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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
해 학문적 언어 환경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학술 담화와 학업 기술을 반영
한 문법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의 방향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서는 학술 담
화와 학업 기술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문법 연구의
방향도 학술 담화와 학업 기술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법의 개념은 넓은 의미의 문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학문적 환경에서 학술 공동체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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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한 한국어 학습자로
학문을 탐구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술 담화의 특성을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 수학에 필요한 다양한 학업 기술도 알아야 한
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대부분 중급 단계를 수료하고 진학한 학습자
이지만 고급 단계를 수료하고 진학하는 학습자도 있어 한국어 능력에 차이
가 많이 있다. 또한 한국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다가 진학하
기도 하고, 학습자 나라의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다가 진학하기도 하면서 다
양한 학습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학문 목적 학습자는 한국어 능
력 수준이나 학습 배경은 다르지만 학문적 환경에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대학에 진
학한 후에는 문법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는 문법의 지속적인 오류와 학술 담화 장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류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
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08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를 살펴보면 쓰기 교육론, 한국어 교수요목론,
말하기 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등으로 쓰기 교육과 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가 다른 주제에 비해 높은 빈도로 이루어졌다(박석준·김용현, 2013:81).
이와 같은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가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하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중의 하
나인 쓰기 교육을 비롯하여 대학 수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 기능 능력
향상과 교수요목과 교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표현 교육 영역인 말하기, 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담화 유형에 대
1) 교육부에서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외국인 유학생 91,332명 중에서 학
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55,739명에 달한다. 곧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학사:32,972/석
사:16,441/박사: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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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로는 발표하기, 토론하기, 보고서 쓰기, 시험 답안 쓰기, 논문 쓰기,
이메일 쓰기, 요약문 쓰기 등과 같이 학문적 환경에서 필요한 말하기와 쓰
기 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가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항목이나 문법 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는 비중이 높지 않다. 또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수강하는 강의의
수준이나 졸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 대상을 구별하여 문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 단계를 공통 한국어, 교양
한국어, 전공 한국어, 논문 한국어로 구분하고 각 단계 한국어 교육의 특징
을 밝힌다. 또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학습하
게 되는 학술 담화의 유형과 학업 기술의 유형에 대해 논의한다. 강의, 발
표, 토론, 보고서, 논문, 시험 답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술 담화의 특징을
살피고, 질문하기, 요청하기, 필기하기, 발표하기, 요약하기 등과 같은 학업
기술의 유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문법 연구가 학술
담화 및 학업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연구가 학술 담화 구조와 학술
담화 표현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학술 표현 항목 선정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논의한다. 또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어 학습 단계
에 따른 문법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해서 학술 담화를 바탕으로 학술 표현
항목의 의미와 기능을 연구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학술 담화와 학업 기술을 반영한 문법
2.1. 학술 담화와 문법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가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문적 환경에서
다양한 학술 담화를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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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학문적 환경이란 학술 공동체를 구성하
는 구성원과 구어와 문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환경을 뜻하는데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문 목적 한국
어 교육의 단계를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대학교
와 대학원에 재학하는 단계에 따라서 관련되는 학술 담화나 학업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단계는 언어교육기관의 일반 목적
한국어(공통 한국어), 일반 학문 목적 교양 한국어, 특수 학문 목적 전공
한국어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 목적 한국어는 기초에서부터 중
고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한국어 사용에서 공통되고 일반적인 한국어이고,
일반 학문 목적 교양 한국어는 대학 등에서 교양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
요한 한국어, 특수 학문 목적 전공 한국어는 대학 등에서 전공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한국어를 의미한다. 곧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대
학교에 입학하기 전 단계와 입학한 후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입학한 후에
는 교양 한국어와 전공 한국어로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것이다(강현화(2006:
207), 민현식(2008:32- 33), 박석준(2008:30)).
그러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대학원생은 2년 동안의 대학원 과정에서 심화된 전공 내용을 학습해야
함은 물론 교양 과정은 수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내용은 대학생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각각의 단계에 따
라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단계>
학습자 유형

