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이효S뻐* 

1. 머리말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 교육은 언어 습득이론과 언어 교수법의 변 

천과 발전에 따라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의 문법 교육에 대한 논란은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 교육은 필요한 것인가? 

나.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다. 어떻게 가르쳐야 효F는개 

* 이 논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 권재일， 김주원， 유영미， 왕혜숙 선생님과， 발표시 
토론을 해 주신 김성규 선생님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팩스해 주신 Carol Schulz 선생 
님과 왕혜숙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팩스로 자료를 보내 주시려다가 오류로 인하여 

애만 쓰신 강승혜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본 논문에 나타난 오류와 실수에 관하 
여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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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언어 교수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정한 언어 교수법과 그 교수법이 바탕을 둔 

언어 습득이론에 따라 문볍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교수법이 있고(문볍 번 

역식 교수법， 인지적 교수법)， 문법 교육은 불펼요하거나 극단적으로는 가 

르쳐서는 안 된다고까지 하는 교수법(청각 구두식 교수법， 자연 교수법) 

이 있는가 하면， 문법 교육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하더라도 부분적으로나 

마 필요하다는 교수법(과제 수행에 의한 교수법 등)이 있다. 최근의 경향 

을 보면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의사 소통의 유창성 

과 정확성의 균형을 위하여 문볍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일반적으로 동 

의한 편이다(김유정， 1m3; 권재일， :ill)). 언어 교수법과 관련된 문법 교 

육의 필요성 논란에 관하여는 많은 논문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대김영기， 1ffil; 김유정， 1m3; 김중섭/이관식， 19,f); 이효상， 

am 참조) 
문법 교육은 부분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무엇을 어떻게 가 

르쳐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언어 교수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관한 논란은 특정 언어 교수법에 깔려 

있는 언어 철학과 언어 습득 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 

으로 문법 번역 중심의 교수법에서는 연역적 문법 교육을， 청각←구두식 

교수법과 과제 수행에 의한 교수법을 포함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 

서는 귀납적 교육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에는 학습자의 학 

습 습관이나 사고 전형에 따라 절충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도 역시 언어 교수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 

에 본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겠다{이효상， 뻐)2; 민현식， 2003a)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의 문제는 

주로 교재 개발과 관련해 문볍항목의 배열 순서(김유정， 1뺑; 김제열， 

:lX)1)나 한국어 교과서에 필요한 문법 범주(이상억， 1m3)， 문법 용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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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통일 문제(권재일， 2(XX); 민현식， 2(XX)), 모국어로서의 국어 문법 내 

지는 학교 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의 상관관계(민현식， JXl3a)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학습자 우선의 언어 교수법이 

강조되면서 문법의 난이도와 빈도수 등을 고려한 배열 순서 등이 제시된 

바 있대김유정， 1뾰; 김제열， 때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의 문법 교육에 관하여 첫째로1 구어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둘째， 빈 

도수가 많은 문법 항목을 우선하고 셋째， 난이도에 따라 학습이 용이한 

것틀을 먼저 가르쳐야 하며 넷째 담화 기능을 포함하여 각 문법항목의 

의미기능과 그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데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 

대김정숙， 19J2; 김유정， 1뺑; 김중섭/이관식， 1뺑; 김제열， axm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치된 제얀을 전제로 과연 현존하는 한국어 교 

과서들이 이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살펴 보기 위해서 우선 구어를 대표하는 여러 현상들이 각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나를 살피고 문장 형성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결어미 중 구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종결어미들을 각 교과서틀이 어 

떻게 디루고 있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슷한 의미들을 가진 문볍 항목틀 

의 의미 기능 차이에 대한 문제는 지면과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자한다. 

본 논문에서는 필자가 입수 가능했던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초중급 교 

과서 8개를 조사하였다 . 

., 에1탱ra때 Ko뼈n(II() > 1, 2, 총::ll과， 때시캔1은 밟벼뼈g， 2는 

Intermrliate) 

L , 연세대 〈한국어> 1, 2, 3 총::ll과，axJ시간 

c 서울대 〈한국어> 1• 3, 총w과" aXJ시간 

E 경희대 〈한국어〉 초1 중급， 총5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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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1-3, 총45과;Em시간 

口. 고려대 〈한국어 회화> 1-3, 총%과.， Em시간 

터. 많keley' s <College Kor얹n> 1, 2, 총않과， 뼈시간 

人 <Korean 1ùrough English (KTE)> 1-3 

(서강대 교재는 1급에서 3급까지의 교재 중 일부 확보하진 못한 교재가 있 

어 전체 비교에서 제외되었음은 유김이다J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각 교과서마다 교과과정과 일정이 달라 단 

순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보통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발행된 한국 

어 교과서는 정규 학기로 교과과정이 짜여진 경희대를 제외하고 각급마 

다 주 20시간씩 10주 %시간 수업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발행된 

에]團rated Korean>과 〈αUege Korl없1>은 주 5시간씩 %주(각 학기마다 

15주씩)， 1밍시간 수업 진행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조사된 교과서 

가 가정하는 각각의 총 수업시간은 Int땅3뼈 KoIi없1 1, 2와 밟keley의 

αUege Korean 1, 2가 %주 %시간， 연세대 1-3, 서울대 1-3, 이대 1-3이 

떼주 %시간이며， 경희대 초중급 1, 2, Kon댔111πough 뼈lish 1-3은 교 

과과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2. 구어 현상과 한국어 교재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해서 많은 연구들 

은 어휘， 주제， 문법의 기초 조사의 필요성과 구어체 반영을 역설하고 있 

대백봉자; 1ffi1; 김정숙， 1ffi2; 김유정， 1됐; 김중섭/이관식， 191); 김제열， 

:lX)n 그러나 국어학 및 한국어 언어학에서 구어에 대한 연구가 미천하여 
한국어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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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들은 대화 본문이나 문법 설명을 위한 예문들에 문어체에 적합한 

표현틀을 사용하고， 한국어 모쾌 화Z띔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 

를 보여 주는 예가 너무나 많다 

본 장에서는 여러 구어 현상 중에서 ‘→어/아 가지고，’ 격조사 비실현 현 

상， 인용구문과 ‘ (으)려고 하다’ 구문에서의 ‘하다’의 ‘그렇다’와의 교체현 

상， 그리고 대조를 표시하는 연결어미와 접속사 ‘ 는더11/(으)L데(그런데)，’ 

‘-지만(그렇지만)，’ '-(으)내그러나)’를 각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 

가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또 이와 관련하여 각 교과서 대화 본문에서 

자연스런 구어를 반영하지 않은 예들을 지적해 보려고 한다. 

