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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꽉 마치며 

1. 논의에 앞서 

본 연구는 ‘구어 문법’에 대한 개념을 살피고 한국어 문법 교육과 관련 

하여 그 시사점을 정리한 다음 과제 기반 교수법과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 

함으로써 향후의 한국어 구어 문법 교수 모형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둔 

다 ‘구어 문법’은 말뭉치 언어학이 기점이 되어 대두된 문법의 분야로서， 

대안적인 언어 교육 연구의 한 관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어 교육에 

서는 구어 문법에 대한 개념과 교육적 관점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사살 

이다 

구어 문법이 전산언어학의 발전에 힘입어 자료 중심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을 통해 비판적인 담화 분석을 실천한다는 점， 언어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이론 중심적 접근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설세계 중심적이고 수행 

* 본 논문은 'JJJ1년도 배재대학교 교내 학숭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배재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hsj뼈l@rx: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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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인 접근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태(具體態)가 된다는 점， 1뺑년대 

이후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기능 중심 언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관점플 가진다는 점 등은 구어 문법이 가지는 언어 

교육에서의 위상과 성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짐작을 바탕으로 하여 구어 문법을 개념화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그 다음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현재의 가장 셜 

득력 있는 언어 교수법의 하나인， ‘과제 기반 교수법(task-based language 

teaching)’에 집중하여 현재 우리의 한국어 구어 문볍 교육에서 성취해 나 

가야 할 방법을 밝혀보는 순서로 기술될 것이다. 

2 구어 문법의 개념과 언어 교육적 의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연구하거나 교육하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한극 

어 문법 체계에 대해서 대조적인 여러 입장들이 있고 그래서 한국어 문법은 

복잡하고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그릇된 인식을 해 왔대지현숙 2007:1π)lJ. 

이러한 오해와 기능 교육의 강세， 정체가 불분명한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주도권 장악 등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문법은 지나치게 단순화 

되기도 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설명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평가 절하되지 

도하였다 

문법은 물론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쉽지 않다. 문법은 특정 언어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각을 요구하는 이론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하지 

만 문법은 또한 매우 ‘실용적인’ 도구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글 자모릅 

1) 2장의 내용들은 얘J7년 7휠 21인 북강에서 있었던 ‘중 · 한 수교 [5주년 기넘 중극 죠 
선어 교육연f학회 학술대회’에서 받표한 것은 본고의 논지에 1맞게 수정 보와한 섯 

임윤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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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깨우친 외국인이 2년 정도의 집중적이고 꾸준한 학습 기간을 거친 

후 ‘마치 한국인과 같은’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한국어 문 

법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는7}? “어떤 언어나 문법이라는 규칙 

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 문법 공부야말로 한 언어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요 또 필수불가결한 과정(이익섭 '2fJJ7: ψ)"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법 교육 

또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역도 부족하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은 학습자의 인지 속에 있는 목표 언어에 대한 

규칙을 사용 차원으로 바꾸기 위한 도구이다. 한국어는 체계화되고 일관 

성 있는 문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연구자나 교 

사는 이러한 규칙들을 찾아내고 정리해}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한 문법’은 무엇을 말하는 

가?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법인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 두 분야로 이루어진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규칙틀을 잘 깨우치고 연습하여 그것을 적재적 

소에 쓸 줄 알아야 한다. 구어 문법으로서 한국어 구어 규칙은 외국인 학 

습자가 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정확하고 풍부하게 한국어를 사용하 

기 위한 체계이며， 이는 당연한 교육 대상이자 내용이 되어야 한다. 연구 

자가 상정한 ‘구어 문볍’의 언어 교육적 의의는 바로 이것이다. 

2.l 구어 문법의 개념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문법’을 언어에 내재한 

규칙과 질서로 개념화해 왔다. 즉， 언어가 가지는 내적 구조와 규범으로 

서 문법을 규정하였으며， 언어 사용자의 인지 안에 들어 있는 언어 능력 

으로 문법을 정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법’하면 그 대%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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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를 중심?후 한 것이었다 이는 “규범 언어 중삼적띤 사고와 생성 문 

법의 이론적 영향으로 이상적인 언어 처l계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있겠지 

만， 한편P로는 구어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도 있다. 그러나 

구어는 문어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우리의 열상 언어생활은 섣제 구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권재일 

2004:2)" ,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할 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구어 문법은 독자적인 체계를 가절 뿐만 아니라 설세계 중심적이고 사용 

중섬적으로 개념화되어야 할 당위성블 가진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은 외국어 학습자가 담화 상에서 실제로 언어를 