1단계

2단계

3단계

대학생

공통 한국어

교양 한국어

전공 한국어

대학원생

공통 한국어

전공 한국어

논문 한국어

<표 1>과 같이 학습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학습하고 성
취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할 한국어
교육의 내용도 차이가 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1단계에서 한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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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언어교육기관에서 공통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
게 되면 교양 한국어, 전공 한국어, 논문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곧 대학생
은 대학교에서 교양 한국어와 전공 한국어를 학습해야 하는데 강의, 발표,
보고서, 시험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생도 전공에 따라서 졸업 논문
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내용이나 분량이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의 학위 논문과 비교하면 소논문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논문 한국어
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보고서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이에 비해서 대학원생은 전공 한국어와 논문 한국어가 학습 내용에 포함되
어야 한다.
학문 목적 학습자는 학문적 환경 속에서 학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학술 담화나 학업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2) Hyland(2
009: 3-4)에서는 학술 담화가 학문 영역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로 사고
하는 여러 방법으로 대학에서 지식을 구축하고 의견을 나누며 학생들을 교
육하는 일련의 사회적 활동들을 수행하는 언어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곧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문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술 담화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담화에는 학문 영역의
특정한 언어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에 학문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각 담화
의 유형별 특징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문의하는 상황,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에 따른 대
화, 강의 시간, 여가 시간 등에 대한 담화의 특징과 표현에 대한 학습도 이
루어져야 한다.
학술 담화는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로 구분할 수 있다. 김정남(2008:8),
Hyland(2009:27), 전은주(2014)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필요한 구어
담화 유형과 문어 담화 유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Academic discourse refers to the ways of thinking and using language
which exist in the academy.(Hyland, 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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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술 담화 유형의 예>
소개서

자기 소개서, 동아리 소개서, 학과 소개서
학교 소개서, 기타 홍보문

계획서 학업 계획서, 학위 논문 계획서
김정남
(2008)

문어
담화

답안지
후기

분석 중심 설명 답안지, 예시 중심 설명 답안지
비교･대조 중심 설명 답안지
서평, 기행문, 탐방기, 관찰기, 체험기

학술 실험 관찰 보고서, 조사 보고서, 문헌 요약 보고서
보고서 견해 논증 보고서
공고문 행사 공고, 구직 공고, 분실문 공고
기타
Hyland
(2009)
전은주
(2014)