2. 1. -어/아 가ÃI고 

‘一어/아 가지고’는 구어에서 ‘ 어/아서’의 기능을 대체해 가고 있는 연결 

어미 구문이다. ‘-어/아서’와 마찬가지로 두 사건의 계기적 관계와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며 구어에서만 나타난다~ M-]. Kim(:ID))에 

의하면， 회화 자료에서 ‘ 어/아 가지고’(빈도수 3.7 없 fiX) words)는 비슷 

한 의미기능을 가진 ‘ 니까’(빈도수 1.3 따 때 words)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 한국어 교과서들에서 기술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조써1서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Kj뼈1 Through Engli해〉 

1-3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니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에 반히여 

(고려대 교재에서는 독본인 힌국에서만 ‘ 니까가 소개됨)， ‘-어/아 가지고’ 

는 에짧3때 &뼈n>，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교재에서만 언급되었다 

(cf. M-]. Kim, 찌:m. 그나마 <Integrated Kor많n>과 고려대 교재에서만 

‘-어/아 가지고’의 계기적 용법과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두 용법 모두를 

1) 본 논문에서 다룬 문법 항목들은 그동안 필자가 관심을 가져온 것틀과 그동안 조금 
이나마 이 문볍항목들에 대한 구어현상이 기술되어진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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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 반면， 연세대 교재에서는 계기적 용볍만， 경희대 교재에서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용법만 소개되어 있다. ‘-어/아 가지고’를 언급한 네 교 

재 중에서 에聊<lt어 Kon뻐〉과 연세대， 경희대 교재는 ‘ 어/아 7}지고’ 

를 ‘ 니까’보다 뒤에 소개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고려대 교재에서는 계기 

적 용법의 ‘ 어 가지고’는 ‘-니까보다 먼저 소개하고 ‘원인， 이유’를 나타 

내는 ‘-어 가지고’는 ‘ 니까보다 니중에 소개하고 있다(<표1> 참조). 

난이도를 고려해도 ‘ 어/아서’와 거의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지는 ‘ 어/아 

가지고’가 ‘-니까’보다 훨씬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교과 

서들이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어에 대한 파익이 불충분승벼 

구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보이는 것이다. 

〈표1> ‘-어/아 가지고’ VS. -(으)니까 

IK 연세대 서울대 이대 경희대 고대 버클리 K1E 
1, 2 1-3 1• 3 1-3 1, 2 1-3 1, 2 1-3 

-어 가지고 
I2lm 

I2L03 
I2L04 

(계기적) (Ll3)2) 

-어 가지고 
l2LÜ7 I와jj I2L12 

(원인， 이유) 

니까 
L2Læ 

Lllili 
LlLl4 

L3Læ 
Lll잃 l2LÜ7 

Ll띠40 
@ (초때)@) (독본) I2L10 

[첫 번째 L은 Level, 두 번째 L은 Lesson을 뜻한다. 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표시하고 
@은 원안 이유{Reason) 용법만 제시되었음을 의미한다.l 

2) 연세대 교재는 다른 교재와 달리 과 구성이 1, 2, 3권이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I2L03는 1권 10과에 이은 2급 13과를 뭇한다. 
3) 경희대 교재에서는 초급이 1， 2로 니뉘어 과가 초급1에 1과부터 3J과까지， 초급2에 1 
과부터 껑과까지 따로 되어 었다. 따라서 LlI2l는 초급2의 9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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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격조사 비실현/생략 현상4) 

구어， 특히 회화에서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 조사 ‘을/를’이 지주 나 

타나지 않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격조사가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국어잭l나 언어학에서강}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대신현숙.， 1용; 민현식， 1용; 이남순; 1쨌;Læ 때 Thαnpson， 

1뺑; 김지은， 1ffi1; 진정란.， 1ffi4) 따라서 한국어 교과서들이 이에 대한 명 

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격조사 비실헨생략에 대하여 언급한 교과서는 에1탱rat어 Korl없1>(1 

권 3과)와 서강대 교재(lA 3과)와 <Kor，않n l1πough English>(1권 18과) 뿐 

인데， 서강대 교재(1권 3과)와 <Koy;뻐 빠ough E빼sh>(l권 18과)에서는 

모두 회화체에 나타나는 수의적 현상으로 다루고 있다. 야(On뻐 nπough 

English>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1권 18과에 문법항목으로 소개하면 

서 조사 생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설제 본문에는 다행히도 (?) 모 

든 목적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을/를’이 실현되었으면 부자연스런 대화 

가 되었을 것이다. 본문에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목적격 조사를 소개 

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다. ‘을/를’의 소개는 

실제로 ‘을/를’이 본문에 나타나는 과에서 소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격조사 생략이 수의적이라는 이야기는 격조사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뜻인데 다음 예를 보면 격조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대신현숙， 1ffi2; 민현식， 1ffi2; Læ and 

Thompsoπ 1쨌; 김지은， 1ffil). 

4) 격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관점에 따라 격표지 생략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격 

표지 비실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필자는 민현식(1앓)， 신현숙(1용)， Læ and 
깨ompson(l쨌)， 김지윈1ffill， 진정랜1ffi4)과 궤를 같이 하여 있던 격표지가 생략이 
나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격표지가 없는 격표지 비실현의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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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대 1권 12과) 

1. 아저씨: 어서 오세요. 

2. 존 스: 스냄 좀 주세요 

3. 이 사과는 얼마 입니까? 

4 아저씨: 오백 원입니다. 

5. 존 스: 파객 주십시오 맥주도 세 병 주세요. 

