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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육과정과 문법 요소의 위계화l) 

I!!IWIi' 

한국어교뻐서 문엉 요소는 여러 경우에 고려왼다 한국어 교채를 개 

발할 때에 교육파쟁에 따라 교재의 단씬올 구성하고 교육 내용융 구성하 

연서 문엉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문엉 요소 매열에 대한 전릭"'1 

펼요합도 그런 경우의 하나이다 특히 문법 능력올 알하기， 듣기， 잉71， 쓰 

기 능력의 습득에 기여하는 방향으호 기능 홍합형 문엽 교육을 할 때에는 

각 기능 요소와 문엉 요소흘 유용하게 애합히는 전학이 펼요하다 

문엉 교육이 문엉 기반 기능 홍합의 교육을 실천하려연 반드시 문엉 

• 서융대 국어교육과 교수 
J) 온고는 좋고αX:S'.L)에서 용앙 문엉 쿄육의 개녕을 다루고 한국어 쿄채를 용석한 

데 。1어 한국어 문냉 요의 위제화 문제흉 다훈 것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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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위계화와 판련되는 교육과정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J D 

&η써1!!lS1은 교육파정의 구성요소로 φ 요구 훈석(nee<!s analysisl, l2i 

목적(gæ!sl과 목표(。이.，;;ve;I， @ 시험(te∞ngl‘ @ 교지H(nnteri외sl， (5J 교 

수엉(te외lÍJlgI ， @ 평가(ev외 uation)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 @，(5J를 연의상 

흉t'-6↑연 <D 요구 분석， l2i 옥적과 옥표 @ 교재，@ 교수엉， 151 시헝과 

평가로 묶올 수 있다 이에 따르연 다융과 같은 교육과정 구성의 단계열 

모형올 제시할 수 있다{졸고 때ll" 니 

1111단계 학습자 요구 분석 안계 

(잉 2단계 교혹과정의 옥척과 옥요 설정 안져1 

1313단계 교육 자료 선정 단계 

ID 3-1단계 사용{댁락) 선정 단계 => 상황， 주>11， 푼화 요소 선갱 단계 

[상황 주재 문.~ 걱앙한 쿄육 자료 선정 배벌 

(2) 3-2단계 의미 션정 단계 => 언어 기술 요소 선정 안져 I언어 자료훌 

활용한 언어 기늙“rdlcn) 잊 기쉴빼11)2) 요소 선정 배옐 

GlJ 3-3단계푼엉앵식선정안계걱융운 단어 문장 당화요소선 
정 단제교재에서 운영 요소 션갱 배옐] 

1414단계 쿄수엉 재알 단계 i 다OJ한 교수엉올 개발하여 학습자 중싱 횡 

용으로구성한다 

1515단계 안계영 명가 단계 걱 배치， 진단， 형성， 최종 영가에 따른 피드액 

으로 학습자영가및 교사강의 영가당계 

교육과정에서 운엉 요소는 위 3-3단계에서 고려되는데 이러한 운엉 요 

소의 선정과 위계화에는 문엽 요소의 세계가 자체적으로 갖는 ‘운엉 내척 

21 언어 기놓은 영」하기 성영하기‘ 샤랑 얀나기 소개8}7 1， 정보 장71 ， 정호 얄리기， 주 

재 바꾸기 작영하기 동의 언어 g현 양엉융 가리키여 언어 기슐온 요정 듣기 중심 
생각 듣기 추용 듣기 특정 정보얘 대한 문단 얽기 풍의 언어 이해 앙엉융 가리킨다 

(좋고 'JJ1!; 11\137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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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도 기본적으호 휠요하지안 1，2단계와 3-1 ， 3-2단계，4，5단체의 연수도 

고려한 ‘문엉 외적 논리’도 영향을 끼치므로 위계화률 획일적으로 걸정하 

기란 어렵다 결국 위계화 논의는 문법 내척 논리의 토대 위에서 외적 연 

수에 따라 위계화의 조정 작엉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f\eremnnO쨌)의 교수 가놓성 가설(Tea:t배lity Ily뼈엉s)에 따르연 

or습자가 어떤 언어 구조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흘 습득하기에 충 

용한 언어 능력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의사소용 중심 교육에서는 의사소 

흉기놓을 전제로 하다 보니 충환한 언어능력의 수준올 어느 수준으로 해 

야 할지 정설올 정하기가 어렵고 문엉 요소와 같은 전형적 요소 목록 체 

계71 갖해져 있지 않으으로 교육파갱 전체를 홍철하고 조직하는 내용 

션정과 애열에 대한 위계화의 원리적 세계를 갖추기가 더 어렵다 

이와 닿려 운법 요소들이 셰계적으로 배열왼 운엉 기반 기능 홍합교육 

어 셔도 문엉 관련 흑업올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발달 수준에 맞는 문 

법 교육 내용의 요소를 선정， 배열하여 각 파{lessrn)별로 구조화하고 각 

과가 연계되도록 단계화';]-는 1위계화의 작엽이 간단하지 않다 우선 운업 

체계에안 맞추어 배열하다 보연 딱딱한 교재가 되어 동기 유벌이 안 왼 

다 따라서 각 기능 영역과 통합빼 교육파정이나 교재를 구성하다 보연 

문엉 요소의 내적 논리툴올 교육과정파 교재의 학습 동71 ， 학습 목적과 

옥요 내용， 교수학습에 따라 재조갱하는 것이 울가피하다 

애lliærs(]!!E)는 모든 언어 형식이 통일한 중요성과 가치를 갖는 것은 아 

니며 동일한 방엉으흐 지도해서도 안 왼다고 하였다 알Jada & [jghtixlwn 

(1933)은 각 운법 요소틀에 대해 학습 가눔성Oearn왜lity) 여부를 중요 기 

준으로 내세웠고 버m“I!!J])은 모국어 간섭으로 나타냐는 오류를 우선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에서 학습자 요인， 언어 자체 요인 풍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운엉 교육 내용의 위계화 방홍i올 바르게 잡는 것 

은 얘우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문엉 요소가 다 단선적으호 위계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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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므로 표준적 위계화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 

표육과정이나 교재 개발 과정에 관여하능 문법 요소의 단위 영역은 옴 

운， 단어， 문장， 당화의 4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옴훈 영역은 문자와 표 

기， 발옴 교육의 내용 요소틀을 포함한다 단어 영역은 얘 파마다 배워 익 

혀야 할 단어의 양척1 질척 내용 요소플을 포함한다 

문장 영역온 습득 옥표를 두고 있는 문장 구문의 표현과 그에 판여하 

는 문법 범주의 종류플올 포항한다 당화 영역은 의사소흉애 동원되는 당 

화 차원의 기능， 당화 주제， 당화 수준을 포항한다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 

발 시에는 이러한 각 영역별 교육 내용의 배열에 대한 위계화 전략을 어 

느 정도 갖추연서 진앵하게 왼다 본고에서는 이 4 영역 중에 옴훈{문자 

표기， 발옴J ， 문장 영역(조새 비종걸어01 ， 종걸어미， 높엉엉y 피 사통법)안 

우선 다루고 단어， 당화 영역은 다옴 기회에 다루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주 지역 교재 3종 중국 교재 2종파 한국 교재 다 

수를3) 대상으로 이을 한국어 교재들에서 문볍 요소들이 어떻게 위계적으 

3) 온고애셔 다추는 대상 교재융온 다용과 강다 

111 손호인- 혀"U1‘ 하와이 주협대， 동아시아학과) 외 Kl.EAR Textixx:ks: 
"'-어 Kmæ>_I=녕1/_IJ(aIlI넨 

αI R= 찌"，1호스 킹， uoc 캐나다 프리티시정업비아 주렵대 동아시아학파.1 & 

YOO'l )ae lb:r‘연재훈， 영끌 런언대학 5OAS), <11α표씨〉 총 2권1-

mJ년 / 띠_am년) 

α 김수희(5떼"" Kim UW 워싱윈 주링대 아써써용과) 외，<'1ω si:mk Kaæn! 

한국앙 하시네요> I찌am년 워크북 I~ 엘도) 
(ψ 한국교육과정영가원 국제표육진흥씬 연 〈한국어 잉푼연이 1!Ill'넨‘ 〈한국어 여 
화 IÞIJXI)년1， <한국어 }-8>i3α년) 

(히 ~tJi(*짜얘!I文化%였:r. 써 서윷太냉잉Itη!/f;1:rlí ’‘’,(aXllI 에뼈잉 H’* 
n*I,1<1>1I“/.iï.t 

(6) 1lî~1fij • ~iliJî'(: • Ml써\W(l!!6. ax:m. Ø~m Art H-，~~W}‘~!!/f;1: 11 ‘MifL 

(끼 ”며%뻐(노아 히에，1. aα1， 'l'j잉m뼈!f~， *“ Inlllll~it 
(ffi 서융대 mJI, 한국어 l-4. 운진이디어 
191 끄려대110011， 한국어 H;, 고려대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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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현되었는가를 살며보고 이툴에 나타난 꽁흥정과 차이정율 흥해 문 

엉 기반 기놓 통합교육융 위한 문엉 요소의 위계화에 대하여 시사정올 찾 

고자 한다 이러한 위계화 문제는 이미 종괴:ro;)에서 한국어 문법의 표 

준화와 다i양성 한정에서 다룬 바 있는데 본 논의는 그것의 연%에연서 부 

분수정을가하였다 

2 업문기 문자 양음 요소의 위계화 

교재툴의 문엉 요소에 대한 위계화 과정에서 처옹 부딪히는 문져 가 운 

자와 발옴을 익히게 되는 입문기 단계로 입문기 문자 지도 내용의 위계화 

문제이다 대부푼의 한국어 교재틀은 초급 교재의 앞￥훈에 쩌시한 잉문 

단계부터 한글 문자 학습을 제시하는데 영어의 알파옛 $자 학습이 비교 

적 알파옛 순서에 따라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리의 한글 자 

모 교육은 한국어 교재을마다 개성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11이 연세때l뼈)， 한국어 )~ 연세대출판￥ 

(11) 이화때19;8)， 힌국어 H 이화여대흩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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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 1잉운기 교재 비교l 

하의'1 쿠영예 "" 호스잉-연1흩 a져 깅수피 i예U워싱현쭈갱예) 

L=n l R벼미- 영종의 에비 
CD_ E>따"""" 잉재 안씬으로 A - 1까지 9개 연 

기초표현 높잉엉 소개 앤 셜정 

CD '"'"' Kmd <Í ""'"'"' ‘ Ø Wad aæ.. 흉사 월 A_ 오싸 표현 
J(a,.,’ 용얘계풍의협융설영 B. llifmn:e in Kcrean 

û>lture' 한국운회의 효임엉 
한국어의 샤용X냐 멍언 용 

L=n Z 용손문회흩영영 
￡ 계용흔칙 욕성과 중국어， CD __ 
일본어와의 원셰 어쩌 특성 

- 수사와 a;개 c .. 암~ aas.없• il셜 
(고，w 언'Jo\ 외얘에1 어순， 

기초요현 유용한 g현.，개 
상황 지향적 언어(situatim 

o. TIε J(a,.,_ 자 
""뼈 _1, 따소순셔 ø J(a,., smtaα 용과오용판련운자학습 
행@웠 .. i얘nm.，""행， l'aItan< 국어 훈장의 욕 
g잉엉 Jt연 10개 용사 용 

정 설영 E PrCn.n:iatiCrJ G.tiæ 
류， 용운 유앵(잉X넙 ...，.에， 

E-l F\!cuImties d iJdη4왜 
운자 예셰삐"""f∞mJ 13> J(a,., 써"" 한국인 J(a,., _ 한국어 양 

톨 개영하고있다 
의성명땅식 용의 욕성 7가지 

E-2 pn:nn.iatiæ RUJeS; 양 
L=n 3 용 규칙 127t지 

@ 한글Hn띠a:rl Rmn::i<6::n CD J(a,., 싸ilir1:l æ:ll:asic E-3 PE뼈.arity 0( Ka였1 

-‘ 한블 까r 앙엉"-'， II기 규엉 
오융 자융 융영구조 한을 

J(a,., 싸lritir샤악@한 i사s션m‘ 자모 묘 자오 쓰기 용훈 규칙융 다쭈 
용，자옴， 냥북 F.u.뼈 """"'" 유용 l 있다 
애영성영 한 표현 127D 소개 

ø l-bw to Write 뼈짧 G._ 숫자 기'èAl 
13> 1성뻐 oasomn 

한글옐기 서엉 (한지어깨고유어계)‘ 서수 
El<i=잉1 

사훌소개 

tμ}알， 쿄성에서 교샤가 쓰 
L=n< 

H I:Iν， .피 ,- 영수 F""'" Rπ-
는 유용한 표현올 소개하II 

w뼈"'" Akl양 2잊 1, 월수Akl월 2 
잉다 

월)소개 

여기서는 10개의 용용 규 
획올셜영 l "'""냉Iities: 극7f. 국적 

영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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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갱예 〈앙극어 1> 악"억대〈한국어입톨〉 서흩예 <11국어1> 

l파 l씨모용Hi .J..TI 
tilìW~，~용l닝 "빼a 

2과 ιιl오용]-H "피 애 

*빼 ì~'1착용]εε，，"" 
[예비앤 

3과 l써모용H ~，↓π”에 - “tl한융) 

빼 m"r융]^~AA.^M 
(H의에 갱쳐 한글 자오 한을11\ 
영서사엉 성영) 자용/오융/한긍(용절JI) 

4:1'. ι” 모용]나내끼얘4 
자오융얘앙쓰기잉기요 

tilM자융]"킹"양。 
L I>文 R介 한국어오용도와입숭오 

2 1> ι文 ‘ i:Hj 양 

1 1>文 ;!fr"U; 

5과 없iJiU뺑챔]ï t.. C2。닝 。
4 써文I~잉tt 환닮2) o ,-',t..,C ,2. 

Ó 1>" 쩌l'.(ì:! 

6과 얘íJU항청lλÃ*휴c，，~꺼 
6. I> t~， 야1< 한를(3) o. t:I,^.'''.1t 

M 
7. 'N.t{이T(f1:A!d: .. ~til 

빵율14) :/1:..，~깨， E，n 

7과 '"없iTt!I첩방청] ‘\l.II/. U ðI 
二:. .l.1i {f(앙용) 

"" 
한글'{5) n，O::，II!I，μ、~

l 쩍 ti Jiìl 

8확 JJl I'l I1U협항청]VZÞ& 1.t 
2. ti잉(7)\ 용용 규칙 설 한긍(m H. "，".<J.샤，셰， 

a 영) ~.'’，τ\~.-1 

9과 •!” ‘!’t 
'. l'! 11If!.l1iι 한올‘n 방청 업71(" 격， 

n ,L ,t:,'"‘',^."", Ë ,1t,2 , 
1. lV-t:l’1 '.엠{I-13꽉} 

10과 잉 ìr lC!“ O,t:I,I1, Ol 
2. .4tHA' .11iU<HÐ파) 

• 냥한식 순셔와 다온 자오융 악 
습용 ;;;개 안에로 묶고{자오 획 

슬']1 y:.앙) 지5'. g.엉 킬앙g 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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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혀예 〈앙국어1> 이약에 <tt국어1> a욕와갱’가엉 i져 

* 선따라그리기 간당한 
도형 정션 따라그리기 연 

습 

* l파나 
l파한글자오 1 2피소용 
l 모용 f.~.i.j ... -.I 13과옷 엽기 
각 지형j 융7f. 이읍 쓰는엉 14과 우리 가혹 

얘시 1 •.• ""~n"'~' ....... 15과아정 11 세종대왕피 한끌 | 
2 자용'.L ζ Ea* | | 6파동율g 

12 모용과자용 | 
2차 자용 -', L .. :iI, 'S"끼며| |7파 열 것 

11 융정 | I ';- .. ~~~， .. ~""~， ，，~n n ~ ~， 13과시장 14 받칭(땅칭과 7개 필소리 | 
3과모용 | 19파 놓이 

|얄융소개 
• 당모용， 이중오용 | |lO과 나의 용 15 샤천 순서 | 
오융사각도소개 1""' '-' .,. - -, 1 11과 A에흥깨 

"'" <i ptαuriation I ，_，~" ~_"L.. .. ,,, ...... ， 112과 우리 교살 11이대 a찌는 일용 규칙 1 
4와알칭 | 

1 소재는 전혀 하지 앙용) 
• 7종성 물소리엉엑 예시 1 

- Rule of prπuri∞'" 
5과욕습 

6과 온운 영도로 한국어 구 

조한얘정 

1<한을의 낭자용 익혀 용시 

다〉용 성정하고 1-7과는 자 

융 14>1. ~12과는 오용 m자 
안다후고있용) 

* 부욕 
자용쓰기 
오용쓰기 
한글 기본 용얼요 얄아융 
얄(얀어 옥옥표j 제시 

업문기 내용을 당고 있는 초급 교재틀을 보연 대체로 제1과로 들어가 

기 전에 <D 한국어 개판〈한국어의 륙정1 간략 문엉 및 간략 표기엉 약술) 

소개 @ 유용한 표현(인사 표연 교실 표헨 소개.@ 한글 자모 발용과 

문자 소개의 세 가지 내용율 당는데 @φ 내용의 설영 없이 @ 한글 자모 

학습으로 곧장 을어가는 경우{북경대 교재， 한국어업문， 서울대，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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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있다 

그런데 @온 도잉 설영하여도 입문기 학습지에게는 어려용 사항이라 

펼수척 지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초급을 어느 정도 진앵한사량써나이해될 내용이라 초급 교재 앤 앞에 

