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국애 표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 연구* 

- 1960~1980년대 중반까지 펀찬된 교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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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언어 교육에서 학습 활동은 학습한 내용을 강화하고 다ÓJ: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란 일종의 훈련이나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재 역시 효과적인 언어 학습을 위해 

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 활동은 교재가 편 

찬된 시기를 비롯하여 학습자 등급 학습 목적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학습 활동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1930년대부터 1980년 중반까지 편찬된 

* 이 논문은 뻐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f 연구되었음(KRF 때4-073 

A매때3 한국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 연구 (I1)). 

본 논문의 토론을 맡아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 맘씀을 주선 조항록 교수님께 진심으 

로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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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학습 

활동의 유형과 기능을 살펴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학습 활동의 변천 과 

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1.1 연구 목적 

언어 교육은 대상 언어를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활한 의 

사소통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최근의 한 

국어 교육은 문법이나 어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능력을 향 

상시키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언어를 학습하는 통합 교육의 방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재 내용을 학습하고 이것을 활용히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습 활동이 

한국어 교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상 l~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근대계몽기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이나 선교를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학습시키기 위하여 저술한 것을 비롯하여 외 

교관들이 개인적인 업무나 한국어 학습을 위하여 저술한 연구서 및 학습 

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편찬된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은， 이지영(때3: 383←3&))에 의하면 대부분 단순하게 본문과 번역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특별히 학습 휠동에 관한 부분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언어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 

로 시작된 1뻐년 이후의 교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본문-단어설명 문 

법설명←연습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학습 활동 및 연습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 당시에 언어 교육에 

많이 적용된 청각 구두식 교수법의 영향으로 인해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 

이 교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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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습 활동은 학습을 통해 익힌 지식을 언어 영역에 따라 적절 

히 강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교재의 학습목표와 교육 방법에 

따라서 학습 활동 역시 달라지고 있다'2) 특히 최근에논 멀티미디어 자료 

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 및 CD 형식의 교재를 비롯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웹 교재까지 다OJ하게 개발되고 있어 더욱 다양한 

학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재의 개발과 변천 

과정 속에서 학습 활동 역시 어떤 특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 활 

동이 어떤 영역의 언어 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5년 중반까지 간행된 한국 

어 교재 중에서 특히 학습 활동이 비중 있게 구성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 

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이유 

는디음과같다. 

첫째， 근대계몽기부터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이 생기가 이전인 1960년대 

이전에4) 개발된 교재에는 학습 활동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1) 백봉자(2C뼈: 26-38)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떠한 교수법이 적용되어 왔는지를 통 

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한극어 교육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청각구두 교수법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청각구두 교수법에서 언어 학습은 ‘구두 연습을 통해서 언어의 구 

조를 익히고 형태를 익히는 것’으로 ‘제2언어 습득은 대화의 암기와 문형의 반복 연 

습을 통해서 일연의 언어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언어 교육에 대한 학습 휠동 연구는 국어교육학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 한국어 

교육에서는 언어 활동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보다는 언어 활동 영역과 학습 과정을 

연구하면서 전체적인 교수 모형 속에서 학습 활동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학습 활동 
모형을 제시하는 형식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론에서 앞선 연구 

를 묶어서 제시하지 않고， 논운의 기술 파정에서 관련된 앞선 연구를 제시하도록 한 

다 
3) 이해영(2001)에서는 최근에 간행된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 

로 말t}71 ， 듣기， 읽기， 쓰기의 각 영역에 대한 분석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 o 로 
언어 활동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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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 시기의 교재는 대부분 본문만이 제시되어 있고 한국어 본문에 

대한 영어나 일본어 등의 번역문이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재 

에서 학습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둘째， 한국어 교육의 변천 시기에 대한 앞선 연구를 살펴보면， 백봉자 

(때1)에서는 ‘발전기’를 1989년으로 섣정하고 있으며， 조항록(때'3)에서는 

‘도약기’를 19ffi년대에서 1땐년대 중반으로 설정하고 이 시기에 한국어 

교육기관이 증가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지영(2뼈)에서는 19ffi년 이후 

를 3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1980년대， 특히 19ffi년 

대 중반 이후를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도의념}는 시기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재 역시 이 시기를 중심으로 각 교육 기관 

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371 이후 현재까지는 기관 

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 기관이 설립되기 이전 

인 한국어 교육 초기에 저술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학습 활동이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고 각 학습 활동이 언어 지식 영역 

을 얼마나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1980년대 중반 이전에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각 교재에 

4) 조항록(1땐)에서 기숨한 한국어 교육 공급 집단의 떤혁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체계 

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으로는 1땐년 연세 

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처음이었으며 사섣 교육 기관으로는 1ffi4년에 설립된 맹도원 

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어 교재 역시 1959년 이전에는 개인의 관섬이나 필요성 때문 

에 주로 저술되었으나; 1뻐년대에 틀어서면서 비로소 교과 과정과 교육 목표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재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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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학습 활동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학 

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를 구분해서 

학습 활동을 분석하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01유눈 학습 대상에 따라서 교 

재의 구성과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이는 나아가서 학습 활동의 유 

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교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표 1 외국인 대상 교재 (1960-1985년l> 

순서 저자 
발행 

제목 출판사 출판지 
연도 

Char핑 뻐i Park læD 
An Intensive Course in 연세대학교 

한국 
Kon않nI 출판부 

2 Sung• Un Chang læD Kon많n Newspaper Readings 
Far Eastem 

미국 
Publications 

3 Chang-Hai Park 1965 
An Intensive Course in 연세대학교 

한국 
Kor，뻐III 출판부 

4 연세대 1967 
한국어교본 연세대학교 

한국 
(Basic Conversation in Kor，얹n) 출판부 

5 B. Nam Park H뻐 
KOI표때 Basic Course Fon밍밍1 S얀Vlce 

미국 
Voluræ 1 Institute 

6 V 3lldeS3llde A V 1968 Myongdo' s Kore3ll Part 1 분도출판사 한국 

7 V 3lldes311de A V 1968 Myongdo' s Kore3ll PartII 분도출판사 한국 

8 
서울대학교 

197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독본 알수없음 한국 
。1학연구소 

Dong-Jae Lee, 
Learn Kor，없] αUege Text University of 

9 Byoung-• Hye Chang, 1972 미국 

John Young 
(Bc빠，II) MaryI311d 

10 김숙자 1973 韓댐5Il 會듬.~ 「힘J麗뿔{林 일본 

11 김일성 종합대학 1973 조선어 (류학생용) 
김일성종합대 

'í3 ÓJ 
출판사 

12 
Myongdo 뼈뼈미age 

1975 Intenn떠iate Kor，없] ’낀5 Partill 명도원 한국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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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do Language 
1976 In떠n뼈iate Korean '76 P삶tII 명도원 한국 13 

Institute 

서울대학교 
1979 한국어 1 벽지출판사 한국 14 

어학연구소 

S뼈king Kor，없1 (Revis떠 Hollym 
미국 15 Francis Yτ Park 1984 

많ition) Eook 1 Intemational Corp 

S없뼈 Kor댔1 (Revised Hollym 
띠국 16 Francis Y.T. Park 1984 

뼈ition) Eook II Intemational Corp, 
.1....-. L---

위에서 제시한 교재를 학습 목적에 따라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5)" 문법 및 회화 교재 α13l1g-Hai Park (1960)/ Ch뻐g←뻐i P따k (1%5)/ 

연세대학교 (lffi7)/ B. N때 많k (l~)/ Vand뼈lde (l~)/ Thng

Jae Læ 외 (1972)/ 김숙자 (1973)/ 김일성 종합대학 (1973)/ 명도원 

(1975)/ 명도원 (1976)/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9)/ Francis (1984) 

L 읽기 교재: Sung-Un cl빠핑 (1뼈)/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0) 

이 시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를 살펴보면， 문법이나 회화 학습 

을 중섬으로 한 교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발음 교재나 쓰기 교재는 상당 

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확한 발음이나 쓰기 학습을 통한 정확 

성보다는 문형 교육과 회화 학습을 통한 유창성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에서는 더욱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근현대 민족어문 기초학문의 I 기 연구에서 수집한 한국어 교재에 의하면， 이 시기 
에 간행된 교재 중에서 듣기 교재로는 연세대 힌국어학당에서 1933년에 간행한 『이 

야기 튿기 교재 (4급)~가 있다 그랴나 이 교재는 일반적인 독본 형식의 교재와 비슷 

하여， 읽기 자료가 되는 본문과 함께 본문에서 등장힌 어휘， 주요 구문 제시의 형식 

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습 활동은 나타나지 않아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 밖 

에 D. L. Ohnsted(l933)과 Kenny Jose대(1980)과 같은 읽기 교재와 북경대 · 연변대 
(1976), Pong Kook Læ 외(1없)， 권승모(1984)와 같은 회화 교재에서는 학습 활동이 
단원 내에 제시되지 않아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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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음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히는 교재 중에서 이 연구에서 분석한 대 