위 예문에서 두 번째 줄의 존슨의 발화에서 ‘사과를 좀 주세요’라고 말 

했다면 이주 어색한 발화가 되었을 것이다. 다섯째 줄의 존스의 발화에서 

도 역시 ‘네 개를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어색한 문징에 되었을 것이다. 위 

의 상햄l서는 격조A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없 

어야 동}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서울대 교재는 ‘-습니다’체를 먼저 소개하고 3과에서 ‘을/를’을 소개하 

고 있다:8과부터 ‘ 어요’체가 나오지만 10과까지는 거의 서술체의 본문이 

고 11과부터 회화가 등장하면서 위 예와 같은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대 

화가 나오기 썩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다음 서강대 교재 lA 3과에 나오는 회화 본문을 보자. 

(2)(서강대 1권 3과) 

1. 소 라: 마이클 씨， 오늘 침군를 만나요? 

2. 마이클: 아니오. 

3. 소 라: 그럼 뭘 해요? 

4. 마이클: 한국어를 공부해요 

언돗 보면 별 문제 없는 대화 같지만. 위의 대화가 어떤 상햄l서 이루 

어질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소라가 마이클을 만나자마자 위의 대화 

를 시작한다고 보기도 힘들고 소라가 언급한 ‘친구’가 어떤 특정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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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냥 누구든지 친구를 만나기로 한 것을 지칭하는 

지， 또 친구 만나는 일이 특별한 일인자 마이클의 일상적인 일 중의 하나 

인지도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떤 경우라도 모국어 화자들은 격조사 없 

이 “마이클씨， 오늘 친구 만나요1"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셋째 줄 

에 소라의 “그럼 뭐 해요.?"라는 질문에도 모국어 화자들은 “한국어 공부 

해요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서강대 교재에서는 ‘을/를’을 소개하면서 

“구어체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때때로 생략되기도 한다."라는 설명을 제시 

하면서도 “모국어 화자틀은 생략하더라도 외국인틀은 생략보다는 격조사 

사용을 연습할 것을 권장한다."고 하고 었다. 왜 모국인틀은 쓰지 않는 발 

화를 외국인들에게 권장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고려대 교재에서도 격조사가 없어야 자연스러운 발화에 격조사를 붙임 

으로 인한 어색한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3) (고려대 1권 4과) 

영진: 백화점에서 로및율 사요? 

수미: 내 바지하고 어머니 군눈를 사요. 

(4)(고려대 1권 8과) 

토마스: 그럼 저녁에 밖에서 만날까요? 

영진: 네， 좋아요. 밖에서 같이 ;술율 u}십시다. 

목적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자연스런 대화는 12과에 가서야 나오는데， 

역시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5) (고려대 1권 12과) 

1. 영진: 뭐 마실래요? 

2. 수미. 컨핀 마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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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진: 그런데， 오늘 뭐 할까요? 

4. 수미: 열료을 보고 싶어요. 

위 대화에서 두 번째 줄의 ‘커피’와 네 번째 줄의 ‘연극’은 모두 목적어 

이지만， 커피는 목적격 조사 없이 쓰였고， ‘연극J은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 

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에1탱m때 

Kov얹n>은 1권 3과에서 격조사 비실현을 하나의 문볍 항목으로 설정하고 

대화체와 서술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격조사 비실헨생략이 어떤 의미기능을 전달하고， 격조사가 있는 

경우와 어떤 담회~화용론적 차이가 있는지 언어학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위의 예들에서 격조사를 붙이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이 되어야 하지만， 언 

어학적으로 이해가 아직 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교과서들이 최소 

한 구어에서 격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런 발화를 본문과 예문 

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다. 

2.3. ‘그렇다으| ‘하}’ 교체 현상 

인용 구문 ‘ 고 하다’와， 임박 상횡어나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가으) 

려고 하다’에 사용되는 ‘하다’는 구어체 특히 서울말에서 ‘그렇다’로 대체 

된다 

흔히 인용 구문은 한국어 교과서에서 ‘-대라고 하다’로 제시되는데， 실 

제 서울말 대화에서는 ‘-다f라{구) 그래/그랬어’로 나타나 ‘하다’가 ‘그렇다’ 

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인용보조사 ‘고’도 생략되는 것이 보통이다 ‘고’가 

나타나는 경우도 [-구]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도 및 임박상황’ 

을 표현하는 ‘ (으)려고 하다’도 ‘ (으)근래귀 그래(요)，’ 나으)근려구 그 

래(요)’로 나타나， ‘하다’가 ‘그렇다’로 교체되고， ‘근’이 첨가되며， 인용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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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고’가 생략되거나 [구]로 발음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다’가 

‘그렇다’로 대체되는 현상은 접속사에 이미 나타난 현상으로， 종래의 ‘허 

나f하내가 ‘그러나’로 ‘허지맨하지만’은 ‘그렇지만’으로， ‘해서’는 ‘그래서’ 

로， ‘허멘하면’은 ‘그러땐그럼’으로 바뀐 것과 같은 현%에므로 이러한 구 

어체에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인용 구문은 회화본문에서조차 ‘→대라 

고 하다’로， 의도 및 임박상황 표현은 ‘ (으)려고 하다’로 소개하고 있고 

에1맹rated Kon얹n: In따n빼iate 1>(L2Læ)와 연세대(2권 æ과)에서만 인 

용구문 ‘ 고 하다’가 ‘←다f래구) 그래/그랬어’로 나타날 수 있음을 기술하 

고 있을 뿐이다. 연세대 교재에서는 인용 보조사 ‘고’가 수의적임을 표시 

하지 않고 있고， 에1團a때 Korean>에서만 서울말 대화체에서 인용보조 

사 ‘고’가 수의적으로 생략됨을 기술하고 있다. 

'-(으)려고 하다’의 경우도 에1탱rated Ko뼈n>에서만 ‘ (으)근래구) 그 

래(요)，’ ‘ (으)2려구 그래요)’로 나타남을 간단한 노트로 설명하고 있다. 

자연스런 대화체의 인용 구문을 구사하지 못하여 생기는 어색한 대화 

의 예를보자 

(6) (이대 3권 4과) 

l. A 연극반에서 가을 정기 공연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어요? 

2. B: 아니오. 언제 한다고 해요? 

3. A 마음 주 월요일 수업 후에 연습실로 모이라고 했어요 

4. 그리고 오늘 준호 선배도 만났는데 연극반 캠프도 같이 가자고 

짧엄욕 

5. 마이클씨는 어때요? 갈 수 있어요? 

