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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현황과 개선 방향 12)
- 학습자와 교수자의 메타적 인식 강화를 중심으로 13)
**

구본관
<次 例>
Ⅰ.
Ⅱ.
Ⅲ.
Ⅳ.
Ⅴ.

문법의 정의와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문법 교수․학습 연구 현황
문법 교수․학습의 변인과 메타 인식 강화
메타 인식 강화 사례로서의 한국어의 조사 교수․학습
마무리

Ⅰ. 문법의 정의와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제2 언어 혹은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유행이 지난 옷차림과 같은 다소 불
편한 느낌이 들게 하는 ‘탈문법 교육’의 시대이자, 교수법을 논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탈교수법’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탈문법 교육’과 ‘탈교수법’ 시대에 ‘문법
교육’과 ‘교수법’의 두 주제를 결합한 본고는 태생적으로 진부한 논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가 처음 발표된 학술대회의 부제처럼
* 이 논문은 ‘한국어 문법의 교수학습 연구 - 매체와 코퍼스 활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
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개최한 제14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지면을 고려하여 대폭 축소하되,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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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와 코퍼스 활용’을 논의한다고 해서 진부하다는 느낌이 모두 가시지

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학문은 결코 유행을 좇아
가는 행위가 아니며, 유행보다는 믿음에 충실한 어리석은 자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위인지도 모르겠다. 탈교수법 시대라고 하지만, 수천 가지
교수법이 존재하고 있고, 교수 행위가 존재하는 한 어떤 식으로든 교수법
이 존재하므로 탈교수법에 대한 반박은 뒤로 미루고1), 먼저 탈문법 교육
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사실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
만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교육에서 이러한 관점이 있어
왔고, 제2 언어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에서도 문법의 교수․학습이 불필요
하다고 여기는 관점이 있어 왔다. 하지만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나 학습자들은 문법을 잘 알지 못하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2) 우리의 논의는 교수․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
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문법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제를 살
펴보고, 나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문법의 정의, 한국어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문
법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문법’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언급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아래는 ‘문법’에 대해 논의하
기 위해, 일부는 필자가 정의 내린 것이고 일부는 국어사전에서 가져온
1) 이른바 ‘교수법 이후의 시대’는 교수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Bell이 지
적한 것처럼 교수법의 종말이 아니라 교수법이 가진 한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뛰어
넘으려는 열망을 말하는 것이다.(권오량 외 역, 2008: 45).
2) 방성원(2005) 등의 여러 논의에서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법 교육이 중요하며, 최근
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문법 형태에 대한 주의를 더한 형태 초점 교수법이 활용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현황과 개선 방향

257

것이다.
(1) ‘문(文)’, ‘문법(文法)’, ‘문법론(文法論)’ 정의

가. 문(文): 말. 곧 언어.
나. 문법(文法):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
≒말본02ㆍ문전01(文典) ｢2｣.

다. 문법론: 문법을 연구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1가) ‘문(文)’의 정의는 국어사전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문’의 정의 중에서 우리의 논의와 비교적 통하는 정의는 “문(文)=
문장02(文章):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
내는 최소의 단위.” 정도인데, 이 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文)’의 의미
즉, ‘말, 곧 언어’라는 의미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문장(文章)’의 줄임의 용
법일 뿐이다.
본고에서는 ‘문법’을 중심으로 ‘문’과 ‘문법론’을 다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의 생각은 ‘문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문’이란 ‘말, 곧 언어’이고,
여기에 ‘법’이 결합한 ‘문법’은 (1나)의 정의처럼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라는 것이다.
‘문법’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개화기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선구적 문법

가들의 정의와도 어긋나지 않는다.3)
(2) ‘문법’에 대한 문법가들의 견해

가. 주시경의 견해: 어떤 사람이든지 남이 지어 놓은 글을 보거나 내가
글을 지으려 하거나 그 사람이 문법을 모르면 남이 지어 놓은 글을
볼지라도 그 말뜻에 옳고 그른 것을 능히 판단치 못하는 법이요 내
3) 여기에 인용하는 한국의 문법가의 견해는 필자가 공동 저자인 <우리말 문법론>에
서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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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글을 지을지라도 능히 문리와 경계를 옳게 쓰지 못하는 법이니
어떤 사람이든 먼저 말의 법식을 배워야 할지라.
나. 김두봉의 견해: 길이 없다고 하여 가지야 못할까마는 그 말미암을
땅이 어디이며 본이 없다고 하여 말이야 못할까마는 그 말미암을
바가 무엇이뇨. 이러하므로 감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말에는 반드
시 본이 있게 되는 것이로다.
다. 이희승의 견해: 문법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
라 글을 쓰는 데도 필요한 법칙이다. 대개 글이란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므로 말에 쓰이는 문법이 글에도 그대
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주시경, 김두봉, 이희승의 견해를 통해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이라는 우리의 문법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아
울러 주시경의 견해를 통해 문법은 표현(말하기, 쓰기)뿐 아니라 이해(듣
기, 읽기)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희승의 견해를 통
해 ‘말(구어)뿐 아니라 글(문어)’을 포함한 언어 전체를 구성하고 운용하
는 법칙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4) 이러한 정의들은 문법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이른바 언어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준거가 되
는 것임을 잘 보여 준다.5)
한편 많은 문법서들에서 문법을 다소 좁은 관점에서 정의하기도 한다.
(3) 좁은 의미의 문법 정의
4) ‘말’은 ‘글’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구어’를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말’을
구어와 문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5) 문법 영역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 기능 영역의 기초가 된다는 점은 국
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에서 여러 논의를 통해 주장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문법이
언어 기능의 준거가 되므로 문법 없이 올바른 표현이나 이해가 가능하지 않음을 강
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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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hornbury의 견해: 문법은 부분적으로는 한 언어에서 형태(구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이관규 역 2004: 17)
나. 고영근․구본관의 견해: 문법은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이다.(고영
근․구본관 2008: 3)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학을 ‘음운론, 문법론(형태론, 통사론), 의
미론’으로 구분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어의 두 측면 중 하나인 ‘소리’
를 연구하는 분야는 ‘음운론’,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는 ‘의미론’이고, ‘문
법론’은 ‘소리’와 ‘의미’를 매개하는 구조나 형식에 관한 연구가 된다. 이러
한 좁은 의미의 정의가 가능한 것은 ‘문법론(grammar)’이 중의적으로 쓰
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6) 즉, 영어 ‘grammar’가 ‘linguistics’를 의미하기
도 하듯이7) 국어에서도 문법론을 언어학 전체를 의미하는 용법으로 사용
하기도 하지만, 형태론과 통사론만을 지칭하는, 심지어는 가장 좁게는 통
사론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언어 교육에서의 문법 무용론은 상당 부분 문법
내지 문법론을 좁게 정의한 관점에 그 원인이 있다. 문법을 좁게 정의하
여 형태나 문장 형성의 원리로만 정의한다 하더라도 문법이 언어 교육에
필요한 것이지마는, 넓게 정의하여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으로 정
의하게 되면, 음운 규칙도, 의미 규칙도, 화용 규칙도 문법에 포함되므로
언어 교육에서 문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
국어 교육 연구자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Canale & Swain은 언
6)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은 주지하듯이 ‘문형(문법 형태)’나 ‘표현’이 그러하듯이 개별
적인 문법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7) ‘문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grammar’ 역시 다양한 용법을 가지고 있다. OED에 따
르면 ‘grammar’는 ‘기본적인 문법 규칙’이라는 의미, ‘개인의 문법’이라는 의미, ‘문법
책’이라는 의미 등을 가진다고 한다. 언어학 사전류에서도 ‘grammar’는 넓은 의미의
규칙이나 원리라는 의미와 좁은 의미의 문장 형성 규칙이라는 의미, 특정 사람의 문
법 체계나 문법 저술의 의미 등을 지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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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용을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시키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력
(grammartical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으로 나눈 바 있다.8) 사실 ‘사회언어학적 능력’이나 ‘담화 능

력’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언어(학)적 능력에 다름 아니므로 우리의 관점
에서 보면 모두 ‘문법 능력’에 속한다.9)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에
문법 능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Canale &
Swain의 뒤를 이어 Bachman이 언어 능력을 ‘언어 지식’과 ‘전략적 능력’으

로 나누고, 언어 지식의 하위 범주로 ‘구성적 지식’과 ‘화용적 지식’으로
나눈 것(김정숙, 1997)도 결국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 혹은 핵심을 포함한
거의 전부는 언어 지식 혹은 문법 지식 내지 문법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해
준다.10)
이제 우리의 관심을 ‘문법’과 ‘문법론’의 구별로 돌려 보기로 하자. (1)에
서 제시한 것처럼 ‘문법(文法)’은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을, ‘문법론
(文法論)’은 ‘문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언어학의 한 분야’를 지칭한다. 그

런데 ‘문법’을 ‘문법론’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여 혼란을 보이기도 한
8) 이에 대해서는 제2 언어 교육 관련 국내외 논저에서 수십 차례 인용된 바 있다. 한국
어 교육 논저에서도 김정숙(1997), 이해영(1998) 등 비교적 초기의 업적들에서부터 최
근까지 꾸준히 인용되고 있다. 이해영(1998)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를
Cummins, Canale & Swain, Bachman 등이 다루었고, 이에 정리는 Brown에 의해 이루
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할 여력은 없지만, 사회언어학이나 화용론이 언어학에 포
함된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10) 한국어 교육에서 화행에 대한 논의가 문법 영역에 속하는지, 말하기 영역에 속하는
지 구분이 어려운 것도 문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문법을 ‘말의 구
성 및 운용상의 규칙’으로 정의하는 한, 화행에 관한 논의가 문법과 관련이 있음은
명확하다. 화용론이 전통적으로 언어학(문법)의 하위 영역의 하나임을 보아도 이는
자명하다. 다만, 말하기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이는 ‘말하기’ 영역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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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문법’이 두 가지 용법으로 정의되어 이런
혼란이 이미 사전 정의에서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4)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문법’의 정의

문법(文法):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말본02ㆍ문전01(文典) ｢2｣.