시용할 때 필요한 것으로， 언어 구조와 더불어 다양한 담화 요소들에 의 

해서 체계화되는 것이다 이라한 시각에서 ‘구어 문법’윤 구체적인 구어 

의사소통 맥락에서 대화참여자등-이 젤차적으로 조직하고 활용하는 일종 

의 언어적 · 비언어적 자원」으로 개념호댐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X뜯 구 

어 문-법을 “즉각적으로 문법에 맞는 구어를 산출해 내는 규칙을 의미5운 

것으로서， 문법적인 규칙에 대한 지삭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 발휘자 

결합되는 언어 체계(지현숙 2r03:16)"로 정의할 것이다 따라서 구어 문법 

은 만-하기와 듣기의 언어 기능적 지식 외에도， 구어 의사소통에서 살제보 

사용되는 상호작용 기술이 포함된 다품적이고 대인적인 체계로 개념화펠 

수있겠다 

‘구어 문법’에 대한 연구가 본걱화된 것은 1[X)년대 영국을 중심 o 로 딴 

국가적 차원의 만뭉치 중심 연구들에 의해서이다. 이전의 언어 연구는 문 

법을 종이 위에서 눈으로 확인 가능한 정적인 존재로 인석하던 입장이 주 

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구어는 전통적인 문어 중섬의 문볍꽉 

자틀어l 의해 홀대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이라한 문볍주의자들의 문어에 

대한 편향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섣이다. 그러나 

롱멘띄 영국 국립 발뭉치 코벨드 텀에 의해 주도된 영국 만뭉치 은행，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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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브라지 대학 출판부가 수집한 CANCODE 말뭉치， 옥스퍼드 대학 출판 
부의 영국 국립 말뭉치 프로젝트 자료 수집 등의 4대 사업들에 의해 

(Geoffrey Leech, læ8), 충분한 양의 말뭉치 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구어 

문법에 대한 편견파 차별을 극복하고 편향적인 기존의 문볍 연구를 혁신 

하는 물꼬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말뭉치 기반 연구는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이 구분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문어 담화와 구어 담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성 

과를 거두었다. 그들은 일상 대화와 소섣， 신문， 논문 등의 문어를 상호 

비교승써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제시했다 그 가운데 가장 변별적인 차이 

는 구어는 무계획적이고 비문법적이며， 자동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대Hughes， 뼈G:134~ 1:35), 면대면 의사소통에서 화자는 실시간으로 구어 

플 처리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이 크므로 문법적이기보다는 인지적이고 

직관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또한 문어와 구어는 어휘 빈 

도에 있어 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문어(논문〉뉴스〉소설)가 열상 대화로 

이루어지는 구어보다 단일 구(phrase) 당 유의미한 어휘수의 빈도가 높은 

특칭을 기진다21 

전통적인 문어 문법 연구에서 취하던 접근법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구어 문법을 체계화한 Da띠d Brazil(1ffi))은 구어 문법 연구에 있어서 매우 

독보적이다. 그는 문어 문법은 문법 항목들의 위계화를 추구히는 건축학 

적 모텔(arc비tectur떠 mxieD에 비유할 수 있다면 구어 문법은 시간을 향 

해 역동적 o 로 질주하는 직선적 모델Oine따 mxiell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어 문법을 대화 교환， 대화쌍， 비종결 요소， 생략(zero rl뼈ization) 

등의 범주들로 체계화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구어 문법은 다양한 담화 맥락에 따라 즉각적으로 문 

2) 이에 관해서는 Geoffrey LeechWm)의 그래프 ‘사용역에 따븐 유 의미한 구의 길이 
(Mean phrase 1밍밍th aσoss re밍sters)’륜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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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맞는 구어를 만틀어내는 규칙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어 문법은 

첫째， 길이 당 유의미한 어휘수의 빈도가 낮고 둘째， 배영속적이고 비종 

결적이며 셋째， 생략이 빈번한 특징 뜯을 가지논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2.2. 구어 문법의 언어 교육적 의의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학습자가 숙련된 구 

어 사용 능력을 7}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이 성공했는가 

의 여부는 대화가 수행되는 구체적인 장면 장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외국어 교육에서 대화를 수행히고 구두로 상호작 

용하여 면대면 의사소통에서 구어 분법을 사용허눈 것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와， 이를 어떻게 교육석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2.2.1 비판적 담화 분석의 실천 

담화 분석 연구는 기능 문법， 사회언어학， 인류학， 사펴학 등과 같은 다 

양한 학문틀을 아우르는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이다. 담화 분석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학문 속에서 발달해 오면서 화행론， 회용론， 상호작용적 

사회언어학， 민족지학， 대화 분석 등파 같은 개별적인 이론적 관점과 분 

석적 접근들을 가지고 있다. 이탈이 비록 인간의 언어 사용의 다른 면들 

을 강조한다고 해도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은 언어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는 점임 것이다. 