6. B: 그럼요， 저도 간다고 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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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이대 3권 4과) 

1.A: 어제 ‘한국 영화 탐방이라는 프로그램 봤어요? 

2. B: 아니요 못 봤어요 어제는 무슨 영화였어요? 

3. A: ‘쉬리’였는데， 그 영화는 남북 대결을 소재로 한 첩보 액션 영화 

라프렘욕 

4. 지금 상영중인데 관객틀의 반응도 좋다고 해요 

위의 예에서 (6)의 첫 번째 줄은 ‘ ...... 준비 모임이 잃단효던r 흑은 ‘ ..... . 

준비 모임이 있다{고) 하던더V그러던데’가 자연스럽고) (6)의 두 번째 줄과 

(7)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각각 ‘언제 한대요?’와 ‘ ...... 첩보 영화래 

요’ ‘지금 상영 중인데 관객들의 반응도 좋대요’가 자연스럽고， (6)의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연습실로 모이리{구) 그러던데요’와 ‘연극반 캠프 

도 같이 가지{구) 그러던데요’가 자연스러울 뻔했다. 

이상하리만치 한국어 교과서들은 인용 구문에 대하여 ‘ 고 하다’의 형 

태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인용 구문은 구어체에서는 특히 ‘ 대V 

래’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경희대 교재와 <Ko뼈nTIπough English> 

를 제외한 모든 교재에서 ‘ 대/래요’를 소개하면서도 에]탱rated Kor，댔1> 

에서만 구어에서의 ‘-다고 하다’와 ‘ 대요’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뿐 다른 교과서들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학습자들의 혼란이 예견된다 .. 5) 

‘ (으)려고 하다’의 경우에도 에]뿜a때 Kon얹n>의 경우에만 서울말에서 

‘ (으)2래구) 그래요’로 실현된다는 언급이 있을 뿐， 모든 대화에서 딱딱 

하고 어색한 ‘(으)려고 해요’로 되어 있다. 

5) 고려대 교재에서는 ‘←디U래’를 “inforrnal style"로 (2권 16과)， <Coll앵e Ko뼈n>에서는 
“shoπ form"(2권 9과)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의미상의 ~j-o l점을 이해하는 데는 도 

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nt맹rated Ko뼈n>에서 ‘ 대/래’는 전달되는 명제의 내용에 
초점이 있고、 ‘ 다/라고 하다’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는 설명이 있을 뿐이대Interr뼈iate 1, 6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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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인용 구문과 의도 및 임박 상황을 나타내는 ‘ (으)려 

고 하다’의 경우 구어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2.4 대조를 표현하는 연결어미와 접속사 

문어체와 구어체를 구별하는 문볍 현상 중의 하나는 대조 연결어미 

'-(으)나’와 대조 접속사 ‘그러나’의 사용 여부이다. 즉， ‘ (으)나’로 대표되 

는 대조 표현은 문어체에서만 사용되고 구어체， 특히 대화에서는 거의 사 

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세대 2권 20과， 고려대 1권 [독본] 12 

과;~αUege Korean> 1권 19과). 실제로 H S. Læ(:;m))에 의하면 〈표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구어 담화에서는 ‘ (으)나’나 ‘그러나’가 나타나 

지않음을알수있다 

〈표2>에서 흥미로운 것은 구어체에는 느(으)나’와 ‘그러나’가 나타나지 

않지만， 문어체에서는 ‘ 지만’이나 ‘하지맨그렇지만’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논 점이다. 오히려 특정 형태의 글 가령 신문 사섣이나 칼럼 

에서는 ‘-지만’이 ‘ (으)나’보다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 

대K Læ 1쨌). 뉴스 기사의 경우도 문어체임에도 불구하고 ‘ 지만’과 

‘ (으)나’가 비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6) 김성규(없E년 저117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 토론문)는 일상대화， 특히 서울， 경기 

방언에 나타나는 “비표준형”을 교과서에 포함시킬 경우에 생기는 혼란과 문법의 표 

준화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었다. 하지만 “표준형”을 정하는 기준도 모 

호하거니와 어느 모국어 화자도 문법학자들이 설정한 표준문법에 맞추어 “표준어” 

를 말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학자들이 정 

하는 이상형의 언어가 아니라 모국어 화자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발화히는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엠다 단， 읽기나 쓰기에 필요한 어형들을 자연스 

런 구어체와 함께 제시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구별할 줄 알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는것이 필자의 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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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 지만과 ‘ (으)나으| 분포(H. S. LEE , 2000) 

←(으)나 -지만 그러나 그렇지맨하지만 

14 Editorialsl Comræntaries: 
5 23 17 2 

(6짧 words) 

11 News articles 
6 6 5 2 

(3，때 words) 

ColllX]Uial c1iscourse 0 10 0 2 

심지어 뉴스기사에서는 '~(으)나’와 ‘-지만’이 같은 기사에 나타나는 경 

우가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9)[박찬호 10승 문턱 ‘또 좌절’] 

10일 새벽(한국시간) 세이프코펼드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인터리그 경기에 선발등판한 박찬호{'l1， LA 다저스)는 7이닝 동안 삼진 

을 6개 잡고 3안타'， 3볼넷으로 2실점(1자책점)했으난 팀 타선의 침묵으 

로 패전투수가 됐다. 

박찬호의 피칭은 나무랄 데 없었다. 둑은 영뚱한 곳에서 터졌다 2회 

말 1사후 데이비드 벨의 평범한 외야의 문 공을 다저스 우익수 손 그린 

이 떨어뜨리면서 그라운드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박찬호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마이너리그를 오가며 겨우 포수 마스크를 쓰던 올리버 

에게 투런홈런을 맞았다.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점수였죄맡 이날 다저스 타선에겐 너무도 벅 

찬 짐이었다 다저스는 6회들어 클린업트리오를 앞에 두고 무사 1, 2루 

의 천금같은기회를맞이했다. 하지만 3명이 나란히 침묵，승부를뒤집 

는데 실패했다'. <한국일보〉 

위의 예를 보면， 같은 기사 내에 L지만과 까으)나’가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위의 예에서 ‘ (으)나’ 대신에 ‘ 지만’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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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지만’ 대신에 ‘ (으)나’를 썼다면 약간 어색한 글이 된다. 이는 L지만’ 

과 ‘ (으)나’의 차이가 단순히 구어와 문어의 차이가 아니라 의미기능 자 

체에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어 교과서 어 

느 곳에도 이러한 현상과 두 표현의 의미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실제 언어 사용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접속사의 경우를 보면 〈αUege Korl없1>을 제외하고는 조사된 모든 교 

과서들이 ‘그렇지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연대， 고대 교재와 아@얹n Thro때1 

English>는 ‘그렇지만’과 ‘그러나’를 모두 소개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에]탱rat어 Kon얹n>과 서울대， 이대 교재에서는 초중급에서 ‘그러나’는 소 

개하지 않고있다. 