‘문법’을 위에서 제시한바,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즉, ‘문법론’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문법론’에서 ‘론’을 생략하고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시경 문법’, ‘최현배 문법’ 등에서 사용된 문법은 대체로 ‘문법
론’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 문법’, ‘규범 문법’, ‘실용 문법’ 등
은 ‘문법론’보다 ‘문법’의 성격에 더 가깝지만 ‘문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라는 점에서 ‘언어 운용상의 규칙’과는 분명히 달라 ‘문법론’의 성격
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분류한 ‘문(文)’, ‘문법(文法)’, ‘문법론(文法論)’의 분류는
Halliday의 ‘언어 학습(learning language)’, ‘언어를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language)’, ‘언어에 관한 학습learning about language)’ 등의 구분

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Halliday의 이 논의는 특히 문법 교육은 ‘언어 학
습’이 아니라 ‘언어에 관한 학습’이라는 것으로 이해되어 자국민을 위한
국어 교육과 제2 언어 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모두에서 문법 교
육 무용론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즉, 문법 교육 무용론자들은 Halliday의
‘언어 학습’과 ‘언어에 대한 학습’의 구분을 이용하여 언어 교육에서 ‘언어

학습’(우리의 구분에서는 ‘문(文)’의 학습)은 필요하지만 ‘언어에 관한 학
습’ 즉, ‘문법’(사실은 ‘문법론’)의 학습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
다. 문법을 연구한 학문으로서의 ‘문법론’ 교육이 특히 제2 언어나 외국어
학습자에게 필요성이 낮다고 하는 주장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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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체로 동의할 수 있지만, ‘문법’은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이
므로 ‘문법’을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기 어
려울 것이다. 문법 교육 무용론의 상당수는 ‘문법’과 ‘문법론’의 개념을 오
해한 것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문법’과 ‘문법론’은 구분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으로서의 ‘문법’은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아도 언어 자체
에 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밝혀내거나 밝혀 낸 결과를 교육에 활용하
려고 하는 순간 ‘문법론’이 되어 학문의 옷을 입고 드러나기 쉽기 때문이
다. 그리하여 실상은 이미 언급했듯이 문법보다 문법론의 성격이 더 강한
‘주시경 문법’, ‘최현배 문법’처럼 학문적인 문법 논의의 주창자가 뚜렷한

경우에도 ‘문법론’이 아닌 ‘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이 경우
는 ‘문법론’에서 ‘론’을 생략한 용법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역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교 문법’, ‘규범 문법’, ‘실용 문법’처럼
주창자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문법’인지 ‘문법론’인지의 구분이 더 어렵
다. 이들은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법이며,
주창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뚜렷이 누구라고 밝히기 어렵기는 하지만 학
문적으로 밝힌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는 ‘문법론’이기도 하다. 결국 언어 교
육에서 배우는 문법은 언어 운용의 원리로서의 문법일 뿐 아니라 여러 학
자에 의해 밝혀진 문법적 사실을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가공한 문법론의
성격을 가지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하더라도 문법론은 문
법을 밝히기 위한 도구이며, 문법은 ‘문’의 이치를 밝힌 것으로서 언어 운
용의 규칙임은 분명하다. 즉, 언어 교육에서 우리는 ‘문(文)’을 교수․학습
하기 위해서 ‘문(文)’을 이루는 원리인 ‘문법(文法)’을 교수․학습해야 하지
만, 이 문법은 ‘문법론(文法論)’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문’을 가르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에 내재한 원리인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확립된 ‘문법론’에 기대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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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문법’이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이
며, 문법이 없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없으므로, 문법 무용론은 성립
자체가 가능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문법’을 규칙으로
보는 다소 강한 입장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더하는 것으로 문법의 정의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마무리하려 한다. 강현화(2006)에서 언급했듯이 문법
은 100%의 규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타나
는 전형적인 쓰임을 기술한 것으로 대체적인 경향성일 뿐이다. 이런 경향
성은 그 언어에 대한 직관을 가진 모어 화자들조차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이 아니어서 예외 없는 규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강한 규범론
자의 입장처럼 문법이나 규범을 강제하는 것은 언어의 본질에 맞지 않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직관 차이를 그대로 용인하는 경우 임계점을 지나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교육용 문법의 경우 어느
정도 규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강한 규범의
강제보다는 다양한 변이와 단일화된 규범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절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법의 속성을 고려하여 ‘규칙’보다는 다소 완화된
‘원리’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우리의 관점에서 ‘문법’은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원리’라는 것이다.
‘문법’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확립되어 나타난다. 특별히 교육

이나 다른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문법은 특정한 학자의 문법에 기대는 것
이 아닌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절충한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이 절의 논의를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은 자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의 문법과 달리 대체로 한국어에 대
한 직관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학습자로 삼게 된다. 따라서 특정 학자
의 주장이 드러나는 ‘문법론’의 성격보다는 ‘문법’의 성격이 강해야 하며,
체계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문법 형태의 기능을 중심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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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나, 형식이 의미나 기능과 관련을 맺는 양상이 잘 드러나야 할 것이다.
기술이나 설명 과정에서 학습자가 학습자 언어의 문법을 통해 목표어인
한국어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보편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 ‘문법’, ‘문법론’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 무용론이 근거 없음을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문법론’으로 확립된 모든 문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제 남은 것은 ‘문법’의 어떤 점을 가르쳐야 하는지의 ‘무엇’의 문제와, 이
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의 ‘어떻게’에 관한 논의이다. 이어질 논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본고는 ‘어떻게’의 문제 즉,
문법의 교수‧학습 방안에 집중하되, 특히 교사와 학습자의 메타적인 인식
강화를 주요하게 논의할 것이다.

Ⅱ. 문법 교수․학습 연구 현황
우리는 지금까지 ‘문법’의 정의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당위성을 논의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 연구 현황과 언어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덧
붙이고자 한다.11) 기존의 논의를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는 용어의 혼란 등
에도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12)
11) 본고는 초기 집필 단계에서 제2장에서 문법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현
장에서의 적용 양상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하지만 본격 집필 과정에서 분량상의
이유 등으로 제외하였다.
12) 용어의 혼란은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국어 교육이나 국어학 등 어떤 학문에서도 문
제가 된다. 상대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혼란이 심한 것은 비교적 신생 학문이라는
점, 국어학이나 국어 교육,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어를 도입해서 사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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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s & Rodgers(전병만 외 역, 2003)에서는 응용 언어학자인 E.
Anthony의 ‘접근 방법(approach) - 교수법(method) - 교수 기법(technique)’

라는 3단계 도식을 인용하면서 이를 수정하여 ‘접근 방법-교수법-교수 설
계- 교수 절차’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Brown(권오량 외 역, 2008) 에서
는 Richards & Rodgers의 ‘접근 방법-교수 설계-교수 절차’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자세한 정의를 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논의들을 원용하여
2장 1절에서 교수․학습의 단계와 문법 교육에 대해 ‘접근법 및 교수법과

문법 교육’, ‘교수․학습의 절차 및 모형과 문법 교육’, ‘교수․학습 기법과
문법 교육’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2장 2절에서 문법 교수․학습에서 특
별한 중요성을 갖는 ‘교육 내용의 제시 방법’만을 따로 분리하여 국내외
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1. 교수․학습의 단계와 문법 교육
1) 접근법 및 교수법과 문법 교육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한 접근법 내지 교수법에 대한 논의 중
에서 국내에 가장 널리 소개된 논의로는 Richards & Rodgers와 Brown 등
의 저술이다. 이 저술들은 몇 판에 걸쳐 나왔고 국내에도 여러 차례 번역
되어 소개되면서 접근법 및 교수법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 학자
들에 의한 이 분야 논의를 소개하고 정리한 저술로 남성우 외(2006)가 있
고, 안경화(2005)의 정리와 이해영(1998), 민현식(2005), 이미혜(2007) 등 소
논문 여러 편이 나와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의 하나는 번역 등의 문제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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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혼란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첫째, 접근법과 교수법이 다소 혼란스
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접근법(approach)와 ‘교수법(method)’을 구
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원리적인 수준의 관점은 접근법, 구
체적인 방법이 고안되고 개발되면 교수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Richards
& Rodgers의 경우 의사소통적 접근법들(communicative approaches) 안에

의사소통 언어 교수, 자연적 접근법, 협력적인 언어 학습 등을 포함시켜
넓은 의미의 접근법 안에 접근법과 교수법을 포함시켜 혼란스럽게 사용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로 미시건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된 ‘청각구두식 접근 방법(aural-oral approach)’
은 1950년대 중반의 최신 심리학적 학습 이론과 통합되면서 ‘청화식 교수
법(audiolingualism)’으로 발전하게 된다.(전병만 외 역, 2003: 79-80). 이를
고려하면 거시적인 관점은 접근법, 이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갖추어지면
교수법으로 구별하여 지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제시한 민현식(2005)의 논의가 그렇듯이, 접근법 내지 교수법의
흐름은 언어학이나 심리학의 학습 이론 등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본관(2009)에서는 문법 교육의 배경이 되는 학문인 언어학
과 교육학(교수․학습 이론)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법 교육의 관련성을
통시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먼저, ‘중세의 규범 문법-훔볼트류의 세계관
이론-구조주의-생성문법-생성문법 이후’의 언어학 흐름에 따라 문법 교
육의 중요성이나 접근 방법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 행동주의-인지
주의-구성주의(개인적 구성주의-사회적 구성주의-무철학적 구성주의)의
교육학(교수․학습 이론)의 흐름에 따라서도 문법 교육의 변화가 나타남
을 논의했다. 그리하여 언어학에서의 구조주의는 교육학에서의 행동주의
와 이어지고 문법 교수는 ‘청각구두식 접근 방법(aural-oral approach)’13)
13) 본고는 번역 용어의 일관성을 포함하여 용어를 통일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같은 개념에 대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려 하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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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이에서 발전한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ism)’으로 이어지고, 언어
학의 생성 문법은 교육학의 인지주의와 이어지고 문법 교수는 ‘인지적인
접근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생성 문법 이후의 언어학의
흐름은 교육학에서의 구성주의로 이어지고 이는 의사소통식 접근법들로
이어짐을 언급했다.14)
남성우 외(2006)에서도 심리학 내지 언어학의 행동주의는 언어학의 대
조분석 가설로 이어지고 이는 청각구두식 교수법으로 이어지며, 인지주
의는 중간 언어 가설과, 구성주의는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과 이어진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한송화(2009)에서는 문법 교육의 역사를
‘문법 번역식–청각구두식–인지주의–의사소통 중심–형태 초점’의 흐

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바, 한국어 교육계에 소개된 두 권의 외국 서적이 교수법,
특히 문법 교수․학습 방법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15) Richards &
Rodgers에서는 교수법의 역사를 19세기까지의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

출발하여, 20세기의 ‘구화식 교수법과 상황 중심 교수법(the oral Approach
and situation language)를 거쳐 청화식 교수법(the audiolingual method)로