지금까지 언어 연구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담화 분석’은 한국어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원어민 사용자인 한국인의 구어 사용 %땅을 구체 

적이고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고 한국어의 사회언어학적이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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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언어 자료들을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이전의 이론 연구 중섬적인 한국어 교 

육에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그러한 점에서 비판 

적이라할수 있다. 

담화 분석 연구가 가지는 언어 교육적 가치는 여러 연구들에 의해 말 

려진 바 있다. 담화 분석 연구의 효용성은 언어 교육 연구에서 구어 문법 

을 수량화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법 이론의 가설들을 증명하는 언 

어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직관 의존적인 문법 기술의 한계를 극 

복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담화 분석 연구는 한 

국어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구어 교육에서 빈도 높고 유의미한 어휘와 문법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 

능할 수 있게 한다. 또 교재에 수록된 언어와 실제 언어와의 차이를 밝혀 

줄 수 있음으로 해서 학습자에게 살아있는 언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2.2 실세계 중심적 • 수행 중심적 언어 교육의 실현 

최근의 언어 교육은 정확성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가 어 

떻게 언어 수행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언어 사용 표본을 가장 중요시 하 

는 경향을 띤다. 구어 문법을 교육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 세계 

와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 과제를 완성해 가눈 과정을 통해} 언어적 수행 

을 가능하게 하눈 엘이다. 다시 말해서， 실세계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과 

정을 포함하는 언어 교육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수행(rerforrnancel’이 하는 역할은 무 

엇인가? 수행은 학습자가 언어를 산출해 내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피드 

백이 보다 나은 입력을 만들도록 해 준다. 또한 통사적 산출을 강조함으 

로써 학습자가 문법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든다. 또한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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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7}지고 있는 목표 언어에 대한 지식을 자동화하도록 도와준다. 니-

0까 학습지틀이 흥미를 가진 주제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눈 과정 

을 겪게 함으로써 구어에 대한 ‘자기만의 체계’를 가지도록 이끌어 준다. 

수행을 중시하는 구어 문법의 교육은 학습자들이 싱-호간 작용을 통해 

서 이루어 내어야 할 구체적인 목적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하며， 의미 교 

환에 초점을 두고 구두 상호작용을 구조화하고 순서대로 배열해 나갈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그 효파를 높일 수 있다 그템으로써 학습자는 

목표 언어를 이해하고 조정하면서 tf출해 내아 효율적으로 구어 문법을 

습득해 갈수 있을 것이다 

2.2.3 기능 중심 교육의 한계 극복 

YOlmg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 능력을 말하기， 듣기， 셈기， 쓰기의 가능 

으로 구분한 최초의 연구재능 Lado(19J7)였다고 한대Young & Agnes 1뺑:5). 

Lado는 제2언어 학습에서 언어촬 말할 수 있는 능력， 구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언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쓸 수 있는 능력， 목표 언어 공동체 

의 문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달 중요한 다섯 가지 기능(班th-skills)으로 

제안했다. 이후 Lado의 다섯 가지 가운데 문화는 별다콘 해명 없이 제외 

되면서 네 가지 기능이 이후의 교육과정 개발과 언어 능력 평가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연유로 한국어 교육 또한 아무런 의심 없이 말하 

기， 뜯기， 얽가， 쓰기로 나뉘어 교육되기에 이르렀으며， 학습자의 언어 능 

력은 언어 구조적 능력으로 하향 조절되어 음성 · 음분 · 형태 · 통사의 

언어 구조적 층위로 나뉘어 이를 숙달시키는 방향으로 균어지게 되었다 

고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언어콸 사용하는데 이 네 가지 기능 모덴이 부적합 

한 것P→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대S뻐clra 2001:15). 문어와 구어 의사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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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은 서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받이들여지고 있는 것 

이다. 구어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은 말하기와 듣기의 기능 교육으로만 이 

루어절 수 없고 실제로 다양하게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앞서 말한 대로 구어 문볍 능력은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청해와 

구어 산출을 위한 언어적 지식과 기술 타인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한데 결합된 능력이므로 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 기능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구어 문법이 체계화됨으로써 

이라한 기능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어 문법의 교 

수는 과제를 기만으로 한 교수법으로 연계될 때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적 

수윌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구어 문법과 과제 기반 교수법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 구어 문법과 고}제 기반 교수법의 공통적 특성 

구어문법 과제 기반교수법 

다양한 담화 요ε의 처l 세 유의미하고 다양한 맥략 조성에 증점을 둡 
I•IU1 g 「L ; 。츄λ I11 -셔1 상황에 맞게 언어플 제시 
상호작용석 ·대인적 환동 증:선작 