‘그러나’를 소개한 교과서들을 보면 부자연스런 예들이 보인다~ <Coll멍e 

Korl었1>에서는 ‘그렇지만’의 예는 1. 2권에 나오지 않고， 1권 4과에 ‘그러 

나’를 설명없이 대화 속에서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0) 선생: 한국어는 재미있습니까? 

영식. 네. 프린난 좀 어렵습니다. (OJllege Kor얹n 1권 4과) 

7) 이에 관하여 K Læ(l쨌)과 H, S. Læ(axxJ)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K 
Læ(l쨌)는 ‘ 지’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만’은 청자 
위주의 표현으로 새 뉴스가 아니라 이미 보도된 것에 대한 언론사나 한 개인의 견 

해를 밝히는 사설이나 칼럼에 많이 나타나고 ‘ (으)나’는 화자만 알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표시하기 때문에 화자 위주의 표현으로 뉴스 기사에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 

하였다. H S. Læ(axxJ)에서는 이에 대하여 K Læ(l쨌)의 주장과는 반대로 ‘-지만’ 
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든 정보를 표시하는 화자위주의 표현이기 때문에 

주관적 견해를 밝히는 사설이나 칼럼에 적휩L하고 ‘ (으)나’는 화자/글쓴이와 청자/ 
독자가 모두 인정하는 일반적 기대치상 공존하지 않을 것 같은 두 사건이나 명제가 

동시에 공존함을 표시하기 때문에 뉴스 기사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므로， 오히려 공손법 전략상 청자를 배려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세한 

것은 H S. Lee(axxJ) 참조 



256 국어교육연구 제16집 

서강대 교재의 경우는 ‘그러나’가 1A3과 듣기 연습 지문에 등장하는데， 

역시 어색한 발화를 보이고 있다. 

(11) (서강대 1A 3과) 

(미나는 마이클 씨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마이클 씨 동료가 말했어요 

“마이클 씨는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미나 씨는 마이클 씨를 찾으러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에도 미이클 씨가 없었어요. 미나 씨는 다시 마이클 씨 사무실에 갔어 

요. 뼈클 씨가 λ}무실에 있었어요. 미나 씨가 마이클 씨를 만냈요. 

미나 씨는 너무 기쨌어요. 므런난 피곤했어요. 

연세대 교재에서는 ‘그러나’를 따로 문법 항목으로 넣지 않고 2권 al과 

(12110)에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러면’과 함께 단지 ‘그렇지만’보다 “다 

소 문학적”이라는 단서만 붙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1권 단어색인)， ‘그 

러면，’ ‘그런데，’ ‘그렇지만’(2권 문법 요소 색인)과 달리， ‘그러나’는 1권이나 

2권 index 어느 곳에도 색인되지 않고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권 8과에 

서술 본문에 부자연스런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연세대 1권 8과) 

존슨은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말을 좀 합니다. 극 

런난 전화가 오면 겁이 납니다. 

위의 예들 (10)-(12) 모두 ‘그러나’보다는 ‘그렇지만’이 자연스런 경우이 

다. 예 (11)과 (12)는 대화가 아닌 서술체인데도 ‘그러나’가 부자연스러운 

데， 그 이유는 위의 예가 대화는 아니더라도 구어체이기 때문인 듯하다. 

대조 연결어미의 경우， ‘ (으)나’는 〈αUege Korean>만 1권 19과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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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있을 뿐， 초중급 교과서들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대 

화체에서 ‘ (으)나’가 안 쓰이는 것이 반영된 듯 하다.， <CoU앵e Ko:없n>에 

서는 나으)나’가 ‘ 지만’과 “비슷한 의미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하면서 

‘ (으)나’는 “구어체보다 문어체에 더 많이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 

작 본문에는 대화 속에서 ‘ (으)나’를 제시하여 문법 설명과 상충되는 모 

습을보이고있다. 

(13) (Berkeley 1권 19과) 

영희: 한국은 중국의 일부분이었나요? 

철수: 아니요， 중국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난 중국의 일부분이었던 

일은 없어요、 

.. , (중략) … 

철수 … 그래서 한국은 둘로 나누어져 있으난 곧 통일이 되기를 바라 

지요. 

두 경우 모두 ‘있지만’을 썼으면 자연스러울 대회이다. 

‘-지만’은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1권에 소개하고 있는데(이대 교재와 

<Korean through English>는 2권에서 소개함)， 이는 교과서 집필자들이나 

국어학자， 한국어 언어학자틀이 대조의 기능을 표시하는 한국어 문법표 

현으로 ‘ 지만’을 전형적인 표현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대Y-Y. 뻐rk， 

mm, 그런데， Y -Y. ParkWB7)에서는 일상대화에서 대조를 표시하는 것 

은 실제로는 ‘ 지만’보다 ‘ 는!(으)L데’의 사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 

여 주고 있다， Y-Y. 많k은 m분 길이의 대화 자료에서 ‘ 지만’은 10번밖 

에 나타나지 않은데 반해서 ‘-는데’는 337번이나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 

디-8) 같은 대화 자료에서 ‘그렇지맨하지만’은 2번밖에 나오지 않음에 비 

8) 민현식(axJ3b)에 인용된 안경화{때1)의 조사에서도 구어체 담화에서 총 2，717개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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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런더V근데’는 107번이나 나옴을 밝히고 있다-9)， Y-Y. ParkWB7l이 

밝혔듯이 ‘ 는데’나 ‘그런데’의 모든 경우가 다 대조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는데’나 ‘그런데’의 대조기능이 그리 낯설지 않음을 고려하면 

