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문볍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방향

강현화*

1 도업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문법교육의 내용 및 교

수 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그간의 한국어
교육의 학문 1세대의 대다수의 연구 배경이 ‘문법’이리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설사 문법교육의 내용 연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국어학의 논의

와 차별화되지 않은 논의틀이 상대적 많았으며 교수 방안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교수 방안의 개발보다는 소위 ‘전형적인’ 문법 교수방안에 따른
개별 문형의 교수에 그치는 예가 많았다.

패lan

and Widowson(2003)은

“전통적 규범문법은 비과학적이면서도 난해

한 주제들을 다루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선 교사틀은
이 문법

이론을 교실에서 적용하여 가르치기

(A ，To띠qn

* 경희대학교

and E. ,Williams, ecl.2에3

참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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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에 문법 교육에 대해 이루어진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문법

교육에 대함 내용에 관한 것틀이다 즉 문법 교육의 내용 구성이나 개별
적인 문법 항목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며， 문법을 교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문법 체계의 등급화 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문법교육에 대한 학위논문인 이미혜 (2003) 에서도 “문법교육이 현장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문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단편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다”로 평가한 바 있다

본고가 목적으로 하는 문법교육의 교수방안(How)을 논하려면 문법교

수의 교수내용(Wh따)에 대해서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이 전제되
어야 방법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간의 연구가 내용 연구에 치우쳐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국립국어원
(때)5)에서 한국어교육학계의 공동 집필진이 구성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
어문법，JJ(체계/용법 편)을 발간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기초 작엽이 이루

어진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충분하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보강해
야 할 많은 작업들이 남아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은 한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과 직관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국어에 대한 추상
적인 지식이 아닌 각 문법 형태들의 구체적인 의미와 음운 · 형태 • 통
사 • 회용적 기능을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지들이 한국어에 대한 의사소통
을 원활하재 돕는 규칙 체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법의 체계를 세우
는 데에 있어서 국어문법과 구분되는1) 학습자를 고려한 문법이 기술되어

1) 예를 들면 외국인 학습지듬이 한국어 문법 규칙을 배울 때에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배경지식 안에 있는 모국어 문볍 범주와 연결시켜 학습승}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조
분석적 연구가 전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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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국어학이나 국어교육에서의 문법 기술은 개략적인 틀을 제시하
는 데에 그치나 한국어교육에서는 구체적인 설제자료를 다루게 된다~ 2)

하지만 이렇듯 문법을 세부적으로 논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을 규칙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으며 많은 예외들과 마주치게 된다 즉， 학습자가 오류를
만들어낼 때마다 규칙을 제시해 주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피동표현을

설명하지만， 실제로 각 동사에 ‘ 이 , 펙- ←리→기-’ 중 어떤 접사가 붙
느냐는 어휘적인 쓰임이므로 규칙화하기가 어려우며， 피동표현에서 ‘ 에
게’ ‘ 에 의해’가 언제 쓰이는지에 대한 규칙도 아래의 (예1)에서처럼 설
명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어교육의 문법 기술은 보다 세밀해
지고 예외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게 된다.

(예1) 가 보물이 {*도둑들에게 도둑들에 의해} 땅속에 묻혔다.
나 도둑이 {경찰에게?경찰에 의해} 쫓긴다.

다 이 그림은 {*선윤복에게， 신윤복에 의해} 그려졌다.

라. 그 사건은 {김 형사에게， 김 형사에 의해} 맡겨 졌다

또한 문법교수의 주된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문법 항목을 선정하고 이

를 등급화하그찌 히는 논의가 있었다. 문법항목의 선정에 대한 연구는 크
게 어휘적 접근법(Je영C퍼 approach)과 범주적 접근볍으로 나권다. 전자는
기능적인 표현들을 이들의 문법적인 성분을 강조하지 않고 고정구(fixed

2) 예륜 들어 시제표현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큰 틀은 과거(았었)， 현재(는다， 다l， 미래
(겠， 을 것이다) 등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 학습자가 부딪치는 모국어화자의 언어자

료는 다음과 같이 ‘형태’와 ‘문볍적 시제’와 늘 일치등}는 것은 아니며， (라)와 같이 같
은 이유표현도 어미에 따라 시제 결합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문법제약을 설명
해야한다

예) 가. 즈갚단밀 전화해라. 나， 저 내일 띄난효. 다 지금쯤 도착 책강단
라 비가 와서 땅이 젖었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젖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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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as않)로서 제시하는 방식이며 후지는 문법 범주별로 문법의 일반적 규

칙 (gener.때갱tions)을 교수하는 방식이다. 양자의 방식 중 최근에 만틀어진

한국어 교재는 주로 전자의 방식인 ‘고정적 문형’들이 많이 다루어졌는데
이는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에 치중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문법항목
의 등급화 부분은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교재 분석 등의 연구는 있었으

나， 실제로 객관적인 등급화의 단계를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2. 문볍교수의 펼요성
학습자에게 문법 학습은 왜 필요한7}? 학습자틀은 문볍 학습을 통해

의미표현을 향상시키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즉， 문
법은 기능적 동기를 지닌 의사소통이 도구로 인간 생활에 내재적인 기본

의미들의 표현을 촉진하는 것이며 화자를 도와서 자신을 주변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리잡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된다.