즉각적 · 작관적인 언어 산출 설생활증심석 

j판르존건찰진 의 u1 지향서 

〈표 1>에서와 같이 과제를 중심으로 한 언어 학습은 언어 형식보다는 

‘의미’에 열차적인 목적을 둔다， 이는 앞서 구어 문법의 비형식적이고 단 

순 구조 지향적인 특성과 연관되는 바가 크다. 또한 과제 중섬 교수는 새 

롭게 등장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언어 교실을 ‘과제’를 중심으로 배열하 

는 것이다. 따라서 구어 문법이 가진 맥락 중섬적이고 대인적인 특성이 

교실에서의 다양한 활동 과제에 반영되고 녹아들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구어 문법파 과제 가반 교수법의 상관성을 바탕으 

로 하여 아래에서는 과제 기반 교수법을 과제 유형 및 난이도， 교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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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 모형 제시 등의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3 구어 문법 교육을 위한 과제 기반 교수법 

‘과제 기반 교수법’이란 학습자가 의미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활동 중심의 언어 교 

육을 말한다. 과제를 설계할 때 과제를 선택하는 접근은 일반적으로 다음 

의 두 가1로 나뉘는데， 첫째가 ‘구인 기반 접근법(constnIct -ænteæd 聊없‘:h)’ 

이며 디론 하니는 ‘작엽 표본 접근볍(work-sar뼈ea따æch)이대패jsam:~)， 

구인 기반 접근법은 수행할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팔요한 언어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이며 후자는 학습자가 배워야 할 언어의 상황을 자 

세히 분석하여 실제 생활에서 펼요한 기술 가운데 어떤 과제가 펼요한 것 

인지 판단승버 교육에 접목하는 관점을 7}지고 있다 그러P쿄 구인 기반 

접근은 구어 의사소통에 펼요한 언어 구사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에 작업 표본 접근법에서는 획일화된 연습 중섬의 언어 교육이 아니 

라，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상황에 맞게 언어가 섣명되고 의미 있는 상황을 

조성하여 집중적인 담회를 해감P로써 과제가 제대로 성취될 수 있음을 강 

조한다 연구자는 외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현재 삶과 결코 유리될 수 없고 

언어에 관한 지식보다는 얼마나 언어를 잘 시용하고 그 언어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아 작업 표본 접근캡에 따라 한국어 

구어 문법을 교육하기 위한 빙년f을 포색하고자 한다. 이를 전제로 과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과제의 특성에 따라 교육적 살효성이 딸마나 달라지는가 

가 중요시 되어야 하겠다. 이 문제에 관해 Skehan(2001:181l은 교실 단위 

의 연구를 통해 과제의 특성에 따른 정확성 · 복잡성 · 유창성의 교육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제시하였대Ellis 뼈8: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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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제의 특성이 정확성 복잡성 · 유장성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 

과제특성 정획정 복잡성 유창성 

정보의 친밀도 효과없음 효과없음 효파약간 높음 

대화체:독빽체 과제 효파높「음 효과약간높음 효과낮음 

언어 구조의 정도 효과없음 효과없음 효과높음 

산출의 복잡성 효파없음 효파높음 효과없음 

변형 효과없음 효파없음 

이와 같은 연구는 어떤 과제가 특정한 정보에 대해 친밀한 정도는 정 

확성 빛 복잡성， 유창성 모두에 크게 상관 받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 대화 

체 과제일수록 학습자의 정확도를 높이는 교육적 효과가 크며， 과제가 요 

구하눈 언어 구조의 정도가 복잡할수록 유창성이 높0까며， 과제를 산출 

해야 등}는 형태가 복잡할수록 언어적 복잡성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틀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구어 문법을 교육하기 위한 과 

제 기반 교수법의 중요한 교육적 원리틀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과제는 실세계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의미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가급적 단순한 구조의 구어를 사용 

하도록 연습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셋째， 가능한 언어의 네 기능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넷째， 학습자에게 정보적으로 친밀한 과제인가를 고려하어 선택한다. 

다섯째， 구어 의사소통의 분명한 결과물을 낳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3.1 고쩌| 유형 및 뇨101도 

여기에서 파제의 유형 분류는 E비s(때3)의 논의를 따르기로 한다. 과제 

를 나누는 방식은 정보의 개방성 여부， 과제 완수의 부담이 누구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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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과제의 유형은 첫째， 정보를 주는 껏 

이 필수적인가 선택적인가에 따라 정보차 과제 벚 견해차 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디음과 감다. 