도입해 가르친다연 학습자의 완전한 이해툴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반연 

에 @의 유용한 표현은 업문기 학송”게 유용한 실용 표현이라 온운 ~l.습 

도입 전에 설정할 가치가 충용하다 설령 본문 ~l.습 이전에 다루지 않더 

라도 본문 학습에서는 l파냐 2파 동 앙부용에서 유용한 표현올 배치하는 

경우도많다 

디옴으로 입문기 내용어 서는 딸옴 규칙을 본푼 도입 이전부터 설영하는 

연인데 이틀 교재들이 다루고 있는 옹훈 규칙얀을 비교하연 다옴과 같다41 

11. 2 [~운 규칙 셜영 교재 비교l 

하외.1 주얘 i져 로스잉 연찌훌 i져 
깅수회요져 

(9>1 규칙) UO끼 규칙) 
(씩생연주힐예) 

u2깨 규칙) 

""" 1 
10개 응용 규칙 뒤에 냥한식 E ~ 2 PttrUrriatiCrJ RUJeS: 영g 

없syllabîfication( 채용절 한긍자E 영칭 에시 용 규칙 12>" 
회1 îl어 JU잉거요1 읽어 
밍멜거요] 4.l. Autamtic VI야cire ol F\뻐1 L n. 않뼈， .. 웹흩!8tltives: 

닙 C ， ^, ' 유성용형 현상 7종성 얄소리 규칙 
"",, 2 
Syllatk-fir냉 ., 없m-，녕ease d Fi뼈l 2 πt 행뼈액f 뻐，"，'빛 

d=re‘""'*"") ~ 블소리엉칙 에씌 빛애‘와강용연융엉척 

양{정l 용의 비파영(""，-때""，) 엄상 

3 않없hmirgin (JJ'없øt 

"""3 n n. 앓앵 " 찮쩍" 2, 口， 빼""" 앉다，끊다 앙 
야"" 짧rrili뼈1( 1!1용확〉ι L ‘ 。. 닙. ε" 끌소~볍칙 아끊이처영자용꾼받갱 

4) 한극어 쿄재등에서 다추고 있는 용운 규칙융 비표 정리한 연구로는 이상억U!9l)에 

셔 g개 융연화 규칙의 기능 'i당량얘 따라 위계화한 후 한국어 교재툴의 도잉 양상 

융이교한연구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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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용현상 

의 7종성 현상과 연옹 현상 
4. Tenstrl wt: 억괴녁꾀， 

잉앤염뱉 끌나다{끈따써 알당{양'flr 딩소리파 현상 

.. Ote-Grl! d __ , ~ 뺏lnthew없<est RUIe~ 7종생 융소리엄상 
비( 압이[아니r ~ 약화 Lto 2. as없찌&뼈K자용 

현상 용피) 진리l갱리l 양닝l닿 
45. ‘씨，，>the (Ø핑 d s.-

힘l Gos 1φ Y<U I'bse: 앙니다 • 
6. ~-anfxl: 엉허'f어여애l 

상학1 ‘w 역앵용화 현상 
녕괴너화*유기융화 Rule S 

T~경융화) 억 
4.6. Rn.Uities d tre 뼈""a 7. ASSirriIatim to the .., 생[학영l 엉대엉따1 
1일낭 신라 E 흉화 현상， 갱 w 연권영극l 친귀갱 
'" 견장 숭앵 원소리화 현상 구r 와잉 역앵흩아 RuIe& 

~arl 'lt~ 
4.7. Autoo뼈idh뻐'" 약양， & a-잉"" ‘신라{설라r 얘기융회l 흥고I죠i!l 잉 
싹'1. 엉'1. 십상야 강이 예예 

g 역앵룡iν 힐내g라r 억{이역l 
용밍의원소리억연상 

E 숭앵용아 

RUIe' 4JI """'"앵쩌 f κ ‘흥고 9. Weint 깅-olf7t’.11 앙。r .".., """'" ’‘..- 흥다처링 * 유기용화 현상 
구개용화 {자용당순화엉칙) 여g 

[여1성l 없대엽따l 
，a-.엉X삐， d E 야뼈" 10. carhn:외 .... 몇 에〉 
구개융화 

영빼[여태r 용훈 규혀 척}앙 RuIe& 
엄상 PaJatalîzation‘ 구재용화 )‘ <lQ μ，..& 않øt Vrn뼈. 

양이대'1-치다l 
‘앙， 융 밀‘ 눈， 거리 연'1' 장 11. 징n밸빼 is the 빼" 
안용엄상 

용운안순찌엄상 시째시 RUIe~ 
깨l 찌띠l셰피r - "'"미，....위치 흥 4.11. 았 없r<S dthe 빼홉1 

여) 잇율{엔윌빙울l 
벼"" 한풍 자모 냥한식 영 쟁 l~ 잉의며 lS@l/‘에1 ia 앙‘용 의 현 죠A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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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_I> 
III깨 규칙} 

9혹 .lt l!κ 

1. i:i'îír':’‘·κ 

'f갱외예 <_ÀI'l> 
17깨 규칙) 

-. Itxl한i') 

(1 -7과에 걸쳐 얻을 자모와 

II A:. t i" IU~. ~*，f. 7\-+아|서사냉 성영) 
•'1, 보·아→야 

2) ι~. fuJfot 오당아 억어， I=- .톨{‘융l 
소곤소곤 

l. ~ηιu 

2. f!U (Wt~원ft 1 m i:. η 
(2) 빼” 

Il ωi~'lt찌i< '1것~'I거쉰 11~ ，w. 
~ 잉 j';"ft:，찌ι 잉디{잉여l 
3)10’ ft.ij/ι 국흩{웅용 1 2. ，')'얻 
4) J:g it:'iftJi!ι 잉왜이에 비) 냉 (~. 

히 '"化찌‘R 웅이[구지 11~ ’ ....... ’에t 
6H뻐R때 앙인[양낸 1(3) 펴.ft 

n I!Ifi찌% 훌얘죠~H 11삐 mlli!l!lfi 
(잉 ~(Ht 

서율예 〈한극어1> 

양용 규칙ξ 따호 성영하 
E 잊지는 않다 용운 l와 
우터 l양용l칸융 두어 주 
요 얀어의 양용융 1 J로안 
보여주고있다 

설영 제시없이다양힌얀 

어 영용융 익히연셔 국어 

양용규칙용 셰득하게 하 

는양식이다 

l파 (~J..;용1 에 이것[이정L 

이것원。1거슨L 찍상i쩍엉l 
우엇잉니깨우어싱니껴l 

1 1 、찌I!’('í.옛Il!!/I 11히 iI<~’ tHl!ι 1 l J2과 l악용1 에 시찌[시세i 
t:I.^， 2 르 1t) 힐유 l'끼예，γHJι%πlJtyut i'í' I 

혀현상엉영 
1 ’ | 아성니다{아냥니다i ￥{용! 

3 ↓，~ji/J、“
10>1.톨 u 
영갱， 사션 자모 순셔， 용용 1m ι l 'llotJtκR 

훈유lL 모용‘각도 구강요 11잉 Æ i’~1fiI i1"1'J껴‘.'.'，1."’HIí 
앙칭 종유JI. 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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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혀예 〈언국어1> 이찌예 〈한극어1> a육격갱’71원요져 
15끼 규칙) 11께 규혜 15끼규혜 

3과모용 
〈한국어(입용연)>애서는 알 

모용사각도채시 
용 규칙융 다루고 있지 앙용 

앙용 우훈이 〈한국어 )þ 
Rule of Prcn.n:iatioo: 

얘는 었고 〈한국어 :\4>얘서 1 ~네 혼동 현상악F슐 
안 ‘얄용이라고 설정얘 다루 

2 써애거혼용현상약술 
여 다시 〈한국어 715>에는 

앙갱 항옥에서 7홍성 현상 
영융과 요기’라고 해 다루고 

있다 1 ~‘애 용동협상약F슬 안 앙정 깐련하여 자세히 

~I ， il 온동도 언급(시겨[시 소개하고 다픈 알융 규칙 
3과환터 첩자용 쌓용 ll, 20, 

게V시계1 소재는건혀하지않융 
않， lt, !lI. 뚱 약힘 

. ~→ [~， Ul 각과본문얘서도안용논 
연용현상‘받아서[아아서])， 

의사{의자] 의는 었용 * 당럭(흩아와죠아요]) 
회헨회앙;>1앙l 

칙용회{싹힌{￥센)， 종다{죠 
우리의{우리의 우리에l 

타l 잉액{이와} 싱지[싱치1 
경용화(혹구[추꾸]，식당[식 

4과 lMe<i flmni때oπ 
영]) 십훈{싱앤])， 앙지[받쩌]) 

7종성 설영 
자용동외{한국엘{한궁엘L 첫 

이후양용논의없용 
어려[윈어려l 싱냉싱년U 

위 교재틀을 보연 입문기 단계부터 본문 학습 이전에 발용 규칙 설명 

을 자세히 배치한 교재들이 있는가 하연(하와이대 교재， 깅수회 교재， 호 

스킹 연재훈 교개 북경대 교쩨， 알옴 규칙올 중급 단계로 가연서 자세 

히 다룬 교재(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재)도 있고 발옴 규칙을 다루지 않 

고 본문 혹k습애서 ‘알옴란1올 두는 정도로 단어 발융을 다루는 교재(서울 

대)도 있어 방옹 규칙에 대한 처리는 P~두 강지 않다 

입문기 알옴 학습이 해당 언어 학습의 영생 얄옹 능력을 확우하므로 

입문기 발용 지도는 얘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재 도입 단계에서 발읍 학 

습올 않이 배정하고 방옴 규칙올 자세히 다용은 그런 알옴 교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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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얄웅 규칙이나 발융 부훈에 대한 설명 

도엽파 학습 훈련이 칙을수록 얄융 교용은 부설할 수 았으므로 발옴 규칙 

과 연계왼 발옹 지도는 입문기부터 야주 상세하지 않융지라도 어느 정도 

는 다채로용 일옹 활동과 규칙 인식 훨동융 할 수 있도록 배치할 멸요가 

있다 단지 도업부에 지나치게 상세한 발옴 규칙 ξ냉올 배치할 경우 발 

옴 학습에 염증올 느낄 수 있으므로 지나친 상세화 학습올 할 펼요는 없 

다 설명 상에할지라도 그것을 다 가르철 멸요는 없고 본운 학습을 하다 

가 앤 앞의 해당 발옴 규칙 학습란으로 와서 발옴 활통을 환기시키는 것 

도 가능하므로 교사의 탄력적인 지도에 알기연 된다 

한국어 교재들의 잉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모용의 딸옴과 운 

자 학습 배치이다 이는 말옴 규칙 학습 이전의 가장 기초 부훈이다 한글 

자모 학습은 자모 도엽 순서1 자모 영칭， 자오 옴가1 자모 획순 쓰기 문채 

가 판여된다 이 중에셔도 자오 도입 순서의 위계화가 문제인데 대부분의 

교재가 제각각으로 도입하고 있어 위계화가 가장 어려용 부푼이다 자모 

도입의 방식으호 전홍 방식은 대개 국내 내국인 국어교육용 교과서에서 

처럽 한글 2껴자 개녕융 제시하여 입문시킨다51 그러나 영어의 알파엣 

a.b,c, .. ，는 지옴과 모음이 홍재되어 있고 그 순서의 논리걱 일관성도 없어 

보이지안율어쓰기 표기업이라￡자모안익힌후단어 학습으로곧장나 

아가 단어안 익히연 말응과 문자 ξt<i이 흉하는데 한글 자모는 기본지를 

51 한글 잊용엉U!IIl)의 X융 오용 순서와 영갱은 다융과 같이 규정되어 잊다 
찌 4항 한긍 자모의 수는 스툴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용옹 다용과 같이 정한다 

"(기역)L(니옹 c(디긍)2(리올 c(이용) 닝(비융-) ^(시옷) 

。(이용)~(지윷*(치윷) 껴(키용 E(티융) n(피융 .. (히융) 
H아IH야IH어) j (예 ...L.( QJ 피.fU π우1m유) →~J ](이) 
[용잉 11 위의 자모호써 격융 수 없는 소이는 두 개 이상의 자모훌 어올러서 적외， 
그 순서와 이용온 다용과 같이 정얻다 
1끼캉기역) 띠캉디긍) .이 정비용) 씨캉시웃) 씨짱지용) 

H(애I "(얘) <11에HII예) 내와) 셰째) 샤(외) 끼(씨) 에에) 년(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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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가획， 영서 방식으로 창제되고 용어쓰기 방식이 아닌 모아쓰기 앙식 

의 융절 형태흘 채택하는 글X봐 자형의 구조에 따라 단계적 교육이 불가 

피하다 

한글 자모는 %자얀이 아니라 실채로 쓰이는 것의 총수는 19개 자옴‘ 21 

개 모옴으호 도합찌자가 원다 보용온 천용척 순서에 따라 l차로 다용 2씨 

자안 채시하는 경우가 않아 갱재} 전부인 양 칙각율 주지안 l차 %자 이 

외애 2차로 추가 글자 1&<1흘 더 배치허여 가르쳐야 한다 

(1l 1차 자웅 모윌24자) 

1~1j-'--"-Tπ - 10차모용 Ia자) 

, L C 2 C ~ ^ 0 ^ ~ 격 E .n 'ð"(I차 자용 14자) 

2차 자옴 오융올 쩌공할 때에도 모용과 자옴을 구용하여 단계화힘이 

융가피하다 2차 모용은 l차 모융에 l 모옹 결합자를 2차로 채시하고 과， 

껴 걸합형올 4와 T 계옐애 결합한 방식율 보이는 다용 땅식이 일반적이 

다 왜냐하연 교재에 재시할 때에 복잡하거나 우질서한 인상올 주는 경우 

가 않으므로 문자 제'H~J추)의 계열성이 드러나도륙 힘이 좋기 때문이다 

(21 오융 
1 '1 모옴 1~1j -，- ιTπ 1 

2차요용 H " 11 jl 셔 껴 」

과 "1 
내 헤 

2차 자옴-('1， α1 뻐 서. ><<))옹 l차 자옴을 기준으로 3단 배열로 다옴과 

짙이 계열성융 살려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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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냉%전용 째계) 

, L C.2.C/ 닝 λ 。 "11차".음) 

격 E" 융 ;< 11차지웅) 

"α 배 M, "'- (2.차자웅) 

위 배치는 영용을 ，-χ까지 기존 순서대로 l단에 배치하고 유기옴{거 

센소리)을 2단에 배치하고 경옴{왼소리)을 3단에 배치하여 계열성올 살련 

것이다 

그런데 위의 전홍척 순서 방식은 l차 자융 w에서 A ,Ã ^)o l에 。의 

삽입으호 A，Ã의 계열객 순서가 끊어지게 왼다 4캉뻔서는 。올 자옴 

배치에서 사션의 앤 끝에 배치하여 비교가 원다 ，-Ã까지의 순서를 존 

중하여 거샌소리를 배치한다연 i도 격， E，고 다옴에 와야 한다 이런 것 

올 고려하여 자옴올 재조정한다연 다옹파 같이 조정할 수 있다 

(4) 자용{수갱 셰째 

ì L. C 2. 0 1::!J-、 χ 。

격E.:iI ;;t:."t 

l' a: II~ “ xι 

이를 일렬로 애녀1하연 다융과 같아야 한다 

(5) {ï L C 2. 0 tl j.、 ^ 0) + {유 E 교 ;Ã. 1;) ‘ {'1 a: 뼈 샤 쩌 

따라서 이와 같은 연형 교육도 가능할 것인데 이미 전홍척 자모 배치 

순서가 관혜대로 궁어져 위처컵 고쳐 가르치기는 쉽지 않으나 개영 혁습 

에서는 문자의 계열성올 이해시키JlJ<1 위와 같은 변형 순서를 교수법으 

로 잡정 도입할 수 있다 이헌 변형적 도입은 이주 교재 빛 중국 교재들에 

서 어느 정도 시도외고 있다 이들 교재들의 자모 배치 양상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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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이얼때ed Ka없， Bí(jrri", 1거용합 힌려어 초급1 ， 하와이 주립대) 

모옴부터 ‘단모옴{안일자 복합자) 이중모옹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 

대3J-24쪽) 

l단계 당오옹(하며evo‘님) 

단영>H외，.;e 뼈er) t~ ..L T-l 

욕앙.>K~_) H jJ 

2단계 이중모휠Il，ntlmg， 반요옴 + 요옹) þ j μ π 

R 예 
과내꾀꺼애껴 4 

자옹운 다옴 순서처험 D ，Lλ" 。후터 제시허여 발옴 셜영올 한 후 

가획 영서 글X댄i올 제시하고 있다 

n 」 < 「 。

l:::I, n ,tlU c ,E ,tt:, 2 M ,^,;I:"l"J.. 격，" 융 

그런데 잉쪽에 가연 자옴은 다시 끼L，C ，2. 처럽 전홍식도 보여 주 

고 있다 그러나 전흥식에 앞서 자음과 모옴을 설영하는 방식은 한글의 

파학적 체계성올 이해시켜 학습자들의 발옹과 문자 입문을 수월하게 하 

려는의도로보인다 

a 이<CX"'"‘ Elerrertaiy>(초급 효넘썩， 로스 킹 , 연재훈) 재얘의 지모 소 

개 앙식 

로스 킹 연재훈 교재도 다옹과 곁이 모옴올 단모옴 f ì-'-T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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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그 다옴으로 F , ι π흘 제시하여 전홍식파 갇지는 않다 
f ~←LTH~I-l 셔 T↑」 