이어지며, 이후 다양한 대안적 접근법과 교수법으로 이어지다가 최근의
의사소통적 접근 방법들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적 접근 방법(communicative approaches) 안에 의사
소통 중심 접근 방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을 포함시키고 있
논의를 인용할 경우 가능하면 원문에 충실하게 인용하였기 때문에 ‘접근 방법’과
‘접근법’처럼 본고 안에서도 동일 개념에 대해 다른 용어가 나타나기도 한다.
14) 구본관(2009)에서는 구성주의적인 교육학 이론을 ‘개인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
의’, ‘무철학적 구성주의’로 세분하여 이들 각각을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과 연결
하고 있다.
15) 이미 언급했듯이 이 책들은 초판뿐 아니라 개정판, 제3판으로 이어져 각각이 번역
되어 소개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최근 판을 기준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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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rown은 여러 가지 접근법 내지 교수법 중에서 주로 상호작용적 접근
법에 초점을 두어 논의한다. 특히 문법 교수와 관련하여 형태 중심 지도
(form-focused instruction)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특

히 의식 고양 혹은 인식 고양(consciousness-raising) 기법에 대해서도 언
급하고 있어, 메타적 인식을 강조하는 본고와 통하는 바가 있다.
이쯤에서 우리는 Brown이 Nunan을 인용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교수법은 이제까지 없었고, 아마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최근에는 관심의 초점이 제2 언어 습득에 관한 우리
의 지식에 부합하고 교실 자체의 역동성에도 부합하는 교실 과업과 활동
의 개발에 모아졌다.”라는 발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
은 한국어 교육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이제 문제는 교수법 자체보다
는 교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적용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급한 제2 언어 내지 외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접근법 내지
교수법은 한국어 교육에서는 거의 그대로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을 위한
접근법 내지 교수법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비중
이 워낙 커,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곧 문법 교육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각각의 교수․학습을 위한 접근법 내지 교수법은 아래에 언
급된 것처럼 문법 교육과 관련한 특별한 지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언급된 교수․학습을 위한 접근법
내지 교수법과 문법 교육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들
이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문법의 구조에 관심이 많고 발음이나 의사소
통에는 직접적인 관심이 적었으므로 문법 중, 특히 통사론에 관심이 컸으
며, 번역하기나 연습 문제 등이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각
구두식 접근법’이나 그에 이어지는 ‘청화식 교수법’에서는 문형의 암기에
관심을 가졌으며, 연습 문제 등을 통해 문형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
다. 셋째, 의사소통 접근법들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에 관심을 집중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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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문법 분야 중 화용론에 관심을 두었으며 과제 위주의 연습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16) 의사소통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문법에도 소홀하지
않은 형태 초점 교수법에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필요한 문법 형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으므로 화용뿐 아니라 형태나 의미와의 관련성에
도 주목을 기울였다.
2) 교수․학습 절차 및 모형과 문법 교육

한국어 교육, 특히 문법 교육에서 교수․학습의 절차 및 모형에 대한
논의는 주로 외국의 교수․학습의 절차 및 모형에 대한 논의를 받아들이
는 과정에서 ‘PPP 모형’이나 ‘TTT 모형’ 등의 이름으로 논의되었다. 주지
하듯이 PPP 모형은 ‘제시(presentation)-연습(practice)-생성(production)’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연습 단계를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 생성 단계를
통해 유창성을 더하려는 모형이다. TTT 모형은 상대적으로 정확성보다
는 유창성을 목표로 ‘과제(task)-교수(teach)-과제(task)’ 단계 내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PPP 모형’이나 ‘TTT 모형’ 이외에 ‘OHE(observation–
hypothesis–experiment) 모형’ 이나 ‘NDAE(noticing-discovering
rules-accommodation and restructuring experimentation) 모형’이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강현화(2006)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OHE 모형’은 문
법을 어휘적 접근법으로 교수하는 모형으로 ‘관찰-발견, 가설-탐구, 시도’
등의 단계나 과정을 거치며, ‘NDAE 모형’은 문법 현상 자체에 주목하고
16) Thornbury(1999)에서는 문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에 따라 접근법 내지 교수법을
구분하고 있다. 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제시하
면 ‘자연적 접근법과 적극적 의사소통적 교수법 → 청각 교수법과 직접 교수법 →
소극적 의사소통적 교수법 →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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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탐구 학습의 방법을 수용한 모형이다. 이 밖에
도 Cater & MaCarthy에 의해 제시된 ‘III 모형’이 있는데, 이는 ‘예시
(illustration)-상호작용(interaction)-귀납(induction)’의 단계를 통해 학생들

의 상호 작용과 귀납적인 탐구를 강조하기도 한다.
메타적 인식 강화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점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OHE
모형’이나 ‘NDAE 모형’, ‘III 모형’ 등과 관련지을 수 있는, 탐구를 강조한
방성원(2003)의 제안이다. 이 논의에서는 문법의 학습 단계를 ‘도입–발견
–제시–연습–사용’으로 제안하고 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자

세하게 예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른 논의들과의 차이점은 ‘발견’의
단계를 설정한 것인데, 이는 ‘OHE 모형’이나 ‘NDAE 모형’과 관련되는 ‘탐
구 학습’이 포함된 단계이다. 주지하듯이 탐구 학습은 학습자 주도적인
교수․학습 방안의 하나로 시간이 걸리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지식
의 내면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탐구 학습은 언어에 대한 인식을 바
탕으로 하고 있어 결국 본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타적인 인식 강화에 이
르는 방안의 하나이다. 방성원(2003)에서 ‘발견’의 단계를 설정한 것은 이
논의가 ‘고급 교재’ 내지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이라는 점
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수․학습의 절차 및 모형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계획안과 활동 등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위에서
예를 든 방성원(2003), 한송화(2009) 등이 그러하다. 남성우 외(2006)에서는
각각의 교수법에 따른 구체적인 수업 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 교육에
참고가 되고 있다.
3) 교수․학습 기법과 문법 교육

교수․학습의 기법과 문법 교육의 관련성을 논의하기 위해 우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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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나 외국어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기법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를 살
펴보기로 하자. 교수․학습 기법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저술에는 앞에서 예를 든 Brown의 책이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언어 교
육에서 교수․학습의 기법(technique)이란 교사나 학생이 교실에서 수행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모든 과업(task)과 활동
(activity)을 포함한다(권오량 외 역 2008: 204). Brown(권오량 외 역, 2008:
493-498)은 문법을 위한 교수 기법 몇 가지를 따로 논의하고 있다. 우선

차트나 그래프를 활용하여 패턴을 연습하고 문법 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을 활용
하여 실제적인 측면을 부여하는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지도와 그림 등
간단한 시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도
를 활용하여 길 묻기를 하거나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시제를 교수․학
습하는 것 등과 같은 방식이다. 이어서 가장 오래된 문법 설명의 기법인
대화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서, 다양한 글로 된 텍스트를 사용하는 기법
을 소개하였다.
한편, Thornbury는 ‘규칙을 통해 문법 가르치기’, ‘예시를 통해 문법 가
르치기’, ‘텍스트를 통해 문법 가르치기’, ‘연습 활동을 통해 문법 가르치기’
등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기법들을 언어 자료의 예와 함께 소
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물 교재를 사용하여 단순 현재형 가르치기’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문법 교수․학습의 기법을 소개한 논의로는 교육대학원 등의 학위 논
문이 있고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기법을 다룬
학술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방성원(2005)에서는 문법 교수․학습의 절차
마다 각각에 적합한 교수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시 연습’
단계에서는 ‘교체 연습’, ‘응답 연습’, ‘연결 연습’, ‘완성 연습’, ‘확장 연습’,
‘상황 연습’, ‘표 채우기’, ‘텍스트 일부 완성하기’ 등의 기법을, ‘사용’ 단계

272

국어교육연구 제30집

에서는 ‘행동화’, ‘역할극’, ‘게임’, ‘정보 교환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의 기
법을 제시한다. 이해영(2006)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문법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목표 문법 형태 찾
기’, ‘관계있는 문장/대화쌍 찾기’, ‘표 보고 문장/대화 완성하기’, ‘그림 보
고 대화하기’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여러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문법
교수․학습의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문법 교수․학습의 기법만을 따로 모은 몇 가지 논의도 있다. 구본관
외(2009)는 초급 단계의 문법을 교수․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기법
을 활동으로 꾸며 놓은 책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어의 ‘-겠-’을 설명하기
위해 일기예보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만화를 활용하여 대화를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조항록 외(2003)은 문법 교육에 활용
되는 다양한 연습 유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교수․학습 기법이 수없이 많은 것은 교수․학습 기법이 교수․
학습 내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교수․학습 기법에 영향
을 주는 요소에 교육 내용뿐 아니라 학습자, 교사, 교실 환경 등 다양한 요
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수․학습 내용이다. ‘문법’
이 본질적으로 규칙이나 원리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문법 교수․학습의
기법은 규칙이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예를 든 Thornbury의 ‘규칙을 통해 문법 가르치기’ 기법이 그러하고, 한국
어 교육이 아닌 국어 교육이지만 구본관․신명선(2011)의 ‘원리 중심의 문
법 교육’이 그러하다.17) 또한, 한국어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의 기법은
한국어 문법이라는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면이 많다. 한 사례로 한국어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동일한 접사에 의해 형성된다는 특성은 ‘피동/사동’의
인접쌍을 활용한 교수․학습 기법의 유용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17) 구본관․신명선(2011)에서는 한국어의 피동 표현과 맞춤법 등을 교육하기 위한 방
법으로 ‘원리 중심’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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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교육 내용의 제시 방법
교수․학습의 단계, 특히 교수․학습의 절차와 교육 내용의 제시는 특
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학습의 절차
나 과정이 결국 교육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교수․학습의 다른 단계와 구분하여 교육 내용 제시만을 좀 자세하
게 논의하려 한다.
문법 교육의 교육 내용 제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Ellis(2006:
102-103)의 다음 논의는 중요하게 참조할 만하다(권오량 외 역, 2008: 487)

에서 재인용).
(5) 문법을 가르치는 시기와 방법
․ 형태와 의미가 모두 강조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의사소통 과업에서 형
태를 연습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 학습자가 곤란을 겪는 형태는 좀 더 중점적으로 지도하라.
․ 명시적인 문법 지도는 초급보다 중급 이상에서 효과적이다.
․ 입력(이해) 기반의 문법과 출력(표현) 기반의 문법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라.
․ 수업의 맥락과 목표에 따라 연역적 및 귀납적 접근 모두 유용할 수 있다.
․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형태 중심 지도는 학습자가 유의미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처치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교정적 피드백이 명시적․암시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면 학습자의 언어
습득을 촉진할 수 있다.

․ 문법만을 분리하여 지도(focus on forms)하거나 의사소통 활동에 통합하
여 지도(focus on form)하는 것 모두 맥락에 따라 가능하다.