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재외동포 대상 교재 (1960-1985년)> 

순서 저자 발행연도 제목 출판사 출판지 

17 .Jl혀。그L 1~(기) 
재일교포유학생 

알수없음 서울 
국어교육총서 (2) 국어문형(상) 

18 .Jl→혀 。二c 1969(L) 
재일교포유학생 

。El 즈 1: 。aλ1-' 디그」 서울 
국어교육총서(2) 국어문형(하) 

19 
서울대학교 

1969 
재일교포유학생 

알수없음 서울 
어학연구소 국어교육총서(1) 국어 발음 

20 김병국 1971 재외국민을 위한 새국어작문 
서울대학교 

서울 
출판부 

21 τ ~-jlL1f- 1971 국어 I 
고려서적 

서울 
주식회사 

22 성연경·홍종럼 1977 국어독본(기초편) 
서울대학교 

서울 
재외국민교육원 

23 
서울대학교 

1981 국어회화 1 
서울대학교 

서울 
재외국민교육원 재외극민교육원 

24 
서울대학교 

1984 국어(회화1) 
서울대학교 

서울 
재외국민교육원 재외국민교육원 

25 Hee-Seo Park 1982( 기) 
한글 종합 (The Korean 

한미교육연구소 미국 
매n밍Jage Compreh어.sive) 

26 Hee-Seo Park 1982(L) 한글 기초 1, 2 (The Korean 
한미교육연구소 미국 

&때uage Fundamenta1 1, 2) 

z Hæ-Seo Park 
1982(c), 한글 초급 1, 2 (The Kor，않n 

한미교육연구소 미국 
1983 k때디age Beginning 1, 2) 

28 Hee-Seo Park 1984, 1985 
한글 중급 1, 2 (만le Kor，얹n 

한미교육연구소 미국 
뎌n밍l쟁e In뼈nediate 1, 2) 

위의 교재를 학습 목적에 따라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 '. 회화 교재: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1981 ， 1984)/ Hæ-S∞ P뼈(1982 

Î , L , 드， 1983, 1984, 1985) 



434 국어교육연구 제17집 

L , 문법 및 문형 교재· 고영근 (1ffi9 기， L) 

c 발음 교재: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ffi9) 

2 , 쓰기 교재: 김병 국 (1971) 

口. 읽기 교재: 문교부 (1971)/ 성연경 · 홍종림 (1977) 

위에 제시한 바를 보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하논 교재보다 좀더 언어 활동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교재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는 이유는， 교재의 저술 

목적에 따라서 학습 활동의 유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 대상을 살펴보았는데 외국인 대상 교재와 재외동포 대 

상의 교재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회화 학습을 목적으로 한 교재 

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법이나 문형 

을 학습히는 교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교재에서 나타나 

는 학습 활동 역시 회화에 필요한 묻고 답하기나 문법이나 문형 학습과 

관련된 학습 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 교재의 경힐t을 염두하고 디음에는 구체적인 연구 방볍 

을살펴본다. 

1.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습 활동을 크게 학습 활동의 유형과 기능으로 내f어 

서 살펴보는데， 먼저 유형에서는 학습 활동이 어떠한 형식으로 주로 실현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세 개의 어절을 제시하여 하 

나의 문장을 만툴게 하는 학습 활동의 경우 세 개의 어절을 무작위로 놓 

고 재배열하게 하는 형식이 있는가하면， 여러 개의 항목들을 섞어 놓고 

문장이 되는 것끼리 줄을 긋게 하는 줄긋기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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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같은 영역에 대한 학습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 활동의 외형적인 유형을 먼저 구체적으로 

샅펴본다 

다음으로 학습 활동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민현식 (2005) 

에서 제시한 국어교육의 영역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민현식 (2005: 135)에 

서는 국어 교육의 영역 관계를 크게 기초 영역， 중핵 영역， 종합 영역으로 

나누고 기초 영역은 문법 영역， 중핵 영역은 기능 영역， 종합 영역은 문학 

영역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문볍 영역은 말소리， 단어， 문장， 담화 층위 

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기능 영역은 말하기， 

튿기， 읽기， 쓰기를 대상으로 유창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학 영역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히는 것으로 특히 문화 능력과 문화 이해 

력 및 비판력， 창의력을 배양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점을 제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학습 활동 

을분석하고자한다. 

〈표 3‘ 학습 활동의 분석 기준〉 

학습활동유형 

발음학습활동 

어휘 학습활동 

언어 지식 문법빚문형학습활동 

담화학습활동 

2 학습활동기능 문화학습활동 

말하기 

언어 활동 
듣기 

읽기 

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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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학습 활동의 외형적 특정을 

삼펴보기 위해서 먼저 학습 활동의 유형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학습 활동 

의 기능을 분석한다. 학습 활동의 기능은 다시 언어 지식 영역과 언어 활 

동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언어 지식은 발음， 어휘， 문법 및 문형6) ， 담화， 

문화에 대한 학습 활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문화는 국어과 교육과정 

에서 설정하고 있는 문학 층위와 유사한 것으로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학 

보다는 더 폭넓게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연 

구에서는 문회를 가장 상위의 층위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언어 

활동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니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학습 활동의 연구 목적과 대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학습 활동의 분석에 앞서서 이 시기의 교재에서는 각 단원 속에 

서 학습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2. 단원 구성과 학습 활동 

이 장에서는 각 교재의 단원에서 학습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학습 활동을 어떠한 단원명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서 학습 활동의 목표와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6) 이 시기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특히 문형에 대한 반복 학습 및 활동이 주요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어 교육의 문장 층위 학습과는 차이가 있다 곧 국어 교육에 

서는 특정한 문형이나 구문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기보디는 문장의 구조와 문장 성분 

등에 대해서 주로 학습하는데 이 시기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법적인 설명보다는 

지주 쓰이는 문형이나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이를 어휘를 대 

치하여 활용하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문장 층위를 섣정 

하지 않고 문볍 및 문형 학습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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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국인 대상 교재 

외국인 대상 교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화 및 문법을 중심으 

로 한 교재가 대부분인데 먼저 단원 구성의 측면에서 학습 활동의 구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단원 내 학습 활동의 구성 

기. 단원 말미형:ÜJa11g 뻐i Park (1930)/ Sung-Un α]때 (1劉y α뻐Jg←뻐i 

Park (19)5)/ 연세대 (1967)/ B. Narn Park (1968)/ Vandesande AV 

(1968끼 니/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1970)/ Dong-Jae Lee 외 (1972)/ 

김숙자 (1973)/ 김일성 종합대학 (1973)/ l\IIyongdo 싫聊age Institute 

(1975)/ l\IIyongdo Language Institute (1976)/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9)/ 

L 단원 내부형: Francis Y.T. Park (19841 , 니 

도 교재 내부형: Dong-Jae Lee 외 (1972) 

근， 단원 본문형: Chang-Hai Park (1965)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습 활동은 각 단원의 마지막 부 

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본문과 문볍 및 어휘 

학습이 끝난 뒤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습 활동 

은 단원의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다. (3 L)에 제시한 단원 내부형은， 학습 

활동이 본문과 어휘 다음에 제시되고 다시 읽기 자료나 본문에 대한 추 

가 설명 등을 제시하고 있는 형식이다. (3 디은 단원 내에서만 학습 활동 

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교재 구성의 측면에서 단원과 단원 사이에 학 

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유형이다. (3 디에 제시한 Dong-Jae Lee 외 

(1972)는 각 단원의 마지막에 학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지만， 교재의 앞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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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마지막 부분， 그리고 Lesson 8과 Lesson 14에 ‘Review’라는 단원을 두 

어서 암서 학습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습한 학습 활동을 설정하고 있 

다. 한편 (3 근)의 단원 본문형으로 제시한 교재는， 단원 구성의 측면에서 

는 단원의 뒷부분에 학습 활동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내용 

의 본문을 제외한 단원의 나머지 부분이 모두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다 

디음으로 각 교재에서 학습 활동을 어떠한 명칭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4) 학습 활동의 명칭 

기.C뼈ng 뻐i Park (1때): Review/ Exercise 

L. Sung• Un Chang (1!}ì()): Exercise 

亡 Ch어19 뻐i Park (lffi5J: 교체 연습/ 유형 연습/ 문탑 연습/ 산문 연습/ 
단어 연습 

2. 연세대 (l~7): 교체 연습/ 결합 연습/ 응답 연습/ 회화 연습 

口. B. Nam Park (lffiS): 마ills (Substitution 바ills， Transfonmtion (or 

Grammar) Drills, Response Drills, Combination Drills, Expansion Dri11l/ 

Exercises 

닝. Vandesande A V. (lffiS기， L) ’ Drills (Substitution 뻐ls， Response 

Drills, Pattem Drills, Expansion 바ills， Integration Drills, Level Drills) 

人.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1970): 문형 연습/ 연습 문제 

。. Dong-Jae Lee 외 (1972): Pronunciation Drills/ Drills (Pattem Drill, 

Subs디tution Dr괴， Combination Drill, Transfonmtion Drill, E-K 

Response Drilll/ Exercise 

x ‘ 검숙자 (1973): 연습문제 

7-. 김일성 종합대학 (1973): 련습 

큐. Myongdo 더맹뻐ge Institute (1975): Drill (Substitution Dril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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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i11， Pattem 마퍼， Integration 마i11 ， Restatement I뻐1， Intonation 마i11) 

E. MyOI핑do 낭n밍lage Institute (1976) 

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9): 연습문제 

-2). Francis Y.T. Park (1984기， L): Drills (Substitution Drill, Pattem Dri11, 

Intonation Drill, Integration Drill, Response Drill, Level Drill, Expansion 

Dri11) 

위에 제시한 것을 보면， 학습 활동은 주로 Drill을 비롯하여 Exercise, 연 

습， 연습문제로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Drill은 훈련， 흑은 연습 

으로 (4 ζ 근)의 연습과 대응되고 Exercise는 연습 문제와 대응하므로j 

따라서 학습 활동은 크게 Drill 흑은 연습， Exercise 혹은 연습 문제로 나누 

어서볼수있다 

한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Drill과 Exercise, 연습과 연습 문제는 교재 

에 따라서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의 형식만 나타나는 경 

우가 있지만， 이 두 형식은 모두 학습 과정 후에 복습과 학습 내용 강회를 

목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활동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학습 활동으로 
]:] 6 ->‘ '" 1 r-l 
귀날 T M '-t. 