F ， ι lT "예셔꺼내껴l 

다옴의 자음은 。부터 。이 초생에 오는 무융의 경우와 종성의 [n빙 옴 

가를 설명한 후 닝， C，"，^계의 폐쇄옴을 설명하고 있고 디， L，2:.^을 뒤 

로톨라고있다 

。t:I，U IIIICE a:.격 1'^.*~ 

。 L2"λAλ

또한 상지적 상관속(three-way coosooants)도 설명하고 있대초급 3과 

잉쪽) 

t:I C , ;K: Iax 

뼈 α n'ι _un앵""녕 

nE 격;;t.: Iax첼@어 

요컨대， 로스 킹 연채훈의 교재에 나타난 자모 배치도는 처옴부터 } 

H , 식의 전흉 한국식을 보여 주지 않l 모옴율 교육 옥척으로 딴모 
옴부터 언저 쳐시하고있다 자융온 。을설영한후 닙게 c게 ,>11, ^ 
계부터 제시하고 C ，L ，2， ti，^，M율 나중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션체 

척으호는 자모옴 혁습이 끝냐는 쭈분인 잃쪽 연습문채에 가서야 전통 순 

서의 한국식 자모융 표를 보여 주고 빈칸 써 넣기 연습올 하게 한다 

로스 킹 • 연재훈의 초급 3파에는 ’A1r/l따xt in Ilctiaαy’라 하여 국어사 

전들의 자모 배치가 다른 냥욕한 사혜륭 소개하고 있다 차이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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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에 오는 냥한과 달리 용힌온 。융 。}예 모든 자융 뒤로 올려놓온 것 

이 옥정이며 오옴의 내후 순서도 다릉을 소개해 주고 있다 

Ilq>뼈ic á Kaea 냥한 방식 

"，11，l...，C::，α’ 2 ， C ，t:l，뻐^.，，\ O .^，M，.*.，격， E ，n，~ 

f H ~ " i 께 jjl-'-4 내셔 ιT 꺼쩌껴 π- -1 

L\mx:r하~ l\qje's Rt!iliic á Ka.a 북한 앵식 

Î L. C2c t::l λ"" 격 E 끄"'ð" "ttllll M. M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얘얘에예외위의와예왜얘 

이어 옴절 구조에 따른 자모 얘치 구조를 얘시하고 있다 

뻐w τo Write Kaean: suoke Iìders(융정의 져오 순세 

cvccvccvc 
V 

C 

글
 

C 

강
 

v 

조
 

v 

α
 굶
 

￠
 
상
 

가 

때 <vω speak Koræ써김수회 외， 아-IVERS!lY a' 1M짜iHtm어 

김수희 교재는 입문연의 D. The Kaean A뼈:á얘서 푼자와 빌옴율 다 

루고 있는데 옴절표의 가흐 새로 앵의 배치는 전홍식올 따르고 있다 

세호앵 자융 14개 '，L，C ， 2 ， C겨 .^， O."，.*.，격 ， E ， tt，1t 

가로앵 오용 21개 f~iLIIIO개I H" 11 jl과 내 꾀 껴 체 에 -I1ll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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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용절표률 제시하고 있는데 욕잡한 융절표 채시는 자칫 학습 

영중을 주지 않올까 우려되는 정도 었다 영어가 a;개 얄파엣 결합으로 

곧장 단어 ξL습에 틀어가는 것에 비해 한글 자모 교육운 <<>개 자모에 옴 

절 모아쓴기로 옹절표의 용절수가 많아 학습에 부당올 줄 우려가 었다 

14<21킥쟁개안 익혀도 알파옛의 a;개 단순 목록에 비해 부당스렵다 

(예 북경대 〈효댁어1거북경대， 서율대 공연} 

HO파에서 발옴과 푼^~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옴과 같이 륙이한 순서 

로 용해송F겨 설명하고 있다 모융자를 단모옴부터 강}로 나누어 익히고 

나서 그 후에 다시 y제 이중모융과 w계 이중모융 중심으로 다루도록 했 

다 그리고 자옹은 순옴인 닝계부터 다루도혹 하였다 

<D元g-[오용H ~ ιTJ 

ø :1[;{I-[모용，1- H jJ >1 념 
‘@숍[자옴-] t:I :;:r 뻐 n 

빼용[자옴lζEαL2 

@ 元용[오용H j ι π H '1 ‘i1i1tl자옴-I Ã :Â)I;o;: AM'잉 

@ 元륭[오융l과 내 꺼 헤1 --1 li!1t l자용] ~ 격 " .. 。

@없얻[양침)î \...t:. 2 。 닝 。

@ $1화방침J^ ^ fi;. 격 c Ir"ð'" 11 M 

(1) "'1111겉[겹앙엄1 " " α .. "" 
@~~꺼뚱 I겹받칭}i!l i!D Ql\.ð"i!t 

61 용정대 교재 l킨$혹애는모용 I , ιπ R 씨 와자융 Ã~~^ μ가경합한 
옹성경앙표학습으호‘자 샤 ’\. ^I. 싸 샤 '1. Jf. 쥬 ’쓰기 양용이 나오는에이 
경우의 경앙용인 져 야 싹 ‘는 싱제 국어 딘어 융정에 쓰일 일이 없어 이 경우의 
융정 쓰기 애앙 학습온 비현실적이라 우적절한 에합 사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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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꽉경외대 〈효넘썩 입문거훌틀빼 II!jj;Jit . 1Ilililll 

이 책에서는 한글 맞충엉 규정의 순서와 영칭융 따라 자모 훈리표와 

결합 용절표를 제시하고 있다{2-4쪽) 

"，L，C ， 2’。’t:I，^， O ，J!;.*.격， E ， tt，1t，끼. <<，애，M.，;Q; 

f ~ ~ j ιιTπ - IH"1Ijl 과내셔껴배껴」 

그리고 이에 앞서 자오의 용가 환튜흩 제시하고 있다{2쪽) 

元ll'[모융l 

M元륭{안오옴]:f~ .L T -1 H11 >l껴 

'"元압[이중오용]: ~ j ιπ R 예 과내 1’헤꺼 

’‘ftr자용l 
~ft[예사소리J: ., c 닝 ^'" 
!IIft[원소리! π α 뻐 "'''' 

ßIi!양[거생소리]: " 격 en .. 
.-，m율링소리]:L 2. C 。

[6) <인택어 1꺼한국교육과정엉기원 국제교육진흥원) 

〈한국어(잉문연))의 1-잉파에서 1-7파는 얘 과에서 두 낱자씩 익혀 「

융까지 I찌를 익히게 하고 8괴흘 건너취고 다시 9파부터는 H -'-T 4 

모용융 익히고 10파는 -) 훌 익히며， 11과는 t 케， 12파는 4 π흉 익히 

게 하였다 끝으로부륙에 ‘，- ... ’지융쓰기요’ f Þ 1 , ...... )’ 오옴쓰기 
표톨 두고 종합 복습올 하게 되어 있다 마우리로 한글 기본 용절표(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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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겨 냐냐너녀 하하허혀 흐히)를 제시하고 있다 

입운편은 l짜쪽 분량이나 되는데 정작 자옴운 14자 모옴은 10자로안 

끝나 자융의 왼소리 ,11:( 뻐 μ g파 받침 표기를 다루지 않았고 모용도 

이중모용 과 11 동을 다루지 않았다 

rn<한국어 1껴서울대) 

자모 학습을 〈예비연〉이라 한 곳에서 ‘한글j]) - (71’로 연성하고 있다 

지옴과 모옴의 제시는 다옴과 같다 

자융 "'，L ， C，2. ， IJ .님，^‘。，χ，-. 

q E n ;1:; 

11 U: IItlMM 

요옹 f ì-'-T-) ')H 셔너 

þ j ι π 헤 R 
과 1) -1 레내 

자옴운 평옴올 -', L ‘ 。，Ã‘캉의 순서로 하고 격옹， 경옹 계열올 그 다 

옴에 배열한 것이 륙정이다 모옴운 단모융계， y계 이중오융， W계 이중모 

옴의 순서로 했는데 각 계열의 앞부분은 f , ì 와 þ ， j 와 과，11로 0，'성모 

음이 앞서고 윗부분은 꺼， H 와 j) , M 와 체，내로 융성모옴이 앞서서 일관성 
에셔 흐트러겼다 

이상과 강이 힌국이 학습서툴의 푼'1 및 얄융 지도의 양상은 한글 문 

자 구조의 체계성1 모아쓰기 구조의 특정으로 인해 오히려 매우 복잡한 

측연이 있어 입문기 언어 학습에 초기 후당올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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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자， 양옴 교용은 아직도 가장 효율적인 잉문기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학척， 경험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옴은 이러한 입문기 자모 지도 

의 단계률 냐누어 본 것이다 

([) 1당계 I차 10 모용 또는 8-10 단모융 액습 단계 

자모 혁융은 모옴부터 익힘이 일반적이고 국어도 모옴안으로도 익힐 

수 있는 단어가 않으으로 l단계는 모옴부터 익힘이 자연스엉다 그런데 

모옴에는 전흥적으로 1차 모힘기본모읍)으로 m모옴을 분류해 국어교육 

에서도 1차 오옴부터 언저 익혀 온 천동이 있다 안일 1차 오옴 방식대로 

하지 않으연 단모용과 이중모융으로 나누어 단모옴부터 익히는 방식이 

있으므로 컬국 모융 학습은 두 가지 *싼이 가능하다 

l얀 전홍 l차 2차 모옵 방식 

전룡 기온 자모 순서 방식대로 l차 모옹， H i , μLTπ-1 )으로 10 

모옴을 익히고 나머지 2차 모힘 H M il 예과내셔깨에너-1)으로 II모융융 
익히는방식이 있다 

2얀 단모융 빛 이중모용 방식 

l차로 8• I07R 단모원 li J..T-liIH 또는 여기에 셔너를 단오옴으 
로 추가 가능)부터 익히고 11-13개 이중모흥K 1= ~.J.!:π예 R 셔T니헤셰 또 

는 셔껴 추가 가능)을 익히는 닝엄i이다 

l얀파 었i 중에서 유용한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국어 어휘어 서 각 자 

모의 사용 빈도수에 따른 결과이다 이미 김홍규 강엉모(1!!!7)， 서상규 

(t잊ll)에서 이련 자모 빈도수 조샤가 다옴 순서로 보고왼 바 있어 l페위 

를 1071씩 끊어 인용하연 다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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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강엉모11댔n 1밍위 자오 빈도순 

。 t L. -'21 - ~^..L C. ^O~T닝 j H1)M "-1과e"괴 .Jl.1X 1' Þ 
껴껴π격 에t.tll.l.~뼈내 i!.1 i!.D i!:i5t，Ã체 Mðl ll.i'Eãl 

서%듀!{)!II!) 1 -5>위 자오 빈도순 

t-'L12^~^O ...L "，oTc t:I→~ H"~l :iI E11.JJ..J↓셔πÞ -1π 

끼A꺼 j) T\~격뻐ti.l.i!.1\..% æ내i!DUðl M 제""''' 

이에 따르연 %위 안에 오는 모용이 깅흥규 강엄모(!!!17l는 ‘ f )-ì 
-'-Tj H'이고 A얘규{t쨌)는 ‘ f ) μT-j Hll'o1라 ‘-’ 모용의 순 

위안 치에가 있올 뿐 나머지는 순서도 일치째 단모옹이 지배적이다 따 

라서 H세가 .>L Fπ보다 앞서므로 H 단모옴을 포함하여 단모옴부터 
언저 가르지는 2안이 약간은 타당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Hì j 식의 해헤본에서 말한 初出字(fì-'-Tl ， 훔出字(þ 

j .>L lTl의 모옴 글자 제정 순서에 따흔 인지상의 체계성이 주는 장정과 

H ì j 식의 용융척 타당성에 따른 전흥 l~f. 2차 모용 순서 방식대로 

학습합도 그 나응대로의 타당성올 부정할 수 없어 1안율 2안보다 열퉁하 

게 볼 수도 없다 또한 가가거겨 ’ 방식의 융절 모아쓰기 표기 훈련융 후 
술할 4단계에서처혐 익히려연 전홍 방식이 더 유용하다 

따라서 우리는 1안이나 잉i의 방식을 모두 허용할 수 있되 기본모옴 

순서 방식의 전풍을 존중하여 1안으로 하는 것올 권한다 이에 따라 다옹 

과 같은 오옹 학습을 홍해 고유어 및 한자어 영사냐 강탄사툴 포함한 단 

어 얀f올시작할수있다 

。\'>) 아우 오이 여우 

우유{牛nI 이%{1'! rll) 오위1i友) 여얘없11) 여%{1i\1*) 

。}애강탄사) o\'>W아용의 강탄사) 어이(부픔의 강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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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당져 19 자용 액슐 안계 

이 단계는 다시 3단계로 냐누어 @기본 명옴 9자 학습 단계， (2)격옹 5 

재극，E，끄，Â，13") 학습 단계， @경융 헤{11 ， tt:，배"λ，^'I 학습 단계로 냐누 

어 발응파 문자 획습올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1 3단찌 2차 11모용 또는 이중모용 11-13 모용 학습 당찌 

위 (I)의 l단계어 서 l안과 2안으로 소개한 영'll에 따라 l단계에서 다룬 

1차 모옴이나 단모옴올 제외하고 l안의 2차 오옴 11모옹올 다루거나 또는 

2안의 이중모옹 ll -I3.모옹올 모옹의 마우리로 익히는 단계이다 고려대 

교재처럽 이 경우 혼용 모옴에 대해 'H카l ’ 혼용， ’외 왜 왜1 혼동 현 

상도 륙별히 학습할 수 있마 ‘외 훼는 알옹이 [wel로 같은 경우가 있으 

나 ‘왜1는 [wrl이므로 구별하여 학습해야 할 것이다 

(41 4당져 19자용 , 1차 10모용 철함 ~ 190자 용갱 학습 당찌 

4단계는 l단계의 l안에 따라 19A1융과 1차 10.모옴을 결&녕1여 옴절 모 

아쓰기 표기법올 익히는 단계이다 4단계안으로도 기본 단어흘 ‘나비， 바 

마 아이， 코’처렁 익힐 수 있는데 엉주별로도 대영사능 ‘나， 너1 그 우리’ 

쳐럽 쉬용예틀이 많다 용언에서도 '7，，*， 오라， 보라 ’퉁영령형 익히기 

도 용이하다 가다’의 문제법 활용도 ‘가다， 가나끼 가느4? 가라， 가자 가 

of쳐럽 받침이 없는 예들안으로도 가능하다 

한뾰 이 단계어서는‘다， 야 야， .l!， 샤 샤 파， 하， 유 ’처럼 킥어의 울 

휠요 옹절도 있옴올 주의한다 컬국 이 경우도 모든 융절표롤 학습할 것 

이 아니라 쉬운 단어틀의 사해부터 익인다{가게1 가구， 커피1 가다， 자다， 

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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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5딴져 19.자융 , 2차 11모융 철앙 ~:Ð9깨 융껑 액숭 암계 

이 단계는 1단계의 l안에 따라 19X냄과 짜 11모옹올 경힘~~겨 옴절을 

익히는 단계이다 이때 국어의 율펼요 옴절(내 대， 얘， 화， 쐐 )이 있옴을 

유의한다 역시 모든 옴절표를 학습휠 것이 아니라 결합 가놓한 쉬용 단 

어들의 사헤부터 익힌다{개， 게， 귀， 배， 새， 해 째다.， .... ..) 