아무리 양보하여도 대조의 의미로 쓰인 ‘ 는데’와 ‘그런데’가 ‘ 지만’이나 

‘그렇지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의 한국어 교과서들은 ‘ 는데’의 의미로 영어의 ‘but’을 포함시키고 대조로 

쓰인 예들을 제시하면서도1 배경설정과 대조의 기능을 모두 제시한 

에]맹ra뼈 Kov댔1>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경설정의 의미만 설명하고 있 

다. ‘-지만’과 ‘-는데’의 제시 순서에 있어서도 서울대， 경희대 교재와 

〈αUege Ko없n， Kov댔1 빠ough English>에서 ‘→지만’이 ‘-는데’보다 먼 

저 소개되어 있어 많은 한국어 교과서들이 대조표현과 관련하여 구어와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대〈표3> 참조l ， 

이상에서 한국어 교과서들이 구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고 실 

제 발화의 빈도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어미의 실현 중에서 ‘ 는데’는 g의 빈도를 보이는 반면 ‘ 지만은 53의 빈도를 보 

여 ‘ 는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었다. 이는 대조 접속사의 경우 
도마찬가지다. 

9) 김성규(alli년 제7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 토론문)도 국립국어원 빈도자료를 인 

용하어 ‘그렇지만’이나 ‘그러나’보다 ‘그런데/근데’가 월등히 많이 나옴을 지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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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교과서틀에 나타난 종결형 어미 

다음은 한국어 초중급 교과서들이 구어체와 빈도수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는가를 보기 위해 구어체의 종결어미에 관한 두 연구(H S. Læ, 

1m1; 권재일， :m4)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들에서의 종결형 어미 제시 

순서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표4 참조>.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어체 종결어미의 분포도를 조사한 

두 연구가 대상 종결어미와 방법론 상의 조그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 

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두 연구 모두 한국어 구어체에서는 ‘-어/ 

아 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댔%). 그 다음에 ‘ 지’ 

가 16%로 뒤를 잇고 있다 ‘→는!(으)L데(요)’는 권재일(때4)에서만 조사 

되었는데， ‘-지’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두 

연구 결과에 ~}Öl가 약간 있지만 ‘ 거든，’ 해라체의 L다f라짜’ 간접의문 

형 ‘ 나!(으)L개’ 강조의 ‘ 다f리f자구’가 뒤를 잇고， 화자의 감탄이나 새 

로운 깨달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틀이 빈도상 

중간에 위치하고 화자의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틀이 상대적 

으로빈도가낮은것을알수있다 

한국어 교과서들이 구어체 종결어미들을 어떤 순서로 다루었는가에 관 

하여 몇 가지를살펴보자 

우선 빈도가 가장 높은 L어/아’ ‘ 지，’ ‘-는!(으)L데(요)’의 경우는 대부 

. 분의 교과서들이 1권에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어체를 대 

부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통 국어 문법에서 ‘-는데는 연결어 

미로 분석되어 왔는데， 이대 교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들이 ‘-는데(요)’ 

의 문장 종결 기능을 제시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빈도 

가 높은 ‘ 지’를 아<01얹n 11rrough English>에서는 3권에 처음 소개하고 
있다.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L는!(으)L데(요)’의 경우도 대부분의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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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권에서 다루고 있는데 연세대와 서울대 교과서에서는 2권에서 다 

루고 있고 이대 교재에서는 ‘←는데’를 종결형 어미로 쓰임은 제시하지 않 

고 연결어미로만 소개하고 있다. 

〈표4> 종결형 어미 빈도수(%)와 효댁어 교재에서의 문포도1이 

종결형표현 H S. Læ 권재일 IK 1, 2 연세대 1, 2 서울대 1-3 

어/0]-(요) $5 ~.8 LlL02, I2illì Llillì, L2L14 Lu.æ, Lll, L2L32 

지(요) 15.8 15.8 LlW7, I2lffi LlLæ, L2L14 LlLl7, 1따잃 
는데(요)* N!A [6.딩 Ll1뼈 L2L12 L2Læ 

나/-(으)L기{요) 4.8 3 L2L16 L2L15 
→다/라f자구(요)** 4 4 L2L10 L2L19 L1Ll5 

거된요) 3.9 5.2 때..ü4 L3illi L3LlO 

→다/라/자 2.4 4.5 L2illi L2L14 I와$ 

네(요) 2 2.3 LlLlO L2lZl L2L22 

군(요)/구나 2 1.3 L2L12 
Llillì, L2L14, 

Ll123， 1정 
19 

대/래(요)** 1.8 ** L2illi L1L04 L1L04 

니/냐 1.1 2.1 I2illì L2L14 I와잃 

는/(으)L지(요) 

(으)2게(요) 0.8 0.3 LlLl2 L3Læ LlIÆ 
(으)2까(요) 0.8 1.2 l2Læ L1Læ LlLl3, LZl 

(어)라 0.4 1 L2L06 L2L14 
(으)2 래(요) 0.4 0 L2l..(꺼 L2L19 

(으)근걸(요) 0.3 0.2 L2L12 L1illi L3L21 
데(요) 0.1 

게 0.3 
-습니다/습니까/ 

0.8 LlW7 L1L01, LlL02 LlI1l1-L04, Ll3 
님시오/닝시다 

10) 김성규GUE년 제7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 토론문)는 종결어미 빈도 조사에 관 

하여 “l많만여 어절을 대상으로한 국립국어원의 자료가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필자도 국립국어원이나 연세대 말뭉치 자료의 존재와 그 사용가치 

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국립국어원과 연세대 말뭉치 자료에서 “구어”로 규정 

한 자료들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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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형표현 경희대 1, 2 이대 1-3 고려대 1-3 많keley 1, 2 KTE 1-3 

어/ó}(요) LIL7, L2L2 LlliE Lll1l2,L2Lll LlLæ 
Llffi-15, 
L2L14 

LlI정 
LlLll, 

Lll때1， l2I1J7, L3l1l2’ 지(요) 
(초급2， 3과) 