언어를 사용할 때 문법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언어교사들로서 문법의

영향력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다. 문법이 없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
다. 학습자들은 문법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올바르게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사람
들과 얘기할 때 문법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요./ 어휘가 생각 안 니는 것은 괜찮지만 문법이 툴리면 아주 부끄럽고
다시는 얘기하기가 싫어요/글을 쓸 때 늘 적절한 위치에서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는지 신경 쓴다!'3)

3) Rob Eatstone(때3)， Gnα17I?VT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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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법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교수요

목 섣계 (sy!labus design)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학생들은 끊임
없이 문법에 대해 문기 때문에 교수 현장에서도 교사들은 많은 시간을 문
법 교수에 할애하는 것이 사질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다양한 주제 중

심의 다양한 교재들이 나오지만 어휘와 문법은 여전히 주요 내용을 이루

고 있는 것이다. 의사소통교수법에서는 언어를 배운다눈 것을 상대방과

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보고 학습자가 의사소통 능력을
얻게 된다면 언어의 구조나 형식은 저절로 알 수 있다고 보아 문법을 배
제한 면이 있으나， 최근의 문법 교수 。 학습 현장에서는 문법 교육의 가치
에 대해 보다 분명한 위상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문법 학습의 목표
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어야 하며， 문법 학습의 최종단계는 규칙의 적
용， 문장의 생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문볍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4) 즉 문법 교수륜 명시화
하는 일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저해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문법이란

100% 규칙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문법이

란 말을 시용함에 있어 전형적인 것으로 흔히 쓰이는 규칙， 즉 대체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언어의 규칙은 결국 정도성의 문제가 되기 쉽다. 실제
말뭉치의 문법 사례들도 많은 예외를 보이므로 이러한 문법을 학습자에
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수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일이다. 내국인과는 달

리 외국인 학습자를 교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규칙과 설명할 수 있는 예
외 등이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한국어 학습자에
게 어떠한 문법을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것이다.
4) 맥락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문법이라고 한다면 현장성 대화가 배제된 쓰기와 읽
기를 접할 기회가 많은 학문목적 학습자에게 ‘정확한’ 기술을 위한 문볍교수는 펄수
적이다

36

국어교육연구 제18집

3 문장문법과 어휘문법， 담화문볍
그렇다면 외국인 학습자를 교수하기 위한 효율적인 문법 기술은 기존

의 문장 문법으로 충분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기존의 문법 연구 및 교수

가 주로 문장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의 문법 교수의 방안은 어휘문법
과 담회문법에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담화

문법

•---

담회문법

-----••

•---

문장문법

어휘
어휘문법

먼저 어휘문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의사소통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 지식과 체계적 지식(언어지식)이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 간에 공유지식이 많을수록 언어의 정밀성은

필요 없는 셈이다. 아래와 같이 화자와 청자 간에 공유된 상황이 이주 많
다면 눈짓이나 몸짓으로 충분할 것이고 간단한 대화에서는 어휘로만 충

분히 대화할 수 있으나， 화자와 청자가 공간과 시간을 탈리하게 되면 자
연히 상황을 설명히는 많은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에 필수적으로 문

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논증이나 반박 등을 목적으로 하
는 글쓰기는 더욱더 문법의 도움을 요구하게 된다.

몸짓

••

비언어적표현

구어

문어

-•

고급 글쓰기

어휘적 표현(+기본적 문법표현)→ (어휘적 표현+복잡한 문
법적 표현)

이런 틀로 본다면 초급에서는 기본적 문법과 어휘가 강조되며， 고급에
이를수록 정확한 문법표현과 다양한 어휘 표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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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휘 학습과 문법 학습의 별개의 것인가? 실제로 어휘와 문

법의 얼개는 상호 얽혀 있으므로 문법이 독립적이거나 자족적인 대상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Holiday(1978l에서는 “결국 어휘체계는 문법에 의해서 정의된 일련의 틈
새에 딱 들어맞게 되어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어휘는 간단히 가장 마묘한
문법이고

대상들이 더욱더 특정적이 되면 될수록 문법구조의 선택보다

는 더욱더 어휘항목의 선택에 의해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생성문법학7<r들도 어휘와 문법의 상호성에 관심을 가지며

Brown

(1984) 에서도 어휘와 문볍 시아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즉， 문
법론의 열쇠를 어휘에서 찾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5) 실제로 존대법이

나 피동 · 사동 등의 문법 범주는 많은 경우 문법에 의존하는 것만큼 어휘
에 의존하며， 학습자의 오류 중 많은 부분은 문법 규칙에서 설명할 수 없
는 개별 어휘의 예외적 혹은 관습적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
다， 이런 이유로 초급에서 문법의 규칙을 가르친다면 중급이나 고급에 이
르러서는 오히려 규칙의 예외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6)

다음으로 담화문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기존의 교재에서 다룬 문법 형

태는 문장 이하 단위에 한정되었으며 문법 형태에 대한 의미와 예문 제시
에 그쳤다 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문법 형태의 담화
상에서의 기능도 제시되어야 하며， 문장 문법뿐만 아니라 담화 상황에서
적절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담화 층위의 문법을 알이야 한다. 따라서
5) αlomsky(때Xl)는

New HorÎzons in the

stuφ d 띠쟁띠ge αul mind에서 어휘가 내재

하고 있는 속성들이 문장을 투영하게 만든다고 가정한다，
6) 어휘와 문법의 연관과 이를 활용한 교수에 대해서는 본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
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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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문법 제시가 형태와 의미， 통사적 제약 제시에 그쳤다면， 담화 층
위의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에서의 기능과 회용적인 제약까지도

섣명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언어의 실제성과 연결된다.

