합 

1 뒷절에 대한 설명이 되는 배경을 제시함을 나타낸다. 
2 어떠한 것을 소개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상황을 제시함을 나타낸다. 
3. 뒤에서 열어나는 행동의 원인 근거 등을 제시함을 나타낸다. 

@ 4 뒷절에 표현되는 내용에서 설명 또는 부연할 대상을 제시함을 나타낸다. 

2 뒷절과 대립되는 사실을 제시함 

1 뒤에 오는 사질과 대립되는 사성을 제시함을 나타낸다. ‘ 지만’， ‘-나’의 뜻. 
2 ‘-거늘’의 뜻 
3. ‘ 는데도’의 돗 
4. ‘ 는데야의 뜻. 

는데l 

1 제안 • 명령을 하거나 묻기에 앞서 그 배경이나 상황 등을 제시할 때 쓴다. 
2. 어떤 사설을 소개하거나 뒤에 이어칠 구체적인 내용의 전개를 위해 앞선 상 

@ 황을 제시할때 쓴다. 
3 뒤의 행동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때 쓴다 
4 앞선 사실에 대한 반대의 결과나 상횡어 뒤에 이어지거나 대조되는 두 가지 
사질을 말할때 쓴다. 

9의 기술은 @，@에 비해 문법 기술의 단순화 정도가 떨어지고 있으 

며，@의 기술은 @，~에 비해 학습자 친숙성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 보충 설명9)은 다음의 (8가)와 (9가)가 (8나)， (9나)에 비해 부드러운 

표현으로 느껴지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간접 표현과 직접 표현에 

대한 화용 정보는 @에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8) 가 비가 오는데 우산을 사세요 

나. 비가 오니까 우산을 사세요 

9) ‘붙임’에서 “-는데’는 청자에게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데， 이러한 점이 

이유만을 분명하게 밝히는 ‘←니까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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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추운데 집에 있자. 

나. 추우니까 집에 있자. 

다음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 빈도가 높은 ‘이유’의 ‘ 아서’와 ‘ 니까’ 

가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의 ‘붙임’， ‘도움말’， 

‘보충 · 심화’의 설명을 옮겨놓은 것이다. 

(으)니까 -어/아/서 
1 화자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으 l. 일반적으로 원칙을 표시한다 
로 선행절은 후행절에 대한 이유가 된다. 2. 일반적으로 선행절에는 시상 

2 선행절에는 완료형 어미 ‘-었’을 쓸 수 있다 어끼를쓰지 않는다 

(켓 
3. 절문에 대한 답으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3. 특정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 
싶을때쓴다 니고 일반적인 원언을 말할 

4. 후행칠의 종결어미는 ‘ H 시다， ← H 시오’를 때쓴다 

자주쓴다. 4. 후행절의 종결어미로 ‘ H시 
5 ‘-니까 다음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죄 다， - tl 시오1 →E까요?’는 쓰 

송합니다’는 쓰지 않는다. 지 않는다. 

1 ‘-아서’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니까와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나 ‘ 
니 까’는 뒷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있지만， ‘→아서’는 그렇지 않다 

2 이러한 차이에 대해， ‘ 니까’는 주로 행동의 동기， 주징L이나 추론의 전제， 명령 
앤 따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며， ‘-아서’는 ‘원인’을 나 

타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안하다， 고맙다， 반갑다’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아서’와 쓰이고 
‘ 니까와는 쓰이지 않는다 

2 ‘ 으니까’와 ‘ 아서는 모두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그러 
@ 냐 ‘ 으니까’와 비교해서 ‘-아서’는 청유푼이나 명령문에서 쓸 수 없고， 어미 

‘→았’， ‘-겠’ 뒤에 쓸 수 없다 

이 설명 중에 나와 있는 형태 · 통사적 정보(청유문 · 명령문 결합 제약， 

시제 표시 제약)는 다음의 (10다). (10라)와 같은 비문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11나)와 (12나)가 비문인 이유를 알기 위해 @의 설명으로는 불충 

분하다.@와 9에 구별해 놓은 기술 중 ‘이유’와 ‘원인’， ‘화자 개인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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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경험’， ‘일반적인 원인’으로 일부 설명이 가능하나 근본적인 ~}Öl를 

구별해 주지는 못한다. 이에 비해 이익섭 외(1땐: 땐)에서는 ‘-니까’ 구문 

은 후행절이 ‘새로운 정보’이고， ‘ 어서’ 구문은 선행절이 ‘새로운 정보’라 

는 것으로 의미 차이를 설명하고 었다. 이와 같이 한국어 문볍 교육은 국 

어학 연구 결과를 교육용으로 적절하게 조직화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 

으므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가 눈이 많이 왔으니까 조심하세요 

나. 눈이 많이 오니까 조심하세요. 