I와m， 
L3L14 

LlLl3 
L3Ll8 

IAW7 

는데(요)* LlI잃 LIL12 LlLal LlLl9 
나!(으)L가{요) L2lA LIL1딩 Ll6 L3l1l2 

다/매자구(요)** l2L6 L3I1l2 

거든(요) I와A L2L13 L2l1Xì L2L18 L3Ll3 

다f라/자 L2Lll LILll 

네(요) L2Lll L2l1l1 

←군(요)/구나 I따A L3I1l2 LlLl없잃 
L2L17 

디V래(요)** L3ω4 L2L16, L3l1l2 L2lffi 

니/나 L2Lll LlL23 

는!(으)L지(요) 

-(으)근게(요) Lll잃 L3L04 LlLll Lll2i L2L1O 

(으)근끼{요) LIL16 LIL14 LlLæ Lll정， L2L02 
L1L21, 
L2l1l1 

(어)라 L2Lll LlL26 

-(으)2래(요) L3l1l2 LIL12 LlL23 

-(으)2결(요) L3lZl 

←데(요) 

-게 

습니다/습니까/ Lll2, LIL14 
Lll1l2 LlL1l, LlL02 L뻐1， Lll뼈 I따m 

H시￡님시다 LIL16 

[N!A: 조사되지 않은 항목 · 나타나지 않은 항목] 
* H S. Lee (lffil)은 ‘-논데(요)’를 종결어미에 포함시키지 않았읍. 권재일의 6.5%논 ‘ 는 
데(요)’를 포함한 빈도수 

** 권재일(때4)에서는 ‘-다구/라구’와 ‘-대/래’ ‘ 대라니까를 한 범주로 처리했음. 

몇몇 종결어미들은 구어체에서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과서틀 



262 국어교육연구 제16집 

이 초중급에서 제시하지 않거나 뒷부분에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는 

데(요)’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니f(으)L가의 경우， 에lb땅3뼈 Ko뼈n>， 

이대， 고대 교재에서는 초중급에서 전혀 취급하지 않았고 이를 취급한 

교과서 중에서는 <Coll멍e Korean>만 1권 15과에서 소개하고 있고， 연대， 

경희대， 서울대 교재에서는 2권에， <Ko없nllπough 비glish>에서는 3권 

에서나다루고있다 

강조의 ‘-다f라구’는 에1맹ra뼈 Korean>, 연대. 경희대 교재에서는 2권 

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교재에서는 3권에서 다루고 있고， 이대 교재， 

〈αU맹e Kon없1， Korean Through English>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정보의 출처가 화자 본인의 지식으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출처에서 인 

용함을 표시승}는 ‘ 대/래’의 경우는 연세대， 경희대 교재， <Ko뼈 Through 

English>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서울대， 이대 교재에서는 3권에서， 에1따없뼈 

KoJ1없1>， 고대 교재，<때명e Kon뻐1>에서는 2권에서 다루고 있다. 

‘새로 깨달음/앓이라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네’와 ‘-군/구나’의 경우는 

HS. Læ(1g)l), 권재일(:ID4)의 조사에서 빈도수가 비슷하거나 ‘-네’의 경 

우가 빈도가 더 높았는데도1 에1탱m뼈 Korl없1>과 고대 교재에서만 ‘ 네’ 

를 먼저 다루었고(고대 교재에서는 3권까지 ‘→군/구나’가 나오지 않읍)， 연 

대， 서울대 교재，<뻐멍e Korl얹n>에서는 ‘ 군/구나’를 ‘ 네’보다 먼저 다 

루었고， 경희대 교재는 2권까지， 이대， <Kon뻐 파ough English>에서는 

조사 대%벤 3권까지의 교과서에서도 ‘ 네’를 다루지 않고 있다. 

물론 빈도가 높다고 해서 꼭 먼저 다루어야 효뜯 것은 아니다. 학습 효 

과나 의미기능의 복잡함을 고려하여 빈도가 낮은 표현을 먼저 가르칠 수 

도 있다，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의 경우 서술， 의문， 명령 등에 

모두 사용되는데， 의미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 서술의 경우는 화자의 명 

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조하는 것을 표시하고 의문의 경우는 화X까 

참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청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데에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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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경우에는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믿는 행동을 제안하는 기능을 한 

대‘ 지’의 담회~화용론적 의미 기능의 분석에 관해서는 H S, Læ(1땐) 

참조). 구어체 한국어에서의 ‘ 지’의 기능의 분포를 보면 서술로 쓰이는 

경우가 의문이나 명령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더 빈도가 높디~H S. Læ, 

mn; 권재일， ID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에서의 ‘-지’의 의미기능 

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물론 한국어 모국어 화자나 심지어 국어학자 

들조차도 그 정확한 의미 기능을 파악하기 힘들다. 반면에 화자가 참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뼈 청자로부터 확인 내지는 동의를 구하는 용법은 영 

어의 부가의문문과 비슷히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경우에는 ‘←지’의 의문으로의 쓰임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서술에 

서의 쓰임을 먼저 가르치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대 

부분의 한국어 교재들은 이를 잘 반영승배 확인의문에서의 ‘ 지’의 용법 

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 군/구나’와 ‘-Lìl’의 경우에는 빈도에서도 

‘ 네’가 조금 높지만， ‘ 네’가 훨씬 더 회화적이고 화자와 청자의 상호반응 

이 활발함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과서들이 ‘ 군/구나’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국어문법에서 ‘←군/구나’가 영탄법의 대표적 종결어미로 

익히 다루어졌지만， ‘ 네’에 관하여는 ‘-군/구냐만큼 기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대‘-군/구나’와 L네’의 의미기능에 대하여는 장경 

희Offi'))， H S. LæWm , 1댔) 참조). 이 역시 국어학이나 한국어 언어학 

에서 구어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의 의도를 표시하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니으)근게’와 ‘ (으)근래’ 

의 경우에는 니으)근거l’의 빈도가 더 높은데，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를 잘 

반영하여 ‘←(으)근게’를 '-(으)근래’보다 더 먼저 제시하거나 '-(으)근래’를 

제시하지 않고있다. 

반면에， 빈도가 높지 않은 어미를 초급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으)근까’의 경우는 빈도가 1%에 불과한데도 이대 교재에서만 3권까지 



264 국어교육연구 제16집 

다루지 않고 있고，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교재， <College Kor;않V， 

<Kor;없1 ππough Engli양1>에서 1권에서， 에1탱m뼈 Kor，댔1>에서는 2권 

에서 디루고 있다. 