다음 절에서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2 재외동포 대설 표째 

재외동포 대상 교재는 외국인 대상 교재보다는 교재의 학습 목표와 대 

상이 다Od=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회화 및 문법 중심의 교재를 비롯하여 발 

음， 읽기， 쓰기 등의 교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습 대상 

역시 아이들에서 성인까지 다Od=하게 고려하여 저술되었다. 이들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0 국어교육연구 제17집 

(5) 단원 내 학습 활동의 구성 

기. 단원 말미형 문교부 (1971)/ 서울대학교 재외극민교육원 (1981)/ 

Hæ-Seo Park (19821 , L , c , 1983, 1984, 1985) 

L, 단원 중복형: 고영근 (19691 , L)/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69)/ 김 

병국 (1971) 

c 단원 내부형: 성연경 ·홍종림 (977)/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1984) 

근， 단원 본문형: Hæ-Seo Park (1982끼 L , 드 1983, 1984, 1985)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서는 학습 활 

동이 좀 더 다OJ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외국인 대상 교재와 마찬가지로 단원 말미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5 

기)과 (5 곤)에 함께 기술된 Hee-Seo Park의 교재는， 형식상으로는 단원의 

말미에 학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문은 간단하게 제시되고 실제로 

는 학습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형식이다. 이 교재는 어린 아이를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어휘나 문법적인 설명보다는 활동을 중심 

으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5 니의 단원 중복 

형은 본문에 ‘연습’이 제시되고 다시 총정리와 함께 ‘총연습’이 제시되는 

형식으로， 학습 활동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 디의 

단원 내부형은 본문 다음에 학습 활동이 제시되고 그 뒤에 보충연구나 어 

휘 및 문볍 공부가 나오는 형식으로，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형식이다 

이처럼 재외동포 대상의 교재에서는 학습 활동의 단원 구성 형식이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대상 교재에 비해서 학습 활동의 

경계가 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곧 학습 내용과 학 

습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학습 활동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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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게 하는 형식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과서의 체제와 유사 

하다고할수 있다. 

다음으로 각 교재에서 학습 활동이 어떠한 명칭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학습 활동의 명칭 

기 고영근 (1땐" 니，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969): 연습/ 총연습 

L. 문교부 (1971): 공부할 문제 

E 김병국 (1971) ‘ 연습문제 

근， 성연경 。 홍종림 (1977): 읽기연습， 발음연습 

디.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1981): 발음연습， 문형연습， 문답연습 

닝.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1984): 발읍연습， 단어연습， 대치연습， 

문탑연습， 변형연습 

人 Hee• Seo Park (1982,): 연습문제 

。. Hee-Seo Park (l982 L , C , 1983, 1984, 1985): (명 칭 없음)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재가 학습 활동을 ‘연습’으로 제 

시하고 있으며 (6 口， 님)의 경우에는 외국인 대상 교재에서 나타난 학습 

활동과 유사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니은 ‘공부할 문제’로 제시하 

고 있는데， 이 교재는 교재의 외형적 형식이나 교재 구성 및 단원 구성 형 

식이 국어 교과서와 상당히 유사하여 학습 활동 역시 유사한 형식으로 제 

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대상 교재와 재외동포 대상 교재에서 학습 활동이 단 

원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는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학습 활동은 단원 내에서는 주로 단원의 마지막 부 

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대상 교재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재외동포 대상 교재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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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학습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서는 본문과 학습 활동의 구분을 명시 

적으로 하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읽고 곧바로 학습 활동에 들어가는 형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어를 학습하고 교육시키기보다는 자연 

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모국어 대상의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을알수있다 

디음 장에서는 각 교재의 학습 활동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구 

체적으로살펴본다. 

3. 혁습활동의 유형 

이 장에서는 학습 활동이 각 교재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많은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학습 활동은 어떠 

한 언어 층위와 기능에 대한 학습을 강화시키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대상 교재와 재외동포 대상 교재 

에서 이러한 학습 활동이 어떠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수치로 살펴 

보면다음과같다. 

〈표 4 외국인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 유형〉 

%ßð 외국인 대상교재 

문형교체 14 

대치 12 
대화 완성하기7) 12 
질문답하기B) 9 

문장만들기 7 
빈칸채우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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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하기 5 

번역 5 

만하기 흑은달쓰기 4 

줍긋기 2 

받아쓰기 2 

기티 2 

노래 

T&F (흑은 üX)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대상 교재에서는 문형을 바꾸는 

문형 교체에 관한 학습 활동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으로 대치와 문답 곧 대화 완성하기 형식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이 

러한 학습 활동은 주로 통사 및 담화 층위의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외국인 대상 교재에서는 학습 활동의 유형만으로 보았을 때 통사 및 

담화 층위에 대한 학습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를 이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문과 답하기， 문장 만들기， 빈칸 

채우기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디음으로 재외동포 대상 교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대화 완성하기는 보통 문탑 연습이나 응답 연습 등으로 기술되는 활동으로， 신현숙 

(때)2)에서도 ‘질문과 응답J으로 명시하고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 대화를 구체 

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 대화의 교수 모형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 

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문탑이나 응답， 질문과 응답 등으로 기술하지만， 학습 활동에 

서는 질문에 대해 탑을 넣어 대화를 완성하는 형식으로 주로 살현되고 있으므로 ‘대 
화 완성하기’로 명시한다 

8) 위에서 제시한 문답 흑은 대화 완성하기와 ‘질문 답하기’ 유형은 차이가 있는데， 문 

답 흑은 대화 완성하기는 하나의 대화쌍을 이루는 대화 형식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다. 이와는 달리 ‘질문-답하기’ 형식은 본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알아봐1 위한 질문으로， 대화 완성하기가 회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 활동이 
라면， 질문 답하기는 본문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활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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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재외국민 대상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 유형〉 

형식 재외동포 대상교재 

문형 교처} 7 
빈칸채우기 6 

대치 5 

문장만듬기 b 

줄긋기 5 

받음하기 4 

질문-탑 4 

번역 3 

그림 3 

대화완성하기 2 

말하기 흑은글쓰기 

받아쓰기 

노래 

글씨(따라)쓰기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외국민 대상 교재에서도 문형 교체에 

관한 학습 활동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는 외국인 대상 교재와는 달리 빈칸 채우기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 

다. 빈칸 채우기와 줄긋기는 문형 교체나 대치， 대화 완성하기 활동과는 

달리 좀 다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재외동 

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서 이러한 학습 활동이 많이 등장히눈 이유논 재 

외동포 중에서도 아이틀을 대상으로 한 교재가 많기 때문이다. 곧 외국인 

대상 교재는 대부분의 교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빈칸 채 

우기나 줄긋기， 그림을 이용한 학습 활동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와는 달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는 유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 

재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이러한 교재에서는 대치나 대화 완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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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같은 반복적인 활동보다는 빈칸 채우기나 줄긋기， 그림 활동 등과 

같이 동적이고 시각적인 학습 활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위의 〈표 4>와 〈표 5>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의 유형 중 

에서 빈도가 높은 문형 교체， 대치， 대화 완성하기， 빈칸 채우기， 문장 만 

들기， 줄긋기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 1. 문형 교체 활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행 교체 활동은 이 시기의 한국어 교재에 

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니는 학습 활동이다. 문형을 변형하는 것은 구 

문의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따라서 문형 

교체 활동은 구문에 대한 통사 및 의미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문형 교체 활동이 각각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보면다음과같다. 

(7) Pattem Drill 흑은 변형 연습 

「 그 분이 졸고 계십니다. • 그 분이 졸고 계셨습니다. (6)9) 

L. 날씨가 서늘합니다 • 날씨가 서늘하군요 (11) 

τ. 알림문을 물읍문으로 고치시오. 