다*눈이 많이 와서 조심하세요. 

라*눈이 많이 왔어서 조심하세요. 

(11) 가. 이 영화는 봤으니까 다론 영화를 보고 싶어요. 

나*이 영화는 봐서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요. 

(12) 가 파키스탄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나*파키스탄에 지진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다음은 @에 나오는 유의 표현인 ‘-기가 무섭게’와 ‘-기가 바쁘게’의 뜻 

풀이를비교해 본 것이다 

-기가 무섭게 

용법 

l. 어떤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디움 일이 열어남을 강조할 때 쓴다. 
보충·심화 
1. ‘ 기가 바쁘게’도 ‘ 기가 무섭게’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기가 바쁘게 

용법 
l. 그 행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급하게 다음 행동이 얼어남을 강조할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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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표현은 비슷한 의미를 가겼으므로 (13), (14)와 같이 대부분의 예문 

에서 큰 의미상의 차이 없이 대치가 가능하다 

(13) 가 집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이메열을 확인했다. 

나. 집에 들어오기가 바쁘게 이메일을 확인했다. 

(14) 가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당으로 뛰어간다. 

나 학생들은 수엽이 끝나기가 바쁘게 식당으로 뛰어간다. 

그러나 다음의 (157}), (167})는 자연스러운 문징L이지만 (15나)， (16나)는 

그렇지 않다.10) 유의 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문법 기 

술을 할 때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세밀한 기술이 제공되어야 학습자의 오 

류를줄일수있다. 

(15) 가 날씨가 어두워지기가 무섭게 추워졌다. 

나*날씨가 어두워지기가 바쁘게 추워졌다. 

(16) 가 사업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번창했다. 

나 *사업을 시작하기가 바쁘게 번창했다. 

다음은 문법 표현 ‘ 을 것’에 대한 9와 @의 기술을 비교한 것이다)1) 

9에 비해 @의 의미 정보가 더 상세하게 제시된 것 이외에도 화용 정보 

(문어체， 화자 · 청자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의미 · 형태 정보가 중 

심을 차지하던 문법 기술을 벗어난 발전적인 문볍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10) 이것은 느기가 바쁘게’가 ‘ 기가 무섭게’에 비해 선행 동사의 [+동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보인다. 

ll)@에는 이 표현이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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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 것 I회의에 참석힐 것l 

1.[알리는 글에 쓰이어] 지시하거나 명령함을 나타낸다. 

을것l 

용법 

1 어떤 열을 해야 승}란 당위성이나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누군7에게 해 

@ 
야할일을알릴때쓴다. 

결합정보 
l.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쓰지 않고 메모나 담회문， 공고 등의 글에서만 쓴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또는 본인 스스로에게 주로 지시 · 명 
령할 때 싼며， 대중을 상대로 당위성이나 의무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문법 기술은 기존의 문법 사전과 비 

교해 볼 때 발전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아직 보완의 여지도 남아 있다. 한 

국어 교육 문법 체계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 

만， 이 책이 한국어 교육 문법 체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중핵적 

인 기능을 하게 되리라고 본다. 

4. 맺음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은 종래의 형태 중심 교육보다 의사소 

통 기능 학습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용성이 있다. 효과적인 문법 

교육을 위해서는 문법 교육 내용의 체계를 세우고 교육용 문법 항목을 선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제η찌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에서 

는 이러한 연구 결과물이 빈약했다. 그러므로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간행 

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체계편， 용법편)는 통일된 문법 체 

계 및 문법서가 부재했던 한국어 교육 문법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 문법에 관한 주요 쟁점들 

이 이 책에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 반영， 기술되고 있는지 ‘체계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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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펀’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체계편’은 한국어 교사나 학습자에게 필요한 한국어 지식을 체계적으 

로 정리한 문법서로서로서 문법의 기술과 문법의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문법의 기술 측면은 @ 내용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 어 