신문 독자 투고, 에세이 등

문어
담화

연구 논문, 연구 발표 초록, 학술 제안서, 학부생 보고서
연구 의뢰 편지, 서평, 박사 학위 논문, 교과서
책 재판 의뢰서, 편집자 회신 편지

구어
담화

강의, 세미나, 개별 지도, 스터디 그룹, 토론회, 학생 발표
과사무실 회의, 연구 발표, 박사 논문 심사, 입학 면접

구어
담화

발표, 토의, 토론, 면접, 회의

<표 2>의 김정남(2008)에서는 문어 담화 유형을 소개서, 계획서, 답안지,
후기, 학술보고서, 공고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Hyland(2009)
에서는 논문과 보고서 등의 문어 담화와 강의, 세미나, 발표 등의 구어 담
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은주(2014)에서는 발표, 토의, 토론, 면접, 회
의 등의 구어 담화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술 담화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술 담화와 관련되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동
향을 살펴보면 실제 연구가 이루어진 담화 유형은 제한적이다. 곧 구어 담
화는 강의, 발표, 토론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문어 담화는 논문, 보
고서, 시험 답안지, 요약문, 이메일 등의 담화 유형과 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강의 담화는 강의 교재나 강의 자료와 같은 문어 담화를 바탕으로 한 계
획적인 구어 담화로 길이가 길고 강의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강의 담화 연구에서는 다양한 강의 담화 표지 분석을 통해 학문 목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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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강의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발표와 토론에 관한 연구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발표 교육 방안,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발표의 발표 내용과 표현 양상 분석, 학
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과 언어
표현 연구가 이루어졌다.3)
논문은 대학원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논문의 구조에 따라 연구가 이
루어졌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쓴 논문과 한국어 학습자가 쓴 논문을 비교
하여 학위 논문 서론의 특징을 밝히고 언어 표현을 제시한 연구, 서론의
장르 분석 비교를 통해 한국어 교육 분야 서론 모형을 제시한 연구, 학술
논문 서론의 목적 진술 담화를 분석하고 교수학습 항목을 추출하여 교수학
습 방안을 제안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논문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
을 분석하거나 국어학, 한국어 교육학, 경영학, 전자공학 등 전공에 따른 학
술 논문의 특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사용되는 현재시제, 추측 양태표현,
강조 부사, 용언, 목적격 조사, 한자어 등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4)
보고서는 대학 수학 목적의 보고서 쓰기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에
대한 연구, 보고서 쓰기와 발표하기를 통합한 한국어 고급 단계의 프로젝
트 수업에 대한 연구, 절충식 보고서 쓰기 지도 방안으로 요약하기 전략
연구가 있다.
시험 답안 쓰기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들의 시험 답안 작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학문 목적 학습자의 시험 답안에서 서론, 본론, 결
론의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구어적 표현, 추측 표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유학생의 답안지에서 구어체와 비격식체 종결형 사용, 단문 위
주의 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불일치, 부적절한 생략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문 목적 유학생의 시험 답안 작성을 위한 표
3) 구지민(2005), 오선경(2006), 정명숙(2012) 등에서 강의 담화를 분석하였고, 김
영랑(2007), 정미진(2011), 이동은 외(2014), 홍은실(2014), 안민화(2015) 등에
서 발표와 토론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4) 논문에 관한 연구는 박은선(2006), 김영규·이은하(2008), 홍혜란(2011), 박나리
(2012), 이수연(2012), 이주희(2012), 이준호(2012), 조은영(2012), 윤여옥
(2012), 김민혜(2014), 이윤진(2014), 홍윤혜(2014), 유민애(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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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문형 연구를 통해 정의하기, 예시하기, 비교 대조하기, 분석하기, 분류하
기에 적합한 표현 문형을 제시하였다.
요약문 쓰기에 관한 연구는 학문 활동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한 방안으
로 요약문 쓰기를 제안하거나 외국인 대학원생의 한국어 요약문 분석을 통
한 요약하기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인과 중국인 대학
생의 요약문 쓰기 양상을 비교하고, 사고발화법을 이용한 한국어 요약문
쓰기 전략을 분석하였다.5)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에 초점을 둔 연구는 학문 목적 글
쓰기에 필요한 복합문 구성의 연구를 통해 학술 논문에서 추출한 문장을
분석하여 종결표현의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연결표현의 공기관계를 제시한
연구, 헤지 표현에 대한 연구, 연결어미, 명사절, 강조의 양보 표현 교육 방
안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6)
지금까지 살펴 본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학술 담화의 특징
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법 표현을 함께 논의하거나 학문 목적 학습자의
문법 사용 양상이나 문법 표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
의 경향을 살펴볼 때 학문 목적 한국어 연구에서 문법 영역은 학술 담화의
구조와 특징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분석되어야 하며 대학 수학에 필요한 여
러 가지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기능, 학술 담화의 장르적 특성과 함께 문
법 항목을 제시해야 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술 담화의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술 담화 유형>
구어
학술 담화

강의, 발표, 토론, 토의, 면접, 회의, 세미나, 스터디, 개별 지도,
논문 심사, 강연 등

5) 보고서는 이준호(2005), 김지영(2007), 이정민·강현화(2009), 이은하 외(2015)
등에서 연구한 바 있으며, 시험 답안은 조현용·김낭예(2010), 이승연(2012), 정
진경(2012), 이소현·이정연(2013)의 연구가 있다. 요약문의 연구는 박수영
(2010), 정다운(2011)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6) 홍윤기(2012b), 이준호(2012), 이윤진(2014), 노정은(2015), 황선영(2015), 이진
(2015)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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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학술 담화

보고서, 시험 답안, 논문, 학업 계획서, 학위 논문 계획서, 교과서,
이메일, 자기 소개서, 동아리 소개서, 학과 소개서, 학교 소개서,
관찰기, 체험기, 탐방기, 기행문, 공고문(행사 공고, 구직 공고, 분실
물 공고), 에세이, 서평 등