이것은 학습장입니다. • 이것은 학습장입니까? (10) 

Pattem Drill 흑은 변형 연습으로 제시되는 학습 활동은 보기에 기술된 

형태를 보고 다른 구문 역시 같은 형식으로 변형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문형 교체 활동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9) 예문 오른쪽에 제시한 숫자는 앞에서 〈표 1>과 〈표 2>에서 기술한 교재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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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tegration Drill 흑은 Cornbination Dr괴 (결합 연습 및 연결 연습) 

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골라 보세요 

•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골라 보세요， (9) 

L , 앞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댔다. 그것이 이상하다. 

• 앞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댔다는 것이 이상하다 (12) 

τ. 그것이 좋아요. 사겠어요， • 그것이 좋으면， 사겠어요 (15) 

근 다음의 두 문장을 < 면서〉 형태로 이으시오. 

철남동무는 본문을 읽습니다 새 단어를 외읍니다. 

• 철남동무는 본문을 읽으면서 새 단어를 외읍니다" (10) 

(8)은 두 개의 단문을 복문으로 만드는 학습 활동으로，(7)보다는 조금 

복잡한 형식의 문형 교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곧 (7)은 주로 단문을 

중섬으로 문형 교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8)은 두 개의 단문을 의 

미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히 연결， 흑은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통사와 의 

미를 함께 고려해야 -o}는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9) Expansion Drill 흑은 확장 연습 

-, 오려고 합니다. • 다시 오려고 합니다 

• 내일 다시 오려고 합니다" (6) 

L 배가 고파서 죽겠다. 저녁부터 먹자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하자. 

• 배가 고파서 죽겠으나까 저녁부터 먹고， 이 일을 계속하자 (15) 

Expansion Drill은 (9 기)의 경우에는 어휘를 첨가하고 있으며， (9 L)에 

서는 세 쩨의 문장을 연결하는 형식이어서 (8)에서 제시한 Inte맑ation 

R쇠l과 큰 차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문장에서 언어 형식을 하 

나씩 첨가하거나 흑은 문장을 연결함으로써 의미를 확장시킨다는 측면을 

주요하게 보고， 이를 확장 연습으로 따로 제시한 것으로 보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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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evel 마ill 

기 희교에 가세요 • 학교에 가라. (15) 

L. H때rukm외 I S삐psnr뼈kka? • 뼈따ukm메 i swipnyi? (7) 

l'; Le.t:I Orlll 

1‘ 'eacher 이갯。| 쭈엇잉나까? 

I때en’ : 이것이 우옛이냐 ? 
l 셔용。l 누-t니까 ? 

2‘ 예기 7~ 어업니껴? 

3 셔것이 에’융니까? 
4. 칙융 렛 잉니까? 

5 요우 멸 톨입니까? 

'hal is this ? 

R’hal is tlu!l) 

쩨훌야 쑤구냐? 

여기가 에다냐? 

져갯야 에여냐? 

져당 옛 시냐? 

.2.우 영 룰이냐? 

〈그림 1: Francis Park (1984) Level Ori l l의 여1> 

Level Drill은 일종의 대우법에 관한 학습 활동으로， 특히 외국인이 저술 

한 교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의 대우 표현은 근대 계몽 

기에 외국인이 저술한 교재에서도 한국어의 특정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학습 활동 형식으 

로 분류승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문형 교체 활동을 살펴보았다 문형 교체 활동은 문법 규칙이 

나 문법 형태소의 기능에 대한 학습 과정이 끝난 후에， 학습 내용을 바탕 

으로 문법 규칙이나 문법 형태소의 기능을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문형을 

비꾸는 활동으로 반복을 통한 학습 내용의 강화가 목적이다. 문형 교체 

가 기계적인 반복만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단조롭고 지루한 학습 활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교재에서 문법 규칙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히려 

문형 교체를 통해서 통사 규직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대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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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차 활동 

대치 활동은 일정한 부분에 주어진 항목을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일종 

의 치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형 교체 활동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언어 층위를 학습할 수 있다논 장점이 있다.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 단어 

를 치환하는 형식인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1) 단어 대치 활동 

기 • Substitute the words given below for 책 in the given sentence. 

[보기: 이것은 책엽니다J 

{공책， 칠판， 만년필， 분필， 지우개， 학교， 집， 칼J (l) 

L. 교체 연습 

[보기: 무엇을 고치설 건가요?l 

[심으 .. , 사.， 부치 .. , 배우..J (3) 

(12) 구 흑은 절 대치 활동 

기. [보기: 비가 올 셈인가?l 

• 그분이 파엽할 셈인가? 

• 그분이 재혼할 셈인가? (16) 

L 니는 글을 쓰고 있읍니다. 

• 그는 피아노를 치고 있읍니다. 

•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읍니다. (8) 

c 아픈 사람 시중 들지 않고 어떻게 놀려 가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 주지 않고 어떻게 구경만 하겠어요? 

(13) 문장 대치 활동 

미리 전화해요. 걱정되니까요. 

• 조용히 해요. 모두 자니까요. 

• 실컷 먹어요 많이 있으니까요 (24)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 연구 449 

;litulion Orill ( R~Tiew ’ 
l 씩 추씨셔 깎샤~q야T1Iank you (0( com.1n“-

셰 이 장샤앙니다TlIank )' 001 lor hdping _ 

셰셔 까샤앙니다TlIank )'011 (or caUIna. 
셔서 V샤V니나 nank you (or leac:hina mc 10 w，허l 

씨셔 갱사압니다. 까‘ank you for ~X찌aining it 11() w~1I 

씨셔 안셰”니다Tbank you (or IDv!tlnll _ 

nk )'011 (or 어ying h back. 

nk you (or repôurinll 뻐‘ 

〈그림 2 Francis Park (1984) 대치 학습 활동의 에〉 

위의 (11)-(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치 활동은 단어를 바롯하여 구， 

절， 문장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11)과 같은 단어 대치 활동이다 단어 대치 활동은 통사 층위 

에서 어휘를 학습한다눈 점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과 

(12)는 대치 활동이 단어 층위를 넘어서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디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치 활동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 

는것을보여준다. 

3.3. 대화 완성하기 활동 

대화 완성하기 활통은 하나의 대화쌍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 

화 완성형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문형 교체 

활동이나 대치 활동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비교적 단순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음과 같다. 

(14) 대화 완성하기 활동 

「 ‘ A and B are the two people who are engaged in a conversation. Give 

an answer or response to each of the following 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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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모자엽니까? 예， 모자입니다. 

• 자 학교에 갑시다. 아니요1 나는 집에 가겠읍니다'. (I) 

L.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매우 바뽑니다/ 아주 한가합니다. (영) 

c.E• K Response Drill 

예) 어떤 색으로 보여 드렬까요? (in red) 빨간색으로 보여주세요. 

어떤 것으로 λ셔야 해요? (때cle of daily use) 일용품으로 λ싸 

해요. (9) 

1m장 싫 생 

'. ’‘영혼 영@에 효’ 
껴g 

;ι 용 찌" 

’쳐r 

3ι 상 !t영 '.l"쩍 풍성l}'%ι，영" 
ι 짜잉， 상영 

ι， “ r 

‘ .. 영상 

영영 

〈그림 3: Dong-Jae Lee 외 (1972)의 대화 완성하기 학습 활동 에〉 

위에서 제시한 바를 보면 (14 기)처럼 질문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복하 

도록 하는 형식을 비롯하여 (14 니처럼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다%봐게 

대탑하게 하는 형식， (14 디처럼 주어진 어휘를 넣어서 대답을 하게 하는 

형식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화 완성하기 활동은 회화의 기본 발화 단위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회화 교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학습 활동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교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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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완성하기 활동이 나오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치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물론 교재에서는 Response Drill이나 응답 연습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대화 상황을 어휘를 바꾸어서 연습한다논 측면 

에서는 대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 완성하기 활동의 궁 

극적인 목적은 어휘 학습이나 구문 학습보디는 살제적인 대화 능력을 향 

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4 번칸채우기 참톨 

빈칸 채우기는 주로 어휘 학습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으로，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대상 교재보다는 재외동포 대상 교재， 특 

히 성인보다는 어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서 많이 나타니는 학습 

활동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샅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빈칸 채우기 학습 활동 

., 이름이 무엇이에요? 어느 나라가 아름다워요? 
학교- 어디에요? 고향- 어디에요? (14) 

L. 빈 자리에 필요한 단어 또는 토를 쓰시오 

• 이것O 잭 000 

저것 o 000입니다 (10) 

τ.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or 며rticles. 

- 선생은- 가십니까? 

• 저는 날-- 학교에 갑니다. 

수요일- 한국말 배읍니다.(1) 

근. 아래 괄호 속에 들어가는 말을 써 넣으라 

호랑이는( 

토끼는( 

)긴다. 

) 띈다. (8) 



452 국어교육연구 제17집 

디 . 빈칸 안에 통사 넣기 (21) 

* . 엔니· ‘l앵커가 E二二그 
· 술이야. 청수가 μ二그 
• 영이야싸이11 r=== 
낳아가.8... 해어잔다. 

당얘강마. 