(61 6단째 방청 가견 당어 여슐 당져 

이것은 국어에 'lI7뼈 받침이 있어 종성 방침을 갖는 융절 표기를 익 

히는 단져 이다 이 경우도 흉방침부터 익혀 겹방침으호 익혀 간다 

끝으로 써버 학습 교재의 사혜로 재외동포재단(www.d<f.<r.krl의 한 

국어 학습 ̂f이트인 ‘스터디 코리언’(http://sù빼 때1m ÆI/I에서 '.Basic'’ 

(입문연)의 한글 학습 내용의 문제정을 겁토해 본다 

[재외 동포 재단 스터디 코리엔 Harweul> Letter> VO\뼈의 배치 

~~ ..L T - 1H 꺼 

þ jμπR 예 

과내 T1 제셔꺼」 

에시어옥륙 

} 나라바다 { 저거어서 JC 고소도로 τ 두￥구두 

- 그리스드라이프 1 이리시비 ” 네세제 H 새대개 

사소한 듯하지안 처용 모옴 화연은 H, jj 순서로 예시하고는 위의 예 

시 단어 순서는 j l, H로 반대로 하여 부주의가 보인다 어휘 예시도 준알 

형 ‘저거’나 한자어 ‘고소 시비， 세제’는 입문기 단어로는 우척합하다 다 

옹은자옴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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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재단 스터디 코리엔 벼멍뻐> l.etter> Coosmant의 배치 

ïLC 2. 0 닙〈。 χ 

격 드 끄 .. " 

" α "샤 g 

위 자옴의 배치는 체계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단어 사혜 중에 

영어 사혜를 드는 것은 장단정아 있다 예시어 중에는 영어권 ξk습자용 

사이트라서 j드라이브， 그리스 샤워， 예스 혜이브 코코아 케이국 비디 

A 라디요 토마.~ Efl이표 피아노’ 같은 외래어 예시가 많은데 영어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정이 았으나 입문기에서 국어 고유어나 한자어 어휘 학 

습량을 늘리는 데는 도용이 안 휠 수 있다 또한 국어사전에 오를 외래어 

가 아닌 ‘예스 왜이브’ 같은 것은 ￥적절하다 울흔 영어 단어를 한블로 

표기한 사례가 되어 대조 언어학적 인식에 도융이 철 수 있다는 장정을 

보역 준다고 할 수도 있으나 자칫 이들 단어를 한국어로 오해할 수 있으 

므로 입문기에 지나친 외래어 사해들은 흉제해야 한다 

한연 대염훈 교재틀이 자모 배열과 영칭 부여에 소훌하다 영챙 소개 

없이 곧장 자모 애열을 하고 익히도록 히는 잭이 대￥분인데 영어 앙파옛 

~~ ζ ~d 는 영칭올 처옴부터 익히연서 문자 학총” 틀어가는 것을 

비교할 때 우리도 영칭 소개부터 하고 문자 학습올 힘써 좋을 것이다 

자모 영쟁은 우리 의 기역， 니은， 디긍 시옷， 키올， 디을 1 방식은 ’이 

으’ 방식에 일판성이 었고 기억이 흘연하여(7)역-커옥， 디긍-티융， 시옷) 

이보다는 북한식의 ‘기육， 니응 디옹 ’ 방식이 일판되고 기억에 부당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1979년의 학숱원 개정안 작영시 아 방안으로 홍일 

하허다7} ￥질왼 객이 잊었냐 앞으호 한글 잊충엉 샤모 영칭에서 이 양 

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식은 1그느드료 ’ 방식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억에는 연하다 그 밖에 ‘가나다라마 ’ 방식도 권할 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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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자옴에 첫 모융 }를 붙여 부룬다고 정의하연 왼다 

자모 지도에서는 자모별로 획순 학습이 냐와야 한다 일후 국내 대학 

교쩨서율대 이대에서는 획순쓰기를 하지 않아 학습자가률연할수있다 

운자 학습은 딸옴과 표기 학습과 연계되도욕 구성힘}이 이상척이므로 

자모 입문기 학얽1서는 ‘자모 읽기 자모 보고 쓰기， 자모 받아쓰기’ 환동 

은 울롱 ‘자모 듣고 맞는 것 고르기’ 활동 같은 것도 넣도록 해야 한다 

3 조샤의 위계화 

국어의 다양한 조사들의 도입 순세를 국내 교재틀{고려대 서올대， 연 

세대 。1화대)과 미주 지역파 중국 지역 교재률 비교해 보연 다음과 같이 

교재을마다 %‘이한 껑이 많옴올 알 수 있다 

다옴에서 ‘ >’ 표는 패Jes잉1l7f 녕어가는 경계률 알하며 영표O로 구용 

왼 것은 감은 과에 같이 나오는 경우이다71 

71 이러한 초사의 도입 순서에 대한 비쿄는 좋고αXEI에서 고허대， 셔용대 연대 이대 
용 다훈 바 잉으며 #고에서는 이에 더허여 하외이 주링대의 하국어 쿄얘'?J 

<lntegrnted KaeæV(홍양 한당어1， 로스징 연재훈 교수의 <Kaæo어_1 

띠_1 워싱턴 주링대 깅수'1 교수의 α이 알빼‘ 벼-， 한국교육피갱영7f원 
의 얘외용포용 쿄얘 〈한국어>， 육정대(서융대 공동)의 〈한국어〉 욕정외대 요훈얘 
"수의 〈한국어잉운〉 동융 추가로 비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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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3 [조시 앙륙 도입에 대한 교재 비교l 

고려대 
이다 > 에서 > 의 > 에 > OV:가‘ 8는 > oV개보칙1 > 에게， 한'. > 
에재서 > 한에서 > 깨서 > 깨셔는〉 깨 > 융흩> 1으j로 

이대잉니다-l， -&e> oV개보격1 > 훌Y용 > 에서 > 에，도 > oV:개주 

서올대 
척1 > 9lI과 〉에서 〉의 〉하고〉 애깨， 께 〉으호〉 요〉 깨서 > 보다 
>'1-터 > 이랴Il> 쳐렁 > 이라셔 > 딴 > 어나 > 밖얘 > 라고 > 빵 >
。W야 > 이나 > 이야말호 

。V개주척1 > 이다〉 에7K보척1 > 얘 > 횡용 >N 하고 > 패와 〉에 
연세대 서 > 1으j효 > 에찌/한에 > 보다 〉 여/아〉 져렁 > 보고 > 더라 >

강이 > 1에랑 > 1으j로써 > 1이11"지 (이)든지 > 깨(나V깨 

l요옥-]:8) 에 > 의 〉애서 > 으로 > 7Jt;:t1 > 외，씌/하고 > 에깨한에 > 응/ 

이화대 는， 도〉 이나〉 에재서 > 라고 〉 보다〉 쳐럽， 강이 

[실배 이대잉니다'I， ß 는， 얘서 에 용/용‘ 。V7f， ￥터， 껴자 도 호 

하외이 
이대이에요)， ð'e, oV가， 도 > 에(장쇠 > 만， 하고 횡용， 까지 의 >

주링대 
에(시간'1， 에서 > 까지 > 한에 깨 > 이냐〉 으효〉우터，'"과 > 밖에， 

이나〉 깨서， 랑〉 얘재 > 이라서 > 보다 

로스킹 
이다 >ii는，야가 > 도 의 > 애， 하고〉 휠툴 에게， 한'1. 얘께서， 
한'.세 셔 > 으후 링〉 외/과 〉 쳐엄 > 마다， 안 씩 쯤>'1-터， 까지 

연채훌 > 1이)나 > 밖에 > 야 >1이〉랴도 > 보다 > 얘q71 

김수희 。V7t， 에 〉이다. 용-Pe> 또、 하고〉 의 > 윷/쏠， 액서 > 으로〉 얀〉 
(쩌상얻주링대) ￥터， 까지 > 한.[. > 이나〉 얘서 〉이랑〉 에재서 

교육과정영 
이다 > 휠는 > 용f훌 > oV가 〈보Z혜 1 > 얘셔 > 액， 도 > 얘7K주척1> 

가원 
gν파〉 의 〉깨，￥터 〉으로〉 보다， 껴지 > 라고〉 서렁 > 안〉라 
서 > 마다〉 밖에 > 웰이 > 이냐〉 때로〉은지 > 반액， 반콤〉 랴도 

~tJ.ιA 입니대이다.)， -oV:가>~ν;， 의‘ 흥， 도〉 에， 에서， 에는률 〉외{i!t 까 
〈짧빼짧1> 지〉 우터> (는다)고〉로〉라고〉캉1 깨셔， 에재〉 안 

욱정외대 잉니대이다'I， ß 는 > 아가， 의， 용용1 에 도 요〉에서 라P으'" 과〉 
〈어g잉，~JJ't> 안〉하묘>'1-터 아다 

811요원옹 이화대의 〈앙이 트이는 한극어1>에서 i재 앤 앞에 제시한 교째 구성’ 옥'1 
에 실현 문엉 사힘의 내용율 알얻다 그러냐이화대 요얘는 [실째의 에셔럽 l과의 학 
습 용운 시한애￥터 이다， 용는 。V까 ~~， <>l 애세가 한꺼번에 나와 위껴얘에 
크게 개의하지 않온상대용 보여 준다 특히 용용외의 설영 부용옹초급입운자수준 

보다 놓용 수훈의 혜성융 넣고 있어 [요육]파는 전혀 영도의 잉력융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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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짙은 조사 배치의 다양성올 보연 조샤 항목마다의 위계성올 개별 

적으로 정하기한 울가능해 보인다 그 대신 개략척으로 위계화흘 상갱할 

수 있을 뿐이다 깅제열(때D은 직판에 따라 다용과 같이 제안하였는데 

보조사 ‘은!는’올 같이 다루지 않응 점이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교재툴은 

타동사 구문 조사 1융/를’이 지홍사 구문 초사 ‘에보다 뒤에 나오는데 그 

와 반대로 제시~이 다르다 

Q) -oV 가(2)-융/흉@→얘 (장소)G)-에셔 (충앙정) 15l-에 (도착정) -에 

서 (처소)@-애 (시간Hîl-에 (단위)@-으효 (수연)， -으로 (앙양)@-에 

거V 한대@ 의 

대부분의 교재가 ‘。V가찌 ‘은/는’옹 단원 연성어서 이웃하여 비교하며 

나타냐는 연이다 ;l*:k <앨@영영1>은 ‘이/7f가 나온 후에 ‘은/는’올 다 

루는데 <vt園짧入門>1짧흉빼 외)응 그 반대이다 보조사 ‘도’， 구어투 접 

속조사 ‘하고’도 조사들 중에서 앞부분에 출현하는 연이다 ‘하고1는 구어 

투로 운어투 ‘외/파’보다 회화문에서 빈도 높게 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l’은 ‘하고’률 전혀 퉁장시키지 않고 ‘외/과’안 

보이는데 ‘하고’의 누락 같은 실수를 악기 위해서도 교재 개발자는 초사 

목록을 놓고 전체척으로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11 1군 죠사 

조사를 1-3군으로 위계화하여 초급H，2군)， 중급{3군)으로 나누어 볼 

때91， 격조사 ‘。V:개와 보조사 1은/는’은 1군 조사로 우선 도엽되어야 한다 

91 이하 우리의 l→3군의 구용 개녕옹 초급02군1， 중많3군) 수준으호 보는에 이는 상1대 

적 구훈이다 3군옥흑중에도초급수준에서 다용앵태가있다는주강도충용히 가 

능하기 예용이다 분영힌 것온 l←3군용 초 충융에 정쳐 빈도나 안이도얘 따라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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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i에는 외국인틀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도입의 션후 *1는 불가 

피하지안 가급적 입문기에 ‘응/는’파 ‘。V가’를 잇달아 제시하여 변영해 가 

도록 험이 좋다 ’은/는’은 주채화 용엉올 언저 제시하고 그 다옴에 대조화 

용법올 제시하여야 힐 것이다 

다옴으호 'NOV:가 N에 V(있다/가다)’처렴 처격 에가 들어가는 자동사 

구문올 제시하고 그 다옴에 'NOV:가 V올/툴 V와 같은 타동사 구문올 제 

시하는 것이 위계에 맞으으로 ‘올/률’보다능 ‘에가 언저 나오는 것이 보용 

이다 이는 ‘융/흘이 ‘에 에서， 로’보다 언저 도입되어야 할 필연성이 없융 

융 뭇한다 대#용의 교재가 ‘올/툴’율 ‘에보다 뒤에서 다루고 있다 

그 다옴에 속격 ‘의’는 j갤수의 친구입니다 서율은 한국의 수도입니다’ 

처럼 ‘은/는， 이/가 다옹으로 도입되어 ’에‘와 이웃해 나타냐는 연이다 ‘의’ 

의 도입 시에는 ‘의‘ 생략 구조 즉 ‘철수의 친구→ 철수 친구1와 같은 영사 

구 구조도 동시에 익히는 것이 좋다 

성속조사로는 ‘외/과 - 하고’가 도입되어야 한다 ψD랑은 ‘하고1보다 

더 구어객이라 뒤의 2군으로 흘릴 수 있다 미주 지역 교재들은 ‘하고’를 

l군 조사로 조기 도입하고 있옴이 욕정이며，!f間秀햄('ID2)도 ‘온/는， OV 

7f 다옴에 조기 도입하고 있다 

l군 격죠샤 。V까 에， 의， 율/용 

l군 껑속조사 211'*문어투1， 하고(구어루) 

l군보조샤 은/는 

1212군조사 

2군에서 다훌 조사로는 ‘(으)로 에거 /한대’가 있다IOJ 존칭의 ‘깨는 에 

객으호 오두 다투어 익혀야 힌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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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한대’ 다옴에 와야 한다 주격의 ‘서’(혼자서， 울이서 )와 존칭 주척의 

1께서도 다훌 수 있다 여칙 ‘더러， 보고도 구어체에 잘 쓰이냐 여격 조사 

자셰가 2군에 쳐옹 도업되는 만픔 ‘에게/한대부터 우선 도업하고 1더라， 

보고1는 3군으로 툴링이 좋다 

그 다옴으로 ‘어 세를 도잉할 수 있으나 에서’는 에 * 서’의 구초라 ‘에’ 
다옴에 다루어야 할 것은 혼영하나 대후훈의 교재가 ‘에’와 강이 다루거 

나 1으로’보다는 툴리 다루고 있는 면이다 호칙 조사 ‘이/야도 2군에 도입 

할 수 있다 존귀자에 대한 호격 조사 ‘(이)여， (이)시여1는 3군으호 미룡이 

좋다 

접속조사로는 ψD랑이 ‘하고’처럽 구어척이라 2군에 둘 수 있다 ‘(이) 

나’가 접속조사로 잘 쓰이므로 역시 2군에 둘 수 있다 

보조사로는 대￥분의 교재틀이 통일성 의미의 ‘도’를 우선적으호 도입 

하고 있다 그 다옴으로는 유일성 의미의 ‘얀율 도입하는 연이다 유일성 

의미의 ‘뿐’은 3군으로 미루어 ‘밖에와 대조하여 같이 다룡이 좋대{책뿐이 

다 - 책밖에 없다) ‘부터， 까지， 개별성의 ‘마다’도 건에서 도입홈에 적절 

하다 존칭의 보조사‘요’는 구어에 혼한 해요셰의 조기 도입으로 잘 쓴이 

므로 최소한 2군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상을 고려a뼈 다옴 조사틀을 2군 

조샤로볼수있다 

2군 격조사 (으}흐 애서， 에게L 힌'W께 서(혼자세 률。μ1..J， 깨서， 011'야 

2군 성속초샤 ￥터， 까지， (이)랑， (이)나 

2군보조사 도 안， 아다， 요 

10) 종고띠n;에서는 (으j호흉 I군 조샤애 넣었으나 대￥용의 표재을에서 셰 약보다 
논 뒤에 다쭈어 ‘호1의 기능 ￥당올 놓게 보고 있지 앙아 여기얘서는 2궁 격죠사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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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존칭의 ‘요’에 대한 논의를 덧울이도록 한다 1요’는 선행어가 자 

응 알음이든 모옴 얄옹이든 j요’로 통일해야 한다 

너는 무엇용 보고 있니? 그링요 걱 자용 알용 단어 뒤에 쓰인 ‘요’ 

너는 우영율 보고 있니? 비디요요 => 오용 앙용 단어 뒤에 쓰인 ‘요’ 

이 정우 사랍들이 구어ι에서 1그링이요’처렁 ‘이다의 영셔형으로 얄음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링요’가 논리적으로는 맞다JJJ<표준국어대사전〉 

의 다옹 ‘요’ 셜영은 ‘N요1의 용례 제시를 충용히 보여 주고 있지 못하다 

요11 엽 

<D '주로 해힐 자리에 '!o'이는 종결 어미나 일우 하께할 자리에 ~ol는 종 

결 어미 뒤에 웅어j 청지에게 존대의 웃율 나타내는 보조사 칙식용 갖 

추어야 하는 상대에게는 장 쓰지 않는다 ’돈이 었어요J기차가 장 툴리 

가지요 

12)'셰언이나 ￥샤악 연결 어마 따위의 뒤에 불<>1. 청자에게 종대의 뜻율 

나타내는 보조사 ，。냉온요 더없이 좋아& 어서요 읽어 보애요J그형게 

해 주샤기안 하연요 정알 감사하겠습니다 

위 @가 체언 뒤의 ‘요’를 밝히끄 있으나 ‘마옴은요’ 정도를 을고 정작 

11l 이 ￥용의 쟁의용당 표현애 이묘한 차이가 있는데 다융과 강이 구열엉이 좋다 
- 그게 우엇이니? 
(,) 이거 그컵이얘요 : 그링이어요 / 이거 비디오에요 : 비디오여요 [혜요셰l 

(나 이거 그엉요 I 01거 비디오요 I혜요셰} 

(디 이거 그링이오 / 이거 비디오요 I하오셰] 
(니과 (디응 양파 상양파 양ι용 판습에 따라 앤영되므로 구옐이 까다용다 공손하 
찌 하연 (L)이 외나 하오써 대화연 (c)이 원다 특히 오용 알용어인 ‘비디오의 경 

우는 예요제나 하오세가 모두 ‘이디오요가 되어 상".파 알용으호 구영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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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옴요、 차요1 같은 예률 을고 있지 않다 ‘N요’는 서율대 교재 〈한국어〉 

l권 2A과i219-Z!2쪽)에서 ‘인싱차요 / 야구요 / 냉연요 / 잭요’의 예를 틀고 

있고 이화대 교재 〈한국어> 1권 11과{l()7쪽)에서도 ‘영화요’의 예를 보이 

고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한글맞춤법 15항 [울잉3]에서 다옹과 같은 열거의 

‘ 이3요’를 제시하고 있다 

[한글 맞충엄 15항 울잉 3] 

연결형에서 샤용외는 1이요1는 ‘이요’로 적는다(~율 취하고 L율 어링J 

「 이것은 잭이요 저것은 붓。I .a， 또 저것옹 억이다 

L 이것은 객이오 져것용 붓이.2， 또 져것용 억이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은 ‘이요’를 어미로 처리하고 있다 