위의 논의는 의사소통 교수법의 전통 아래서 문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면 문법 교수․학습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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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언어 학습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아울러 우리가 이 절에
서 관심을 갖는 교육 내용 제시 방법과 관련하여 명시적 제시와 암시적
제시의 문제, 연역적 제시와 귀납적 제시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견해를 보여 준다.
국내의 논의들 중에서도 교재에서의 문법의 제시 방법, 수업 절차에서
의 문법 제시 방법 등과 관련한 논의들이 여러 편 발표된 바 있다. 우선
한송화(2009)에서는 문법 제시 방법을 단순히 연역적과 귀납적의 이원 분
류가 아니라 ‘설명적’과 ‘발견적’을 더하여 다항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
울러 예문의 제시 방안과 관련하여서도 단순한 문장을 제시하는 방안과
말뭉치 색인을 이용하는 방안, 텍스트를 이용하는 방안을 자세하게 논의
하고 있으며, 문장이나 담화의 생성을 위한 다양한 연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이 분야 논의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한편 김제열(2001a, 2004)에서는 문법 교육을 위한 범주화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데, 문법 범주를 ‘기능 중심 범주’와 ‘의미 중심 범주’로 나누
고 있어 언어의 어떤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와 관련한 본고의 논의와 관련
하여 참고가 된다. 이들 논문에서는 이밖에도 구체적인 문법 범주의 배열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다. 문법 용어의 표준화 방안을 논의한 방성원
(2002)와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법 내용의 선정을 다룬 방성원(2003)

도 담화 기능, 의미 기능 중심의 범주, 형식적 범주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참조가 된다. 한국어 문법 교육내용의 선정과 체계화와 관련한 최근
의 논의로는 김호정(2012)가 있다.18)
지금까지 논의한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들은 ‘문법 내용
의 제시 순서’, ‘문법 내용 제시 강도’, ‘문법 내용 제시 단위’, ‘문법 내용
제시의 측면’ 등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8) 김호정(2012)에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문법 범주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
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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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법 내용의 제시 순서’의 문제이다. 중요하게는 문법 내용, 특히
용례를 연역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귀납적으로 제시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한송화(2009)에서 논의한 설명적 제시와 발견적
제시의 선택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Ellis의 논의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듯이 수업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선택될 수 있고 각각이
유용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연역적인 방법은 간편하고 성인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내면화가 어렵고 교사 주도적인 수업에 그치기 쉬우며,
귀납적 방법은 이와 반대이다.
문법 내용의 제시 순서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위
계화 문제이다. 김제열(2001a)에서 초급(1급), 김제열(2004)에서 중급(중급1),
방성원(2003)에서 고급 단계에서의 문법 내용의 배열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
까지 이루어진 문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 논의는 질적,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두 번째로는 ‘문법 내용 제시의 강도’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문법
을 명시적으로 교수․학습할 것인지, 암시적으로 교수․학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수법의 역사 전체에 걸쳐 중요한 논점의 하나였다. 이는 문법
교육의 부침과도 맥을 같이하는데, 이는 언어 교육에서 정확성과 유창성
어느 쪽에 방점을 주는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주지하듯이 최근까
지도 언어 교육 이론들은 암시적 문법 교수의 손을 들어 주고 있었으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 Ellis의 논의에서 중급 이상의 경우 명시적 교수 학
습이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고, 국내의 논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학
습자의 성취 단계가 높아질수록 명시적 교수 학습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학습자의 성취 단계뿐 아니라 교수․학
습 목적이나 학습자의 특성, 학습 내용에 따라 암시적 문법 학습뿐 아니
라 명시적 문법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교사 및 학습자의 문법에 대한 메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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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식도 명시적인 문법 학습이 필요하다는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세 번째로는 ‘문법 내용 제시 단위’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전통적
으로 문법 교육의 내용 제시 단위는 문장이었으나, 최근에는 모국어 화자
를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에서도 문장을 넘어선 텍스트(담화) 단위를 교
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실제 담화 속에서의 문법 요소의 쓰임을 교수․학
습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19) 한국어 교육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법 교육 원리의 하나로 ‘실제성’을 중요하게 고려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법 교육의 내용을 문장 단위를 넘어서서 텍스
트 단위로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한국어 교
육에서도 특히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영향으로 문법을 텍스트 단위로
제시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제안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장 단위의 교육 내용 제시가 많았던 것은
전통적으로 문법의 최대 단위가 문장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점, 문장 단
위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성’의 원리에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또 다른 원
리인 ‘간결성’을 위해서는 적절하다는 점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장 단위 제시와 텍스트 단위 제시의 절충이라고 할
수도 있는 말뭉치 색인을 이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으로는 텍스트 단위 제시가 바람직하다. 물론 뒤에서 언
급할 것인바 보조사의 경우처럼 필연적으로 텍스트(담화) 담화 단위의 제
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교수․학습 내
용이나 상황에 따라 간결하게 문장 단위로 제시할 수도 있고, 텍스트(담
화) 단위로 제시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절충하여 말뭉치를 활용하는 방
19) 사실 ‘문장’이나 ‘텍스트(담화)’ 단위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하
기는 어렵다. 문장은 형식적으로는 마침점 등의 문장 부호를 가지며, 통사나 의미
적으로는 주어나 서술어를 갖추어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말을 가리킨다. 텍스트
(담화)는 흔히 형식적으로는 ‘응결성’을 갖추고 의미적으로 ‘응집성’을 갖춘 단위를
가리킨다(고영근, 20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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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가능할 것이다.20)
네 번째로는 ‘문법 내용의 측면’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전통적인
문법 교육이 형태 내지 형식을 교수․학습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의
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영향으로 의미나 기능을 교수․학습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문법이 ‘말(언어)의
구성 및 운용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문법은 언어의 전 국면을 포함하는 것
이어야 하므로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
다. 주지하듯이 언어는 ‘소리(문자)’가 ‘의미’와 연결된 기호 체계이다. ‘소
리(문자)’와 ‘의미’를 연결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형태 및 통사 규칙들이
다. 의미는 단순히 단어나 문장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화에서
의 담화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이런 제 측면을 ‘음
운론 - 형태론 - 통사론 - 의미론 - 화용론’이라는 이름으로 탐구해 왔다.
(6) 언어의 제 측면과 언어학 연구 분야
구조

언어의 측면

의미(기능)
(의사소통
소리
단어 혹은
단어 형태문장 형식
활동에서의)
문장 의미
담화 기능

언어학 분야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소리’가 독자적으로 문법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흔히 문

법 교육의 측면 중 어느 한쪽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구조(형태 혹은 형
식) 중심’ 문법 교육, ‘의미 중심’ 문법 교육, ‘기능 중심’ 문법 교육 등에 대
20) 사실 말뭉치를 통한 제시는 문장 단위냐 텍스트 단위냐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말뭉치를 통해 텍스트 단위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말뭉치를 통해 문장
을 보여 주는 것은 간단하지만 의미 단위로서의 텍스트 단위로 보여 주는 것은 쉽
지 않다. 이는 말뭉치 자체가 텍스트 단위로 가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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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언급하곤 한다. 하지만 언어는 구조(형태 혹은 형식)가 없이 의미(기
능)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논의는 그리 의미 있는 논의로 보이
지 않는다.
물론 언어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되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한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흔히 의사소통 중심 문법 교육에
서 담화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그러하다. 하지만 모국어 문법
교육이 아닌 제2 언어나 외국어 교육이라면 학습자들은 담화 기능 못지
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구조를 더 어려워하며, 구조가 문장 의미나 담화
기능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사려 깊은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한국어 교육에서의 구조(형태, 형식)-의미(문장 의
미)-기능(담화 기능)의 관련성을 논의해 보기로 하자.
(7) 한국어에서의 피동법 교육 내용21)
(어느 식당에서 이루어진 손님과 종업원의 대화)
손님: 저기 식탁이 안 닦였네요.
종업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담화 단위로 제시된 이 교육 내용을 통해 피동법의 구조(형태,
형식)와 의미(문장 의미)와 기능(담화 기능)의 학습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우선 한국어 피동법 논의를 위해서는 피동사 ‘닦이다’의 형태에 주
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피동문의 구조를 능동문과 비교하여 교수‧학습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영어를 아는 학습자라면 영어의 수동태와
비교 학습도 가능하다. 그런 다음 ‘식탁이 안 닦였네요.’라는 피동문의 의
미가 어떠한지에 대해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 피동문의 의미는 문장
21) 이 사례는 구본관․신명선(2011)에 제시한 사례를 조금 수정하여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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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는 단어들의 구조적인 배열에 의한 문장의 의미, 특히 행동주의
탈행동성이 드러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 피동문의 의미가 문장 차원에서의 해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동문의 담화상의 기능에 대해서도 교수‧학습해야
한다. 이 담화에서 손님이 굳이 피동문을 선택한 것은 종업원의 체면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행동주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피동의 이러한 기능은 화용론에서 흔히 말하는 체면 살리기나 공손성의
한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를 교수‧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
의 피동문의 다양한 담화 기능은 구본관․신명선(2011)에서 언급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사실 한국어 교육의 여러 논의들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한 ‘형태, 형식,
구조, 의미, 기능’ 등의 용어가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어 정리가 필
요하다. 이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필
자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 중 ‘의미’나 ‘기능’과 관련한 혼란에 대
해만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22)
주지하듯이 ‘의미(meanin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미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본고에서처럼 단어나 문장 차원
의 의미만을 ‘의미’로 제한하고 담화 차원의 의미는 ‘(사용) 기능’으로 제
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들어 있다.
22) 예를 들어 ‘기능’만 가지고 논의하지면, 방성원(2002)에서는 ‘기능’을 ‘종결’, ‘연결’ 등
통사적인 ‘기능’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방성원(2005)에서는 ‘제안하기’, ‘요청하
기’ 등을 ‘의미-기능’으로 분류하여, 문장 차원의 의미론의 ‘의미’와 담화 차원의 화
용론의 ‘기능’이 혼합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강현화(2006)에서는 ‘개인적 기능’,
‘대인적 기능 ’등 ‘기능’을 화용적 차원에서 다소 거시적인 분류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능이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인 기능들로 사용될 수 있
지만 ‘의미’와 대응시켜 기능 중심 교수법과 같이 언급할 때는 담화 상의 기능 즉,
(사용) 기능으로 제한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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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담화가 아닌 문장 단위에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23) 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조심스럽지만 ‘가능하다’이다.
대명사처럼 직시적인 용법을 가진 단어를 제외하면 우리는 대체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맥을 떠
난 단어 자체의 의미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나 이만 줄이기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의 의미는 대체로 사전에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단어는
사2전에 기술된 의미를 넘어서 은유적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다의어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문맥적 의미는 사전에 나오는 여러 의미 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 문맥에서 확장된 은유적 의미일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사전적
의미도 문맥에서 쓰이면 문맥적 의미의 하나일 뿐이다. 아울러 사전에 기
록된 다의어의 의미는 우연히 사전에 들어갔을 뿐 어떤 의미까지를 사전
에 싣느냐는 사전 편찬자의 판단에 의한 우연적인 선택일 뿐일 수도 있
다. 따라서 판단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용어의 혼란이 오게 된 원인의 하나는 여러 사람에 의해 일관되지 않
게 용어를 번역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의미 가설 중의 하나
인 비트겐슈타인의 용법설(use theory)은 번역자에 따라 사용설로 번역하
기도 한다. 이는 마치 한국어 교육에서 담화 기능을 사용으로 번역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체로는 ‘usage’는 용법, ‘use’
는 사용, ‘function’은 ‘기능’으로 번역하면 다소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이들 용어는 영어 원어에서도 다양한 의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번역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자
가 자유롭게 사용하되, 학계 차원의 논의를 통해 공동 학술 용어를 정리
23) 예를 들어 용법설로 알려진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는 문장 차원 의미와 담화 차원 의
미가 본질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관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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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24)
용어 혼란의 다른 원인은 동일한 용어가 각 영역에서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기능’만 하더라도 형태론 내지 통사론에서는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쓰이기도 하고, 우리가 논의한바, 담화 차원에서의 의미를 지칭
하기도 한다. 용어 혼란의 또 다른 원인은 ‘용법’, ‘사용’, ‘기능’, ‘의미’ 등이
한국어 교육이라는 학문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학술 용어 혹은 사고 도구
어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일상어이기도 하기 때문이
다. 가능하다면 학술 논문에서는 이들 용어들을 일상어적 용법으로 쓰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동일 논문에서 일상어적 용법과
학술어적 용법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한다.
우리는 ‘용법’,25) ‘의미’, ‘기능’ 등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혼란
스럽게 사용되는 양상과 원인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학계의 중지를 모아
가능하면 통일된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필자는 혼란을 줄이
기 위해 잠정적으로 ‘용법’은 다의어의 여러 기능 중 각각의 기능을 지칭
하는 용어로, ‘의미’는 단어나 문장 차원에서의 의미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기능’은 담화 차원에서의 의미를 지칭하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