(\) ~왔 허…‘ S"셔청써 성씨야‘ 
{:~} >f녁강 약._-. ‘ 경 'J 섹 찬녁 lι! ‘ 
‘3‘ 쨌'"f가 져‘ 깎>;>f ;w.-았{l.‘니아， 

~t‘샤~t{I: “ij우 성、ti" ι! ~L 
생야 엽 S'.셰 31. 

"',-“ 아써 야잉나 
(7) '::'4 얘δ용 ιr~~'ι1 __ . 건써} 생 녀짜? 
(S1 연예풍쟁‘ 신j성 tt_.ειl쟁껴1'*ι써 

il)) ‘~ 'r ;,LlJl_. ~산총 어 있 유녀아‘ 
01 'lVf한 시싼아←--' ι! ‘~clj 상셔 "t. 

〈그림 4: 서울대학교 (1979)의 여1> 

‘ -’“ _._--、 ---.. 
~ -_ .. 、---‘ .• ‘ 
:1. ... -...... . _ “ --、
‘ .. “‘....... . - ...... 
‘ -,“ - - ....... -

-“’ 

l 

‘ ..... ~ 
i 에 • • <II!"" ‘ .. , ""'. ‘ __ a 

““’·’‘”’ ’ v“ “ -‘ ...... ’““ ‘ 예 .에 l꺼 •• “’ . .,‘· ‘"-_ .• ‘ ... 1. *,.‘. -“ ....... 

〈그림 5 박효F해 (1960) 의 예〉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빈칸 채우기 학습 활동은 주로 조사와 단어 

를 학습하기 위한 학습 활동으로， 먼저 (15 ，)과 (15 L , 디은 빈칸에 얄 

맞은 조사를 넣도록 하고 있다 조사에 관한 학습은 앞에서 살펴본 문형 

교체나 대지 활동 등에서 나타나지 않고 주로 빈칸 채우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5 리과 (15 미은 각각 부사와 의미상 알맞은 단어를 

넣는 활동으로， 문장 속에서 의미상 적격한 어휘 항목을 찾게 하는 활동 

이다. 이러한 빈칸 채우기 활동은 어휘 학습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 특히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볍 형태소의 의미와 기능을 익히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빈칸 채우기 활동은 초급 단계의 교재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학습하게 

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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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JQX. 

。 T I I è 

c +ιI I ì = 

。 +ι I I Yl ιι = 

〈그림 6‘ 박희서 (1982,) 빈칸 채우기의 예〉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급 단계의 교재에서 음소 결합 과정 

을 통해서 음절이 형성되는 것을 빈칸을 채우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보여 

주고 있는데， 이라한 학습 활동은 음소 결합의 과정을 좀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활동의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읍소 결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하는것이다 

지금까지 빈칸 채우기 활동을 살펴보았다. 빈칸 채우기는 음소 결합을 

비롯하여 조사 및 어미의 의미와 문법적 기능 어휘 학습 등 주로 형태소 

와 단어 층위의 학습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칸 

채우기는 성인 대상의 교재보디눈 연령이 낮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 

재에서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치나 대화 완성하기와 

같은 활동보다는 빈칸 채우기가 좀더 시각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의 언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문장 만들기 활동에 대해서 살펴본다. 

3.5 문장묘톨기활동 

문장 만들기 활동은 크게 주어진 단어를 적절히 배열하여 문장을 만드 

는 것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짧은 글을 짓는 두 가지로 니누어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삼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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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 ‘?셔흉 "f꾸9'양윷 얀에i!. 

ζ 셔 서 뺀~r"fr니짜 。}추어니4서 

?i'풋까 f쨌겼걷션서 

'f.자.li .1.1 융씨융 연필옳 

아 야샤 지다 만나 녁흉 

... 이야'1 용 i!.'에 7[ 애하였냐다 퉁고 "-

〈그림 7‘ 박희서 (1982 ，)으| 예〉 

4. 싹 

썼 

역 

…, ν{ 

‘강용 ) 

양1， b 

〈그림 8: 서울대학교 (1970)의 에〉 

위의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장 만들기는 위에서 살펴본 대치 

활동이나 빈칸 채우기 활동 등에 비해서 좀더 복잡한 학습 활동이다. 먼 

저 〈그림 7>은 주어진 단어를 적절히 순서를 바꾸어서 말을 만드는 것으 

로 이러한 학습 활동은 주로 초급을 대상으로 한 교재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그림 8>과 같은 짧은 글짓기 형식은 주로 독본이나 성인 대상의 

교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어 교과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학습 활동으로， 제시된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떠한 기능과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 주는 학습 활동이다. 

문장 만들기 활동은 문장 층위의 학습 활동이지만 실제로는 어휘의 의 

미와 기능， 문법 규칙과 문형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 없이는 수행하기 

힘든 활동이다. 따라서 어휘와 문형 및 문장 구성 학습에 효과적인 학습 

활동이라고할수있다 

3.6. 줄긋기 활동 

줄긋기 활동은 위의 〈표 4>와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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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재보다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주로 연령이 낮은 학습지를 대 

상으로 한 교재에서 많이 시용되고 있는 학습 활동이다. 줄긋기 활동은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활동 방법이지만 교재에서 적용된 예를 보면 다양 

한 층위의 언어 학습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같은 단어 연결하기 

1. 강은 풋외 알에 좋을그으세요. 

。l 야끼 꺼EE'f’ 

얀나따 WRlTE 

흉다 LETTER 

쓸써 BE 1'HANKFUI ‘ 

가;tJ 다 HELP 

고양다 STQRY 

쏘r+ HAVE 

71 "'l하야 HE GLAP POR 

〈그림 9: 박희서 (1982 --' )의 예〉 

강윤 말 ‘잣기 

수1 

애렌6 

〈그림 10 문교부 (1971)의 예〉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 단계의 교재에서는 같은 단어끼리 

연결하는 줄긋기 활통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급 이상의 교재에서는 줄긋 

기 활동이 문장 만들기 활동과 연결되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예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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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김일성종홉때 (1973)의 예〉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구를 연결하는 활동을 비롯하 

여 몇 개의 단어를 계속 연결승뼈 문장을 만드는 활동까지 줄긋기 활동이 

확대되어 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줄긋기 활동은 단순하지만 초급 교 

재에서 고급 교재까지， 단어에서 문장까지 다양한 충위의 언어 학습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구문의 의미상 결합 관계를 고려한 연어 관 

계를 학습하는 데에도 유용한 학습 활동으로 문장의 의미를 학습하는 데 

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 교재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학습 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샅펴보았다. 이처럼 하나의 학습 예를 틀어 어휘를 학습하더 

라도 대치， 빈칸 채우기， 줄긋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히는 것 

은， 통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학습에 흥미를 높이고 반복 활동일 

지라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교재에서도 

비교적 학습 활동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학습 목적과 학습 

환경에 따라서 좀더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개발되어 훨씬 흥미로우면서도 

활동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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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 활동의 가능: 언어 자식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학습 활동이 

언어 지식 영역에서 각각 어떠한 학습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학습 활동이 어떤 언어 지식을 강화시키는 데에 초 

점을 두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4.1 발음흑발활동 

발읍과 관련된 학습 활동은 듣기와 함께 이루어져야 5뜯데， 이 시기의 

교재는 카세트테이프나 CD와 같은 멸티미디어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발음 나는 대로 적어서 제시하거나 로마자로 문장을 기술하여 한 

국어 학습자가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방법은 발음 활동이 청각이 아닌 시각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논 

한계도 있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한국어 화자를 접하기 어려운 외국인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기에는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발음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발음 학습 활동 

., 발음 찾기: 발음을 듣고 맞는 표현을 고르는 형식이다. 
예) 발음을 듣고 어떤 것을 발음한 것인지 표시하시오. 

( ) 못 합니다! ( ) 못 탑니다 (9) 

10) 예를 들어 한상미(2002)에서는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해서 인터넷 사전과 인터넷 

자료 검색을 활용하는 방볍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이처럼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기재나 인터넷 등의 학습 도구로 인해서 학습 활동의 유형을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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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단어 및 문장 읽기 흑은 Pronunciation Drill: 이 학습 활동은 단어나 

문장을 로마자로 기술하여 로마자로 기술된 형태를 정확하게 읽어 

보게 하거나 소리 니는 대로 써서 발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 (<그림 13> 참조) 

C. 발음 기호 쓰기: 주어진 문장을 입고 이것을 발음 기호 혹은 로마자 

로 기술하게 하는 것으로， 뼈ng-뻐 Park (l9ED)에서 이러한 유형 

의 학습 활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 Read the follovving sentences and σy to rewrite them in phonemic 

transcription.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책엽니다J 

2. 억양， Intonation Drill: 화살표로 억 OJ-을 표시하여 발음하도록 하는 활 

동이다. 

예) 억양에 주의를 돌리면서 다읍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영철동무는 도서관에 갑니까? (11) 

口 음운 현상 학습: 일반적인 단어나 문장에 대한 발음보다 한 단계 더 

나。까 한국어의 읍운 규칙을 주의해야 "Ú}는 발음을 통해서 설명하 

는 학습 활동이다 곧 ‘모음조화’를 비롯하여 ‘자음접변’， ‘모읍축약 

등의 음운 규칙을 학습 활동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서 이러한 유형의 학습 활동이 나타난다. 