2.2. 학업 기술과 문법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면 학문적 환경 속
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에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문적 문화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술 담화를 배우고 연구해야 하며 다양한 학업 기술도 배워
야 한다.
학업 기술은 강의 듣고 필기하기와 같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데에 필요한 기능으로 민현식(2008:30)에서는 학업 기술(study skill)을 전공
학문을 연구 및 학습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술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의 기능을 통합하여 학문적 독해 능력(전공 도서 논문 읽기), 학문적 작문
능력(논문 작성법 익히기: 각주 달기, 참고문헌 작성하기, 인용하기), 학문
적 담화 능력(질의, 발표 능력), 도서관 이용 능력 등의 기술이라고 정의하
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4: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업 기술>7)
학문적
담화 능력

말하기

질문 언어, 세미나 언어, 발표 언어

듣기

교수 언어(강의 언어), 질문 언어, 토론 언어,
세미나 언어, 속청 및 경청 능력

학문적
독해 능력

읽기

전공 서적, 전공 학술 논문집, 전공 잡지, 교양서적, 신문
읽기, 속독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학문적
작문 능력

쓰기

강의 내용 요약하기, 교재 내용 요약하기, 보고서, 시험
답안지 작성하기, 학술 논문 쓰기

<표 4>와 같이 언어 기능에 따라서 담화 능력과 다양한 학업 기술이 필
7) 민현식(2008:30)에서 제시한 내용을 <표 4>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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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데 이러한 학업 기술은 앞 절에서 논의한 학술 담화와도 밀접한 관련
을 지닌다.
이 외에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업 기술은 강의 듣고
이해하기, 강의 듣고 노트하기, 책·논문 읽고 요약하기, 보고서 쓰기, 발표
하기, 토론하기, 자료 수집하기, 논문 쓰기, 시험 답안 쓰기 등을 들 수 있
다. 학업 기술은 다음 자료 (1-2)와 같이 세분화 할 수 있다.8)
(1)

ㄱ. 강의 듣고 이해하기
ㄴ. 강의 듣고 노트하기: 노트 필기하기/ 다양한 필기 전략 사용
하여 필기하기/ 반복 요청하기/ 정보의 확인을 위한 질문하기
ㄷ. 세미나: 듣고 노트 필기하기, 반복 요청하기, 정보의 확인을
위한 질문하기, 질문에 대답하기, 설명하기, 동의하기, 반대
하기, 노트를 보고 말하기, 노트 보지 않고 말하기
ㄹ. 발표하기: 발표문 작성하기
ㅁ. 토론하기: 토론문 작성하기
ㅂ. 듣고 요약하여 말하기, 자기 의견 정리하여 말하기, 질문에
답하기, 통계 자료 읽고 해석하여 말하기, 텍스트를 읽고 요
약하여 말하기, 쓰고 말하기, 메모하여 말하기

자료 (1)과 같이 구어 학술 담화인 강의, 세미나, 발표, 토론 등의 담화를
학습하는 데에 필요한 학업 기술로 노트 필기하기, 질문하기, 반복 요청하
기, 요약하기, 설명하기, 동의하기, 반대하기, 메모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학업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형이나 표현을 학습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노트 필기하기에서는 강의 내용을 똑같이 받아 적기가
어려우므로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 명사를 나열하거나 명사형 어미 ‘-(으)
ㅁ, -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노트 필기를 위해서는 중심 내용을 소개하
는 담화 표지, 불필요한 내용임을 알려 주는 표현, 내용 전환을 알려 주는
8) Jordan(1997:7), 김정숙(2000:10), 이해영(2004), 손정란(2009:2), 한송화
(2010:233), 김상영(2011), 배윤경 외(2011:171), 김현정 외(2012:553)의 구분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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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강의의 구조를 알려 주는 표현이나 단어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단어
나 표현들이 학업 기술과 관련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법 지
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질문하기나 반복 요청하기와 같은 경우에도 의
문문이나 요청 화행,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격식체와 비격식
체 표현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업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학업
기술을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문법 항목이나 표현을 분석해야 한다.
(2)