〈표 3> 정보자 과제와 견해차 과제의 비교 

정보차파제 

정보 교환이 포함됨 

분리되아 제공뇌는 성보 

정보 교환이 편수적 

견해차파제 
「l 

i 

」1 
1 
1 
1 
1 
1 
j 
1 
1 

」

학습자가 보함됨 

혁습자가 함께 정브륜 꽁김 
정보 교환이 선택삭 

둘째， 과제 완성의 부담이 한 멍에게 있는지 대화참여자 모두에게 있는 

지에 따라 일방적 과제와 쌍방향적 과제로 나눌 수 있다 일방적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는 부담이 그 정보를 가진 참가자 

한 멍에게 있는 반면， 쌍방향 과제에서는 대화참여자 전부가 주어진 과제 

를 완성하기 위해 참가해야 한다 

셋째，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개방형 과제 

(o~n taskl와 폐쇄형 과제(closed task)로 나쥔다. 개방형 과제는 대화참여 

지들이 정해진 해결책이 없음윤 이미 알고 수행하는 것으로서 학습Z판 

이 길고 어려운 문장을 산출해 낼 수 있게 하논 데에 유리하다. 선택하기， 

조새 토론， 순위 정하기 등을 포함한 ‘견해 차’ 과제들이 대표적인 개방형 

과제닫이다. 개방형 과제는 개방의 정도가 가변적인데， 이는 다시 어휘량 

이 많이 요구되고 복잡성이 높은 ‘대립적 과제(c!ivergent task)’와 문제 해 

결적이고， 짐문과 확인이 많은 형태를 띠면서 의미 협상에 효과적인 ‘수 

렴적 과제(convergent taskl’로 세푼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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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립적 과제와 수렴적 과제의 예 

대렵척 과1빼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폰 

안락사에 대한논쟁 

• 유선폰과무신폰 

수렴척 llJ-~ 

무인도에 가져7싸 한 팔수 품목 다섯 개 
한국 음식이 좋븐 힐곱 가지 이유 

여뜸휴가뜰 100배 즐기기 위한 방법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자유 토론과 같은 개방형 과제는 어려운 

주제를 추구할 필요가 없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없 

기 때문에 굳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할 펼요를 느끼지 않게 되어 실 

제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폐쇄형 

과제는 학습자에게 하나의 올바른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요구하는 과제로 

서 고쳐 말하기， 명료화， 확인， 확장 등의 방식이 주로 쓰인다. 차이 식별 

하기(없re-or-different)와 같은 정보차 과제가 전형적인 폐쇄형 과제이다. 

Iρng(1뺑)은 폐쇄형 과제논 학습자가 수행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 

하려는 정도가 멀 하기 때문에 개방형 과제보다 상호작용을 더욱 촉진하 

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학습자는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요구받음으로써 그 결과 정확성과 더 많은 언 

어를 재사용하는 결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폐쇄형 과제가 구어 

문법 습득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제는 학습자가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 양식에 영향을 준다는 사 

실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물이나 장소의 묘사와 관련된 

파제는 한국어의 피동 표현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야기 만들기 

(story telling) 과제는 자연스럽게 과거 시제의 사용을 이끌어 내게 되는 

유형이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과제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구어 문법 교육을 위하 

여 과제 유형을 선별하는 임과 더불어 과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문 

법 교육을 설계할 때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의사소통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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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과제 자체가 초점이 되어 논의된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 문제는 더욱더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 

로보인다. 

구어 문볍 교육에서 과제의 난이도를 결정하가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소위 대화자 효과라 불리는 것 때문이다. 특히 상호작용적인 말하 

기 과제에서 대화는 대화자들이 대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미를 조정 

하는 협력적인 이벤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의 난이도와 과제 해결 

의 성공 여부나 정도는 대화자들의 능력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대 

화 목적으로 달성된다. 대화자 효과는 과제 난이도를 섣험하는 교사들이 

나 연구자들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며 나아가 과제에 기반을 둔 시험을 설 

계할 때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잘 만들어진 과제는 대화의 

상호작용성을 담보해야 하며 이는 대화참여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 

점이나 단점에 의해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지 않도록 계획된 과제를 말 

한다， 

3.2 효과적인 의시소통자 양성을 위한 교실 수업 

과제는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습득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을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이대E피S :;'W3:잃). 과제의 수행이 상호작용에 어떻 

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과제와 습득 사이의 잠재적인 관계에 대 

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비록 과제와 구어 문법의 습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이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더라도 분명 우리눈 

효과적인 의사소통자를 만뜰기 위하여 과제를 교육할 띈요가 있다. 여기 

에서 패lS는 의사소통적 효용성과 언어 습득을 서로 보싼적 관계로 보면 

서 의사소통적 효용성과 언어 습득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의λ난통자로서 효과적이면 효과적엘수록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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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언어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과， 학습자 

가 많은 언어를 습득하면 할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자가 된다는 것이다. 