“-1 
합‘。rn:;rn.Cis:t.lon 1tr1.JJ. 

4_7_1 :'용혼 ‘""" 〔 ;t3i 률 x 

t역 종사 q ..... {<>4 ~싹 \.1 ) 

외~잉 ι석g r..; 중잉 쩍 f 원} 

.!, ~( 성 • ，ε --'> (.2. '1 셔 s 흐; 

청에요 총씨흉 '1 "r 4< t 핵 해.2. .:;., fιr tιy 
퉁했썩 3ι -t t 뚱 영~"ì .'d- 등 '~m" .'d-) 

혹용상 ~’ (.2.용생〉 

!앙앓응 ~ 〈양협상 3 

"1 상영 “* {야 λ} 엉 >

〈그림 13: Dong-Jae Lee (1972)의 Pronunciation D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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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발음에 관한 학습 활동은 그 비중은 높지 않 

지만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17 기)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으로， 유사한 발음을 구분하도록 하 

는 것이다 (17 니은 학습자 혼자서도 단어나 문장의 말음을 알 수 있도 

록 발음 나는 대로 제시하거나 로마자로 제시한 것인데， 이와 같은 형식 

은 특히 외국인 대상 교재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17 디은 (17 니과 

유사한 형식으로， (17 L)이 소리 나는 대로 기술된 것을 눈으로 보고 발 

음해 보는 활동이라면 (17 디은 주어진 단어나 문장의 발음을 학습자 스 

스로 로마자나 읍운 기호로 기술해보도록 하는 학습 활동으로，(17 니보 

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발음 나는 대 

로 기술하거나 이를 로마자로 옮겨 적는 것은 모국어 화자에게도 어려운 

활동이어서， 1960년대에 저술된 열부 교재에서만 이러한 학습 활동이 나 

타나고 있다. 한편 (17 미은 발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설명하는 활동으로 주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재에서 이와 같 

은 학습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교재에서 나타나고 있는 발음 학습 활동은 출판 교재의 한 

계에 부딪쳐 적극적인 학습 활동으로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지만， 발음 학 

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활동을 전개하려는 노력 

은찾아볼수있다 

4.2 어휘 흐멸활동 

어휘 층위의 학습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니쥔다. 첫째는 어휘 자체의 

의미나 결합 방식， 의미 관계에 대한 학습 활동이고 둘째는 문장 속에서 

단어의 의미 흑은 기능에 관한 학습 활동이다 먼저 어휘 자체에 대한 학 

습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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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휘 학습 활동 
-, 단어 학습 

〈그림 14: 문교부 (1971 )의 E뻐 학습 활동의 에〉 

L. 단어 의미 기술: 주어진 단어의 뜻을 기술하게 한다， 

예) 아래 단어의 뜻을 쉬운 한국어로 설명하라. 

[보기] 농부 광부 어부 (8) 

c 단어 의미 관계: 유의어， 반의어， 관련어 등을 기술하게 한다. 

예) 아래 단어와 반대말을 쓰라. 

신다 많다 등 (8) 

근 . 단어 결합 관계: 일정한 결합 형태의 단어를 찾아 기술하게 한다. 

예) 본문에 있는 합침말을 모두 찾아 쓰고 그와 비슷한 합침말을 세 

개 이상씩 만드시오 (11)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휘 층위의 학습 활동 중에서 어휘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 활동은 주로 의미를 기술하거나 다른 단어와의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어를 학습하게 하거나， 형태소 결합의 관점에 

서 단어의 결합 관계를 학습하게 하는 학습 활동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학습 활동은 외국인이 저술한 교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주로 국내 기관에서 저술한 교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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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문장이나 구문 속에서 어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학습 활동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어휘의 의미 기능에 관한 학습 활동1 1) 

기 구문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기· 많은 교재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 

로 나타니는 학습 활동으로， 보기에 제시된 단어를 빈 칸에 채워 넣 

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빈칸 채우기 활동이 구문 내 

에서 어휘의 의미와 기능을 익히게 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L 구문 내의 특정 어휘를 반복적으로 대치하기: 주어진 어휘 항목을 

구문 내에서 교체하는 활동으로 단어나 구， 절까지도 교체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어휘 층위의 대치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 

다. 

ζ. 문장 만들기 (혹은 짧은 글짓기)‘ 주어진 어휘를 가지고 문장이 되도 

록 연결하거나 흑은 제시된 어휘로 짧은 글을 짓는 등의 활동으로， 

어휘 학습과 구문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히는 활동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휘 중심의 학습 활동은 어휘 항목을 제시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의미 기술， 의미 관계， 단어 결합 형태， 구문 내에 

서 의미 기능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많은 교 

재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습 활동의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습자의 

연령과 수준에 따라서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4.3 를법몇문혐흑솥활동 

문법 및 문형 학습 활동은 이 시기의 교재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 

11) 각 항목에 대한 예는 앞에서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얘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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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학습 활동 중에 하나ξ 이는 앞에서 살펴본 학습 활동의 분포를 통 

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교재는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학습 활동에서는 문법 지식을 확인하는 것보 

다는 이를 구문에 적용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법 및 문형 학습이 적용된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 

면다음과같다. 

(20) 문법 및 문형 학습 활동 

., 문형 교체: 문형을 변형하거나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하는 결합 및 연 
결 연습， 구문을 점차 확대시키는 확장 연습， 높임법에 따라 구문을 

변형하는 Level Drill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L 문법 형태소 대치: 대치 활동의 하나로， 구문 내에서 문법 형태소를 

반복적으로 대치하여 문법 형태소의 기능을 익히게 하눈 활동이다. 

2 장짤훌 ;ι용 얄‘올 엉흔ojl~1 용~-e t얄 ul꾸어 

셔 JL애A 

7r .. uf ~씩 셔 .1L"Jr+. 
ιg와 ιF셔셔 ” 

y. q쳐 확셔 ~:，f:1 
야4'셔 냐쩌 쩌 셔 서 

약 야야꺼용 릎파 71 쩌하였 ι} 야” 

;ι 여야가용 셔샀습니칙 

아 이 쩌은 예?↑ 챙했 

。i 책응 아>l씨얘새 

〈그림 15 ‘ 박희서 (1982 기)으| 어1> 

1. 

{2i !ι 영 셨01ι" 

(:1‘ 샤 값。‘ 엄야요? 

‘ ν응 성 껴 7f 

ι; 갱 ',rol ó~‘f 

〈그림 16 ‘ 서울대학교 (1970) 의 예〉 

문형 교체는 3.1에서 상세하게 삼펴보았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간단하 

게 기술하였지만， 주어진 문형을 변형하거나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하논 등 

의 활동은 많은 교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학습 활동이다. 이와 같은 

문볍 및 문형 학습은 이 시기의 교재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하던 것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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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각 구두식 교수법의 특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라고할수있다 

4.4 담화흐올활동 

담화 학습 활동은 대회를 완성하는 학습 활동으로， 회화의 기본이 되는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담화 학습은 두 개의 발화가 하나의 대화쌍 

이 되는 대화 완성하기 활동과 본문에서 다룬 상황을 바탕으로 담화 상황 

을 제시하고 이에 맞게 질문하거나 답을 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화쌍을 중심으로 한 대화 완성하기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갇 

다 

(21) 화화 연습 (4) 

기. 선생: 김선생은 영어를 잘 합니다. 

L 혁생: 김선생은 영어를 잘 합니까? (아니요.) 

C. 학생. 아니요， 검선생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22) 조선어 (1973)의 질문과 답하기의 예 

양용외 옳꽃쇄 당청 똥환 부챙~!t 해 R훌훌양i 

나 ol~ '!Ì져i'앓 11 
썩 용 흉양업 þl N~? 

흉역융 썩짧짧췄차* 

‘ 생3 쌓홍픽S.J t행냉정 파환R짧였얘융~t 

5) 정혁총4용빽 흉‘생4표 ι3흉<9서했활였나 wt" 

힘)쯤 걱생써한었썩하? 
황 4융성 영I 용 청;혜 엉{생책영l Þl쩍? 

싹자 5씩 Al 쩍용ε 5옳우책 양옳영i 나*갱? 

9) 책，1t 써 용 앓 써 AJ정&췄 업 þl 껴 

10) 얘쳤펙똥 c역짧써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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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김숙자 (1973)의 예/아니오’ 답하기의 예 

1 .，결웹C없!‘} E양ft:f;i: Of나훌 (l‘L、 경\:j'$!" 't흉iUuli‘” 

깅 

‘” 

뺑 , J、

훗냉 

샤R“‘”ν ‘. 