ㄱ. 책·논문 읽고 요약하기
ㄴ. 전공 서적 읽기: 전공 어휘 익히기, 읽고 이해하기, 요약하기
ㄷ. 보고서 쓰기: 쓰기 과제 이해하기, 관련 자료 수집하기, 개요
작성하기, 보고서의 형식에 맞게 쓰기, 수정하기
ㄹ. 논문 쓰기
ㅁ. 시험 답안 쓰기: 시험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정확하고 분명하
게 답하기, 시험 답안 작성 시 시간 배분하여 빨리 쓰기
ㅂ. 공문서 쓰기
ㅅ. 자기 의견 정리하여 쓰기, 읽고 요약하여 쓰기

자료 (2)에서는 읽기와 쓰기 중심의 학업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학업 기술은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어려워진 문어 학술 담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 필요한 것
이며 학습자에게 한국어 사용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학문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학술 담화와
학업 기술을 익혀야 하며 학문적 글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과
문법적 정확성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구어 문
법과 문어 문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문법 항목도 구어로 표현
할 때와 문어로 표현할 때가 다르고 담화 유형에 따라서도 각각 다르게 사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학술 담화와 학업 기술에 관련되는 문법 항목이나 문법
요소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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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술 담화 및 학업 기술 기반의 문법 연구>
학술 담화

학업 기술

강의

강의 듣고 노트 필기하기
강의 내용 요약하기, 질문하기
질문에 대답하기, 반복 요청하기
등

강의 담화 표지
‘-(으)ㅁ/-기’
의문문, 요청 화행 등

발표

발표하기, 설명하기, 질문하기
대답하기, 동의하기, 반대하기 등

정확한 발음
격식체 표현 등

토론

찬성하기, 반대하기, 반론하기 등

상대 높임, 종결 표현
토론 전략별 표현 등

교양서적
전공서적

읽고 요약하기, 전공어휘 익히기
등

전공 어휘
(전공 기초, 전공 심화) 등

보고서
논문

개요 작성하기
보고서 형식에 맞게 쓰기
수정하기, 요약하기, 비문 식별하
기, 실험 관찰하기, 조사하기, 문헌
요약하기, 견해 논증하기 등

보고서 담화표지
논문 서론 표지
복합문 구성, 종결표현
현재시제, 추측 양태표현
강조부사, 용언, 목적격조사
한자어, 목적 진술 표현
헤지 표현(완화 표지) 등

분석 중심 쓰기
예시 중심 쓰기
비교 대조 중심 쓰기 등

문어적 표현
주어 서술어 호응, 정의하기
예시하기, 비교 대조하기
분석하기, 분류하기 등

시험
답안

문법 연구 대상

<표 5>와 같이 학술 담화 유형을 강의, 발표, 토론, 교양 서적, 전공 서
적, 보고서, 논문, 시험 답안 등으로 구분하고 학술 담화 유형에 따른 학업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학술 담화를 이해하고 학업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문법 연구 대상도 제시하였다. 학술 담화, 학업 기술, 문법 항
목이나 문법 요소의 관련성은 다양한 학술 담화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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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 표현 항목과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3.1. 학술 표현 항목 선정의 필요성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문법 연구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필요한 다양
한 학술 담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학술 담화의 구조와 학술 표현을 분석하
고 교육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학술 담화의 구조
는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에 각 담화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 곧 담화의 구조적 특징과 구조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적절한 문형이나
표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수업에서 발표를 할 때 PPT로 자료를 만들
고 발표문을 미리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표 자료와 발표문의 담화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 해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3)

ㄱ. 제목: 중한 사이의 음식문화가 일정 차이가 존재/ 베트남의
계절마다 대표적인 꽃
ㄴ. 차례: 아오자이를 입을 때
ㄷ. 내용: 커피 소비가 확대/ 국가 안전을 수호