-요18 ’어이 r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붕어j 어떤 사율이나 사실 따위 

훌 영거할 때 쓰이는 연경 어미 ’이것온 양이요 저것옹 소요 그것옹 왜지 

이다/우리는 친구가 아니요 앵찌항니다 

이것을 연걸어미로 보연 용언에는 붙지 않고 셰언 뒤에안 열거할 경우 

애 웅는 연결어미가 되는 것이라 서술격 조사 ‘이다’의 연결형으로안 쓰 

이는 것이 되어 분포가 제약척이다 그런데 서슐격 조사 1이다는 륙수화 

하연서 보조사나 열거의 성속조사로 용사의 전성이 알생하는 사혜가 ‘이 

고쨌런데엔의 사에가 있고 이틀을 옐거의 접속조사로 처리하고 있으므 

로 위 영거의 ‘ 이요/요’도 특수화한 보조사로 쳐리항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옴에서 @ 부분이 문법화하여 풍샤의 전성이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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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하다’ 일안동사와 ‘이다 활용의 비표와 ‘이다’ 활용의 륙수회} 

하다 

하여(세 

하나(까) 

해야 

뼈(안엘종킬앵) 

하나 

책이다 

액이에서1 - 책이랴{세 

책이니(까} 

핵이어야 

쩍이야1(셔슐 안일종경영 에 그거 내 쩍이야) 

@책이야2=> 강죠의 보조시{예 그 씩이야 영써 

다읽었지) 

책이나l => 역정의 연걸어미(에 이건 내 책이나 

너에게 빌려 주는 것이다) 

@책이내.2:::::> j:)션의 선택 보조사/ 열거의 정속또새” 

121 이냐는 표준국어대샤전에 시신의 선액용 뜻하는 보조사와 영거의 정숙호'1<1는 
두 가지 용엉이 을라 잉다 수륙핀 뜻용이흩 요약혀여 소개한다 

-이나 C힘 

m 보조사 (j) "1용에 차지 앙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앙 선랙의 뜻 
융 냐타내는 보조사 ’그것이나 가져라J굿이나 보고 익이냐 억자 
@ 아치 현실의 것인 양 가갱핀 가장 좋은 션액이라는 웃올 나타내는 "
조사 인정거리는 뜻이 드러낭다 ’자기가 우슨 대장이나 되는 것찌엉 
균더라 

@ 수량어나 정도 요엄에 율어 수량이 크거나 많용， 흑온 정도가 농용용 
강조하는 호호샤 흔히 놓캉의 웃이 수반원다 ’엘애 'I!-이나 월냈다/ 
액 영이나 오였다고γ그녀는 찍이냐 상냥였다 

@ 수랑어이나 갱도 요엄에 흩어 수량이냐 정도흩 어링장는 뜻용 나타내 
는 호조사 ’영이나 힐까-?I영 살이나 되었겠다 

@ 수캉의 단위냐 갱도 g엄어에 울어 않지는 않으냐 어느 정도는 핑융 
나타내는 호조사 ’그 사량용 돈용이나 있다고 거안하다/나잇살아냐 
억용 사랑이 정장지 옷하게 이재 우슨 짓이오? 

@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융 선액혜도 상완없옹융 나타내는 호초샤 ’ 
그는 문혁이나 융악이나 오두 소정이 있마J산이나 률이나 오두 초안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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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흰옷}하나아 31 @책이냐매"=> 보조사 

해라도 (훌 철)15) @책이라도 => 치션 션헥의 보조새예 잭이라도 

용 철) 

한플 @잭인을 => 양보의 보조사 

G잉 성속조사 둥 이상의 사울올 강은 자격으호 이어 주는 성속 조사 냐옐외 
는 사울이 똑같이 션택잉융 나타낸다 !야자회 융용으로 찍이나 옷용 앙 
고있다 

13) 어이 나.p는 연변'1 옷하냐아 쭈족하나.1. 회이하나아 적으나딩V서엉 소극적 의 

ul% 가진 당어툴얘 주로 경앙되어 쓰이는 연이다 
냐아.8 '어이 ，.이다1의 어간， 받칭 었는 용언의 어간， ‘ 2' 반성인 용언의 어 

간 또는 어이 ‘ 으시 ’ 뒤얘 융어J 어떤 상영이 "1옹애는 차지 아니하나 아쉬 

운 대로 갱어주는 조건의 뜻융 나타내는 연경 어이 ’연연치는 옷하냐마 앙이 
상수십시오/여자의 양에는 희미하나마 눈울이 흐른 지공까지 있었다J도와주 

지는 옷하냐아 방해훌 혜서야 양이 되나 
14) 나.17 댐 r앙칭 엉는 셰언유냐 'i사어 뒤애 울어j 어인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어영 

다고 얄하기애는 ￥족한 죠건이지안 아쉬용 대로 인정핑융 나타내는 보조사 ’너나 
아 와 주어서 다앵이다j변 엘치로나아 보게 되어 기~다/네 덕에 늦게나마 엘용 

마힐 수 있었다)01영제 전화호나아 옥소혀용 율으니 한옐 아응이 놓이는구나 
15) Il중국어대사전용 쩍어야요 억게라요 억고라도‘처엉 용언 영용형 뒤에 오는 라도 
힐 어"1로 보지 않고 보죠사효 온다 

뢰됨 엽 r앙침 었는 얘언어나 우샤아 연경 어미 -아， 께 꺼 고， 잉성 용사의 
언앵 요소 따위의 뒤에 울여，<D 그것이 썩 좋은 것옹 아니나 그런대호 첸혀융융 

나타내는 보조사 그것이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션의 것잉융 나다낸다 ’극수라도 

좀 역으영/워 욕옐한 계획도 었으니 그렁 극장애라도 갑시다J상처용 이렇게라도 

해 우연 휠씬 낫지”앤 샤랑 성의융 생각해서라도 종 억어라껴새각도 앙아 보앙 

으연 좋겠다 @ 다은 경우릎파 아싼가지잉융 나타내는 보조사 !당동 액 원이라도 

냥의 돈융 흉치연 안 원다/아우라도 잉으연 나와 보시오J크기얀 컸지 가어예셔 어 
린애라도 툴 수 있다/우리 중 아우라도 한 사랑옹 7싸 하지 않겠니? 

二표도~ r어이，이다 아니다’의 어간이나 어이 으시 1 ’ 더 ’‘ 。려 뒤에 환1， 

설사 그영다고 가정하여도 마흔 경우와 아잔가지로 상판없용융 나타내는 연결 어 
이 ’그것이 긍영이라도 냐는 안 가진다/그 여자가 자네 동생이라연 이인이라도 좋 
고 "1인이 아니라도 좋다/그 사캉온 아무리 절친한 친구 시이라도 다용 샤쟁때 
동융 영혀 주거나 엘리지 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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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K갱유，연결형@잭이자 => 동척 어미(예 자전적 찍이자 문학 이흔 

서인 이 쩍온 1I히 

l동칙 어미로 보고 있으냐 동격의 영거 

정속조사로 용이 타당할 듯l 

하여 @쩍이여 => 강당의 호격조사 

하여서 찍이라서17)~ 이유의 연경어미(예 국보급 잭이라 

하라고181 쩍이라고l 

서 중요하다) 

=> 주어 강죠의 격조:^k예 뉘라서 강 

히거부빼) 

i 이유의 연절어oJ(예 냥의 책이라고 야구 보연 안 

원다) 

=> 환기 강죠의 종컬어미(예 그는 아주 작한 사랑이 

라고’) 
=> 의문 후갱 의 종결어미(예 그것이 내 항옷이라고’) 

@쩍이라고2 어이 ‘ 랴· 인용의 칙죠사 ‘고’ 경앙형 

(예 그의 쩍이라고 주장힌다) 

161 용격 구문 N이자 N 구푼의 -자’툴 연결어이호 다투고 있으나 ‘이며 이고’ 퉁이 영 
거의 정속죠사로 져리외고 잊고 의이상 N이자’도 동격으로서의 영거 구조이므로 

동칙의 접속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71 이라서 밍 받침 있는 찌언 뒤에 울어，1예스러훌 표현으호) 욕영히 가리켜 강조하 
여 주어잉용 나타내는 칙 조사 강<1’， ‘능하의 뜻올 냐타낸다 ’어떤 사링이라서 이 

고용용강당하겠는가 
181 ‘하라고’의 ‘라고’는 어이 라’얘 인용의 칙조사 고’가 결앙한 것이다 

라고s 'ι냉 인용절애 쓰여，lj) ‘이다， ’아니대의 어간이나 어이 ‘ 으시 ’ 뒤애 
울어U 어이 리{f/애 인용울 나타내능 칙조샤 고23'7~ 정앙안 양 ’사기는 혈대 엉 
인이아니라고주장한다 

@ 항갱 없는 흉사 어ι}이냐 E ‘ 앙갱으효 끌난 흉사 어간 또는 어01 '-으시」 뒤 

에불어j 어이 라Ia에인용융나타내는격죠사‘고ZI가경앙한양 ’할영이 잊다 
고 자네보고 언져 가라고 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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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라고3 걱정 인용의 격조사( ’표가 융은 경우 

그 잭옹 ‘거륙한 책’이라고 울리어 왔다) 

@찍이라고A 

=> 을안의 보조AK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 

=> 이유， 근거의 보조새박써}고 다 아는개) 

=> ￥갱 강조의 보조/.l{인정이라고(는) 조급도 없다) 

하고 잭이고1=> 설영의 연결어미 

@잭이고2 => 열거의 성속죠새예 옷이고 신발이고 뻐 

하며 찍이며1=> 껄영의 연결어미(예 이건 그의 옷이며 ) 

하오 

@책이며2 ~→ 영거의 성속조새얘 옷이며 신알이에 )>l> 

쩍이오 => 하오셰 명서형 종걸어이(예 그것옹 

내 잭이요) 

@책이요=>옐거의 연걸어이[옐거의 연걸어미로보고 

있으나 영거 정측조사로 용이 타당할 듯] 

위어 서 ‘책이고2 책이며2흘 열거의 접속조사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액 

이요’의 ‘-이요1안 열거의 연결어미로 용온 부적절하며 열거의 정속조사로 

용이 타당하다 전술한 동격의 ‘책이자의 ‘이자도 연걸어미로 보는 것보 

다는 이툴올 모두 묶어 열거의 갱속조사군으로 묶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9) 이고5 엽 r받칭 잉는 셰언 뒤에 융어， '주호 ‘ 이끄 이요‘ 구성으로 쓰여j 둥 이 

상의 사융융 같온 자칙으호 이어 주는 컵속 죠사 나영외는 사웅이 똑같이 선액엄 
옹 나타낸다 바로 뒤애 간얘기 오기도 힌다 엠이고 혁상이고 다 타 버였다/양1 

고 신이고 씌다 흩어셔 있다/승흥이고 기뚱이고 다 느끼지 옷힌다j사갱이고 회장 

이고 ιk찌 그런 사랑하고는 거래힐 수 었다 

"" 이며 C윌 r얻칩 있는 셰언에 웅어j 툴 이상의 사울을 같온 자칙으로 이어 주는 정속 
조사 ’그링이여 조각이여 이숭용으호 가득 찬 화J녕/옷이여 신이며 썩다 훌어져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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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군 조사 

3군 조사는 l~군어 서 제외한 내머지 모든 조사들과 복합조사툴{에는， 

어 서는， 에도 에안， 로부터， 에서부터 웅)이 속한다 

3군 칙조사 l~군 칙조사를 제외한 나어지 격조사 세혼자셔， 퉁이서 1의 

주척 ‘서’J， 더에보고 (이)여 ， 1이)시여， 따라 

3군 정속조사 (에며 (이)고 (이)요 

3군 보조샤 1~군 보조샤흘 제외한 나어지 보조N. I이)냐'， 1이)나아 (이)든 

지， 1에라도 (이)라고 앤1 밖에1 얘알링[강조의 ‘야)， 아다， 초차 마저 

따라， 커녕 

3군 욕앙조사 애는， 에서는， 에서부터 에도 에안， 1으)로부터， 1으)로까지 

양보의 용엉 보조사로 1이)냐， (이)든지， (에라도.나 인용의 (이)라고‘ 

도 중요한 용업으로 다루어야 한다 ‘뿐， 밖에는 '01것뿐이에요 - 이것밖 

에 없어요’(‘이것뿐이 없어요’는 오용 어법으로 옹)쳐업 긍정어 호용과 부 

정어 호용의 대조객 용법으로 관련지어 가르철 수 있다 ’마다’도 보조사 

로 3군에 포함할 수 있고 ‘따라도 표준국어대사션에서는 보조사로 처리 

하고 있어 3군에 포항힐 수 있다 

따라랩 r주로 ‘오늘1’ 1냥 따위의 셰언 뒤에 올어j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경 

우에안 공jl용게’의 뜻율 나타내는 보조사 ’오늘따라 택시도 안 잡힌다J 이 

상하게도 그날따라 전화가 많이 왔어요 

사전에서는 조사로 다루지 않으나 보조사로 문엉확하고 있는 ‘없이， 대 

신 너마류도 3군 보조사에 춘한 형태로 다룡도 앞으로는 고려할 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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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었이 어엉게 살 것인가?~ 표준핵대사전온 ‘없이훌 i용사로 처리 

너 대신 내가 간다 격 표준국어대사션은 ‘대신용 영사로 처리 

산 너어 낭촌에는 누가 살깨 => 표준￥}대샤션은 ‘너머’흘 영사로 처리 

이틀은 영어어 서도 써t!rot(션치새， m양ro(부사)， over{전치사 부사)로 

다양하게처리하고있다 

초사로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군말 수준으로 영사 ‘얄의 판용 표현이 

있다 문어가 아닌 구어에 잘 쓰이는 것으로 다옴 11>-@의 구어투 용엽이 

그것이다 현재는 영사‘알’의 판용 용엽으로 나오지안 운엉화가 진탱되어 

앙으로 보죠사나 의존영샤로 다륭 가능성이 크다 

말(j)-@용엉 생략 

<î) r' 으니/ 기에 일이지 구성으효 쓰여j 앙정이지의 뭇용 나타내는 얄 ’ 

갱에서 조급 영쩍 냐왔으니 엘이지 하아터연 'f흉 놓첼 변었다 

@ " 율 알이연’， ‘ 율 알로는‘， ‘ 율 말로야 구성으로 쓰여j ‘-율 것 갇으연’ 

의 뭇을 나타내는 얄 ’자너 가 장]f을 일이연 내게 미리 귀영율 했어。txl 

@" 어(of)ol 알이지 구성으로 쓰여J 어떤 앵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용융 

탕식하는 알 ’차훌 사고 싶온데 돈이 있어야 알이지/오를 내야 되는데 

도대찌가 비가 와야 알이지 

@'주로 1일이냐， ‘일이샤 알로 영사 뒤에 쓰여」 앞에서 언급한 사실용 강 

조하여 얄하는 뭇율 나타내는 알 ’돈이라니1 며첼 전에 너 가 내께 훈 톤 

딸이ψ/쩍 종 엘려 경 네가 잉언 책 발바 

<lJI'주로 ‘말이야1 ‘알이죠’， ‘말이자， ‘알인데’ 항로 쓰여j 어강융 고르게 힐 

때 ~는 군말 상대연의 주의릉 끌거냐 알올 다정하는 웃율 나타낸다 ’ 

그런대 앙이야/하지얀 말이죠J내가 일이지 어제 낚시흘 갔는에 양이지 

출전 〈표준핵이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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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종철어마의 위계화 

어미흘 종결어미와 비종걸어미로 나누연 종걸어미는 평서1 의문， 갑탄， 

영령， 갱유형의 문셰종결엉과 이에 따른 상대높잉법이 관련되는데 종결 

어미는 뒤의 높임법에서 다루게 되므로 여기서는 비종걸어미부터 다룬다 

비종결어미는 영사형， 판형사형， 부사형으로 나뉘며 ￥사형은 보조척1 

대퉁척， 종속척 연걸어마로 나연다 비종결어미는 종류가 팡벙위하므로 

장기적1 지속척으로 배치해야 한다 운장의 확대 판정어 서는 어이 종류가 

않옹 부사형보다 목흑이 간결한 판형샤형， 영사형 학습이 중요하다 

관형사형어미에는 시제성이 영시척으로 판여하므로 그보다 덜헨11 영사 

형 어미 학습。I 7.장 먼저 도입되는 것이 적절하다 판형사형어미 ‘ (외L， 

-는， -(으)2， -던’은 시제 표현에서 ‘현재 - 과거 • 미얘 • 회상’의 순서로 

채시하는 연。1므로 ‘ 는 > -온 > ←을 > -던1으로 채시하연 왼다 

영사형 어미 ‘ 71'는 ‘ 기 때문에， 기 전에’와 같은 표현이 일쩍 쓰여 

대부푼의 한국어 교재에서 판형사형보다 앞서 도입하는 경빵l다 시제 

표현파 연계하여 다루게 되는 관형사형어미와 달리 영사형은 시채 영주 

와 연계할 휠요가 없어 언저 도압호‘。1 유려하다 영격한 원칙을 내세율 

수는 없지안 문엉 내걱 논랴로는 시제성에서 2애로운 영샤형어미 학습 

이 수월하다 영사형은 생활 표현이나 취미 표현 학습에서 다루연 좋다 

가령알하기， 듣기， 쩍읽기， 일기 쓰기， 영화보기，1V보기i 둥산하기， 우표 

모으지 차타기 1 퉁과 같은 문형에서 다루연서 익힐 수 있다 

전체적으로 종류가 않은 비종결어이 욕히 연결어미는 어느 것부터 도 

잉할지 교재의 성걱1 연찬자의 냉업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21) 영사형 어이도 ‘-(으)0’옹 이이 사건의 완료원 사얘흉 표연할 예 강 쓰여 [.~ιtlJ 