종결어미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아 

마 ‘ 어요아요’ 형과 ‘-습니패님니다’ 형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가르쳐 

야 하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김유정(1913)에서 주장하듯 구어체와 빈도수 

를 우선하는 관점에서는 일상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 어$아요’ 형 

을 먼저 가르쳐야 하지만 학습의 난이도를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습니 

다’ 형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대김제열， 때1; 김영 

기， p.c.l.ll) 

조사된 교과서들에서는 에]맹rated Ko뼈n>， 고려대， <Korean ’Rπough 

빼glish>가 ‘→어요’ 형을 먼저 제시하고 있고， 연세대， 서울대， 경희대， 이 

대 교재와 <Col1앵e Korean>에서는 ‘ 습니다’ 형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하는지를 테스트하기란 그리 쉬운 일 

11) 김제열(axJl)에서는 1급(때시간 기준)에서 다루어야 할 종결형태의 배열 순서를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입니다 2. tl/습니까"7， 님/습니다'， 3. 으십시요 4. 읍시다'， 5. 어/아/여요 6. 을까요 
(제안) 7. 을까요 (추측) 8. 지요 (는)군요 

김제열(axJl)에서도 빈도수와 구어적 표현을 우선적인 문법 항목의 선정 기준 

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배열 순서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의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설제 대화에서 빈도수가 낮은 느(으)근까요’ 

가 ‘ 지요’보다 우선하고 ‘ 는데요’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김제열 
(axJl)은 ‘ 는데요’가 종결기능 형식이 아니라 “문장의 도치나 담화상의 생략으로 
발생하논 수의적인 형식”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지만 ‘-는데요)’가 갖는 독특한 상 

호행위적 기능은 절대로 수의적일 수 없는 의사소통 상의 중요한 기능(Y-Y. 없lli， 

lffi7, 19æ)이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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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단지，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어가 모국어인 화자들이 말하는 것 

과 똑같은 언어를 학습시켜야 한다는 점과 ‘ 습니다’ 형을 먼저 소개하는 

교과서들의 본문 대화에서도 확인의문이나 감탄， 추측 등을 표현하려면 

‘해요’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또 ‘-어$아요’의 동사 활용 학습 

이 ‘ 습니다!tl 니다’의 동사활용보다 어렵다 하더라도 어차피 ‘←어서/아서’ 

나 과거형 ‘→없았→’의 학습을 위해서 속히 익혀야 승}는 활용이기 때문에 

학습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 어요’ 형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 입징L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문법 교육의 한 측면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어 교과서들이 구어 현상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의 실제 담화에서의 빈도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 

펴보았다. 

우선 구어 현상 중에서 ‘ 어/아 가지고’의 ‘ 어서/아서’ 교체 현상， 격조 

사 비실헨생략 현상， 인용 구문과 임박 상황 표지 ‘ (으)려고 하다’에서 

‘하다’가 ‘그렇다’로 교체되는 현상 대조 연결어미와 접속사의 처리 및 기 

술 등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교과서들이 이런 구어 현상을 충설히 반영하 

지 못하고， 어색한 대화를 제시하거나 의미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또 구어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종결어미들의 빈도에 비추어 각 교과 

서들이 종결어미들을 어떤 순서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비교승}여 보았는데， 

이 역시 모국어 화자들의 실제 언어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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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과서들에서 구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그간 국어학 

과 한국어 언어학에서 구어에 대히여 무관심했던 결과로서，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우선 일상 대화자료의 말뭉치 구축과 이에 

나타나는 문법 현상 및 문법 표현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시급히 요구된 

다. 특히 문법 표현들의 담화나 회화상에 있어서의 의미 기능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이를 위뼈 담화햄론적 분석， 회화 분석이 속히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효댁어교육， 문법 교육， 구어， 빈도수， 효댁어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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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s and Issues in Teaching Grammar and Korean 

Language Textbooks 

Lee, Hyo 없ng 

It has been gener때lyagr뼈 that Koli얹n lar땅uage education should follow that 

(1) sJXlken language should be given priority (2) rmre fr택uent expressions should 

be taught first over less fr，어uent ones, (3) ma때al that 떠n 얹sily be 1얹med rnust 

be taught 피'St over rmre cornplex ma따때， and (4) 였nantic and 미agmatic 

functions of 앉pressions with s따ruar ræaning πm to be clearly delinea뼈 such 

that sh빠~ts leam their correct usage. 

This 맹lH discusses how Ko뼈n lar핑뻐ge text\:xx)ks d얹1 with sJXlken 

l밍핑뻐ge and the fr웹uency of e자JreSsions in actual and natura1 diSCOUli않 in their 

CUIïriculum clesi밍1. First, 1 consid얹ro 4 well-known sJXlken lan밍lage phenoræna in 

Kor얹n， (i) -e/a 없ciko， (Ü) omission of case particles, (피) col1여버al forrns of 

l떠irect diSCOUlise, and (iv) uses of con1:rastive coniunctions and connectives, and 

investigated how 8 widely usffl Koli없n I때밍1age text\:xx)ks pn얹entth앉1. Second, 

1 investigated whether the 8 text\:XX)ks reflect the frequency of 땅1떠lce-en따19 

suffixes in sJXlken language in their presentation 

Mainly due to the lack of study of sJXlken language in Korean linguistics and to 

an ernphasis on sta떠m비zation of Korean grarnmar arnong Kor많n grammanans, 

Korean lan밍lage text\:xx)ks do not sufficiently reflect rnost natura1 sJXlken lar땅uage 

and thus present unnatura1 dial맹ues and do not provide a뼈uate explana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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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forrns with sirnilar ræanings. In order to c\evelop gα성 Korean 131핑때ge 

textbook ma따1a1， rmre res얹rch on spoken 1뼈뻐ge n뼈s to be done. P;때cularly 

πmed are discourse-pragrætic anaIysis and conversation 뻐alysis of Kon없1 

language to give a sound foundation on Korean langt뻐ge 어ucation (Ir띠lana 

University ) 

[Key Wordsl Korean lan밍lage 어ucation of grammar, spoken 1뻐밍퍼ge， frequency, 

Korean 131핑뻐ge textboo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