자료 (3)은 학습자가 PPT로 작성한 발표 자료의 제목, 차례, 본문 내용
에서 일으킨 오류 자료이다. (3 ㄱ)의 발표 제목 자료에서는 미완성 문장
형태나 어색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3 ㄴ) 차례에서 사용한 표현
은 ‘아오자이를 입는 시기’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3 ㄷ) 본문 내
용에서도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할 때 명사의 연결형을 사용하는 대신 문장
형식으로 쓰다가 동사를 생략하거나, 적합한 명사를 몰라서 구 형식으로
쓰거나, 조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사용하는 등의 오류를 일으키고 있
다. 이와 같이 PPT를 사용해서 발표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 표현의 형식
에 대해서 제목, 차례, 내용과 같은 담화 구조를 기준으로 적절한 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법 연구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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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4) 여러 나라에서 온 음식이 많다. 예를 들면 버블티, 샤브샤브 등 여
러 가지 있어요. 버블티는 우리나라가 원조입니다.
자료 (4)는 학생이 작성한 발표문의 일부인데 ‘많다, 있어요, 원조입니다’
와 같이 종결형식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발표라는 학술 담화의 특성에 따
라 격식체 중심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일으키는 오류
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문제점은 학습자
에 따라 ‘경험을 쌓이다, -에게 도와주다’와 같이 조사, 어미, 시제 같은 문
법의 사용에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일상 담화와 학술 담화의 차이를 구분
하지 못하는 경우,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학교라는 학문적 공동체 안에서 사적으로 대
화하는 장면과 공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에서 각각 다른 표현이나 문법을 사
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문법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곧 학문 목적 한국어 문법 교육은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필요한 담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법 항목과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담화나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어 학술 담화 중에서 강의 담화는 ‘도입, 강의 전개, 마무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담화 표지를 제시하면 다음 자료와 같다.9)
(5)

ㄱ.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ㄴ. 그 중에서도 ...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ㄷ. 이제부터는 ...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ㄹ.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ㅁ. 이미 알고 있겠지만
ㅂ. 이유가 뭐냐 하면

9) 구지민(2005: 25)에서 분석한 강의 담화 표지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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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ㅇ.
ㅈ.
ㅊ.

예를 한번 볼까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할까요?
다음으로 얘기할 것은
이상으로 ...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료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강의 담화에서 사용되는 담화 표지 분석
은 학문 목적 학습자가 강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강의 담화는 전공이나 수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강의 담화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의의 구조에 따라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형적인 표현 사용
양상을 밝히고 기본적인 문형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어 학술 담화인 보고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구성되며 각각의
구성 단계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술 표현이 있다.10)
(6)

ㄱ. 서론: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함으로써, -을/를 통하여, (으)ㄹ 것이다, -고자 하다 등
ㄴ. 본론
핵심/부가/열거: 예로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다, 차
례로 들어보면, -에 더하여, -에 앞서, 예를 들면, 뿐만 아니
라등
비교, 대조/원인, 결과: -와 -는 공통점이 있다, -와 –은 서
로 구별된다, -와는 대조적으로, -의 근거로 등
문제, 해결/인용, 요약: 인용하면, 요약하면, 정리하면, -한
대안이 있다, -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결국 등
ㄷ.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의 문제
는, 이상으로, 결론적으로, 한편, 이 밖에도, -도록 하겠다, 기로 하다 등