담화 기반 접근법 (discourse-based approaches to 맑amnar instruction)이
란 담화 자료에서 실제 언어의 자료와 용법， 의미의 구조를 중시하는 것

이다 이는 언어 구조와 문맥적 사용을 중시하고 말뭉치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구어， 문어 자료를 살피고 담화 구조， 담화 구

성요소， 사용역 (register) , 담화별 변이 등을 연구한다. 문법은 단순히 형식
적인 연결망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동기를 지닌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보
는 것이다. 문법에서 논하는 명령법이란 일상생활에서 결국 지시와 명령
을 내리는 편리한 수단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결국 문법이 인간 생활에서
서로 표현하고 싶은 요구가 생겼을 때 이를 표현할 방법을 사람들 사이에
서 약속한 것이라면 문법 형태가 가지는 다양한 화용적 기능에도 주목해

야하는것이다
한국어 교재틀이 이미 ‘(표현) 문형’이라는 형식으로 이러한 회용적 기
능을 가지는 언어 단위들을 문법 교수의 소재로 삼고 있다. 국어학이나
국어교육에서의 문법 교수가 범주 접근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한국어교

육에서의 ‘문형’에 대한 이러한 어휘적 접근의 교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변별적인 특성이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형이란 ‘문법 형태’에서 준말로 짐작되는데，7) ‘문
형’에 대한 각 교재의 용어는 다OJ=하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문형’으로， 서

울대와 이화여대는 ‘문볍 및 표현’으로 서강대， 경희대， 외대， 숙대는 각각

‘forrn patte:m, 앙cpression， expression pattem, forrn pattem expression’으로
표시한다. 김정은(2001) 에서는 문형이 ‘문장 구조의 유형’을 의미하므로

7) 이는 국어학에서 말하는 ‘문장형식’의 준말인 ‘문형’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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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구문’이 적당하다고 제안하나 이 역시 기존의 어휘적 관용표현과
혼동이 될 수 있다. 이틀을 부르는 이름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통어적구문: 백봉재1뺑)， 통어적구성; 방성원 (2004)， 통어적 문법소: 노지니
(때 3)

표현항목: 이미혜 (2002)， 표현: 이효정 (2때)

관용표현. 이희자 · 이종희(1뺑)， 관용구문: 김정은 · 이소영 (2001)，
절차적지식 (proced뼈 lmowl떠ge): Anderson(l985) , RDb Bastone(때)3)，

ready-made elements and chunks: Skehan(l992) , serni-preconstmcted phrase:
Sinclair(l뺑)’

Dave wì피is(때m: 4가지로 나눔 polyw아ds/ frames/ sentenc않 & senten않
stems/ pattems
Nattinger & DeCarrico(l992): 4가지로 나눔 polywords/ institution퍼ized
expressions/ phrasal constraints/ sentence, builders
이틀은 모두 머릿속에서 전체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즉시 사용 가능한

지식틀이다. 이틀은 문법적이지만 단순히 문법으로서 아니라 대체로 동
열한 꼴로 지주 쓰이는 상투적 구라는 점에서 어휘에 가깝다. 이들은 매
우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관용구나 속담처럼 고정적인 표현들
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변이형을 가지기도 하고 한 문
형 내에 다른 요소가 삽입되기도 한다.

기존 한국어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문형들을 분석해 보면 특별히 유형
화된 형식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에 지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들이 문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8) 그런데 이러한 표현 문
형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발화에 있어서 일정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8) 한국어 교재의 표현문형 유형 분석에 대한 연구는 강현화(2α)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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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다 Finocchiaro(1979)9)는 아래와 같이 화용적 기능을 분류한
바있다

개인적기능: 희로애락， 호불호

대인적기능 인샤 소개， 초대， 약속， 사과， 칭잔 변명
지시적기능: 제안， 요구， 설득 격려， 지시

참조적기능: 묘샤 정의， 요약， 비교， 가능성， 능력， 보고， 평가
상상적기능: 창조적 재구성

Guy

Cook(2003)은 아래와 같이 분류했다)0)

명령

: 질문，

명령， 요구(행위요구， 정보요구， 도움요구， 동정요구)， 간청， 기도

제안: 수용， 거절
평 7}: 동의， 불일치

비난: 부인， 허용
질문 예상된 대답， 예상되지 않은 대답

문법을 의사소통의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문형’의 형태로 교재에 제시

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담화기능에서의 표현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형들을 살펴보면 단원의 주제문과 관련된 문형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
고 있을 뿐， 교재 제작 시 체계적으로 설러버스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율적인 교수를 하기 위해서는 교재 편찬 시부터 이러
한 기능의 배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
러한 기능들을 표현하는 문형들에 대한 유형 분류와 등급화가 이루어져
9) 배두본(때X)) 참조.
10) Guy αok(2003) DisCOlπ'Se Oxfor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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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으로 보인다)1)