언어 교살에서 과제를 추구하는 방식은 ‘과제 지원 언어 교육(Task

suppo때 l때밍맹e teac비ngl’과 ‘과제 기반 언어 교육(Task-bas어 뼈gu쟁e 

teac비ngl’으로 OJ:분할 수도 있대E버s 예β:2æl. 과제 지원 언어 교육은 언 

어학적인 내용에 기초한 교육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들은 확 

인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가섣에 기초한다. 여기에서는 개념 

어나 일련의 문법적인 특정으로써 문법 항목들을 배열한다. 교실에서 수 

업은 주로 ‘제시→연습 산출(PPPl’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먼저 

언어 항목을 예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연습’이라는 통제된 방식으로 문법 

을 가르친다. 문볍 항목은 자유로운 언어 산출에 사용되며 산출의 단계에 

서 ‘과제’들이 지원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제 기반 언어 교육은 과제 

가 언어 교육과정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보는 관점으로서 언어는 의사소 

동을 통해 습득된다고 본다. 과제 기반 교육은 의미에 기초한 활동과 학 

습자 중심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는데， 학습자들은 

구조적 제계로써 언어를 습득하고 이 체계를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소통을 배우는 과정에서 체계를 발견한다고 전제한 

다. 따라서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학습자 훈 

련과 문형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할 펼요성을 강조하는 등 언어 교수법 

상의 주요 논점들을 고유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제 수행에 영호t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깨 

Ellis(2003l는 이에 관하여 과제 참여자， 과제 반복 정도， 대화자 친밀도， 피 

드백 유형 등에 따라 과제가 잘 수행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원어민 화자와 함께 상호작용할 기회를 가질수록 

교환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원어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파제를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과제와 연결될 때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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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대화자 친말도에 있어서 친밀한 그룹은 멀 친밀한 

그룹보다 더 많은 설명과 확인 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사살이다. 그러므로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주제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 

제 지삭이 상호작용적으로 결정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피드백의 유형과 관련하여 출력이 피드백에 의해 수정될 것인지 아넌 

지에 따라 학습자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Pica(l뺑)는 모 

국어 화자들이 이해에 문제가 있다고 신호를 보낼 때 학습자들은 그것을 

더 문법화 하여 출력을 수정함으로써 의미 협상이 습득에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무엿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드백의 유형임을 강조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탐색을 통해 한국어 교사가 성공적으로 구어 

문법을 ‘과제’에 기대어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준수해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달 것이다. 

첫째， 한국어 교실에 들어갇 때 교사눈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한국어 

학습이 실제 삶과 연관된다는 자긍심과 흥띠를 가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유의띠한’ 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가인 교사는 어떻게 구어 문법을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새로운 언어작 득짙틀을 산출해 낼 수 있는지 ‘스캐폴딩’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제 수행이 학습자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인 교 

사가 아직은 초보자인 학습자에게 어떻게 과제의 수행을 계획하고 산출 

하는가를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대화참여자로서 학습짜는 과제 

수행에 협조적으로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자신의 역할 

에 잘 맞게 과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지시석 언어’를 사용 

하여 유의미한 활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다양한 구어를 산출하 

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즉， 교사는 지도자이자 대화자 조력자의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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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수 모형의 예 

과제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구어 문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다 

음과 같은 교수 모형을 설계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교수 모형으 

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구어 문법을 더욱더 효과적 o 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조 

를 지향할 펼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수 대%에 되는 발화의 단위는 

간략하고 단순한 문장 구조 안에서 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나 절 

단위의 표현 구문(expressions)을 포함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발화의 길 

이를 짧게 하되，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강박 관 

념에서 자유로울 필요도 있다. 이를 교수 모형으로 설계하면 다음과 같다. 

l 저l시 
희습X써1 개 여까와 관련한 다양한 동사닫욱 플래시 카드로 노출시켜 그 의미플 자연 

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콕 한다 
예) 책판 읽다， 영호털 보다， 잠윤 자다， 수다륜 멜다， 여기저기 똘아다니다 

l 연습 
다유의 대화플 반복적 o 로 읽고 연습한다 특히 불림 역양， 내럼 억%에 유의해서 지 
도한다;11 

。냐 씨 ， Y 능 베트낚 ìt 융? 

。f니@ 내。 ìt a. 

。녀 씨는 ~I 앤 ìl 에서 감 f 위 해융? 