할 것을 제안한다.

24) 필자의 생각으로는 ‘용법’은 다의어의 여러 기능 중 각각의 기능을 지칭하는 용어
로, ‘의미’는 단어나 문장 차원에서의 의미를 지칭하는 용어로, ‘기능’은 담화 차원에
서의 의미를 지칭하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25) 우리는 위에서 ‘용법’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 지면 관계상 자세
한 논의는 피하려 하지만 ‘용법’의 가장 적절한 개념은 다의어를 비롯한 다의적인
단위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때 그 각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
장 무난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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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법 교수․학습의 변인과 메타 인식 강화
우리는 지금까지 문법 교육의 당위성과 문법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문법 교수․학습에 대해
필자 나름의 견해를 제시해 보려 한다. 논의의 과정에서 특별히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과 메타 인식 강화의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언
급될 것이다.

1.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과 문법 교수․학습 방법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수․학습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한국어 교
육이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정순(2005)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그 역사가 길지 않아 교수․학습에
있어 독자적인 이론을 갖추지 못했다. 독자적인 이론으로 발전할 정도의
독자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 방
법은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의 교육과는 차이나는 점을 가지고 있으
며, 이는 문법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 문법 교육의 교
수․학습 방법의 특성은 교육 내용, 교수자, 학습자(연령, 능숙도 수준, 교
육 목적, 교육 정도나 배경), 교육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교육 내용으로서의 한국어 문법의 특성이 문법 교수․학습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주지하듯이 교수․학습
방법은 상당 부분 교육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어 역시 언어 보편성
과 함께 한국어만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한국어 문법 교
수․학습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자명하다.
주지하듯이 한국어는 음운론적 특징으로 ‘ㅂ/ㅃ/ㅍ’, ‘ㄷ/ㄸ/ㅌ’, ‘ㄱ/ㄲ/
ㅋ’과 같이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와 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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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다른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수 기
법에 있어 경음과 격음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교수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리하여 초급 단계에서 격음 발음을 위해 얇은 종이를 코에 대는 것과
같은 기법이 활용되기도 하고, 다양한 음성 분석 도구와 프로그램이 사용
되기도 한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형태론적 특징은 한국어가 교착어(혹은 첨가어)라
는 것이며 이는 언어 유형론적으로 교착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어로 하
는 화자에게 특별히 조사나 어미의 형태에 주목하게 하는 교수․학습 방
법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요구한다. 교착어는 그 특성상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가 많으며, 하나의 어근에 여러 개가 동시에 결합한다.
따라서 굴절형이 단순한 굴절어나 굴절형이 별로 없는 고립어와 달리 조
사나 어미 결합형 전체를 암기하거나 문형으로 외우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을 알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많은 경우 조사나 어미
형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형태 초점 교수법의 필요성이
드러나며,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메타적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기도
한다.
한국어는 경어법이 뚜렷하다든지, ‘SOV’ 어순을 가지고 있다든지, 피동
과 사동이 유사한 접미사를 갖는 서술어에 의해 실현된다든지 하는 통사
적인 특징도 있다. 경어법의 경우 통사론과 화용론에 걸치는 문제여서 상
황 맥락 내지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담화 중심의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은 사회
적 직시26)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어의 ‘SOV’ 어순이나 수식어가
26) 사회적 직시(social deixis)란 화용론에서 직사의 하나로 언급되는 용어로 화자가 청
자 또는 지시된 개체나 제3자의 사회적 지위와 그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언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흔히 사회적 직시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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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피수식어에 선행하는 어순상의 특징은 모어의 어순과 다른 학습
자에게 각별한 주의의 집중을 요구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요구하기도
한다.27) 아울러 피동과 사동이 유사한 접사에 의해 실현되므로 ‘능동/피
동’, ‘주동/사동’뿐 아니라 ‘피동/사동’도 관련쌍을 비교하는 교수․학습 기
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간접 발화 행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든지, 칭찬 화행
이나 사과 화행 등에서 다른 언어와 다른 특성이 발견된다든지 하는 등의
화용론적인 특징도 있다. 이 역시 상황 맥락 내지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
조하는 담화 중심의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을 필요로 한다. 결국
한국어의 이런 특성들은 문법의 교수․학습 방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된다.
한국어는 영어와 같은 동작주 중심의 언어와 달리 주어와 같은 중요
문장 성분의 생략이 잘 일어나므로 담화 중심의 언어로 불리기도 한다.
영어의 경우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용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재귀사와 지시와 대용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대명사가 잘
구별되며, 시제나 일치 등이 통사론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언어이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재귀사와 대명사의 구별이 그리 엄격하지 못하며, 시
제나 일치 등이 영어처럼 통사론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결국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이나 상황 맥락 등 담화 상황에 대한 이
해가 다른 언어보다도 더 중요하다. 한국어의 담화 중심적인 특성은 한국
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에서 담화 문법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말
해 주며, 문법 내용의 제시에 있어서도 문장 단위를 넘어선 담화(텍스트
단위)의 제시가 필요함을 알게 해 준다.
27) 주지하듯이 Greenberg는 어순을 ‘SVO, SOV, VSO, VOS, OVS, OSV.의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한국어가 ’SOV‘ 어순을 가진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문법적 기능을
하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뒤에 온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리하여 한국어는 본용언보
다 보조 용언이 뒤에 오고, 피수식어보다 수식어가 뒤에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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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자가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한국어 교육의 학습자는 대부분 성인이며, 한국
어를 제2 언어가 아닌 외국어로 배우며, 한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지
않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28) 최근에 와서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 이주
노동자 등이 많아지면서 학습자가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29)도 취업뿐 아니라 유학, 교양 등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학습자의 연령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자. 한국어 교육의 학습자는 성인
학습자가 많으므로 문법 교수․학습 방법으로 연역적 접근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문법을 명시적 교수 방법으로 강의하는 것 역시 효율적일 수
있다. 아울러 성인의 제2 언어 내지 외국어 학습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
이든 학습자 자신의 모어와의 대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많든 적든
모어와의 대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경우 모어와 목표어의 차이 등에
대한 메타적인 인식이 강화된다. 그뿐 아니라 학습자가 알고 있는 제2 언
어나 외국어와의 대조가 이루어지기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습
자의 모어나 학습자가 알고 있는 제2 언어, 혹은 외국어의 문법 지식을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학습자들은 대체로 모어
가 아니더라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영어의 문법 지식
28) 물론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점차 늘어가고 있
다. 미국, 중국, 일본 등지의 교포 자녀의 경우가 그러하고,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한국어가 채택되는 비율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임미은(2012)에서 논의한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슈콜라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29)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의 전통은 한문을 배우는 것이었다. 우
리 조상들이 한문을 배우는 목적은 거의 전적으로 문어적인 의사소통에 있었다. 따
라서 읽기와 쓰기가 중심이 되며, 문장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학습을 하였다. 이는 구어를 일부 사용하기는 했으나 기
본적으로 문어를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서양의 라틴어 학습이 문법 번역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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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품사 용어
나 지식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언어에 대
한 메타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교육 환경과 교육 목적, 교육 정도나 배경과 관련하
여 논의해 보자. 한국어 교육의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문법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전반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태도 교육을 비롯한 정의적 요인을 강화하는 교수․학습 방법
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특히 초급 학습자들에게 있어 익숙하지 않은 알
파벳인 한글을 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
계가 지났을 때 한글 창제의 과학적인 원리 등을 재미있게 설명 해주어
흥미를 가지게 해 주는 등의 교육 내용 선택 내지 교수․학습 방법의 적
용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어 교육 학습자는 취업, 결혼
이민에 의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유학에 오기
위해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교육 정도나 배경도 다양하다. 학습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필
연적으로 교육 내용이나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
서 문법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전반의 교수․학습 방법은 지금보다는 다
양해져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가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사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점
에서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만큼이나 교사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되기 위해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에는 대학이나 대학
원의 한국학과나 한국어 교육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졸업하는 경우,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곳에 설치된 단기 교사 양성 과정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단기 교사 양성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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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교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앞에서 열거한 이런 과정을 하
나도 거치지 않고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의 실력은 천차만별이며, 문법
교수․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문법 실력도 천차만별이다. 교사의 상당수
는 한국어 외에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으며 일부는 중국어나 일
본어 등 다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실력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
이다.
교사가 학습자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법 교육은 목표어인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 교수법이 주를 이루게 된다. 특별히 초급에서는 대체로 학습자와 교
사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인 영어를 통해 문법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바, 영어 문법을 매개로 하는 문법 교수․
학습 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사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문법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교사의 수준이 다양한 만큼 문법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 전반의 교수․
학습 방안의 마련을 위해 교사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사 재교
육은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차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아울러 교사가 여성이므로 사회언어학적 관점의 도입을 통해 여성
어와 남성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습 환경이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한국어 교육은 영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국제어
가 아니므로 한국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다. 물론 연변 자치주나 미국이나 중국 등의 한글학교처럼 재외 동포
교육의 경우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며, 중국의 경우처럼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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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수요가 많은 경우 현지의 대학이나 어학원 등의 사교육을 통해 한
국어 교수․학습의 비중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습자가 거주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이 달라야 함은 물론이다. 현지에서 한국
어 교육 내지 한국어 문법 교육을 하는 경우 교실 밖에서 한국어를 사용
할 기회가 적으므로 교사와 학습자의 충분한 상호 작용을 통해 한국어에
노출을 활성화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활용해야 하며, 현지의 상황에 맞
는 교재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수․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재외 동포의 경우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말하기나 듣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읽기와 쓰기가 상대적
으로 더 필요한 학습자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문법 교육이 문어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문법 교수․학습 방법과 메타적 인식 강화
문법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오래된 논쟁의 하나는 문법을 명시적으
로 가르칠 것이냐 암시적으로 가르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문법
교육 무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문법이 실제 언어 사용 능력
을 향상시키지 못하므로 가르칠 필요가 없거나, 가르치더라도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와는 달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의 특성, 학습자의 조건 등을 고려할 때 부분적 혹
은 전면적으로 명시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Ellis(1997: 612)에서는 외국어 교육 내지 제2 언어 교육의 목표를 다음