기존의 교재에서 제시된 담화 기능의 사례를 보면 질문하기， 대답하기，
부닥하기， 거절하기， 명령하기， 묘사하기， 서술하기， 설명하기， 제안하기，
소개하기， 약속하기，요청하기，비교하기，비유하기，후회하기，충고하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교재 별로 이들 담화 기능 중 일부만이 제시되고 있

으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담화기능을 고려한 교재 살러버스는 찾아보
기 어렵다， 위의 기능 외에도 고급 학습자를 위해서는 논증하기， 반박하
기 등의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에서 상황뿐 아니라 전문적인 글쓰기에서의 정의하기，

지정하기， 예시하기， 열거하기， 비교하기， 유추하기， 분류하기， 분석하기，
묘사하기， 추론하기， 논증하기， 논술하기 등의 표현 방법도 교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교재 제작 시 고려되지 못한 담화 기능의 체계적 배열에 대한

문제 외에도 이들 문형의 제시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 문형의 제시는
주로 예문과 이틀 문형을 학습허는 연슴문제의 꼴로만 제시되고 있올 뿐，

문형의 문장에서의 기능적 의미나 구체적인 담화 환경， 이들의 회용적 제

약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교재의 제작이나 교사
지침서 등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위의 담화적 기능을 가지는 문형들만을

충실히 가르친다면 문법 교수는 충분할 것인가? 사람틀은 비격식적 대화，

격식적 토론， 학술논문， 말디툼， 논평， 정치적 논쟁 등에서 많은 고정적 상

투어 구를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가 모든 사람들이 동열한 상투어구
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즉， 특정한 맥락에 맞추기 위한 변이형이 기능

11)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 기능의 분류에 대해서는 강현화(때X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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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톰새도 많다 이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시용하는 임의의 언어 형식

으로， 언어공동체 전체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특정한 집단에서 사용될 수
도 있으며 심지어 개인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유형

화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담화적 기능 표현의 교
수만으로 문법의 모든 부분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시제， 부정， 존대， 인용
등의 범주접근적 문법 역시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문법요소가 된

다. 특히 이러한 ‘표현 문형’의 학습 목록은 학습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이지 교사에 의해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담화 기능에 띠른 표현 문형의 제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육을 위해 반

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현행 문법교수의 실태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법교수는 문법 교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논쟁과는 별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당 기관의 교
재가 교수 방법을 드러낸다고 본다면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여전히 문법을 주요 교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교재에
제시된 내용 외에 실제로 교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진행의 방법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12) 섣제로 진행되는 문법 교수의 실태
를 파악하기란 어렵다 실제적인 문법 교수의 방법은 기관별 특성과 교사
개인별 특성，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ε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본다.
본고에서는 국내의 몇몇 기관에서 운영히는 교사양성 과정 강의안에

12) 사실 학회에서도 구체적인 기관별 교수방법론에 대해서는 발표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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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문법교수의 방법론을 살펴봄으로 해서 문볍교수의 방법론을 짐작
해 보고자 한다)3) 현재 국내 언어기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댄 과

정의 강의록을 살펴보면 문볍교수 부분은 주로 문법의 내용 교육에 치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문법 교수의 방법을 논한 곳은 찾아보기에 쉽
지 않았다 이는 문법교수의 방법론이 명시적으로 교육되지 않고 있거나

흑은 문법교수의 방법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디는 두 가지
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강현화(2005) 에서는 문볍교수의 단계
를 아래와 같이 니누었다.

수엽 시간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문볍구조 인지하기 (a때Bl.1e3S)，
지시대로 연습하기 (controlled clr퍼s)， 창의적 표현 연습(rr뻐ningfulclr퍼ls) ，

조건화된 창의적 표현 연습(맹ided， m얹m때ful 며11s) ， 자유 작문하기 (fræ

sentence-composition), 이야기 구성하기 (diSCOLπse composition) , 문형 연습
(반복 연습， 대체 연습， 변형 연습， 대화 연습， 확대 연습， 대체표의 활용)，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기， 정보의 공백 채우기， 물건 제시하기， 문법 게임

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제열(2뼈)에서도 역시 수업구성의 방법을

5

가지 단계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도입: 동기화， 유의적 방식으로 목표를 유도

13)

교사양성과정에 따라 문법교수의 경우 내용이 다루어지는 곳과 빙법이 다루어지
는곳이 나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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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 설명: 의사소통 맥락 제시 형태 · 의미 · 담화 맥란을 제시
연습: 가장 중요한 단계， 통제된 연습(따라하기， 반복， 대체， 교체， 연결， 응
답， 완성， 상티P상황， 확장， 변형， 표 채우기 등)
사용: 의사소통 단계， 실생활의 과제가 도입(행동화， 역할극， 정보 채우기，
게임， 문제해결)
마무리: 교육내용을 정리， 숙제부과

한국어 교육현장에서의 교수방법론에 대한 관섬은 최근에 발표되는 논
문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논문들에 나타난 교수방법론을 경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활동과 연계된 방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을 통한 문법교수나 학습자 스스로 규칙을 발견
해 가는 과정중심 교수방법들이 그것이다. 현재 학습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법 교수방법은 ppp모형과 TIT모형으로 짐작된다. 그
외에 O田 모형이나 NDAE모형에 대한 이론의 도입도 시도되고 있다.