잔혼 그2.1 ~ 잭응 원억a. !쏘진승혼? 
저는 보통 영화: 봐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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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산출 
과저KD 상황 세사용 카드플 주고 짝활동으로 대화플 즉흥적으로 만든다 
예) 보픔간 휴가륜 얻다， 한 시 간 동안 버스를 타다， 연말이 되다 

과제(2): 다른 농료학습자룹 찾아다니며 과제l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그달은 어떻게 
지내는지 조사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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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교수가 되어야 한다. 구두 상호작용은 대체 

로 임상사의 관점에서 특징지어질 수 있다. 구두 상호작용에 관해서 

BygateWIDl는 구어 대화의 더 큰 특정은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의미를 

절충하고， 누가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에게， 언제，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상호작용을 디루는 것이 펼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 

교재 또한 다양한 정보 유형을 담보하면서 대화참여자와 관련한 변수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할 껏이다 대화는 청자와 파자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된다는 사섣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지속을 위하여 

정지는 동의를 나타내거나， 주의 깊게 듣고 있음을 확인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거듭해서 묻기도 하면서 화자에게 언어적， 비언어적 선호 

를 보낸다는 것을 가르칠 펼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교수 모 

형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l 저l시 
1. 학습자의 나라에서논 대화가 매우 흥미돕다는 것을 나타댈 때 어떤 표현늘「을 션 
는지 질문하고 그 답윤 서로 나눈다 이 때 후f←국어의 관란 표현 E 몇 가지 안려준다 

2 한극어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릅 냐타내기 위한 표현에단 
나음과 감븐 것듬이 있음쥔 설명한다 

예 위삭 E 융? 

q시 한 번만 더 Oi씀해 쥬시'7.l억융? 

갤 옷 영。f듣갯습니다 

l 연습 

。l 해학 11 억허웅더l 융 

우슨 망￡ 하는7- 1 'r 나도 Eξ겠억융 
예? 예? 

다음의 대호털→ 읽고 면습한대) 특히 학습자가 평서문， 의문문 능의 역양어1 유의하도 

콕 강조하연서 지도한다 

j) 권재열(때4:2'))에서는 al~3)대 화자의 구어 말뭉치 분석을 동꽤 일상대화에서 ‘ 습 

니다’ 형태는 소멸해 가고 있으며 ‘ 어→요’ 형태로 그 기능이 옮겨가고 있다고 한 바 
였다 또한 “현대 한극어의 구어에서 운율적 방뱀의 도움윤 받은 범용이띠(:Eì4)"가 종 

결법 섣현에서 가장 증요한 시능음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때 

한극어 구어 문법 교육에서 ‘역양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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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씨는 역떤 사깎아 홍응데융? 

ìl 쿄i!， 식 영 ~i!， 윤며 74객오 찌갱으연 *갱。H

키 3. a, 식엽 ~2J .;;떠 '~객nr~1 찌억。F 한다 E 융? 

미갱 MI, 너우 눈。{ 농~ 11 of니에융? 

예? 제 1f 눈。 l 농 qH7 

예 세앙에 그렇게 딴액한 낚 ~f1f 억디 찌。f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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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산출 
파저KD 학습자의 나라에서는 결혼 상대자플 주로 어떻게 만반f지 서로 물고 답하 

여 알아낸다， 

과제(2): 겸혼음 준비할 때 편수품이라고 생각되는 것 다섯 가지플 말하고 왜 그것이 
펀수품인지에 대해서 이유플 섣멍한다 

셋째， 반복， 탈락， 머뭇거림， 말줄임이나 간투새 휴지， 수정 등 언어 외 

적 기제들의 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성을 

담보한 구어 문법을 교육하기 위한 이들 항목틀을 대화문에 적극 반영하 

고 강조해서 가르칠 펼요가 크다. 또한 말하기 • 듣기 등의 교재를 개발할 

때에도 다양한 간투사의 유형틀을 제시하고 이틀 간투사를 맥락을 주 교 

육해야하겠다 

l 제시 
1. 학습자의 나라에는 어떤 감탄 표현툴이 있는지 젤문하고 공유한다. 
2 한국어의 감탄 표현에는 다음과 감은 것들이 있음을 섣명한다. 

l 연습 

앗 l 긍학 11 나 농양응 때 내는 Z~I 

윗 1. Hlt 내 ~I 0，섣f i! 얻 때 내는 HI 둥째 손 1f 악: 업에 대끄 0선f11 도 한다 

아l 멧찌꺼나 농삭E 광정뚱 §양뚱 때 내는 HI 
그 외 ‘억떠나’ 1 ‘에구머니나’ 1 ‘허객’ 등도 찌다 

다음의 대화뜰 반복적으모 얽고 연습한다 븐히 역양에 유의해서 지도한다 

4) 백봉자 외(찌E)， 한국언어문화듬기십 16과의 대화문을 부분적으로 발춰l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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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품-

(싱수 E 검응 상대의 §에 찬 그잉) 