훌 ,!;I.o] .ï!. 엔연애 ‘-기는 * '.tM 즉 [-I!!A!MJ옹 호이으로 영사앵어이도 시간성이 
어느 정도 관여한다 그러나 그 영사걱 정도가 완앵사앵호다는 덜하다고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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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 4 [비용경어미의 교재\P[교l 

고려대 
-.:i!. (었다-) > -고 ) -러 ) -째 ) -아셔지 )-거는데 ) -으변셔 
) _ 0연 ) -려고 ) -자마자 ) - 。니짜 ) -려면 

고(나영) )-고(선후) ) →지안 ) -(으)니까 ))-어。~o~야 (하다) ) 
-(으)혀고 〈확다) ) -아서/어서 ) -(으i연서 ) -고 (싶다) ) -는떼 >

서융대 oV'어 {보와) > -o}f어 (주다) > -고 (였다) > -러 (7)다) > -게 (회다) 
> -~l (맙다) >-(으}려고 )-어ottot야 )) -연 ) -(으j려면 ) -기아 

도/어도 > 다가 ) -도혹 (하다} 

-지 〈않따-) > -011'어 (주다.) > -고 ) -(으}니짝 > -op.v<어셔 ) -기 >
연세대 는에 ) -(으j연 > →지안 ) -려고 ) -재 )-고 (있다) > -재 )-다7t， 

-(으j혀연 ) -고 (있다-) > -(으)연셔 
기 (션에) ) -고 (싶다)>-연 (안 외다1> -아 (주다) > -고 (있다.J ) 

이화대 
←으연 거나，>-이야 (하셰 ) -지 (않다) ) 애으j려고 ) -(으)러 > 아 
서 ) -고 〈계기) ) -도쪽 ) -지만 ) -는데 > 얘으j니짜 ) -(으)0 ) 
아 (보다)) -(잉려연 '1아자 

러 > 는，\ -아서 ) -고 (싶다) ) -J! (있다.) >-이서 > 아 (주다l 
하와이 어야 (외대뼈-)> -지 (아세요J， -지 옷하<1， -재 )-지만연서 > 고 
주렵대 (나셔1， - 2까 (하다)) →야 (보디/ 주다) -지 (않다))-기 (예훈에) →연， 

기 ( 션애)， 기로{혀야) 

리 ) -고 (싶어요J ) -지 -지안 )-내까))-자아자 > 고 > 아f어 
로스잉 )-야"Ii어셔 ) -(으j니까 ) -어 (혜.ru > -(어〉 봐요 )-기 )-어도 >
연재훈 -(으j여 ) -기로 (하다-) > -(으)연 ) -(으j혀고 (으)려연 )~으)연서 

(도J ) -다가 > 깨， 찌 {때요) > -.=.라고 > 더라연 

깅수회 ←고지만 > -71 ( 전에)) -야셔 ) -으연 ) -으려 〉으니짜 ) -게 >
(워싱턴주링<Il ·논데 ) -어도 ) -고 짚다 ) -어 보따) -거나> -7] 

'1 (않다)>-고 ) -어야 (하따.)) 아셔 )-혀고 (하다})-냐까 )-지 
교육과정영 딴 )-연셔 )-고 (깊다)> -는데 ) -아 (보다)>-려 (>)다) > -아 (주 
가앤 다) ) 연 > 고(있다.) >- 게 (외다) > -라고(하다) ) - 아(효이다) 

> -2.연 {외다) > -기 때푼얘 ) -어야 (되다-) > -다가 

jtιλ 
-시잊l!었겠제 ) -어얘 ~으)L ， -연아셔 )-고， -(으)2， -는 

〈했밟，생1) 
> 려고 아(보다.) > -기 -고(있다) ) -다까 →지， 기ξ 언〉 연 
서 는데허1 니까 

~tJ;~싸λ -고、 -011'어지 > 얘으JL ， -야서，~으j연 )-는; -(으Je， -책 고 )-러， 
〈얘@Vj시"1> 겠 ) - 0.야 ) -어 > 뀐 ←든지 ) -제 ) -더니 ) -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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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깅채열GIDlJ은 현장에서 가르친 경험의 직판으로 다융과 같 

이 배열힐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마 

@ 고 (나영， 계게 >121 지안 > @ -<>11。ν 여서 (순서) >@ 어/ 01/ 

여서(이유.J>{5j 으니까 >@ 으연 > CI! 온/ 는데 

北京大 <IU엉폼1>의 경우는 본문 학습이 시작되는 재II파 이후 비교 

객 앙부왈언 제14파에서부터 '-~ν었 겠시-’와 같은 시제 및 주체높 

임의 션어말어미가 연걸어미 학습에 앞서 대거 상H되는 것이 매우 특이 

하다 연걸어미는 ‘-게1부터 도입하고 있는 것도 욕이하다 

위 목록의 교재툴올 보연 연걸어마의 경우는 목록과 제시 순서에서 교 

재아다 큰 연차를 보이는데 이주 교재 중에 하와이대， 로스 킹 , 연재훈 

교재가 ‘ 려’를 제일 처용 제시한 것이 주옥왼다 대부분의 교재틀은 ‘-고’ 

나 ‘ 지’가 언져 나오는 연이다 북경대 〈한국어1>온 ‘ 러가 l권(총 g과) 

의 제18과에서 나타나 비교적 윗부분에 나오는데 〈한국어 업운〉은 총 a 
과 중에서 제5파에 나타나 쫓빼 지역 교채처럽 앞부용에 출현힌다 

이형게 교재툴에셔 ‘←러’올 앞부분에 설정항온 ‘ 러’가 문어와 구어를 

앙라한 얄뭉치의 일반 어미 빈도수에서는 그리 높은 연이 아니지만 한국 

어 교재틀에서는 당화 상왕올 설정할 때 러 가다’와 같은 앵선지 목적 

설명 표현을 사용하는 문당 대화가 비교적 일찍 지주 퉁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서 어이 도엽의 위계화는 빈도수가 반드시 절대적 

일 수 없으며 당화 주제 상빼 따라 달라질 수 있용을 ‘-러’의 조기 도입 

현쐐서 알 수 있다 빈도에 따라 어떤 형태를 배열합은 중요한 기준이 

기는 하지안 이런 빈도 개념이 위계화의 절대 기준이 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다옴의 빈도별 알웅치 어미 빈도를 보연 실제 교재들의 어미 분포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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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긍씌 달라진 연이 있다2잉 안경회{:!Xl1l의 어미 빈도 조사를 보연 ‘-려’ 

는낮은순위에 가있다 

Il 5 t연걸어미의 인도 E앵빼200111 

연겉어。l 인도 연경어이 밍도 연징어이 인도 

→고 913 든지 ., 어야 5 
여- 잉7 →거나 m 며 3 
는데 g {든가 낀 러 3 
어서 g 어도 2껴 -e수쪽 3 
니까 102 혀고 ?A 자이자 

·지안 '" 듯이며 U 더니 

연서 1Il 더랴도 9 냐 1 
라 5ε -도욕 8 

총 께 
-다가 고자 

Zl17 
4s 7 

이효쟁(때1l은 한국어 학습자 21영올 æ-:D훈썩 연당하여 조사한 결과 

연걸어")1.012개가 나왔는데 구어 연컬어미 빈도 연구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연결어미 ‘ 고’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사용 

빈도는 L고'(2).쟁이 > ‘ (으JL더V는데’ 119.!I%l > '-(으j연'(172%) > ‘ 아， 

어/ 여세115.5%l > ‘ (의니까(6%) > ‘-지만’(4.3%) 둥의 순서이며1 ‘ 고’는 

‘나얄 동시， 져 기” 기놓으로 사용되는데 한국어 학습자는 않%를 ‘나열’의 

의이 기능으로 사용한다 ‘-는데는 ‘설명‘ 대렵펙 기능을 갖는데 한국어 

학습자는 ι(으)L더V는데의 84% 정도률 “셜영끼 기능으호 사용하였다 

결국 한국어 학습자가 1 고 (으)L 더V는데， -(으)연 ←아/어/여서， -(으) 

니까 지만， 거나1률 사용한 경우기 전체 언컬어마 시용의 !!j%나 왼다 

221 이하 연경어이의 말용치 빈도 연구애 대한 얀경화， 이효정， 깅수정의 연구 형과는 
흩고1:IXE 얘서 이미 소개히여 다용 바 있어 연의상 비교차 재인용앙융 밝혀 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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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연걸어미툴운 사용 빈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는 한국어 학습 

자가 한정왼 연컬어미만율 사용하고 있다는 중거가 왼대이효정 :!XJ1I 

김수정(없)21은 신문， 논문， 뉴스 보도문융 분석하여 문어 연컬어마의 

환포를 보여 주는데 다옹의 어마가 상위 llI%를 차지힌다고 하였다 여기 

에는 ‘ 려’가 상위 빈도에 들지도 옷하였다 

II 6 [언g어미의 문쪼 김수정I=}) 

'l!4 어"1 인도 엔도j%1 

-ov，어 α18 173 

고l $1 128 
(용/는)얘 SJ) 72 
。연 잉7 70 

-아셔2 448 &0 
。며 :m ,4 

고2 '" <7 
상위l!l% 

，야서l ])1 <1 

-。연온 z78 18 
。연서 ZJI 3.2 

도홉 g 12 
。)2 l lD 22 

지얀 1"' 22 

지 1$ ZI 

이상 3인의 목흑올 비교하연 다옹 순서가 원다 

@ 안경화{axJlI 고 언 는떼 어서 →니까 지만 먼셔 →라 -다가 -든지 

거냐 은가 

@ 이효정laxJlI -고 -는데 -연 -。써 -지안 -거나 -아도 -연서 ←러 ←다가 

-든지 -자아자 -어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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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깅수정(:1α) -011 -괴 -(옹/는)에 으연 。}냉 으며 고2 ←아서 1 -으 

연은 -으연서 -도흑 아2 지안 지 

이 빈도 옥록율 보연 ‘-고1， -고2처럽 어미의 다의성율 반영한 경우도 

있어 방법 여부에 따라 목륙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목록 조샤 땅엉의 정일 

성이 요구원다 그험에도 10여개 어미에 국어의 어미 샤용이 집중되므로 

이틀 10여개 고빈도 연결어미를 l군 어미로 보고 나머지를 2군 어이로 보 

연 될 것이다 동시에 대둥절과 종속절올 구분하여 도입할 옥척이라연 대 

퉁연걸어미와 종속연컬어미도 구훈하여 도입하연 월 것이다 대둥절 어 

미와 종속절 어마 각각에서 대체로 고빈도 순으호 도입하되 하와이대， 로 

스킹 , 연재훈 교재처럽 ‘ 러플 1순위로 도입하는 상황도 허용해야 할 것 

이다 

용언 어미에서 의존용언 앞 어이인 소위 보조적 연경어01 ‘-아 -게 -

지， - J!.'도 문제가 원다 대개는 부정멍을 일쩍 도입하다 보연 ‘←지 않다， 

→지 옷하다로 인해 ‘ 지’가 언저 나오는 연이고 ‘ 아 게1 고’는 뒤에 나 

오는 연이다 그러나 北京大 <ltln~l> 교재는 ‘ 게흘 일찍 도입하고 있 

다 우리는 이에 따라 l군의 어이로 다융 옥흑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어마틀을 2군 어미로 처리하연 될 것으로 본다 

.B.7[1군 비종길어C Il 

영샤영어미 를영사갱어"1 
￥‘배 어미(연검어"11 

보조척 예톨혀 총측혀 

-기， -(으j。 
-e. -(으)L， -아 -제， 고1， -(잉나， 

고2， -(으)만 는데 

(으)e 지 고 -지딴 
-아셔니짜변서. 

-50륙， -(~)러 

울론 이는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교재 내용에 따라 순셔를 비꿀 수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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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항옥 내부에서는 고빈도에서 저빈도순으로 어미 선정이 달라질 수 있 

다 이러한 범위에서 상황과 주짜 언어기술 둥의 요소를 고려해 어미의 

우선 제시 순서가 이루어진다연 무난할 것이다 

3 종걸어이와 높임엽의 위계화 

국어 종걸어미는 상대높임법과 밀접하다 특히 상대높잉엉은 대화운 

구성에서 비격삭제의 해요셰로 구성하져 시작할지 아니연 격식셰의 하십 

시오체로 구성하여 시작할지 우선격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옹은 교재들 

의 채택 방식이다잉) 

1181농임업 도입의 교재엉 비괴) 

I져 각 표셰의 늪생애 요수 내용 

서융대 
하십시오애호 시작썩여 8과부터 해요셰툴 도잉하였고 그 뒤로는 고르 
게애1'1하고있다 

연세대 
하싱시오예로 시작하다 3과우터 왜요찌용 도잉"는데 그 뒤로는 고프 
깨우셰가나타난다 

한국어‘는 1, 2권용 하십시요씨흉 일관외게 유지하며{단지 운제 지시 

고려대 
문안 해요셰잉)3켠에는 이와 달리 징충격으호 해요체 위주호 구성하 

였고 4권￥터는 우 쩌훌 고루 셔었다 한궁어회화’의 정우는 1차쭈터 

거의 모두 해요쩨로 셰시하고 있다 

이화때 
하십시오애로 시직벼끄 5과￥터 얘요에용 도입하고 있으여 그 뒤로는 

우얘가고르게 냐타t따 

서강대 
1피부터 아 그래요? 안강습니다써영 뼈요세와 하싱시요씨가 뒤섞여 
냐요나 대부판 뼈요에톨 택하고 있다 

깅} 이 부훈도 흩고taXEl에서 죠사한 바 잉는데 옹고에서는 이에 더"여 하2)이 주업 

대의 한국어 교짜 호스깅 연재훈 '"수의 교째， 워싱런 주럼대 깅수희 교수의 교 

싸 한국a육파갱영가원의 채외흉포용 쿄재， 혹경대 교>11， 육경외대의 교채 풍융 추 

가호비교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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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하십시오셰와 왜요셰톨 고르께 션재하고 있다 

!fr.~~~ 하싱시오찌호우터 시작히고 곧이어 예요세톨 이'"식씨로 도입한다 

갱수회 시종일관 왜요씨로안 하교 있다 하십시오써가 전혀 반영의지 앙고 있 
(써싱턴주엉대) 다 

호스정 
- 파정애셔￥터 5파￥Ej 앙니다세와 왜요셰가 영컬외어 냐 

연재훈 
요고 후 8과에 시-‘가 도잉되며 11과에셔 용격 ‘하싱시오(앙니다)’쩌 

도잉얻다 

하와이 B<gi찌"， 1융 보연 에요애로 시칙벼여 혜요애가 충싱이지안 앙니다찌 

주링대 도 7과￥터 낮옹 인도로 퉁장힌다 

교육과갱 
〈한국어여화 12>에서는 혜요씨호 시작히여 4피내터 하싱시오셰용 도 

영가원 
잉하여 〈한국어 1>에서는 하싱시오셰호 시작하여 l켠 8파푸터 해요셰 
툴도잉한다 

~tJ;(λ- 하섭시오셰용 온올 11과우터 시작하고 해요세~ 17써서￥터 나중에 
〈양뼈，씬> 1 도잉하고있다 

하깅시오세호 시작한다 3과 용엉 설영에 얘요찌 에A 않쪽 고아워요j 
~tJ;( tf.λ 5과 ')화 에용{드싱까JU， 7파 애용{써 오세요 울어보셰요j에 뼈요셰가 

〈협뼈‘싹λ門〉 웅장*ν1 시작엉 8패기육시내터 뼈요셰가 용격적으호 퉁장한대있 
냐요.?， 하지요? 강꺼요? 풍〉 

위훌 보연 높영업 도입이 쩍마다 다르다 김수회 교째는 ‘해요체1로만 

원 교재를 구성하였고 로스 킹 연재훈 교재는 5파i휴터 본문 내용이 시 

작와는데 첫 문장은 ‘실에앙냐다’로 시싹연서 ‘우리 집사랑이에요’로 하 

여 해요체도 나와 겉온 과에 두 높임써가 공존힘이 욕징이다 로스 킹 

연재훈 교재는 다옹과 같이 높잉엉 분류도 욕이하.cj{초급 8륙) 

@동샤놓잉엉 

Påite 

Fcrn때 

(뼈매，，1 버umc 

해요 

항니다 

하셰요 

하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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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사높잉엉 

너 뼈rrote 자네 &π roo때 딩신 ruite 

니V네 PIair싸뻐mte 저/제 뼈빼e어ite 

깅수희 교재의 대영사 높잉엽은 2과에서 ‘서/저희/세부터 언저 쓰이다 

가 7파에서 비로소 명대법의 ‘나， 내， 우리1가 퉁장한다 

;lJi(大 <ltlll옆1>은 냥기십 고영근{1!lll)과 같은 툴에 따르고 용어 

도 ‘합쇼셰’라 었는데 143쪽 도표에는 일부 오류가 보인다 즉， 해라셰 갱 

유형에 ’-지1률 놓고， 해셰 청유형에 ‘자를 놓았는데 해라채 청유형에는 

‘ 자’흘 놓고 해셰 청유형에는 다른 해체와 동일한 ‘ 。1f어/여 1률 배지해야 

힐 것이다 북경외대의 〈행뿜옆A門>(젊휴빼 외)은 격식셰를 기본으로 

채시하다가/여항터 해요체올 채사하여 중국 교재툴도 칙식체흘 중시하 

었다 

이상에 미루어 높잉법도 ‘하십시오채1와 해요짜의 션택 배영은 교재 

개발자의 일관왼 판정， 철학이 중요하다 대체로 ‘하십시오체’를 처옴부터 

시작항은 갱중한 격석체 표현을 익히는 장껑이 있어 높잉엉 문화의 정수 

흘 익히는 데 유리하며 ‘해요체’를 연저 익힘은 회화용 비격식체를 언저 

익히는장점이 었다 

일반적으로 대￥훈의 표재는 하십시오체~해요체 해제(반일셰)’ t녕올 

1차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2차적으로는 ‘하오체， 하게체1률 반영하여 구성 

하냐 ’하오재 하게>IJ’는 노장년충에서 호는 높잉법이라 외국인 학습자틀 

에게는 배우기 ￥당스렵고 당장 사용할 일이 없어 대화문에서 이해(듣71. 