@해.2.1 

짧섯hlι‘ 

ι업， 

샤총 ι ‘ 

행， 

형§觸쫓셨ιν “ 

아ι 써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교재에서 대화 완성하기 활동은 특정한 

어휘나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대답을 하면서 유사한 유형의 대화 완 

성하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대화 완성하기는 

회화 및 대화 학습의 대표적인 학습 활동으로 많은 교재에서 나타나고 있 

다 

다음으로 담화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과 대답을 하 

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낌) B. Narn Park (lffiS) 

ï. Using a paper clock, practice and answering questions on time 

L. Using a c머ender， practice asking and answering questions 땅taining 

montha and days of the week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특정한 질문과 대답의 대화쌍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다룬 주제를 바탕으로 절문하고 대답하는 학습 활동으 

로， 좀더 자유로운 형식의 담화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 

한 (21-23)까지의 학습 활동은 구체적인 대화쌍이 제시되어 있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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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명시적인 대답을 분명하게 학습할 수는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반면에 (24)의 학습 활동은 다양한 형식의 질문과 대답이 기능하다고， 따 

라서 좀더 자연스러운 담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금까지 담화 학습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담화 활동은 일상적인 

대화와 의사 소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활동으로， 이 시기 

의 한국어 교재에서도 비교적 많이 제시되는 학습 활동이다. 그러나 어휘 

학습 활동이나 문법 및 문형 학습 활동과 달리 담화 학습 활동은 듣기와 

말하기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 시기의 교재는 멀티미디어 환경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재의 활자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담화 학습 활동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학습 활동이 다른 언어 층위 

의 학습 활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곧 담화 학습 활동 역시 빈칸에 

답을 써 넣거나 제시된 문법 형식에 맞추어서 답을 기술해 나가는 형식이 

어서， 담화 학습 활동만의 변별성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와 같은 한계 

는 학습 활동의 한계라기보다는 당시의 교재 자체가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의 멸티미디어 교재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학습 활동 유 

헝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문화 학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5. 문화흐윌활동 

문화 학습은 최근의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학습 영역 중 

의 하나인데， 이 시기의 교재에서는 문화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가시적으 

로 섣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단원이나 읽기 자 

료는 많이 제시되고 있는 편이다12) 그러나 문화 학습에 관련된 학습 활 

12) 이 시기의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학습에 관한 내용은 김영란 (2005) 

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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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멍) 문화 학습 활동 

기. 한국의 지도를 보고 각 강의 위치를 알아보라. (8) 

L. 서울의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8) 

c 노래 부려 (<그림 17> 참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와 관련된 학습 활동은 이 연구에서 분 

석한 교재 중에서는 두 개의 교재에서만 제시되고 있어서 문화 학습 활동 

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서도 문화에 관한 학습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 

는데， 이는 이 시기의 교재에서 학습 활동은 주로 언어 학습에 치중되어 

있다논 것을 잘 보여준다. 

성 R쫓 ..1M 

iL~옳 셔좋 유，영 ，iL.s옳， 

겁 척에 적장사 용 

p.，fλ 1<경 써 생 

:;1:，생~ j성성 Þj "Y .J 호샤‘ 

영i써 ξ 깅 .1 좋썩 3μ411 융， 

J，Li:C횡 ;1'::'용 퓨척 쌀 *tß ， 

4λ1 앵 성J향4j 랴향양 

.;>;41 쩌 짧 경E- íI <f. 

:켠; 쩍-"1 셔ßt훌 ，t 강싹 :L빽호 홉썩 

〈그림 17 서울대학교 (1970) 노래 활동의 예〉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 연구 467 

지금까지 학습 영역에 따론 학습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 

용을 바탕으로 언어 기능의 측면에서 학습 활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분석한다 

5 학습 활동의 기능: 언어 활동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학습 활동이 

언어 활동 영역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언어 활동 영역을 

강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분석한다. 

5. 1. 밀텀PI. 듣기 흑됩 홀떻 

말하기와 듣기는 언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편찬된 교재를 살펴보면 말하기와 듣기 활동에 

필요한 학습 도구나 매체가 제한적이어서 적극적인 말하기와 듣기 활동 

은 사설상 빈약하다13) 그러나 이 시기에 개발된 교재 중에서 특히 외국 

인에 의해 저술된 교재는， 한국어 화자가 없이 혼자 학습히는 학습지를 

위해서 한국어 발음을 상세하게 기술히여 제시하거나， 한국어 발음을 발 

음 니는 대로 적어서 정확한 발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가능한 방 

법을 이용하여 발음 학습 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말하기와 듣기에 관한 학습 활동 항목은 이해영 (때1)14)에서 제시한 

13) 이는 최근의 교재 편찬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윤호 (때1’ 17)에서는 기능별로 펀찬된 

교재는 거의 찾아보기 힘틀고 말하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교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4) 이해영 (때1)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교육에 관한 교과 파정과 교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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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에 대한 분석 항목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 

으로 삼은 활동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26) 말하기 활동에 대한 분석 항목 

-, 설생활의 말하기 과제 활동이 있는가? 

L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있는가? 

c 개인화가 가능한 활동을 수록해 놓았는가? 

근. 발음 (개별음， 문장과 담화 속의 발음) 연습이 있는가? 

(강) 듣기 활동에 대한 분석 항목 

기. 실생활의 듣기 과제 활동이 있는가? 

L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있는가? 

위의 분석 항목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을 살 

펴보연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말하기와 듣기 학습에 관한 활동으로 

분류할수있다 

(잃) 말하기 학습 활동 

기. 대화완성하기 

L , 발음하기 

도，말하기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교재에서 주로 나타나는 말하기 

학습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대화 완성하기와 발읍하기， 말하기를 들 수 

있다. 먼저 대화 완성하기 형식은 앞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는데， 회화 

발， 교수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숨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각 영역 중에 

서 활통과 관련된 분석 항목에 대해서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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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학습 활동이다. 발음하기는 어휘나 문 

장을 발읍 나는 대로 기술하여 제시하거나 로마자로 제시하여， 한국어 화 

자가 없어도 한국어 학습자가 읽고 발음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승}논 활 

동이다. 마지막으로 (28 디의 말하기는 몇몇 교재에서 일정한 상황을 제 

시하거나 주제를 주고， 여기에 적합한 말하기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멍) B. Nam Park (1쨌) 

You are in the 뻐xi. Ask the taxi driver to: 

기. go to the airport 

L. hurry to the intemational Broadcasting Station 

(30)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0) 

기. 한국의 농촌과 자기 나라의 농촌을 서로 비교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해보라 

L 이 글을 읽고 각자의 한국인관을 비판해보라. 

E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여려 사람 앞에서 발표해 보라 또 자기 나 

라의 건국신화와도 비교해 보라 

(31) 김 일성 종합대학 (1973) 

기.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자기말로 이야기하고 동무의 가정에 대하여 

말하여 보시오. 

L.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적 특성을 말하시오. 

(32) 문교부 (1971) 

개와 고양이 이야기하기: 잘 생각해서 합시다/ 차례차례 합시다j 말 

을똑똑히 합시다. 

위에서 제시한 예를 살펴보면， (29)는 특정한 대화 상황을 제시하고 거 

기에 적합한 대화하기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다. 이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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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에서 제시된 예는 본문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 

로 표현하는 일종의 발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말하기 활동은 

최근의 통합적 기능의 교재에서 나타니는 학습 활봉과 비교해도 큰 차이 

가 없을 정도로 본문에 대한 이해와 학습 내용과 관련된 심도 있는 추가 

학습， 이를 통한 말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 학습 

활동이다 

디음으로 듣기 활동에 관한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디음과 같다. 

(잃) 듣기 학습 활동 

기. 맞는발음찾기 

L ‘ 받이쓰기 

본문을 읽고 부르는 대로 받아 쓰시오. (8) 

C. 듣고 질문에 대한 답하71 (9) 

Listen to the narration given by the insσuctor. 낌1en decide whether 

the foll뻐뼈 statements are 1RlÆ (T), FALSE (F), or Il\따η'SS田LE 

(I) accorcling to the information provided. 

지금 우리가족은 다 집안에 모였읍니다 

부모님은 텔레비를 보고 계시며 형님은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 

니다 누님은 방을 소제 하고 계시고 동생은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할아버지는 사과를 잡수시고 계시고 할머니는 고양이와 놀고 계십 

니다. 

1) ( ) Mother is cleaning the house. 

2) ( ) My elder brother is 떠lking with his friend. 

3) ( ) Grandfather is eating an apple. 

4) ( ) My sister is cleaning her room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듣기 학습 활동은 올바른 발음을 찾거나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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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쓰기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잃 디에서 제시된 에는 일종의 듣기 평 

가와 같은 형식으후 구성된 것무록 내용을 듣고 질문에 대해서 ‘T!F!I’로 

표시하는 형식인데， 이는 듣기를 통한 이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간행된 교재에서 듣기 활동은 반드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 

호 작용을 동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올바른 발음을 찾거나 받이쓰는 등의 

활동은 모두 교수자를 통해서 활동 내용을 들어야만 가능한 활동이다 이 

와 같은 제약 때문에 듣기 학습 활동은 상당히 적은 교재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듣기 활동을 통해서 듣기 교육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읽기와 쓰기에 관한 학습 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5.2 얽71. 쓰껴 힌를 활동 

읽기와 쓰기는 문어 중심의 학습 활동으로， 이에 대한 분석 항목을 이 

해영 (때1)에서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 읽기 영역에 대한 학습 활동 분석 항목 

기 전체적/국지적 텍스트 이해 활동이 제공되는가? 