과 같이 인지 목표(cognitive goals)와 상위인지 목표(metacognitive goals)
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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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llis(1997: 612)의 외국어 교육/제2 언어 교육의 목표
인지 목표(cognitive goals): 발음, 어휘, 문장, 담화 등의 학습
상위인지 목표(metacognitive goals): 규칙, 질서 찾기, 탐구 적 사고력 증진

사실 두 가지 목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후자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비중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발음이냐, 어
휘냐, 형태냐, 화용이냐 등의 구분이나 구체적 교육 내용의 성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질 수도 있다.
Ellis의 상위 인지 목표에 대한 논의는 제2 언어교육 내지 외국어 교육

에서 명시적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사실 명시적 문법
교육 여부에 대한 논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에서의 화두
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어교육계에서는 문법 교육의 목표로 의
식 상승(consciousness raising) 내지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을 강
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30)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문법에 대한 암시적
교육뿐 아니라 명시적 교육이 필요하며, 발견을 통한 문법 구성 원리의
탐구, 원리 중심의 문법 교수․학습,31) 문법 요소의 의미나 기능뿐 아니
라 형태에도 초점을 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어 교육, 특히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유력하게 제안된 형태 초점 교수법 역시 메
타적 언어 인식과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한국어 교육으로 돌아와서 명시적 문법 교육 내지 상위 인지적
30) 언어 인식은 국어과 교육과정, 특히 문법 영역의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이라는
용어로 포괄되어 언급되고 있다. 언어 인식은 언어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고, 구사할 때의 의식적인 지각과 감수성 등으로 정의되는데,
‘언어의 형식에 초점을 두는 메타언어적 지식’, ‘삶에서의 언어의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은성, 2005).
31)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문법이 언어의 구성 및 운용상의 원리라고 하다면 문법 교
수․학습은 필연적으로 이 원리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구본관․신명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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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는 교착어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는
조사나 어미에 대한 형태적인 특성에 대한 주목과 담화 상황과 주목하여
언어를 이해하는 등 메타적 인식 강화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아
울러 학습자의 대다수가 성인이라는 점 역시 메타적인 인식 강화의 필요
성을 말해 준다. 물론 방성원(2003)에서도 언급했듯이 메타적 인식 강화의
필요성은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더 필요하다.
한국어의 메타적 인식 강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본고에서 언급
할 내용은 이미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와 교사의 대다수가 영
어 문법에 익숙하며, 영어 문법을 매개로 한국어 문법에 대한 메타적인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언어 사용자는 자국어는 너무나
친숙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언어학적 훈련이 없는 사람의 경우 자국어 혹
은 자국어 문법에 대한 메타적 인식이 제2 언어나 외국어에 비해 상대적
으로 취약한 경우도 많다. 이런 사람의 경우도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어
느 정도 메타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의 상당
수는 영어를 모어로 하지 않으면서도 영어를 제2 언어나 외국어로 구사
할 수 있으며, 영어에 대한 메타적 인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구체적
으로 이들은 영어의 품사 개념을 알고 있으며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접사
와,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메타적인 인식의 공유
는 한국어 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메타적 인식 강화는 주로 교사에게 필요한 것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교
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교사들은 많은 경우 언어학적 훈련을 받
아 자연스럽게 메타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이를 교수․학습 상황에
활용하고 있지만 교사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영어를 매개로 학습자와
메타적 인식 양상을 공유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의 상황에서는 교사의 메
타적 인식 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교수법이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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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교수 모형 및 절차, 교수 기법, 교육 내용의 선정에 이르는 이 모든 절
차는 많은 경우 교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러한 선택은 교사의 메타적인
인식의 강화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도 지적해 두고자 한다.

Ⅳ. 메타 인식 강화 사례로서의 한국어의 조사 교수․학습
우리는 지금까지 문법 교육의 당위성의 문제, 문법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 현황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타 인식 강화를 통한 문법 교
수․학습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구
체적인 문법 교수․학습의 사례로서 한국어 조사의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려 한다.

1. 교수․학습 내용으로서의 한국어 조사의 특성
교착어로서의 한국어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조사와 어미이
다. 이 절에서는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 내용으로서의 한국어 조사의 특
징을 간략하게 논의하고, ‘조사 분류’, ‘조사 결합 순서’ 등을 중심으로 한
국어 교육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32)
1) 조사 분류와 한국어 문법 교육
주지하듯이 학교 문법이나 규범 문법에서는 한국어의 조사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하위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논의한다. 본고에서는
32) 여기에서 인용하는 예시 자료의 일부는 필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고 있는 뺷우리
말 문법론뺸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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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조사의 수가 많지 않고 분류에 따라서는 격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에서 제외하고 격조사와 보조사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로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일반적으로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누어 논의
하게 되는데, 양자의 특성이 이질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격조사는 ‘격(case)’이라는 문법 범주를 실현하는 요소로, 보조사는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요소로 볼 수 있어 그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어서 ‘조사’로
묶기가 만만하지 않은 것이다. 학습자가 영어를 매개 언어 혹은 참조 언
어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한다면 이들 각각은 영어의 다른 범주나 형식
에 대당된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대체로 구조격 조사는 영어에
서는 어순에 의해, 의미격 조사는 영어에서는 전치사에 의해, 보조사는
형용사 혹은 부사(예를 들면 한국어 ‘만’은 영어의 ‘only’)에 의해 실현된
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조사를 하나의 범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런 조사 부류들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포착해
주거나 이들 각각을 아예 다른 범주로 포착하되, 체계를 수립하여 교수․
학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도 주격 조사로 분
류되는 ‘이/가’와 보조사로 분류되는 ‘은/는’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지만,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고 한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양자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사실 격조사나 보조사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끼리의 변별 역시
한국어를 제2 언어나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격
조사 중에서 학습자들이 구별을 어려워하는 것에는 ‘에’와 ‘에서’와 ‘에’와
‘에게’ 등이 있다. 먼저, ‘에’와 ‘에서’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자.
(9) 가. 그는 오늘 종일 집에 있었다.

가'. ?그는 오늘 종일 집에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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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는 오늘 종일 집에서 책을 읽었다.

한국인들도 구분이 쉽지 않은 ‘에’와 ‘에서’는 둘 다 ‘처소(정처[定處])’
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둘의 차이를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굳이 둘을 구분하자면 형태적으로 ‘에’에 비해 ‘에서’는 ‘서’를
더 가지고 있다는 점과, ‘에’가 기본적으로 ‘처소(定處)’와 ‘처소(낙착점)’의
의미를 가짐에 비해, ‘에서’는 ‘처소(정처)’의 의미 외에 ‘처소(출발점)’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 다 처소(정처)의 의미를 가지지만 처소(정처)
의 의미로는 더 일반적으로는 ‘에서’가 쓰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언어 기호가 대체로 선조적이며 도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에’의 의미에 ‘서’의 의미가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 설명이 타당하다면 이런 메타적인 설명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인지적이고 보편적인
설명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
듯이 ‘에서’는 ‘에 있어(<이서)’에서 왔으므로 선행하는 체언의 ‘존재 전제’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처소(정처)’나 ‘처소(출발점)’의 의미를
가지기 쉽다. 물론 ‘처소(정처)’의 의미로 (10가)처럼 ‘에’가 쓰이기도 하여
이런 구분으로 두 조사의 용법을 완전하게 변별하지는 못하지만, 이 경우
구어체에서 흔히 (10가’)처럼 ‘에서’를 쓰기도 하므로 ‘처소(정처)’로 ‘에서’
가 더 잘 쓰인다는 설명이 여전히 유효하다.
2) 조사 결합 순서와 한국어 문법 교육

한국어 조사가 다양하므로 체계화하여 교수․학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곤혹스러운 문제의 하나는
하나의 체언(혹은 체언구)에 여러 개의 한국어 조사가 연속적으로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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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이다.33) 이는 한국어가 교착어라는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교
착어가 아닌 굴절어나 고립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오류를 양산하기도 한다. 이미 언
급했듯이 한국어가 여러 개의 조사와 어미를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점은 한국어 교육에서 조사나 어미의 형태에 초점을 둔 학습이 필요하다
는 것을 말해 준다.
본격적으로 조사 연속 구성에서 조사 결합의 순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분류를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눌 수 있으며, 격조사는 다시 구조격 조사와 의미격
조사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조사끼리 결합에서의 순서를 논의하기 위해
서는 ‘구조격 조사’, ‘의미격 조사’, ‘보조사’의 분류가 활용될 수 있다.
(10) 가. 잔디 구장에서만이 그의 축구 실력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빵만으로가 아니다.