-ppp 모형: 기존의 문법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만을 제시(Presentation) 한
뒤에 연습(Practice)을 통해 생성 (pr，띠uction)을 하는 정확성을 강조하고
유창성을 가미하는 교수 방법이다.
서TI 모형 (Task •

Teach • Task): 과제 (Task)를 기반으로 하며 과제해

결을 통해 유창성을 익힌 후 정확성을 가미한 문법 교수 모형이다
-0田 모형 14) (Observation-Hypothesis

•

Exrffirnent): 어휘적 접근법(le성C머

approach)을 제시하여 관찰 발견 · 가설-팀구 • 시도의 방법을 통해 문볍
항목의 위계화 없이 어휘적 접근볍으로 교수하는 모형이다.

-NDAE 모형 (Noticing-Discovering R띠es-Accormnodation and resbucturing
Ex뼈rnentation)15): 문볍 현상에 주목하고 문법 의식을 고뺑벼 탐구 학

14) M Lewis(l없) 참조
15) ]. c. Richcαds(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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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빙법을 복합한 교수모형이다.

하지만 논문 등에 나타난 위의 문법교수 방법이 설제 교육현장에서 쓰
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교재에 나타난 문법은

여전히 반복， 대체， 교체， 연결， 응답， 완성 연습 등으로 이루어진 통제된
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16)

5. 문법 교수의 새로운 방향
앞 장에서는 문법 교육에 대한 그간의 학문적인 논의들과 국외의 주요

이론들， 그리고 국내의 교재나 교사양성 과정 강의안을 통한 문볍교수 방
법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앞선 논의툴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장에서
는 향후 한국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문법교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몇 가
지 제얀을하고자한다.

5.1 단계적 · 순환적 문법 교수
민현식 (2005) 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문볍 교수요목을 표준화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교재마다 교재 개발자들의 문법관이 반영되므로 반
드시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표준화의 의미가 획일

화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표준적인 문볍 교수요목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즉 표준화된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하여 각 기관의

16)

국외에서의 문법 교수의 살례에 관한 자료는
있다.

Scott

Thomb\J1Y(때)3)에서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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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각 기관에 가장 적합한 교수요목을 만들
어 낸다고 한다면 표준이 될 수 있는 문법 교수요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문법 교수요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대상의 되는 문볍 항목을
확정하여야 한다 문볍 항목은 항목 선정과 이들의 등급화 작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문법 항목의 위계회를 위한 요소는 빈도， 난이도1
열반화 가능성， 학습자의 기대， 분포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p;마ner(1!:Xì8)는 문법 요소를 등급화하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는 빈도
구조적 결합， 구체성， 비율， 열반적인 편의 등을 틀었으며，17) 강현화(2005)

에서는 문볍 항목의 등급화를 위해서 사용 빈도， 난이도， 일반화 기능성，
학습자의 기대 문볍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위의 요소틀을 구체적으

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이라고 해서 가장 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와 위의 요소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려할 것인

가 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더구나 말뭉치에서 단어의 사용 빈도를

산출하는 것에 비해 문볍 형태의 빈도를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
서 빈도산출도단순한것이 아님을알수있다. 빈도외에 학습자의 기대
나 난이도 등에 따라 문볍 항목이 달라질 수는 있으며， 등급은 단순한 것

부터 복잡한 것으로 작성하고 난이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선정해
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형태로만 등급화하는 데에 그치는 켓 1 ó}니

라 형태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문법 요소들 간의 등급화와 의미는 같지
만 형태가 다른 문법 항목들 간의 등급화가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
다

현재 한국어 문법항목의 등급화는 김승뷰(1얽8) 에서 제시한

KIT

등급

과 관련하여 제시한 간단한 문볍형태 외에 본격적으로 등급화가 논의된
17) White(때1)는 이 기준 외에도 결합력 (combinab피ty)， 묶기 (grouping)， 대조(contrast)
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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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문법 항목의 등급회를 위해서는 한국어
관련교재(한국어 학습사전의 문형목록， 교재의 문형목록， 구어자료의 문

형목록 등)의 문볍 항목의 분석 자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을 유형화
한 뒤 각각의 빈도를 산출하고 각 유형별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중요도
평가와 학습자 오류자료를 통한 난이도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자료

들을 바탕으로 하여 문법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등급화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등급화된 문법 항목은 교재 개발에 반영되어 이들

의 단계별 문볍 교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하며， 주요 문형들은 순환적으로
반복되어 학습자가 해당 문형의 의미와 용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

5.2 휠충전 문범 교수: 를니발Ã~ 중심과 교사 중심 를빙 교수
최근 언어교수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교사중심 교육에서 학
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볍에 대한 것이다 문볍 역시 교수의

방법에 따라 결과중섬의 문법교수와 과정중심의 문법교수가 가능하다.
전자는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쉽고 후자는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게 일반적이다.
결과중심적 문법교수 모형은 관찰과 분석이 다 완결되어 문법이 학자
에 의해 문볍모형으로 만틀어진 것을 교수하는 것이다. 목표언어를 제공
하는 언어 형식들에 대해 세부 내용이 포함되며 문법항목을 ‘따로 떼어내
기’ 방식으로서 구조화된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습자에게 형식에 대해 조