휘의 난이도1 기술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문법 용어의 사용에서도 일 

관성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 문법 형태뿐만 아니라 조샤 어미， 명샤 

동사 등이 복합된 표현도 문법 기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3) ‘돋보기’， 

‘도움말1’ ‘다른 언어에서는?’과 같은 보충 항목이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자 

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문법의 내용 측면은 @ 국어 문법과 달 

리 역순의 기술 순서인 문장론， 형태론， 음운론의 순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문법으로서의 효율성， 실용성을 추구하고 있다;(2) 용언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용언에 ‘이다’를 포함하고 있다 @ 부사절， 서 

술절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접속문도 대등 접속， 종속 접속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문법의 설명력과 체계의 면에서 재고가 요구된다，@ 양태 

범주의 의사소통 기능적 역할을 고려하여 학교 문법과 달리 양태 범주를 

설정하고있다. 

‘용법편’은 교실 수업에 이용되는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한 문법 사전으로서 표제어의 선정 및 구성， 사전의 구조， 문법 내 

용의 기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제어의 선정 및 구성 측면은 CD !m여 

개 표제어의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객관적인 작업의 결과라 

면， 앞으로 표준 문법 항목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2) 기존의 문법 항 

목 이외에 담화 기능 수행력이 있는 표현을 선정하여 문법 항목에 포힘L하 

는 작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전의 구조 측면은 @ 표제어 

의 중요도1 난이도 표시가 필요하다.， (2) 동음이의 형태를 구별하기 위한 

‘길잡이말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 표제어의 문법 범주가 다르거나 

다의 형태일 경우 사용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위계화된 기술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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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문법 내용의 기술 측면은 @ 학습자의 친숙성을 고려한 문법 항 

목 내용 기술을 하고 있다.， (2) 형태， 통샤 의미 정보로 근본적인 의미 차 

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어학 연구 결과를 교육용으로 

조직화하려는 노력이 펼요하다 @ 유의 표현의 문법 기술에서 의미 차이 

에 대한 세밀한 기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화용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 기존의 의미， 형태 정보 중심적 기술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문법 

기술을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어 교육계에서 교육 문법의 표준화가 절실했고， 기존의 

한국어 문법서나 문법 사전이 분류나 체계 기술면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 

족시켜주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은 앞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수립， 

교재 및 사전 개발， 교수 학습 등에 표준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전술한 검토 의견이 반영되어 앞으로 더욱 완성된 형태의 한국어 

교육 문법서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문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흔택어 문법 교육 교육용 문법 항목 효F국어 문법 체계. 효댁어 교 

육문법 

* 본 논문은 :m;. 12.2 투고되었으며， 뻐:6. 12. 7 심사가 시작되어， :m;.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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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f Korean Grammar as a Foreign Language 

Focus on Study The Koπm Grommr for Foreigners 1, 2 

Choi, Eun Gyu 

The 밍<IDl!Tlatical 어ucation of Korean 1ar핑떠ge for foreigners will be effective 

when it is done as a 탱rt of 1eaming the ab피η of corrnnunication rather than 

when the existing 어ucation of 밍<IDl!Tlati떠1 fonns is emphasized. For the effective 

밍ammatical 어ucation， the sys않m of the 어ucational contents of 밍ammar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selection of grammar i따ns for 어ucation 밟 made. 50 far 

the relationship of Ko뼈n grammar for native SJX쇄(ers and Korean grammar for 

foreigners, the classification of Ko뼈n 밍αnmatI떠1 sys따11， the gramma디떠1 units 

for 1，많ming and the rrethod of 밍<IDl!Tlatical d않ription， etc. have 냥ffi points at 

issue in sorre studies of Korean grammar for teac비ng. The Konα111 Gramrrr:o- for 

Foreigners 1, 2 - Bα-ks rj System αu1 Umge newly issu떠 by the National 

Ins디tute of the Ko~얹n 뎌맹뻐ge 때11 contribute to systemizing and standardizing 

&뼈n 뼈agO밍떠1 grammar for foreigners, 빼ch has never had an 뻐뼈 

sys않m and a standa떠ized book for i잉 밍ammar. The purpose of this j:딩per is to 

study how the main issues of the grarm펴ltical education 따e reflected and 

d않αj뼈 in The Korenn Gramrmr for Forei，밍eπ 1, 2 This job will be done in 

뼈ns of the description and contents of grammar in Bαk rj System and in t앉ms 

of the selection and formation of en따r words, the structure of the dictionary and 

the description of the grammatical contents in Bαk rj U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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