‘구조격 조사’와 ‘의미격 조사’ 중에서는 의미격 조사가 선행한다. 보조사

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곳은 어디에건 결합한다.34) 따라서 조사가 셋 결
합한다고 가정하면 결합 순서는 (10가)처럼 ‘의미격 조사 + 보조사 + 구조
격 조사’이거나 (10나)처럼 ‘보조사 + 의미격 조사 + 구조격 조사’가 된다.
33) 주지하듯이 한국어는 하나의 어간(체언)에 여러 개의 어미나 조사가 결합하지만 각
각의 어미나 조사는 대체로 하나의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형태
가 여러 개의 기능을 담당하는 굴절어보다 배우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어가 문지방이 높은 언어라는 인식은 한국어의 특성에도 부분적으로 기
인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가 낯선 언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보조사와 달리 격조사, 특히 구조격 조사는 생략이 용이하며, 보조사가 결합할 때
구조격 조사는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조사 결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나 지면 관계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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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에서 한국어 교수․학습 상황에서 굳이 조사를 격조사와 보
조사로 나누는 것의 유용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우리는 가능
하다면 문법에 대한 메타적 지식을 활용하자는 입장이므로 이런 분류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지만,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
지 않기 위해 다른 설명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인지적인 일반 원리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미격 조사’는 의미적인 속성이 강하므로 해당 체언과 가깝게 위치하

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한국어의 관형사끼리의 결합 순서(지시 관형사 +
수 관형사 + 성상 관형사)나 부사끼리의 결합 순서(지시 부사 + 성상 부
사)에서 의미적인 속성이 강한 요소가 체언에 가깝게 위치한다는 것에 의
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지된다. 체언을 수식하거나 제한하는 동일한 범주
가 여럿 결합할 때의 원리는 체언의 의미적 속성을 제한해 주는 요소일수
록 체언에 가깝게 위치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포착해서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물론 보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
런 접근을 한다면 굳이 조사의 분류를 활용하지 않고도 학습자들에게 조
사의 의미 속성을 고려한 일반 원리를 설명해 주면 조사 결합의 순서를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조사의 특성 중에서 한국어 문법 교육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는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남아 있다. 조사는 어미와 더불어 이
형태가 많다는 점, 관형격 조사 ‘의’ 결합형과 ‘의’가 결합하지 않은 구성
의 차이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
로 한다.

2. 한국어 조사 교수․학습의 실제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조사를 교수․학습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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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포괄적으로나마 실제 모습을 제시해 보려 한다. 물론 본고의 목
적상 실제 수업의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며, 메타적인 인식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 교수자, 학습자(연령, 능숙도 수준, 교육 목적, 교육
정도나 배경), 교육 환경 등의 변인에 따른 실제 접근 방법을 논의하려 한
다. 사실 이런 변인들 중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 대부분
이라는 점, 교수자의 변인이나 학습자 변인 중 교육 목적, 교육 정도나 배
경 등을 모두 논의하는 것이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본고의 성격
상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로 학습자의 연령이나 수준, 교수․
학습 내용에 따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개략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다. 논의는 2장 1절의 틀에 따라 ‘접근법 및 교수법’, ‘절차
및 모형’, ‘교수 기법’, ‘교육 내용의 제시 방법’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논의
할 것이다.
1) 한국어 조사 교육과 접근법 및 교수법

한국어 조사 교수․학습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접근법 및 교수법의 활
용이 가능하다.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교수법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적절한 한국어 조사 교수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메타적인 인식을 위해서라면 최근 한국어 교육에
서의 문법 교육의 교수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형태 초점 교수법이 조사 교
육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충분히 선호될 만하다. 주지하듯이 이 형태
초점 교수법은 전체적으로는 의사소통 교수법에 더하여 문법 형태에도
초점을 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한국어 조사가 담화 단위에서의 화용적 기
능을 포함하여 교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국어 조사가 하나의 체언에
동시에 여러 개가 결합한다는 점, 각각의 조사가 순서를 가지고 결합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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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은 이른바 ‘탈교수법’ 내지 ‘교수법 이후’ 시대로서 어느 하나
의 교수법을 선택하기 위해 고심하기보다 교수법을 넘어 교실 활동에 초
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하여 뒤에서 언급할 것인바 적절한 기
법을 통한 교실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조사
교수․학습을 위해서도 뒤에서 논의하게 될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할 것
이다.
2) 한국어 조사 교육과 절차 및 모형

제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교수․학습을 위한 절차나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문법 교육의 원리와 조사 교육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문법 교육의 원리로 흔히들 실제성, 효율성, 용이성, 체계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 조사의 교수․학습에도 적용된다.
‘실제성’의 원리를 고려할 때 교수․학습을 위한 문법은 실제 언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학습자가 실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
공되어야 한다. 교재를 통해 제공되는 문법은 흔히 현실 언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문어적이거나 의고적인 표현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실제 언어 사용과는 괴리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도 있
다. 실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것인바, 실제 자료를
모은 말뭉치를 교수․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체계성’의 원리는 학습자가 궁극적으로는 문법 전체의 체계를 이해

하여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 문법에 대한 메
타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본고의 관점에서는 체계성을 중요한 원리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뒤에서 언급할 것인바, 조사 전체의 체계적 이해,
개별 격조사 용법의 체계적 정리, ‘원인’의 의미를 가지는 ‘에’와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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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다른 격조사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 이해도 체계
성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문법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절차 혹은 모형으
로 PPP 모형, TTT 모형, OHE 모형, NDAE 모형 등이 소개되어 부분적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어 조사의 교수․학습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OHE 모형이나 NDAE 모형의 경우 학습자의 발견 활
동 혹은 탐구 활동을 통한 인식의 강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특히 고
급 학습자의 경우 메타적 인식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
(11) 조사의 발견 학습 사례
※ 다음 글을 읽고 조사 ‘만’과 ‘도’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자.
나는 지금 수학을 좋아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영어만 좋아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학도 좋아해야겠다. (하략)

위의 예는 필자가 간략하게 만들어 본 활동이다. 발견 학습의 자료는
가능하면 텍스트 단위로 제공하되, 학습 대상 조사의 용법이 분명하게 드
러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어 조사 교육과 교수 기법

모든 사람을 위한 교수법이 없을 적도로 교수법이 다양한 것 이상으로
교수 기법은 훨씬 더 다양하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수 기법이 없음은 물
론이거니와, 모든 교사를 위한, 모든 교육 내용을 위한 교수 기법도 없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 내용은 교수 기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텍스트(담화)에서 교수․학습 내용이 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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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찾기, ‘은/는’과 ‘이/가’처럼 관계가 깊은 조사 관련쌍을 통한 용법 구
별하기 등등 다양한 교수 기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메타적인 인식
을 고려한다면 인지적인 원리에 의한 아래와 같은 설명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는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 따르면 15개 이상의
다양한 용법이 나온다. 이 다양한 용법들을 외국인 학습자에게 교수․학
습하는 것은 매우 난망한 일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법을 가지는 조사
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단순 암기가 아닌 인지적인 교수 기
법을 도입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에’의 다양한 용법은 대체로 ‘처소[定處]’, ‘처소[도달점]’, ‘[시간]’, ‘[단

위]’, ‘[원인]’ 등으로 재정리할 수 있다.
(12) 한국어 조사 ‘에’의 용법
처소[정처] → 처소[도달점]
⇓
시간
⇓ ⇓
단위 원인
처소[정처]: 철수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처소[도달점]: 날씨가 너무 더워 물에 들어갔다.
시간: 10시에 학교에서 만나자.
단위: 이 연필 한 자루에 얼마냐?
원인: 어젯밤 내린 비에 꽃잎이 모두 떨어졌다.

이들 중 기본 의미를 정해서 의미가 확장하는 양상을 인지적인 관점에
서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 내면화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35) ‘처소[定處]’를 기본 의미로 생각할 때, ‘처소[도달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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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미에 가까우면서 뒤에 오는 서술어에 의한 문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용법이며, ‘공간성 → 시간성 → 추상성’의 방향에 따라 ‘처소[定處]’
→ ‘[시간] → ‘[단위]’ 혹은 ‘[원인]’을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사실 이런 논의는 인간의 신체 체험에 의해 개념이 발달하게 되었다
는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며, 어느 정도는 언어 보편
성을 보여 주므로 학습자가 이해하는 데에도 인지적 부담이 크지 않다.
지면 관계상 논의를 하지는 않지만 ‘에’뿐 아니라 또 다른 부사격 조사
‘(으)로’의 다의적인 용법도 인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으)로’

는 ‘[재료]’나 ‘[도구]’의 의미에서 추상화를 입어 ‘[수단]’과 ‘[원인]’으로 발
달하기도 하고, ‘[방향]’이나 ‘[자격]’의 의미로 발달하기도 한다.
인지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에’와 ‘(으)로’의 다의적 용법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수 기법은 관련쌍을 이용한 관련짓기이다.
‘에’와 ‘(으)로’는 형태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원

인’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습자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른 형태이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조사는 관련쌍으로 제시하여 그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13) ‘원인’의 의미를 가지는 한국어 격조사
에: 어젯밤 내린 비에 꽃잎이 모두 떨어졌다.
(으)로: 계속된 가뭄으로 논밭이 바짝 말랐다.

‘에’와 ‘(으)로’는 ‘원인’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출발
35) 임지룡(1997)에서는 개념 영역의 확장 방향을 ① 사람 → 짐승 → 생물 → 무생물,
② 구체성 → 추상성, ③ 공간 → 시간 → 추상, ④ 물리적 → 사회적 → 심리적, ⑤
일반성 → 비유성 → 관용성, ⑥ 내용어 → 기능어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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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다르다. 즉, ‘에’는 ‘처소(정처)’에서 출발하여 그 처소의 범위에서 일
어난 사태를 원인으로 해석하여 ‘원인’의 의미를 획득한 것이고, ‘(으)로’는
‘재료’나 ‘도구’에서 출발하여 ‘원인’의 의미를 획득한 것이다. 관련쌍의 제

시를 통해 이런 설명을 추가해 주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조사 교육에서는 김제열(2001a)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조사가 다의적 용법을 보이는 경우 각각의 용법을 따로 교수․학
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급 단계 정도에서는 하나의 조사가 다양한
용법을 인지적인 관점에서의 확장으로 설명하면서 종합해 주는 것이 좋
을 것이다. 이때 다른 형태이면서 동일한 용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는 것이 교사는 물론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한국어 조사의 교수‧학습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문법 교수‧학습에 활용되는 활동들은 과제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
우가 많으며, 대체로 교수 기법 차원에서 논의 가능한 것이라 우리가 제시
한 활동들도 넓게 보면 기법의 하나로 분류된다. 과제 내지 활동으로서의
교수 기법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 구본관 외(2009) 등에 제시된 활동은 참
고가 될 만하다. 구본관 외(2009)에서는 한국어 조사 ‘의’를 학습하기 위한
활동으로 ‘소지품 주인 말하기 활동’ 등을, 한국어 조사 ‘에’를 학습하기 위
한 활동으로 ‘목적지 말하기’, ‘친구의 하루 일과’ 등을 소개하고 있다.
4) 한국어 조사 교육과 교육 내용의 제시 방법
(1) 문법 내용 제시 순서