심스런 통제를 요구하게 되며 인지하기 (noticing) 와 구조화하기 (structure)
의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문법은 보통 정형화되고 고정된 툴로 학습된

다. 이라한 교수방법은 담화 맥락에 적절한 문법을 가르치기 어렵고 실생
활의 의사소통에서 문법을 처리하고 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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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 특히 수동적인 학습 태도는 장기 기억을 힘들게 하고 언어

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문법 규칙을 아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다 설명 방식은 주로 연역적 설명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문법
규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학습자에게 제시한 후 그 문법의 사용 예를
통해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성인의 경우 지적

능력을 이용해 연습 단계의 학습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

능하며， 잘못된 추론으로 학생들이 잘못된 중간언어 단계로 고착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주목해서 학습해야 할 문법이

무엇인지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과정중심 문법교육이란 학습자 스스로 어떤 언어에 대한 관찰
과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문법이 의사소통에서 펼쳐짐으로써 문
볍을 연구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의식 일깨우기’의 방법으로 주로 과제에
기반하는 교육으록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무한한 양의 자료에 접함으로

써 인지적 활동을 통해 목표어의 규칙과 문형을 이해하논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장점으로는 자연스러운 언어습득이 가능하고 중압감을

느끼지 전에 언어의 어떤 측면에서 의사가 전달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규칙틀을 발견하게 함으로 내적 동기유발을 형성하게 된디는 점이다. 하
지만 학습자들은 방대한 양의 언어 자료로부터 잘못된 문법 규칙을 세울

수 있으며 문법 규칙을 찾는 데 많은 시간적 노력을 허비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문법 교수의 방법은 위의 두 가지 방법이 절충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문법 교수의 첫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해당 문볍 항목에 대한 귀납적인 추론을 장려하지만 본격적인
연습 전에 교사가 해당 문법 항목의 음운 · 형태 · 의미 · 회용적 기능에
관련해서 올바르고 명쾌한 설명을 연역적으로 보강함으로써 학습자의 동
기유발과 정확한 습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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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현쩍 문빙 교수: 톡링 교육과정
문볍 교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문법항목들이 전체 교과 과정

툴 안에서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
육과정은 통합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통합적
으로 교수되고 있으며 네 기능을 교수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음이나 어휘，
문법 등의 내용 요소가 다루어지고 있다 흑은 읽기 교재를 통해 해당 지
문의 내용 이해와 더불어 본 교재에서 다루지 못한 어휘의 확장이나 문법
의 추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수 방법은 의사소통과 직접

연계되는 문볍항목을 교수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교육과정에서 전체
적인 문법의 주요 요소를 다 교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위계적인

문법의 분산 배치보다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문형 제시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문법 교수의 완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급별 문법교수의 등급화가 주로 난이도에 기대고 있디는 문제가
있다. 현행 교재에서의 초급과 중급에서는 비교적 널리 쓰이는 주요 문볍

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고급에서는 초급이나 중급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
한 방편으로 초급이나 중급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

거나 난이도가 높은 어미나 문형이 다루어지고 있어， 이들 문법항목틀의
사용의 설제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치밀한 실러버스를 마련하지 않는 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의 주요 요소를 빠뜨리게 되거나 활용도가 높지 않는 저빈도의 문볍

항목을 학습하게 되는 결파를 낳을 수도 있다 설사 치밀한 설러버스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의사소통 기능이 통합적
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제한된 수엽 시간 내에 문법의 모든 요소를 학습하
기는 어려운 결과를 낳기 쉽다.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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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해 볼

수 있겠다. 이는 ‘문법’ 교수를 독립된 교괴목으로 운영하거나 학습자의
자가 학습을 위한 문법 교재를 마련하는 일이다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독립된 문법 시간을 할애한다면 문법을 체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
다. 다만 이러한 독립적 문법 교수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문법항목에
대한 섣명 위주의 교시를 위한 문법서와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별 문법항목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문법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범주 접근적 문법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실생활과 구어문법을 충분히 반영한 문법항목으로 구성되어 의사소
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어휘 접근적 문법 제시가 이

루어져야한다.
셋째，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단순한 입력에서 수용에 이를 수 있도록 충분히 반복되어
야한다

넷째， 유사 문법항목 간의 변별이나 한 문법형태의 다양한 쓰임에도 주의

를기울어야한다

현재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경우 대체로 6급의 수준별 과정이 있는
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급학습자의 문법 교육은 저빈도의 흑은 난
이도가 높은 어미와 문형 제시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들의 설제 의사소통

에서의 효용성은 많지 않다. 따라서 단계별 문법 교수는 4급 수준에서 그

치고， 5급과 6급의 고급과정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문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문법 수업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규칙을 체

18)

설제로 교재분석의 결과 동사를 중심으로 한 격툴(문장형식)에 대한 교수는 구체적
으로 이루어지지 옷했으며 담화표지에 대한 문법교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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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하고， 유사한 표현기능을 가지는 문법을 변별함과 동시에 각 문법 범
주의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실현 양상을 파악함으로 해서 보다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계별문법항목제시

순환적 문볍 배열
범주접근적 문법 + 어휘접근적 문법

아울러 학문이나 한국관련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최고급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글쓰기와 공식적인 담화가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문법 항목이 교수되어야 할 것이다