L 살생활의 읽기 과제 활동이 있는가? 

도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있는가? 

(35) 쓰기 영역에 대한 학습 활동 분석 항목 

기.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는 활동이 제공되는가? 

L 여러 종류의 쓰기 학습 활동이 제공되는가? 

다. 설생활 과제 활동을 포함하눈개 

근， 개인화가 가능한 활동을 수록해 놓았는가? 

口.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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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 항목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읽기와 쓰기 학습에 관한 활동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먼저 읽기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 읽기 학습 활동: 질문 탑하기 활통 

읽기 학습 활동은 많은 교재에서 나타나고 있는 본문 내용에 대한 질 

문과 답하기 활동으로， 이것은 단원에서 제시한 본문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하여 질문 

에 적절한 답을 하게 허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단원 내에서 본문 

이 구성되어 있는 교재에서는 대부분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읽기 교재에 

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읽기 과제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쓰기 영역에 대한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디음과 같다. 

(얀) 쓰기 학습 활동 

-, 글씨쓰기 (<그림 18> 참조) 

L 받아쓰기 

c 작문 

지금까지 배운 일기문을 참고하여 매일매일 일기를 써보도록 하 

라 

- 지금까지 배운 펀지문과 앞의 〈편지 쓰는 법〉을 참고하여 편지를 

써보자 

쓰기는 크게 두 가지로 니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J1 기， 니에 

서 제시한 것처럼 기초 단계에서는 한글을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쓰는지 

에 대한 것부터 발음과 표기법을 구분하여 맞춤법에 맞게 쓰는 활동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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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는 달리 m 디은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는 작문으로， m 기， 니 
은 글지를 쓰는 방법， 철자법에 관한 활동이라면 ('J1 디은 문장력에 관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15)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한글을 

정확하게 쓰는 법을 익히고， 나아가서는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글을 작성 

하논 훈련을 하게 되는데， (37 「， 니의 활동은 초급 단계의 교재나 0에 

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질상 대부분의 교재 

에서는 이러한 쓰기 활동이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뛰어 

-A 

Lr
-

〈그림 18 문교부 (1971) 글씨쓰기의 예〉 

지금까지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의 네 가지 언어 영역에 대한 학 

습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네 가지 언어 영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15) 쓰기의 이 두 가지 활동은 엄밀히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지만， 7차교육과정에서 제 

시한 국어파 교육과정을 삼펴보면 쓰기 영역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활동을 모두 포 
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퉁학교 1학년 쓰기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쓰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 연필을 바르게 잡고 바른 자세로 글씨를 쓴다/ 재 
미있는 내용을 선정뼈 글을 쓴다J 낱말이나 문장을 정확해l 받아쓴다J 쓰기에 

대하여 흥미를 가진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에서 제시한 글씨쓰기， 받아쓰기， 작 
문을 모두 포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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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모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인데， 이 시기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각 영역에 대한 학습 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언어 교육에서 각 영역의 학습에 대한 펼요 

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자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이 연구에서는 1뻐년대부터 1986년대 중반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학습 활동의 유형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시기의 교재를 살펴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대화를 암기하고 문형을 반복， 연습하는 형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는 본문과 학습 활동으로 나누어진 국어 교 

과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의 제재 역시 국어 교과서 

에서 다루고 있는 제재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화를 

암기하고 문형을 반복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다보니 한국어 교재의 학습 

활동은 문형 및 문법 학습과 대치 활동을 통한 어휘 학습， 대화 완성하기 

활동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전체적인 본문에 대한 이해나 쓰 

기， 말하기 등에 대한 활동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구체 

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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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습 활동의 기능 운석 결과〉 

여。혀←1 혀。시←7 빈도 비율 

발음 학습활동 발읍하기(9)16) 9 4.6% 

어휘 학습활동 
빈칸 채우기(12)/ 대치(17)/ 문장만들기 

59 29.9% 
(12)/ 번역(11)/ 줄긋기(7) 

언어 
문법 및문형 대치(17)/ 문장만들기(12)/ 번역(11)/ 줄 79.7% 

지식 
학습활동 긋기(7)/ 문형교체(21) 

68 34.5% 

담화학습활동 대화 완성하기(14) 14 7.1% 

문화학습활동 그림 및 노래 활동(5)/ 기태2) 7 3.6% 

말하기 빌음하기(9)/ 말하기 (5) 14 7.1% 

언어 듣기 받아쓰기(3) 3 1.5% 
활동 읽기 질문 답하기(13)/ T&F (흑은 OX)(l) 

20.3% 
14 7.1% 

쓰기 금씨(따라)쓰기(1)/ 받。}0J1(3)/ 글쓰기(5) 9 4.6% 

합계 197 100%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법 및 문형 

학습에 관한 학습 활동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휘 학습에 관한 학습 활동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휘 학습 활동은 어휘 자체에 대한 의미 학습이나 의미 관계 결합 관계 

등에 대한 활동보다는 문장 내에서 어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학습 활동 

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담화 학습과 발음 학습， 문화 

학습에 관한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문화에 관한 학습 활동은 그 

반도는 낮지만 그림어나 노래와 같은 활동이나 교재 밖의 활동을 통해서 

한-랙1 학습자가 한국 문회를 몸으로 익히고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읍으로 언어 활동의 측면에서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에 관한 학 

16) ( ) 속의 숫자는 이 연구에서 분석한 교재에서 각 유형의 학습 활동이 나타난 빈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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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활동을 살펴보면， 말하기와 읽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듣기 교육에 관한 학습 활동이 상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듣기 

교육은 다른 어떠한 언어 활동보다도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이 필 

요한 활동으로， 이러한 학습 환경을 교재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듣기 테이프를 비롯하여 비디오 

CD-Rom 등의 멸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하고 최근에 온라인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을 웹상에서 직접 녹음히여 교수자가 어디에서든지 

녹음된 파일을 듣고 학습자의 발음을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이 많이 제공되고 있다. 이 시기는 교육 환경 및 언어 교육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가 부족했고， 이러한 환경의 한계는 특히 듣기 교육을 가장 취약하 

게 만틀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듣기 학습 활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다른 어떤 언어 활동보다도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7) 

지금까지 1~년대에서 19æ년 중반까지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 

로 저술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의 유형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당시에 한국어 교육의 경향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폭발적으 

로 증가하면서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한국어 교재도 한국 

어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편찬되었으며，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고찰과 함께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 

천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는 통합적 교수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재가 

17) 조항록(1땐)에서도 청각구두 교수법을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교육 기관에서 듣기 능 

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튿기 교육에 시간을 배분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학습자의 말하기 교육과 문법 교육에 중점을 두어，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문법과 문형을 가르치는 데에 시간을 많이 배분하 

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설에서 실행이 가능한 듣기 활동을 다양하 
게 제시하여서，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 듣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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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고 있는데， 교수법의 변화는 학습 활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교육 환경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교재 구성 빚 학습 활동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 

게된다. 

따라서 1뻐년 중반 이후의 한국어 교재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온라 

인 교재에서 나타난 한국어 교육의 학습 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통시적인 한국어 교재의 학습 활동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가능할 것이 

다. 

[주제어] 학습 활동， 학습 활동의 유형과 기능， 효댁어 교재， 연습문제， 반복 

활동， 대치 활동， 문형 및 문법 학습， 어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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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li Abstract 

A Study of the Learning Activity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from 1960’s to the Middle of 1980' s 

PARK KEON SOO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311alyze the type 311d function of the leaming 

activity in Ko없n language textbooks from 1930’s to the rniddle of 1980’s. In those 

days, the audio-lingual method was the general trend in Kor，많n language 

textbooks 311d it focused on repetitions 311d memorizing based on drills in the 

leaming activity. In the concrete, the types of the leaming activity appear the 

ch311ge of grammar pattems, substitution activity, dialogue activity, question 

311swer acbVlη， rr때ung a sentence, filling in a blank, drawing a line 311d so on. 

This shows that the function of the leaming activity focused on grammar 311d 

vocab띠aγ leaming. 

α1 the other h311d, it appears that 1얹rning activity is not enough in the field of 

the language acti띠ty， namely s뼈뼈19， listening, reading 311d writing. Es며때Iy， 

the leaming activity in the field of listenir핑 is most insufficient. For these reasons, 

it neE녔s to develop various leaming activity for language activity. 

It is possible for this 311alysis to know the trend 311d the education꾀 objectives 

of the Korean 1311밍lage education. MoreαTer， it is possible for this 311alysis to 

present the background inforrnation for research of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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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얹ming activity in Korean 1m핍uage textbooks. 

[Key Wordsl Leaming Activity, Korean 김맹뻐ge Textbooks, Drill, Exercise, 

Repetition Drill, Substitution Dr피， Grammar and Grammar Pattem 

k없11Íng， Vocab띠mγ Leam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