임기) 위주로 구성하연서 익혀야 할 것이다 높임엉 기술 판련하여서는 

다옴파 같은 문엉 전문서의 기술에 대해 문제정융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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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기성 고영근 1!11\ 1!!ß 1571 

해라 하게 하오 합쇼 해 해요 

영서앵 -(는/니다 -네 →오 -(닙니)다 -어 -어요 

의문형 -(느}냐 -(느IL가 -오 -(닝니)까 -어 -어요 

강당형 -(는)구나 (는)구언 ←(는)구려 • -어 -어요 

영령형 -어라 제 -오 -(버시오 -어 -어요 

정유형 -자 -세 • -("'시다 -어 -어요 

위에서 우선 ‘합쇼체’가 문제가 왼다 ‘항쇼체는 용어가 학교문업 체계 

를 대표하는 교육뷔때11의 고교문법’에서도 ‘하십시요짜로 고쳤으므로 

고침이 좋다 위 ‘하십시오찌의 영서형， 의문형 표71 ‘ (닙니)다， -(닙니) 

까’의 ( 1는 울펼요하며 현재의 표준형 ‘-습니다습니까’로 고쳐야 한다 

위에서 영령형의 '-(비시오’는 이에 해당i↑는 형태틀이 ‘개"'샤오 잡 

으(비시오’처령 쓰이지는 않으므로 바생산형태이기에 ‘-싱시요’(요십시요 

잡으삽시오}로 고쳐야 할 것이다 

청유형에 '-(닝)시다’훌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갑시다， 강융시다’는 하쇠 

시오체를 쓸 대상에는 쓸 수 었고 하오셰 수준의 사랍에게 써야 한다 서 

정쉬1!1l41에서는 히시지요흘 하싱시오체의 청유형으로 쓴다고 했마 ’하 

시지요’는 종결형이 ‘-요’이므로 하싱시오셰의 고유한 청유형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해요체인 ‘-지요’에 주체높잉의 ‘-시」를 결합하여 하십시오셰 수 

준의 청유형으로 {훌I!l해 쓴 I!l$으로 올 수 있다 

위 표에는 하오체의 경우 강딴형에 ‘←는구려’안 쓰이는 것처렵 나오고 

청유형에는 빈칸인데 ‘ 오’가 강탄형， 청유형에도 모두 쓰일 수 있는 것으 

로 보이야 한다 다옴 강한형의 새 표현온 동혈에 놓올 수 있는 것으호 

‘ 구려’만 제시항보다는 」오:7) 기본작으로 쓰일 수 있옴올 보이고 ‘ 구려1 

를추가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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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탄영 〈하오셰〉 장으효 놀합고 기쁘요 장으로 놀라용 일이요 

장으효놀항구려 

청유형도 하오체에 *표로 인칸으로 채시했지안 실제는 오’가 다옴처 

엄 챙유문에 가능하다 ‘-닝시다십시다는 다옴에 ( )으로 묶었듯이 

갱유의 ‘ 오’와 통둥한 수준의 용법으로 보인다 

청유앵 〈하요셰〉 자 어서 나와 항깨 {가.2. 갑시마 가싱시다} 

〈하게셰〉 자 어서 항깨 가셰 

〈혜라셰〉 자 어셔 항깨 가자 

하요체의 ‘ 오’의 이러한 톡성용 반'l!(해체)의 ‘ 。If어’가 영서， 의문， 영 

령， 청유， 강단형에 모두 두루 쓰임파 동질적이다 단지 하오씨의 청유형 

이나 강탄형의 ‘-오’는 청유나 강탄에서는 빈도가 않이 낮아져 영령앵이 

나 명서영파 구멸이 어려율 갱도로 충화되어 가고 있용이 특정이며 강한 

형에서는 ‘←는구허로 대치되어 가고 청유형은 ‘←님시다， 싱시다’로 대치 

되는경향이 있다고할수있다 

강딴형도 ‘ 는군는구나， 는구언， 는구려i의 셰계는 강한고유형으로 

셜갱힘이 타당하나 강한앵 구문이 이것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서형만으로도 강탄 기능이 가능하다 또한 ‘ 군’에서 장영화한 것이 

-구나’로 보이는데 ‘-군’은 ’-군요’로도 되고 ‘-구냐’는 ’-구나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군’융 해제 ’-군요’를 해요>1. ’-구나’훌 해라셰로 구 

용해보도록한다 

근본척으로 강한앵의 독렵 생갱이 의문시되기도 하지만찌 감탄형융 설 

24) 칙언얘(I937， 197'5)에서는 강양영이 영서앵으호 실현핑 수 있으으로 육업 성정하지 

앙용')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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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힌다연 다용과 같이 강단고유형(1형)을 두고 형셔형이 강원형으호도 

쓰이는 2형과 ‘그려가 결합한 3형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내용을 강조하 

는 보조사 ‘그려'71'S) ‘한다， 하게， 하오 하싱샤오체에 결쳐 쓰이므로 이 

를 3형으로 따로 둘 펼요가 있다 그려’는 명서형， 청유형， 영령형에도 결 

합할 수 있다{한다그혀， 하네그려1 하게(나)그려， 하세그려， 합니다그려， 합 

시다그려‘ 하십시다그려l 

II 9 [김틴영 종곁어미의 농잉엉의 위제} 

강암혐 ‘라 하게 하오 하십시요 
‘ .요 

강양11고명유)영 내는)구나 (는)구언 (는)구려 -(는}군 -(는)군요 

Q영) 
는다 네 오 융니다 

어 어요 
영서동영영 지 지요 

평서 
는다그려 네그려 오그여 -습니아그허 

경앙앵 

(3앵) 영영 
’K내그려 요그혀 십시오그려 

경앙영 

정유 자그허 세그여 오그허 

경앙영 ·입시다그혀 

(4앵) 
-어려"" 

영영홍인영 

251 그여 경앙앵융 g잉염 등용 셰셰얘 넣융 수 있용온 혜요체라고 하는 것으l 요’도 

실상응 조사이고 해요에홍 상대 효잉엉에서 설정하E 잊기 예용에 가능하나 그하 

는 사전애서 캉조 기능으호 용이하고 잉으나 이 ‘강조라는 것온 ‘강죠적 강양 기 
능으로용수있다 

그허 명 r하게항 지리나 하오힐 자리 또는 앙쇼항 자리의 일후 홍영 어이 뒤에 

붙어j 정자에게 문장의 내용올 강죠함융 나타내는 보죠사 ’일 주일 정에 냐갔던 
농。[ ，[얘야 올아왔네그려/그 징 사껑이 강 딱하에그허J자네7~ 01ψ1흘 종 하게 
나그려/강이 가에그려joj디서 또 취었소그려껴i으호는 자주 만납시다그려 

261 영녕영과 홍일영인 것옹 。Jo I고 추워래 。}이고 우셔워래‘ 길이 앵용사 g현에서 

특빽 장연의 요현얘셔 놓랑의 감안 상황애 나타냐거나 싸 구절에서 동사 g현r양 

'1비꽃보다도 더 용옹 그 아융 흩러약(연영호 논개)라은'f， ‘이다’ 서슬 요현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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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m; 221, 222)도 놓잉법율 제시하였으나 역시 일부 문제정 

이보인다 

명서앵 의문앵 영령형 갱유영 강딴형 

아주놓잉(합쇼째 합니다 합니까 하싱시요 하십시다 합니다 

애사눔잉(하오쩨 하오 하오 하{세오 합시다 하오 

예사낮횡하게제) 하네 하나꺼하는가 하게 하세 하너1 

아주낮용(혜라셰) 한다 하느냐 해라 하자 하는구나 

두루농잉(해요찌)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두루낮*<얘셰) 혜 해 해 해 빼 

위에셔 합쇼체라는 용어는 역시 대표 어형을 지칭하는데 부적절하다 

냥기싱 고영근(1!ro)에셔 ‘ (비시다툴 합쇼체의 청유형에 넣었던 것이 

i휴적절하므로 위에서 하오셰로 넣옹 것은 적절한 져리인데 그렇다고 하 

삽시오체에 ‘ 십시다’를 배치한 것은 문재가 있다 하위자가 하십시오세 

수준으로 높일 상대에게 ‘하싱시다’를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싱시다， 

합시다’는 하오체 수준의 청유형으로 옴이 적절하다 울혼 ‘합시다’보다 

더 높이고자 ‘-시-’흘 넣은 것이지안 그형다고 ‘하십시다’를 하십시오체 

수준까지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렵국어원(:m> Z:갱)에서는 하라체를 설영하연서 $봐체는 영령앵안 

쓰이고 명셔， 의문， 청유， 강탄형은 해라체와 짙다고 하였다 그런데 하라 

체의 의문형(하내/하는개은 해라셰(하느냐)를 사용하지 않고 하게체(하 

니/하는가)를 사용힘이 다르므로 õl<l체를 일괄하여 해라체와 같다고 할 

수는없다 

리는 밝용이 오연 어댄지 오르게 숭는 두 영이어라(이상회‘ 나의 정성로) 강은 경 
우셰 스쓰인대냥기싱 고영은 1!!l5 31없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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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체에 쓰이는 하라체가 의문형에서만 ‘ 나끼 는가?와 갈은 하게셰 

를 핵함은 가상의 독써때 질문하는 경우에 가상의 독자를 한 단계 높여 

정중하게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한 때문으호 보인다 또한 이 하라셰에 쓰 

。|는 하게체 의운형은 가상 옥자에 대한 질문 저기뿐 아니라 자기 옥액식 

의문율 제기할 때에도 쓰이는데 이는 자기를 높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 

기 독액식 의문 저기가 궁극적으로는 언중 독자를 향애 정중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ψ|의 톡액식 의문 제기에 언중이 꽁강하기를 바라는 

의도어 서 언중 옥자를 높이는 전릭에 쓰이기 때운이라고 하겠다 

(1) ., 대흉령 오늘 대긍민당화 양표하다 / 얄표한다 => 하라써 하다 평 

서영 / 혜라체 ‘한다’ 영서영 

」 대홍영 당화운왜 긴급히 이루어졌나/이루어졌는가.'=>하라채 의 

운형[하게째 의운행과 용일] 

C 정부는 각성하라 급리 낮추라 규채 훌라 => 하라써 영령형[하라쩨 

안의 고유영] 

g 과갑히 규채 용자 => 하라째 정유형[해라셰 갱유형과 동영] 

그런데 문어에셔얀 쓰이는 하라체의 고유형온 영령형 '，"*'(하라， 장으 

랴， 올라 ) 형태얀 있는 것이 아니고 용언 중에 동샤 명셔형의 기본형인 

하다’(하다， 장다， 풍다 ) 형태도 있다 통사 ‘하다’ 형태는 구어 당~서 

는안쓰이고신문표저어 같은문어에서만제한척으호쓰이므로(예 한국 

최초 여성 우주인 탄생하다) 하라셰 동사 평서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령형 ‘하라1 형태가 주로 문어의 논설 구호문체에 쓰이는 하 

라채 영령형의 고유형이듯이 동사 형서형 ‘하다 형태도 신문 표채문에 

쓰이는 통사 하라체 영서형의 고유형으호 보아야 한다 그런데 홍사 ‘하 

다 형태와 달리 형용사 ‘ 다’ 형태(깨끗하다 건강하다， 업다， 출다， 크다， 

예쁘다， 좋다 퉁}는 다옴 (21처렁 구어나 문어에서 다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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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문어]1예 신운 표찌문) 

피져 여왕 김연아 2연예 당성하다 ~ 동샤 하라쩨 ’하다 영서형 

융혜 수출 당성액 달성하다 ~ 동샤 하라체 ‘ 하다1 명셔형 

용해 지구 옹난화로 여릉 무업다 ~ 형용사 하라세/해라체 통일 ‘ 다1 

영서영 

[구어U대화문) 

‘청수야 오눌 되게 엉다.~ 형용사 하라셰/해와셰 동일 다’ 명서형 

대화문 

·영희。k 이 꽃 장 예쁘다.~ 형용사 하라셰/혜라체 동일‘ 다 형서영 

대화푼 

허라체는 동사의 경우 구어체에 쓰이지 않고 문어셰인 논설 및 연설 

문체에서안 쓰인다 그러나 ‘-다’ 기본형으로 원 하라체 형용사의 경우는 

신문 보도 표제문 같은 문어분 아니라 위 예처렁 구어어 서도 쓰이고 해라 

셰 형용사와 형태상 동일하여 형용씨에서는 해라체와 하라체가 중화원다 

높잉법 퉁훈 체계는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 상형이 대화 상뺑l 구어 

상빵” 당연히 나타나는 현싼l지만1 논셜문， 문예문， 셜영문과 같은 각종 

문어 기술 상뻐서도 필자와 독자의 상호 대우， 존비 판계상 전재되어야 

하므로 높임법 퉁훈올 선택하게 원다 그런 점에서 높잉엉도 구어와 운어 

상황올 구멸하되 이 모두흘 포필한 기술올 해야 한다 

동사 하라체는 주의 주장올 당은 보도문의 표제문처럼 전형척 문어에 

f이거내 연설문처컵 구어와 문어가 복합한 논설셰 연설문의 명령형(주 

로 구호 외첼 때와 같은 구호체)에서 나타나므로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 

서 보도문셰와 같응 문어체의 홍.J.~나 형용.q 표혐 중에 제한적으로 나타 

나는 하라체 용법을 특별히 환기빼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올 종합} 

고 추가 활용형들을 보충하연 다옴과 같은 수정 체계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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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대률입업과 운'1업 용곁어미 수정Iè~ 

’라 하깨 하오 하십시요 • ‘요 
앵셔영 -는다 에 -오 -습니다 -어 -어요 

.. 따 지 지요 

(약속앵) 
-(효j마 -(으j。세 ~으j리다 내으j오리다 

니 냐 -오 습니까 -어지 -어요 

의운영 (느j냐 - l-/농가 {의'"까 -지요 
에으)e꺼요 

어라 
게 -오 싱시오 

에 어요 

영명앵 .. ~으j라 지 -지요 

(허확앵) (으j려우냐 

(경계영) -(~)2하 

갱유형 
자 세 -요 시지요 -아 어요 

{셰Hλi'I 지 -지요 

(!앵) 
~는)구나 (는)구언 (는}구려 -(는)군 -(는)군요 

갑당끄유형 

(2앵) 
는다 

-‘” 
-오 )습니다 어‘ -어요 

형서용일앵 지 -져요 

강 
영셔 

는다그려 에그려 오그허 -$-휴섭려 
경앙영 

당 영영 
영 β앵j 

검앙형 
-개내:뼈 -오그혀 ~J'l9.그려 

갱유 -져그려 -세그려 -오그려 
-시')S그혀 

껑안영 ·닙싸륨혜 

(4앵) 
어라v， 

영정동일앵 

l 용어에안 고유하게 쓰이는 혀라셰 앵4는 .. ll 

얻연 국렵국어웬(m;: 218, 219)에서는 ~.홉에 해당하는 것이 흥훌에 

낀) 앙딩앵와 동일영인 것옹 。}이A 추쩌<\<， 아이고 우서예래 당이 앵용사 표연얘셔 

톡액 장연의 g엄에서 놀캉의 강한 상째에 나타나거나 1I 구정에서 흉사 표엄('양 
귀비찢보다도 더 용은 그 아융 흩러라1연영흐 논깨라든.7)， '이다’ 서융 표엄인 ‘우 

리는 맑용이 오연 어엔지 모르재 슐는 두 영이어라(이상화， 나의 칭실로j 강용 경 

우에 "，인대냥기싱 l영근 l!lll 308,3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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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무너져 화자 기준 중심으로 높임 표현이 사용되고 있옴융 다용 사혜 

로밝히고있다 

(3) '. (손자가 한}버지에거1 딸뜯 상황) 힘아버지， 아버지는 아칙 안 률 

어왔습니다 (0) 

L.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알하는 상황) 할아버지， 아어지는 아칙 안 툴 

어오셨습니아(0) 

". (영사원이 사장에게 뺑H능 상땅) 사팡님， 깅과장닝온 외출하셨습니 

다(0) 

è. (영사원이 사장에게 알하는 상양) 사장닝， 깅파장닝옹 외출하였습니 

다(，) 

O. (후장이 대리에게 말하는 상항) 김 대리， 깅 파장 을어왔어요.?(O) 

B. (￥징이 대리에게 말하는 상황) 김 대리， 김 파장닝 틀어오셨어요끼。) 

그런데 칙장의 대학 상'.M서 위 (2)도 (디보다 약간 낮추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므로 툴리다고 한 것은 지나치다 