S.4 톰함적 교수방빙: 어휘와 문범
최근의 연구에서는 어휘가 문법을 념니들게 되었다. 담화의 기본 단위

는 ‘문장이라기보다는 ‘구’의 형태를 지니기 때문이다.3장에서도 지적했

듯이 이것틀은 어휘론자들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모국어화자의
언어 사용은 실제로 그리 창조적이지 않으며 언어의 연어 패턴에 의한 관

용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제2언어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를 안다란 것은 ‘단어 문법’을 학습하는 것이
다 뼈피day(1991)는 문법 (grammar) 과 어휘 (vocab띠ary)~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의 연결체 (a continuwn) 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래의 연구들 역시 제2언어의 어휘 교육에서 어휘와 문법과의 연계를
지적한것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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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lliday(lffill，

(le있s

Sinclair(lffil), 뻐rco(2CXXl) “코퍼스 연구에서는 어휘와 문법

and

grammar)은 서로 체계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즉， 코퍼스 언

어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어휘와 문법의 별개 영역의 합이기보

다는 ‘어휘-문법(le성co 맘ammar)’으로 보인다"

Arnardüffi2) “L2 Testing에서 ‘문법시험’과 ‘어휘시험’은 근본적으로 변별적
언어지식의 양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Robinso(l뺑) “ ... 문법을 배우는 것은 ‘어휘 lexis’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Laufer(l900) “단어에 대한 지식은 형태적 구조와 통사적 기능까지를 포함
한다."

w파Gns(1994) 일반 언어학의 논의를

M 습득연구로 가져오면서 ‘어휘 문법

의 중간지대’를 언급했다

Litt1e(1 994) 교육문법의 어휘적 접근법의 창시자로 “언어학습이 큰 부분은
단어와 그들의 속성을 학습하는 것이므로 교육문법은 반드시 어휘학
습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뼈rtohardjono & F1ynn(1뾰) “어휘학습은 문법학습과 동화되어 있으며 ‘귀
납적’ 방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의 한국어 교수에서 발음교수와 어휘교수 그리고 문볍교수는 유
리되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발음교수에 있어 유의미한 단어

나 문장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수방법론이 도입되어 활용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발음교수는 (주로) 초급 자모교육과 음절단위의 발음교
수， 음운현상 중심의 교수에 그친다는 점에서 어휘교수와 크게 연계되지
는 못하고 있다. 어휘교수와 문법교수 역시 연계되어 가르치지는 않고 있
다. 읽기 지문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문화 정보를 포함하여 읽기 주제
와 관련된 어휘와 문화 학습을 연계하는 일은 있지만， 지문을 만들면서
어휘와 문법의 통합교수를 시도한 예는 없다. 본고에서는 어휘와 문법을
통합한 교수 방얀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문을 만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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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제(문법)와 묘사어휘(어휘)의 교수를 동시에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아래는 어휘와 문법을 통합적으로 교수하기 위한 지문의 예를 보인 것이

다 즉， 지문을 만들면서 묘사 어휘의 교수와 시제에 대한 문법 교수를 함
께 제안하는것이다

※ 예시 오래된사진

어릴 때 살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오늘은 책상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찾았다. 사진 속의 친구가 웃고 있다. 영수

는 키가 이주 컸다 친절해서 다른 친구들도 모두 영수를 좋아했다. 진수는 뚱뚱하고

디리가 짧았다. 친구틀과 싸움을 잘 해서 모두틀 싫어했다 유미는 얼굴이 둥글고 마
음이 착했다 유미의 동생 유선이는 손가락이 길어서 피아노를 잘 쳤다 내 옆에 강아

지가 있다. 이룹은 흰둥이였고 털이 아주 많았다 사진 속의 친구들은 지금은 어디에
있블까? 보고 싶다 친구야

**

학습 목표

어휘’ 다양한 묘사 어휘를 익힌다

문법: 과거 시제를 복습하고 ‘ 아서’에 ‘았’이 결합되지 않음을 인지한다.

이러한 어휘와 문법의 통합적 교수는

Dave wi피s(2002) 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19)

19) Dave Willis，(뼈2) Rules, PIαtems， and Words', -Grammr and μxis in E때ish
Iα1밍Jage TtαlChing， Cambridge 터n밍lage Teaching Librm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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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교수 활동

문형 1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샘。l 있습니다

말할때쓰는것
들을세개찾을←

수있어요?

동의하디; 나타나다， 시도하다， 시작하다，
선택하다， 계속하다 명백하다， 기대하다
잊다， 발생하다， 싫어하다， 돕다， 희망하
다， 의도하다， 배우다， 좋아하다， 사랑하
마 의미하다， 계획하다， 선호하다， 가장

하다， 의ε속허다， 거절하다， 기억하다， 보
이다， 시작하다， 시도하다， 원하다， 하고

생각이나느낌

-￥

에쓰논단어
lO7R를찾을수
있어요?

싶다
ι/

상자 안의 단어

들에서 ‘나타나다，
시도하다，시작하

다， 의도하다，좋
아하다，원하다’와
의마가 같은 것
~~ξL듣。츠「 까「‘ 。
λλ~ O-J

상자안에 있는단어틀
중에서 어떤 것이 ‘동

의하다， 잊닥 싫어하다，
약속하다’의

반대말일

까요?