자료 (6)은 보고서의 담화 구조를 바탕으로 학술 표현을 제시하고 있으
10) 이준호(2005:78-79)에서 분석한 보고서 구조와 표현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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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론의 구조에 따라서 좀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 담화 중에서 논문은 보고서와 함께 중요한 문어 담화 유형에 속한
다. 논문은 서론, 선행 연구, 목적 진술, 연구 방법, 초록, 결론, 각주 등 논
문의 구조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민혜(2014)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
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학위 논문 서론을 분석하고 있다.
(7) ㄱ. -고 있다, -(으)ㄹ 수 있다, -고자 하다, -다고/라고 할 수 있
다, -지 않다, -도록 하다, -아/어 오다, -다고/라고 보다, -다
고/라고 볼 수 있다, -아/어 있다, -(으)ㄹ 것이다, -지 못하다,
-(으)ㄴ 것이다, -아/어야 하다, -기 때문이다, -기도 하다, 으로 보이다, -으로 하다, -(으)ㄹ 필요가 있다, -아/어 보다,
-으로 볼 수 있다, -기로 하다, -(으)ㄴ 편이다, -ㄹ 수 없다,
-ㄹ 수 있을 것이다, -다고/라고 하다, -도록 해야 하다
ㄴ. -아/어야 할 것이다, -다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게끔 하다, -고 있다는 것이다, -(으)ㄴ 셈이
다, -(으)ㄹ 것 같다, -리라 보다, -아/어 보고자 하다, 아/어
볼 것이다, -아/어 주다, -아/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어지다,
-지 않고 있다, -하려 하다
ㄷ. -게 되다, -(으)ㄹ 만하다, -다고/라고 보이다, -려고 하다, -아
/어야만 하다, -으로 보다
자료 (7 ㄱ)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표현 문형이며, (7 ㄴ)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에서만 나타난 표현 문형, (7 ㄷ)은 한국어 학습
자의 텍스트에서만 나타난 표현 문형이다.
또한 홍윤기(2012a,b)에서는 학술 논문을 분석하여 학문 목적 글쓰기를
위한 문장 구성 틀을 제시하고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복합문 구성 방안
을 제안하고 있다. 곧, 가능성, 결과, 경향성, 단언, 부정, 상황, 인과, 인용,
제시, 제안, 첨가,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분석하고 각각의 의사소통 기능
에 적합한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향성 표현하기는 ‘-기 어렵
다, -을 보이다, -(으)ㄴ 경우가/도 있/많다, -(으)ㄴ 경우이다, -기 쉽다/쉽
지 않다, -기 힘들다, -이 보이다, -이 많다, -을 보여 주다, -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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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의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학술
담화의 구조와 사용되는 표현을 연구하여 학술 담화 말뭉치를 구축하고 학
술 담화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어 학
술 담화와 문어 학술 담화 말뭉치에서 자주 사용하는 학술 표현 항목
(Academic Formulas List)을 선정하고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라고 할 수 있다.11)
따라서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술 담화 유형에 따라 담화
구조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담화 표지를 분석하고 학술 표현 항목을 선정하
는 것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연구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 담화
학업 기술

→

학술 담화 구조
학술 담화 표현

→

학술 표현
항목 선정

이와 같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술 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문법 교육 내용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2)

3.2.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연구의 방향은 학습자의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그 내용은 <표 6>
11) Rita Simso-Vlach and Nick C. Ells (2010:487-512)에서는 학술 담화 말뭉
치에서 선정한 학술 표현 항목을 유형별, 빈도별로 분류한 후에 구어에서 사용
하는 표현, 문어에서 사용하는 표현, 구어와 문어에서 함께 사용하는 표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12) 이지영(2007:122)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정보 유형을 음운 정보, 형
태 정보, 통사 정보, 의미 정보, 화용 정보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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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6: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구분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문법적 능력

학술 담화와 학업 기술에서 필요한 음운, 형태, 통사, 어휘에 대한
규칙을 알고 사용하는 능력

대학 사회 구성원인 교수-학생, 선배-후배, 조교-학생, 직원-학
사회언어학적 능력 생, 친구-친구 등 대화참여자의 관계, 대화 상황에 맞는 표현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

학술 담화의 특징을 알고 문법 정보와 화용 정보를 결합하여 적절
히 사용하는 능력
구어 학술 담화와 문어 학술 담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상황과 맥락
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
학업 기술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과 구어 학술 담화에 필요한 비언
어적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

<표 6>과 같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두어 설정할 수 있
다. 이러한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담화 공동
체 안에서 학습 단계별로 문법 연구의 초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7: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 단계별 문법 연구의 초점>
구분

공통 한국어

교양/ 전공 한국어

논문 한국어

-는 -이다

지정

보고서 도입 표지

서론 도입 표현

-(으)ㄹ 것이다

미래/추측

보고서 도입 표지

완화 표지(헤지 표현)

-(으)ㄹ 수 있다

능력/가능

완화 표지(헤지 표현)

완화 표지(헤지 표현)