전흉척으로 우리나라의 가청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주제높잉올 억제하 

는 압존법이 있었다 가령 손재화자)가 할아어지(청자)께 아버지(주제)에 

대해 알할 때 아버지흘 높이지 않고 말쨌다 그러나 현대에 9μi3대가 

동거하는 일이 적어져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낮춰 올려야 하는 상황 

율 경헝하기 어엽고 언어생활의 간연항을 추구하다 보니 〈청자 - 얄화내 

주체(주어) 화자〉의 3자 판계를 고려하는 압존법이 번거로우으로 표준 

화엉11932)어서는 압존법을 무시한 표현도 허용하였다 따라서 한국어교 

육에서도 다융 ( -.)파 향μ봐져가는 압존엉을 가르치려는 것은 재고하 

고 (니 방식으로 간결하게 홍일힘이 종다 (4디도 (4c-3)얀 다소 파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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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이지만 현실척으로는 모두 허용힐 수 있다고 본다 

(41 -, 힐아버>1， 아버지가 아직 안 융어왔습니다 〈압존업〉 

」 할아버지， 아버지깨서 아직 안 을어오셨습니다 〈비앙존업도 허용〉 

~-1 할아버지찌서 아버지룰 요라사는데요 〈앙종엉〉 

-~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오시라는데요 〈비앙존엽도 허용 가놓〉 

-1 힐아버지께서 아버지흘 오시라시는데요 〈비암존법도 허용 가능〉 

할아버지가 손*뻐1 자기 아들에 대해 말할 때도 아들을 낮4"1 말하 

는 (5，)과 같은 압존법이 있지안 (L)도 허용하고 있다 

(5) Õ. 0。야 아버지 종 오라고 해라 〈압존엉〉 

L. 0。야‘ 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 〈비압종엽도 허용〉 

표준화엉(1!!12)에서는 회사 내의 경우에 다옹 (6' ， 7，)쳐럽 화자가 자 

기보다 윗사랩이 파장， 김 부장)에 대해 알할 때에는 듣는 샤링이 그보다 

상위재회장， 사장)일지라도 윗사햄이 과장， 강 부장에게는 -시-’율 넣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L， 7니처컴 전용 앙존법온 툴허하여 흥양에서 

압존법파 비압존엉 모두를 허용한 것과 다르다 이는 앙존엉이 일부 가정 

에서나 냥아 있을 뿐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일반 사회에서도 군대사회 

를 예고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 거의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국어교육에서는 외국인에게 가갱이나 회사 상황에서는 써}져가는 압존 

법올 굳이 가르쳐 복잡하게 힐 펼요가 없다는 정에서 앙존엉올 불허하는 

2JJ1 군대얘시는 성~갑자 앞에시눈 자기보다 상긍지흥 기영할 예 g이지 앙고 말힌다논 

정얘서 압존엉이 유지되고 잊다고 본다 즉 일명이 소대장에게 명장융 가리켜 알 

할 011, 소대장냥 깅 명장닝 아직 도직썩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사용하져 않고 소대 
장님， 김 영장 아칙 도칙바지 앙았융니다용 사용하는 것융 앤칙으료 유지하고 잊 
는것으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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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가르침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6) ".1형사핀에 시장님， 이 과장닝용 출장 가셨습니다(0) <비앙존엉 허용〉 

L.I영사씬이) 사장닝， 이 과장용 출장 갔습니다(x) <앙존엉 웅허〉 

(7) ï 펴장닝 그것옹 집 ￥장님이(께서) 기안혔(하셨)습니다〈이 〈비앙혼 

엉 허용〉 

L 여강닝 그것용 김 부장이 기안었습니대，) <압흔엉 율허〉 

6 피，사동엽의 위계화 

국어의 운엉 범주 중에 피동이나 샤동 엉주는 높엉엉 J용갱엽， 양태 벙 

주을과 함찌 중요하게 다루는 영주이다 그런데 국내외 문엉서에서 국어 

의 피동엽이나 샤동엽 기슐을 보연 l차격으로 ←。V'V리/71-， -oVtV라/ 

w우/구/주’와 같은 피동 및 사용 성미사 중심으로 기술하고 2차적으로 

‘ 게 하다， 게 되다’와 같온 용샤적 구성으로 사통과 피동 구성융 언급하 

거나 ‘-어지다당하다되다 시키다’를 추가적인 피동， 사동 표현으로 

언급하는정도로끝난다 

그런데 국어의 피 사동 구성온 어근의 어종이 고뼈인7. 아니연 한자 

어인가얘 따라 달리 선쩍한다는 정에서 어종얘 따른 욕성을 고려혜 기술 

하는 접근엉이 필요하다 즉 ‘ 。V'V라/기 ’류의 피 • 사동 방식융 국어의 

피 사용을 대표하는 것으호 기숱하고 있지안 이툴운 어근이 고유어인 

경우에안 해당하는 것일 뿐이고 어근이 한자어인 경우의 피흥과 사동은 

이런 ‘ 。V'Vèl/7L: 방식이 아닌 ‘ 당하다， 되다1 시키다， 방다 같은 

것융 동웬해 실현휠 수 있는 것이라는 껑에서 고유어와 한지어 어종율 흉 

합객으로 바라불 수 있도복 거시적， 용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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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엉서들이나 한국어 교재틀에서는 이들올 통합적으로 바라보지 뭇하고 

개별척， 분산적 현상으로안 처리하고 있어 국어의 피동이나 사통 범주에 대 

해 복잡하다는 인상안을 주고 용합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을차단하고 있다 

되다1 밭다， 당하다를 피통 정마사로 보자는 주장은 이미 최현애l1!ID， 

19751에서도 찾아올 수 있다 그는 ‘둘째 잉융업i에서 ‘ 되N!J당하’을 ‘보 

조어간1으로 본 바 있다 〈표준국어대사전〉도 이을올 피똥이나 샤통 표현 

에 쓰이는 성미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렁 피 사용 엉주 표현을 넓게 

보려는 시도는 지긍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고영근 , 구본관{때71어 서 

는 피용의 벙위를 넓게 잡아 ‘되다， 받다， 당하다도 피동문을 이루는 것으 

로 보았다 단1 이툴이 서술성 영사와 경t냄여 걱정되마 존경받다， 거절 

당하다와 같은 피동사를 파생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니 ‘존경율 받았다 

에서 받다는 본동샤로 쓰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틀 ‘되다， 받다， 당하다1 시키다 류는 며동이나 사동접n싸로 

처리하여 주로 한자 어근에 잘 결$녕써 피통사나 사동사를 얀드는 것으 

로 처리해야 한다 주로 한자 어근에 결합한다고 항은 창되다， 거짓되다， 

미융받다， 이용당하다， 설융받다， 설융당하다， 어링받다’와 같이 부푼적으 

로 고유어에도 붙는 사헤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외다5 '컵사， (j) ，서슬성융 가낀 일부 영사 뒤에 울어J ‘피용1의 뭇융 더하 

고 통사흉 안드능 접미사 ’가결되대사용외대형성되다 (2)'몇몇 영 

A), 어긍， 부샤 뒤에 울어j 앵용사흘 만드는 접미샤 ’거칫외다f창외다 

에중되대숫되다/악되cν옷되다꺼}되다 

받다4 '성사 ，서술성율 가지는 몇몇 영사 뒤에 율<>1， ‘피동’의 뜻융 더하 

고 용사블 안드는 성nμ} ’강요방q뻐링받다 

_C，r하다a양 __ ) r접사，앵위륭 나타내는 일l휴 영사 뒤에 옵어j 피홍’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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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더하고 흥사용 안드는 성미사 ’거절당하대우시당하다f이용당하 

대셰포당하다/혹시당하다 

-시커다.2 '겁사，서술성융 가지는 일'1- 영사 뒤에 용어j ‘^)-동의 뭇율 더 

하고 동사흥 안드는 성이샤 ’교육시키대동혹시키대욕섹시키대오 

영시키<l!ol혜시키다 

최근에는 피해입다 온혜엽다 ￥상잉다， 혜택잉다’ 같옹 것이 쓰여 입 

다도 피동정사로의 문엉화가 진앵되고 있다 이틀 한자 어근의 피사용 

껑n싸 결합 양';}을 보연 다융과 강이 다양하다 

강요하대능동) 강요외대피홍) 강요얻대며동) 강요당하대사동) 강요시키대사용) 

계용하대능동)-찌용되대의원 예용밍대피용l 찌용당하대사동l 찌용시키대사용) 

구속하대놓용) 구속외대피동) 구속.~대.) 구속당하대여용)-구속시키대사동) 

용용하다{능동}용흥되대.)-웅용앙"".)냉동당하이{.←흘동시’l다{사용) 

흔경하대능용) 흔경외대.) 흔경방대여동) 존경당하다{.)←혼경시키대. ) 

피왜하다{.ν피혜의대·끼 미빼앙대여용) 피뼈엽대여동) 여왜시키대.) 

욕-1 ‘강요 , 계용1처링 위 정이사 표현에 모두 결합 7냥한 경우도 있 

고 ‘구속’처럽 일부 째J<>l 있는 경우도 었고 ’용동~ 존경 피해- 처럽 

채<1이 더 심한 것도 있다 

따라서 ‘하마되마받마당하마시키다’와 같은 피 ‘ 샤동 구성온 국어 

에서 일부에 나타나는 쭈차객 장치가 아니라 고유 어근에나 용는 ‘-ov.v 
리/71 - ’와 강은 접미 방식파 전혀 대퉁한 차웬의 피 사용 구성 표지플 

입융 인식하고 그에 맞는 교육 정근멍이 요구원다 

피 , 사동엉의 위계화는 ‘억다1 보다， 읽다， 쓰다 ’ 와 갑옹 기본 동시들 

이 고유어 동사들로서 고빈도 생휠어라 이툴 고유어틀에 대얘 ‘ 。v-v.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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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와 같은 접미샤 방식올 1군으로 다푸는 것은 필연척이다 

1구순， 존경 ’ 같은 한자 어근들의 피통과 사동엄은 이들 어근이 한 

자 개념어틀로 학습 어휘 순서에서도 고유어 어근보다 뒤에 다용이 불가 

피하므로 순위상으로는 2군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툴 2군의 ‘되다 

-받다， ←당하다， 시커다’를은 한자 어근을 중심으로 불는 것이한 정에서 

l군의 고팎써 붙는 ‘-oV'V리/기 -’와 대퉁한 피 -사똥 엉주 요소의 가 

치률 인정해 주어야 한다 결코 l군의 예외적 수준의 현상 갱도로 오해흘 

주어서는 안 왼다 -아지다 피동은 j뱉어'1다’처렵 고쩌에 쓰이거나 

‘보여지다， 얽혀지다처럽 이중 피동으로 쓰이는 정에셔 l군에서 부수적으 

로다롤수는있다 

7 맺옴알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 시 부딪히는 문업 요소들의 

위계화 문제흘 문'1， 빌옴 영역과 문장 엉주의 일부흘 중심으로 제한척으 

로 살펴보았다 이주 지역 3종， 중국 교재 2종， 일온 교재 l종， 한국 교재 

다수를 비교하연서 잉분기 분자， 얄옴 내용의 위계화， 조λk 어며， 높임엉， 

며사용 범주의 위계화와 판련한 실태와 문제껑이 적잖이 드러났다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입운기 한국어 지도어 서조차 한국어 교재틀마다 

운자 제시 순서， 문자 영청， 획순 지도나 일융 지도 방식에서 효과적인 것 

으로 믿어지는 전형적 방식이 정렵되어 있지 옷하고 문자 제시부터 설명 

방석， 학습 파정에 이르기쩨 얘우 천차만별이고 많하여 복잡하여 한 

국어 학습에 영중올 주는 측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몇 가지 개선을 위한 

필수적 지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아직 정중된 것들이 아니으효 문자 제시나 발옴 규칙 제시 과 



122 국어jl.욕연구 셰깅갱 

정에서 앞으로 입문기 학습자가 엽고 채이있게 하른 시간 내에 익힐 수 

있는 입문기 지도 요령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냐 어이， 높잉법， 피사동 요소어 서는 중고(:mil툴 후용 수정허여 l 

군， Z군， 3군의 단계별 항목 션정의 방~율 제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 

국어 문엽서나 교재들에서 문엽 기슐의 문제갱도 부용적으로 지쩍하였다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 시에 바랑직한 문엉 요소의 위계화 원리나 체 

계용 채시하는 일운 얘우 지난한 일이다 문엉 내적 논리 이외의 여러 다 

른 외적 논리(혁습자 동기， 당화 주채， 당화 기능， 교수 학습 요얀 푼법 항 

옥의 학습 난이도 퉁)흘 고혀하여 복정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육과갱이냐 

교재에 가장 적합한 것율 얀툴다 보연 문법 셰제의 내객 논리훌 유지하기 

한 엉지 않고 부분적으로 체계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냐 다양한 문엉 외적 논리흉 고려하더라도 문엉 외적 논리에 혼툴 

리지 않는 율변의 원리로서 한국어 문법의 체계와 내용에 근거하는 고유 

한 문엽 내적 논리툴 과학적으호 수렵하여 문엉 요소의 위계화에 기여하 

는 노력이 펼요항은 여션'1 한국어 문엉학계의 큰 과제잉융 절강하지 않 

융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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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특 

한국어표육용 운영 요소익 위계화에 대.~에 

민현식 

교육과정과 교재의 내용을 구성할 때에 운엉 요소륭 어영게 배영힐 것인지 

의 위제화 전략이 영요하다 우리는 국내외 한국어 교재틀에서 문엉 요소을이 

어영게 위계화 되었는기흘 살펴보고 이틀에 나타난 풍용정파 '1이정율 용해 문 

영 요소의 위계화에 대6셔 시사정올 찾고자 하였다 

한글의 엽문기 교육에서 부터 교재률마다 운자 제시 순서‘ 말융 지도 방식에 

서 복잡하여 한국어 학슐예 영중용 주는 웬인이 외므로 입문기 쿄육 요영우터 

갱협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 어미， 높임업， 피사동 요소얘서도 l꾼， 2꾼， 3군의 

단계옐 항육 선정의 방~이 멸요하여 。l릉 셰시하였다 

운법 요소의 단위 영역온 옹훈1 단어， 문장1 당화의 네 단위 영역으호 나눌 수 

있다 옴운 영역은 운자와 표자 얄용 표육의 내용 요소등용 포항한다 단어 영 

역은 예 과마다 애워 익혀야 할 단어의 양척， 정적 내용 요소툴율 포항한다 운 

장 영역옹 습득 옥표흘 두고 있는 문장 구문의 요현과 그에 관여하는 운엉 엉주 

의 종류률을 포항한다 당화 영역은 의사소용에 동원되는 답화 차원의 기능， 당 

화 주세 당화 수춘율 포항한다 

[주채어] 위계화， 운앵 요소 운영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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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the Sequential Ra따<.ing of Korean 

Pedagogic Gramrnatical Elements 

MI\배I얘k 

깨"''''''뼈<s ci "，벼1영 teXtl:XdG are anStm:tO::I a:x:cr빼‘gtoa cur:ricuhøn 
it is m:essary 10 have tre sequenti외 @뼈"， stt뼈α" aIWt tÆ ~ of 

grarrrmtical elemru in regard of t-ow to o:nstnrt Kt:.rean gJallm:d:iCal eIerrentS. 

Fa- mr" 띠s ‘. examr‘:d OOW gJ히πmtiCaJ elerrmts are 96:피.JeOCed. inana떠 
in Kcrean tf떠"" - """잉-e::I in K.cræ ar잉 약lIOOd， ar닝 mve펴glIUrl ω 

&엄 ~ 00 tÆ SfQlEIlti외 ’강i<iro< ci grnrrmI마:al 빼T8lIS by a Irinl of 
satbbS "피 a 띠ntcidi뻐eα 

Evel in Kmm t.eachirlt fcr 빼"'"‘ an easy-1earniIlI: Ievel as 어ievedby 

~ tÆre are fI) es때liishf퍼 W야:al ways ci an """""" "'"' ci chara<쩌S 
næres ci c:hamm;, '"엉"" an "'"' ci _ æ-d “어q á lJ'OO.IOCÌatioo 
에lich is 벼ieVErl to be effe:tive, aOO they are very 따l찌a따i sir<e they cause 
diffia뼈es of Ieaming Kaean, ~ koow-oow fcr a 뼈m..r ]e，닙 앙100Id be 
명썩i의lIrl η~ diredioo ω 양.，. i떠ns fa' ea::::h step á αwp 1, G!wp~ αwp 
3 f(l' eIenmtS su::h as 뼈뼈s‘ erXl:iJVS. tJ:n:rifiC, ~ve ar피 causatJve IS 

j;I'eSIrted a:xxrdir4!: to its rm:ssity 

깨Ðl ~ a rurOO.iJmn Cn:I ~ m어aial， tÆ 잊Q.>OltiaI rar뼈l영 

양따.，;es aIWt tÆ 허T3ligeue Jt d. te때~ CCIltf!ltS fa ea::h 따minare reQL피벼 

ω trq!reSS tÆ <beiqJænt The SErtiOO ci JIXrereS 뼈s l>ith tÆ ~ 

a빼'" αiliems of '"앙"" chara:떠'\8'잉 tÆ SErtiOO ci """"αs α"'"잉 tÆ 
""'"떠찌 @뼈'" αd뼈TS ci cate앵ies ci """'" rnliros, ’nnifiι aaI. P:lSSÍ ve. 

fKeY 싸l!dsl ..".，.;외 m뼈ro.""빼명k: grarrmatic피 뼈mrts， 뼈x:atia때 

gI3IlIltd, Kt:.rean Larwt에"，&1.εltiæ fcr fc.règ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