A~꾀$힘니다 

8 건먼만a 나 원f 

파세clì 짝활동 상황 세시용 카드블 주고 사고}하는 대화듀 즉흥적으되 민듭어 본다 

예) 지하철‘밤음 밟다 영화관앞지각하다， 내호냥 말이 겹치다‘ 긴윤 뜯나’]펀다 
과저l@: 만든 대회륜 가지고 앞에 나와서 역할극을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과제 기반 교수법에 기반을 둔 한국어 구어 문법 교 

수 모형을 제안해 보았다.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자띄 구어 문볍 능 

력을 향상시켈 수 있기 위해서는 교재를 기반으로 한 교설 활동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사의 창발적이고 성 

실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논의를마치며 

본고에서 연구자는 ‘구어 문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어 문법은 비판적 

인 담화 분석을 실천하고 실세계와 수행 중심적인 언어를 교육하게 하며， 

4가능 중심의 언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니

아가 과제 기반 교수법과 접꽉하여 구어 중심적인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 

한 몇 가지의 교수 모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직 한국어교육에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구어 분법이 체계화되 

고 자리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원어민인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적 

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될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뜨로 한 구어 말 

뭉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이뜰 토대로 하여 교육 푼법 o 로서 구어 문법 항목들이 선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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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설명력 있는 구어 문법의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어 

문법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단계들은 아래 그 

림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흔댁어 구어 문법 교육 연구의 제단계 

.?I 녁 ?I . 
p l 뇌이 익싼지。| 

H이 일정지 수신 

.，'씨 시 ';01 

3’신 91 

-교육문언으로시 
구어 운영 잉녁 

<’ A‘-
-섣밍럭 있는 ?이 
분엄의기슐 

-년 01 감’tl ~1;:; 

.rl 잉!， I "1제 개 

.J'I서I ! I 이 까 깃심 

〈그림 1>의 두 번째 단계처럼 구어 문법이 체계화되면 구어 문법 교수 

법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 유형 및 과제 개발 과제 난이도 결정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구어 문법은 체계화되기 어렵고 정확하게 기술되기도 쉽지 않다. 그렇 

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쓰고 있는 말틀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자 

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또 그러해서도 안 된다. 비록 한국어 구어 문법 

에 관한 연구가 지난한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기본을 지키 

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연구자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에 있다” 

* 본 논문은 'JJJ1. 10. ?JJ 투고되었으며， 'JJJ1. 11. 10. 섬사가 시작되어 'JJJ1. 11. 2E 심사 
가 완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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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구어 문법 교육을 위한 과제 기반 교수법 

지현숙 

본 논문은 ‘구어 문볍’에 대한 개념을 살피고 한국어 문법 교육파 관련히여 

그 시사점을 정리한 다음 특정한 교수법과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향후 

의 한국어 구어 문법 교수 모형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구어 문법은 

전산언어학의 발전에 힘입어 자료 중심적이고 실제적인 언어 교육의 자료를 제 

공하고 언어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이론 중심적 접근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설 

세계 중섬적 접근법을 살천하기 위한 것이며， l~년대 이후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말하기， 듣기， 얽기， 쓰기의 471능 중심 언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진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구어 문법을 개념화하는 것에 일 

차적인 목적을 두고 기술되었으며， 현재의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 교수법의 하 

나인， ‘과제 기반 교수법’에 집중하여 한국어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연구자가 새 

돕게 제안하는 한국어 구어 문법 교육 영역에서 성취해 나7싸 할 방법을 밝혀 

내고자하였다 

[주제어] 구어 문법， 과제 기반 교수법， 과제 난이도， 과제 유형， 교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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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ask-based teaching method for Korean spoken grammar 

mstructlOn 

Jee, Hyun Suk 

πllS pa~r investigates the concept of ‘spoken gramrnar’ in Korean gramrα11" 

instruction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task-bas(d t，얹C피ng rmcIel 

with it. Then it will suggest the teaching rmcIel for Korean spoken gramrnar. ThE' 

Corpus Lin때stics rais어 in England was the sta띠ng point of 'spoken 맑뻐1I1lar. 

It is an altemative and practical ~rspective in lar땅uage instruction research. As 

computational linguistics develops, sJX)ken gramn갱r can provide data-based and 

practical rnaterials for lar핑떠ge education. Spoken gramrnar canies out real-world 

approach as an altemative of the existing theory-based apαoach. It takes a critical 

stand ag때1St 4skill-centered lar핑uage instnJCtion prev때ed widely since 1쨌) [1뻐 

world approach. 

[Key Words] Spoken Gr때1Imr， Task• based instruction, Task difficulty, Task ηpe， 

Teaching rmcI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