•

요?

문형 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사틀이 있습니다
충고하다， 허락하다， 묻

l닥

7}능케 하다， 기대

하다， 돕다，

l 초청하다，

문형 1과 같이 쓰이는 단어 8개를 찾을 수 있습니

....

까?

N

‘말하기’와 관련 있는 단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의도하다，

의미하다， 명

령하다， 선호하다， 말하

다，

원하다， 경고하다
(금지하다)， 바라다， 하
고싶다

‘바람이나 ‘좋아함과 관

보세요

련 있는단어들의 리스
트를만들어 보세요

교수 활동 평개 두 유형의 문형은 인식되었다. 학습자들은 이제 두 패턴 안에서 어떤
특정을 지니는 단어들의 분류를 만틀어 내고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 처l 계 정립 활똥
은 탐구를 위한 방법을 쉽게 한다， 한 번 학습지틀이 동사의 분류에 대한 생각을 가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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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미래에 보게 될 여러 동사들을 구별해 낼 수

있고， 더 나깅까 기억도 할 수 있다 동시에 그틀은 이런 문형 동사들 중 어떤 것이 이
미 그들의 어휘적 저정 창고에 틀어 있으며 어떤 것이 이런 의미 카대고리 안에 맞는

지 사용할수 있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연습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마 그 같

은 같은 문법적 요소블로 연습을 수행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다. 학습자

틀은 집중을 하여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세 번째 활동은 많은 시간과 생각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숙제로 활동

3.5

를 하거나 학습자들끼리 함께 수행을 하거나 사전 찾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정의단

5.5 다양한 문범교수 자료 개발: 돈링적 문형제시와 오류자료 활용
그간의 교재에 나타난 문법 항목의 제시는 주로 본문에서 나타난 문형

표현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간의 어휘 학습이 본문의 주석
형태로 이루어졌듯이， 문법 항목의 제시역시 해당 단원의 대화 제시문에
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문법 항목역시 단원의 주제문에서 구현하고
자 하는 담화적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반드시 대화 제시문에 포함
되지 않았더라도 연계하여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개발되는 교재에서는 대조분석적 관점에서 개발한 다양한
언어권별 교재가 요구된다. 그간의 교재눈 목표 언어에만 치중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언어권별 학습지를 고려한 문법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몇몇 교재는 특정 언어권 학습지를 대상으로 발간되었지만 현행 교재를
해당 언어로 번역했을 뿐 살러버스 자체가 해당 언어권을 대상으로 편성

되지 못했으며 문법역시 해당 언어권과의 대조분석적 관점에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법 교수 자료의 활용에 학습자의 오류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문법항목을 교수하면서 학습자가 산출하는 고
빈도 오류를 유형화하여 이를 문볍 교수에 적극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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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권별 혹은 급별
오류 자효초가 유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효과적인 한국어 문법 교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법에 대

한 내용 연구와 방법론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충분한 내용연
구가 뒷받침이 될 때 교수방법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론
에서 논한 주제 외에도 한국어 교육 문법을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하는 것으로 본고를 맺고자 한다

첫째，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을 구분하고 각 영역을 개발하여야 한다
교사 문법은 주로 교수에 펼요한 문법과 교수를 하는 데에 참고가 될 문법

이 어떤 것이냐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며， 학습자 문법은 교사나 교재 편찬

자의 판단에 따른 혹은 학습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목표 언어의 가장 핵
심적인 문법의 내용과 모국어와의 대조적 차이에 의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의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둘째， 이해 문법과 표현 문법의 구별을 논할 수도 있다. 즉， 텍스트의 이
해(듣기， 읽기)에 필요한 문법과 텍스트의 생산(말하기， 쓰기)에 펼요한 문
법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문법 연구와 방법론의 개
발이 이루어져야한다.
셋째는 한국어 교수에 필요한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의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문어 문법은 문어 자료에서의 사용 빈도나 장르에 근거한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구어 문법은 구어 자료에 기반히는 구어 표현 덩어리
의 교수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연구는 이 부분에 충분한 노
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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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교수 문법과 참고 문법의 구별이다. 참고 문법은 지습을 위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하는 것이며 교수 문법은 교수 현장에서 시용되는 교
재(코스북)를 위한 것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그간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방과 후 수엽이나 자가 수업을 보조할 수 있는 학습지를 위한 참고 문법의

개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담화문법， 어휘문법， 구어문법， 과정중심 문법교수， 결과중심 문법교

수， 등급략 외현적 문법교수， 오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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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

stract
An Al ternative Korean Grammar Education Method

Kang , Hyoun Hwa

1bis study reviews the recent res많rch about conten뻐>fary Korean gramr뻐r

education and suggests the altemative instruction methods for the future.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major gramrnar items
and rank them according to their significance.

πlÏs

study also proposes the

necessity of research into lexical gramrnar and discourse gramrnar. As an
altemative instruction method, this study recommends the
is

l)gradu꾀，

2)explicit, 3)eclectic

betw없1

명CUIJlTlar

education that

instructors and learners

orient떠

educations, 4)integrated with vocabulary education, and 5)utilizes independent
grammatical

ty야s

and error correction cases.

[Key WordsJ lexical gramrnar, lexical approach, discourse gramrnar, chunk, multi
wo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