-이/으로
보이다

피동 표현

경향성 표현

경향성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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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과 같이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학술 표현 항
목을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 ‘-는 -이다’는 공통 한국어 단계에서는 무엇
인가를 지정하는 것으로 가르치지만, 교양/전공 한국어에서는 보고서 도입
표지, 논문 한국어에서는 서론에서 연구 내용을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지로 가르쳐야 한다. ‘-는 -이다’가 보고서나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을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을 분석하여 밝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문법 항
목이나 문법 표현이 담화 유형이나 학습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 결과를 문법 교육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
다. ‘-(으)ㄹ 것이다’는 학습자가 공통 한국어를 배울 때에는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 표현으로 학습하지만 교양/전공 한국어나 논문 한국어 단계
에서는 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할 때 도입 표지나 완화 표지로 사용됨을 학
습해야 한다. ‘-(으)ㄹ 수 있다’와 ‘-이/으로 보이다’의 경우도 공통 한국어
단계와 교양/전공/논문 한국어 단계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
로 이러한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으)려고 하다’와 ‘-고자 하다’는 [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으)려고 하다’는 구어 일상 담화에서 자주 사용하고 ‘-고자 하다’는 구어
에서는 공적인 상황에서 격식을 갖추어야 할 때 사용하고 문어에서는 보고
서나 논문을 쓸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문장 구성의 규칙과 담화 구성의
규칙은 서로 차이가 있으며, 구어 학술 담화와 문어 학술 담화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단계에 따라 관련되는 학술 담화와 학업 기술, 문법 연구도 달라져야 한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
해서 학문적 언어 환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학술 담화와 학업 기술의 특
징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문법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서 학문을 탐구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술 담화의 특성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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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학업 기술도 알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학습하게
학술 담화의 유형과 학업 기술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의, 발표, 토론,
서, 논문, 시험답안 등과 같은 학술 담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그
을 살피고 학업 기술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문 목적 학습자를

되는
보고
특징

위한
문법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대학교와 대학원의 학문적 환경에서 필요한 학
술 담화와 학업 기술을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
법 항목이나 표현이 무엇을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
였다. 언어 기능, 담화 유형, 학업 기술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학술 담화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새로운 방향의 문법 연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 단계에 따른 문법 연구의 필요성과 학습자
전공에 따른 문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학생은 공통 한국어와
교양 한국어, 전공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한국어 문법이 필요하지만, 대학
원생은 공통 한국어와 전공 한국어 이외에도 논문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문법은 정확한 의
사소통을 위해 필요하지만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학습자는 문법에 대해
깊이 있고 전문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과 전공에
따른 문법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필요한 학술 담화와 학업 기술에 대한 기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학술 담화와 학업 기술 유형을 선정하고
학술 담화의 유형과 구조, 사용되는 문법 항목이나 표현, 학업 기술에 필요
한 문법 항목이나 표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언어 기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문법 항목이나 표현을 분석하
고 연구해야 한다. 곧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으)려고 하다’와 ‘-고자 하다’는 [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으)려
고 하다’는 구어 일상 담화에서 자주 사용하고 ‘-고자 하다’는 구어에서는
공적인 상황에서 격식을 갖추어야 할 때 사용하고 문어에서는 보고서나 논
문을 쓸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문장 구성의 규칙과 담화 구성의 규칙은
서로 차이가 있으며, 구어 학술 담화와 문어 학술 담화의 차이점도 명확하
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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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의사소통 기능과 문법의 연결
이 필요하다. 강의, 발표, 토론, 보고서, 시험, 논문 등과 같이 담화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의사소통 기능이 있고 그 기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문
법 표현을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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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w Direction of Korean Grammar Study of
Korean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Lee, Jee-young(Sangmyung Univ.)
Recently, Korean language education's aspect is becoming more variou
s and subdivided, according to the objective of Korean language learner
s. Therefore, a new approach to grammatical research should be achieve
d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In this study, a di
fferent approach to elements of grammar education research for Korean l
anguage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was presented. Research about b
uilding educational information, relevance between grammar elements and
academic communication ability, the connection between educational cont
ents and methods etc. In the end, grammar research found that the inti
mate connection between practical use and language ability are factors i
n helping improve academic communication skills in the field of Korean
grammar education for foreigners.

▣ 주제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학문적 의사
소통 능력, 학술 담화, 학업 기술, 학술 표현 항목, 문법 연구
▣ Key Words: Korean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academic discourse,
study skill, academic communication ability, academic formulas list, gramma
t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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