다른 교육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어 조사의 경우도 흔히 수업에
활용되는 연역적인 제시와 위에서 활동의 형식으로 보인 것과 같은 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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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제시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연역적 접근은 비교
적 교수가 쉬우며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에 널리 쓰인다
는 점에서 한국어 조사 교육에서도 주도적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내면화
가 어려운 사례의 경우 연역적인 접근과 함께 귀납적 제시 방안들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간편한 귀납적 방법으로 말뭉치
를 활용하는 것도 실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하다.
연역적 제시냐 귀납적인 제시냐의 문제가 수업 시간 안에서의 미시적
인 순서의 문제였다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법 교수‧학습의 제시
순서는 문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를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이 된다. 문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는 실제 한국어 교육이 문법만을 독자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언어 기능과 ‘어휘’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며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문법 안의
논리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법 안에서도 제시의 순서를 정
하기가 쉽지 않고, 이는 조사로만 한정해도 마찬가지이다.36) 조사 교수‧
학습의 위계화에 대한 논의는 김제열(2001a) 등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초급의 경우 ‘이/가’, ‘을/를’, ‘에(장소)’, ‘에서(출발점)’, ‘에(도
착점)’, ‘에서(처소)’, ‘에(시간)’, ‘에(단위)’, ‘으로(수단)’, ‘으로(방향)’, ‘에게/
한테’, ‘의’의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사실 한국어의 조사 제시 순서는 중간언어에 대한 연구를 참조할 수도
있다. 주은경(2005)에서는 한국어 조사 ‘에’의 용법을 1단계 ‘장소, 시간’, 2
단계 ‘대상, 단위, 수단, 수혜’, 3단계 ‘나열, 원인’ 등으로 습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현행 한국어 학습자의 ‘에’의 용
36)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는 각 언어교육원을 비롯한 교육
기관의 초급, 중급, 고급 등 교재의 구분을 준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위계화에 따른 배열은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일치되는 정도가 크지 않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인 관점에서의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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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별 사용 빈도, 한국어 교재에서의 교수 순서와도 큰 차이가 없다고 언
급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경험에 의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위계적인
교수․학습 순서의 적절함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조사
로 확대되어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제시될 때 위계화는 이론적인 근거를
튼튼하게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조사들과 하나의 조사의 다양한 용법을 위계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급 단계에 가서는 관련되는 조사를 종합적으로 제시
하여 체계성을 더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에’의 인지적
인 확장 양상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며, ‘에’와 ‘(으)로’의 관련성에 대한 제
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문법 내용 제시의 강도

문법 교육 내용을 필요에 따라 암시적으로도, 명시적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 암시적인 제시는 유창성에 초점을 두는 경우, 명시적인 제시는 정
확성에 초점을 두는 경우 흔히 선택한다. 주지하듯이 의사소통 접근법의
초기에는 문법은 암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는 형태 초점 교수법의 대두로 명시적인 교수가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어의 경우 조사의 발달이 특징적이고 이미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
의 체언에 여러 개의 조사가 결합하기도 하여 학습자들이 암시적인 접근
만으로 자연스럽게 교수․학습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암시
적인 제시와 명시적인 제시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고에
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타적인 인식의 강화를 위해서는 명시적인 제시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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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법 내용 제시 단위

문법 내용을 문장보다 더 작은 단위로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
지만 용례까지를 고려하면 문법 내용 제시는 문장 이상의 단위를 요구한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장 단위로 제시하는 것은 간결성을 위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실제성을 위해서는 텍스트(담화) 단위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문장 단위로 제시하면서도 말뭉
치를 통한 제시는 실제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어 조사, 특히 보조사의 경우 문장 단위의 제시만
으로는 의미나 화용적인 기능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37) 대표
적인 보조사인 ‘은/는’의 ‘주제’적인 용법을 설명하려고 해도 문장 단위로
서는 쉽지가 않다. ‘포함’의 ‘도’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도’와 더불어 포함
의 의미를 가지는 ‘까지’, ‘조차’, ‘마저’의 경우 ‘도’와 비교할 때, ‘화자가 기
대하지 않았던 일’에 쓰인다는 점, ‘까지’와 ‘조차’, ‘마저’를 비교하면 ‘조차’
나 ‘마저’는 화자에게 불리한 일에 주로 쓰인다는 점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서는 담화 단위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미묘한 뉘
앙스의 차이는 담화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학습자에
게 문장 단위로 문법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4) 문법 내용 제시 측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언어는 소리와 의미 등 다양한 측면이 있으며, 문
법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소리, ‘단어의 형태’, ‘문장의 형식’, ‘단어 혹은
문장의 의미’, ‘의사소통에서의 담화 기능’ 등이 모두 제시되어야 함을 언
37) 고영근(2011: 104)에서는 한국어의 보조사를 문장이 아닌 텍스트 단위에서 응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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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바 있다. 필요에 따라 어느 특정 측면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언어는
본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만 제시하
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소리’의 측면은 특별히 경우가 아니면 언급할 것이 없고 말 그대로 발

음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형태’의 측면으로는 조사는 이형태가 흔하므로
이형태들의 교체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38) 합성 조사의 경우
조어론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 연속 구성의 경우 결합의 순서 등도 필요하면 제시
한다.39)
‘형식’의 측면으로는 조사, 특히 격조사의 경우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문장 성분의 결정 내지 확인의 기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학교 문법에서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등의
명칭을 붙인 것은 조사의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한 작명이다.
‘의미’로는 조사의 다양한 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괄적인

부사격 조사라는 명칭 대신 ‘처소격’, ‘여격’, ‘원인격’, ‘변성격’ 등의 용어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 작명법이다.
‘화용’의 측면으로는 실제 사용에서의 다양한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사실 화용의 측면은 의미의 측면과 구별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은/는’을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낸다.’라고 진술하면 통사의 측면

이기보다는 화용의 측면이지만 양자의 구별이 쉬운 것은 아니다. 사전의
뜻풀이에 흔히 나타나는 ‘(구어체에서)’, ‘(화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등
38) 사실 이형태 문제는 형태끼리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태론(형태)의 측면이
기도 하고, 교체되는 형태 사이에 의미적인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음운론
(소리)의 측면이기도 하다.
39) 조사 연속 구성의 경우 형태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태론의 측면이기도 하
고 각 조사가 결합할 때 해당 어절의 문장에서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통사론
의 측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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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용의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의미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국어
사전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대표적인 조사인 ‘이/가’를 예로 들어 보자.
(14) ‘이/가’의 문법 내용 제시
‘이/가’의
음운: [이], [가]
형태: ‘이’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일부 부사 등의 뒤에, ‘가’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일부 부사 등의 뒤에 붙는다.
통사: ‘이/가’가 결합하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의미/화용: [1] 격조사 ｢1｣ 어떤 상태를 보이는 대상이나 일정한
상태나 상황을 겪는 경험주 또는 일정한 동작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 산이 높다/달이 밝다.
[2] 보조사
｢1｣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 힘껏 도와주겠다더니, 힘껏이 겨우 이거야?
｢2｣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 있는 부사어 뒤에
붙어))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나는 백두산이 제일 보고 싶다./나는 김밥이 먹고 싶다.
｢3｣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도대체 우리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거야?
[비교] 이야기 등 서사 담화를 구성할 때 ‘이/가’는 신정보, ‘은/는’은
구정보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위의 예는 ‘이/가’가 ‘소리’, ‘형태’, ‘형식’, ‘의미’ 등에서 어떤 교육 내용
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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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무리
본고는 문법 교수․학습 연구와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전체적인 스
케치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체계에 유의하여 제시하였지만 실제 교수․
학습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이는 지면의 제한에도
기인하지만 필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 하나씩 본격적으로 점검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에도 기인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언급된 내용 중 일부분은
이미 논의된 것을 정리한 것이며, 다른 일부분은 후속되는 논의에 의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혀 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몇 가지 점에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문법의 불필요하다는 편견은 문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
한 것이라는 점이다. 문법이 ‘말(언어)의 구성 및 운용상의 원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법 교육 없는 언어 교육은 가능하지 않다. 둘째, 탈교수법
시대 혹은 교수법 이후 시대는 교수법의 한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뛰어넘
으려는 열망을 말하는 것이지 교수법이 불필요함을 말하지 않음은 물론
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몇 가지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교수법의
개발은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문법 교수․학습이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말하듯 암시적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대부분 성인이고 모어와 영
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학습자가 대상이 되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은 명시적인 학습, 나아가 메타적인 인식을
고려한 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교수 방안은 교육 내용,
교수자, 학습자(연령, 능숙도 수준, 교육 목적, 교육 정도나 배경), 교육 환
경 등 교수․학습을 둘러싼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고
에서는 특히 한국어의 특성, 가르치고자 하는 문법 내용에 맞는 교수․학
습 방안에 대해 조사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다섯째, 본고에서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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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 내지 실제 교수․학습에 사용할 문법 용어의 정리 필요성에 대
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항상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함께 어느 정도
의 통일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주된 관심이 한국어 문법 교육의 특성, 특히 교육 내용으로서
의 한국어 문법이라는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어의 특성에 초점을 둔
문법 교육이 가능해지려면 국어 교육과는 다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몇몇 문법서가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고 본고
에서도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넓고, 깊게 이루어져 새
로운 문법 체계의 수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고가 이런 목표에 조
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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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현황과 개선 방향
- 학습자와 교수자의 메타적 인식 강화를 중심으로 -

구본관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안들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교육 내용으로서
의 한국어의 특성, 교수자와 학습자 특성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 환경을 적절하
게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교수․학습에
서의 적용 역시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문법 교수․학습
의 변인들을 고려하되,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대부분 성인이라는 점
에 주목하여 메타 인식 강화를 통한 교수․학습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논의의 과정에서 특히 한국어 조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용어 사용의 통일성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교육 내용이 교수․학습 방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어 문법의 교수․학습 방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법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잘 만들어진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에 좋은 교
수․학습 방안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주제어] 한국어 문법 교육, 격조사, 보조사,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절차,
교수․학습 기법, 메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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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Proposals of Teaching-Learning
Methods in Korean Grammar Education for Foreigners
Koo, Bon-k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problems of teaching-learning
methods in Korean grammar education for foreigners and to present
alternative proposals. The basic assumption of this study is that
teaching-learning methods depend on Korean grammar as a content. We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contents, procedure,
activities of Korean grammar education. Also We deals with problems of
meta cognition in teaching-learning methods in Korean grammar education.
To explain these issues, we present a lots of materials and data for Korean,
as much as possible. As a consequence, we present some alternative
proposals for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Korean grammar education.
[Key words] Korean grammar education,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teaching-learning methods, meta cogn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