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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문법 수업에서 FonF와 PBL을 절충적으로 적용하여 학습자

들의 문법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본 수업에서는 FonF로 목표 문법의 형태, 의미, 기능을 학습하고, PBL을 통해 실제적인 유의미한 

맥락에서의 사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학습자들은 본 수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학에서 요구되는 보고서와 발표문 작성과 발표라는 실제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FonF를 통해 문법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향상시켰고, PBL을 통해 문법을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학습자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셋째, 학습자들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교수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경험하였다. 

FonF와 PBL을 적용한 한국어 문법 수업은 외국인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문법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수업의 목표인 한국어 문법 능력 향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여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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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문법 수업에서 FonF(Focus on Form)

와 PBL(Problem-Based Learning)의 절충적 적용으로 학

습자들의 문법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언어 사용에서 문법은 정교한 의미 제공으로 학습자들

이 의사소통에서 문장을 무한하게 생성해 낼 수 있게 하

고, 다양한 언어 기능에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게 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의사소통 목적의 언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은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제고

와 활성화 즉 사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법 형태 그 

자체뿐 아니라 주제, 상황, 기능 등과 연계하여 유의미적

인 맥락 속에서 교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들은 형태나 의미, 기능적 활용 

등이 복잡한 문법을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문화적 상황 맥락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서 담화 공동체의 관습과 규범에 맞는 활용으로 확장시키

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학습자들을 위해 형태

적,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한 문법을 유의미한 사용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FonF와 PBL의 절충적 적용이 될 수 

있다. FonF는 의미와 기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목표를 

두어 학습자들이 문법 규칙과 어휘, 음운, 형태 등의 언어 

요소에 주목하게 하고 입력 자료의 이해를 돕고 발화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강조한다. 이에 한국어 문법 교수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편이다. PBL은 정답이 분명한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현실 속에서 학습자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화 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학습이다. 이

러한 방법은 학습 흥미 유발과 자기 주도적 지식 구성에 

도움을 주게 된다. 문법 교육에서 PBL은 유의미한 맥락

에서는 사용이라는 문제를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여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PBL의 장점을 부각시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거나 학습자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능

동적으로 협력하는 쓰기나 말하기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문법 교육에서 PBL의 적용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사회⋅문화적 상황의 유

의미한 맥락에서의 문법 사용에 초점 두어 FonF와 PBL을 

절충하여 적용한 한국어 문법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문법 사용에서의 정확성 도모를 위한 FonF의 문법 

수업 과정과 PBL의 과제 수행 결과 분석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방법으로의 효과와 발

전적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 볼 것이다.

2. 선행연구

2.1 한국어 교육에서 PBL

PBL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갖춘 학업적 지식에 비해 

실제적 문제인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팀별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가능하게 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학습 동기 

부여로 정보 기억에 용이하며, 학습한 지식을 실제 문제에 

더 잘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경영학, 공학, 교육학과 같은 실용적인 학문을 중심으로 

PBL을 수업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권화숙⋅김성숙, 2018).

한국어 교육에서도 PBL을 교수 모형 개발이나 교육 

방안 모색 연구, 쓰기, 토론, 발표, 문화, 리터러시 등 언어 

기능 능력 향상을 위해 PBL을 적용한 수업 사례 연구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이렇게 PBL적

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PBL이 적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논의는 정남

석(2013)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서는 한

국어 학습자들이 문법을 의사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의 실제성’에 초점을 두어 PBL을 교수 학습 방안으

1) 우형식(2015)에서는 언어 교육에서 교수법은 언어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시대적 상황이나 학문적 동향 등과 같은 그때그때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 다면적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실제적인 적용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접근 방법을 모두 고려하되 그때그때의 교육적 상황과 강조점을 절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2) PBL을 교수 모형 개발이나 교육 방안 모색하는 연구는 공하림(2012, 2016), 김용현(2016), 김현주(2018), 김재희⋅이은희(2019), 고여진(2015), 양혜윤(2016) 

등이 있고, 쓰기, 토론, 발표, 문화, 리터러시 등 언어 기능 능력 향상을 위해 PBL을 적용한 수업 사례 연구에는 유해준(2016), 이은자(2014), 원해영(2016), 

공하림(2014), 안정민(2018), 전선희(2014), 이윤자(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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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를 통해서 ‘PBL’ 모형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였을 때 학습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교사의 개입에 대한 요구 등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PBL의 단계와 시간을 간소

화하여 학습자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유사 문법 학습

을 위해 ‘PBL 학습 단계’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수업 소개와 문제 제시의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이 

커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과제 수행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문법 교육에서 PBL이 많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

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강의 중심의 문법 교수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강의 중심 교수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직접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강의는 교사 중심의 주입

식 교육이 되기 쉬우며, 학습자들이 수동적인 태도로 학습

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강의 중심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PBL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PBL은 학습한 문법을 주제, 상황, 기능 

등과 연계하여 실생활의 언어 학습 환경의 유의미적인 

맥락 속에서 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발표, 

보고서 작성 등의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적용될 

것이다.

2.2 한국어 교육에서 FonF

FonF는 형태나 구조만을 강조하여 정확성을 중시하는 

구조 중심 교수 방법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의 목표어 노출만을 강조하여 유창성에 중점을 둔 

의사소통 중심 교수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

로 강구된 것이다. 이 교수 방법은 문맥의 의미를 강조하

여 유창한 사용에 중점을 두면서도 문법 학습의 명시적 

전달로 형태의 정확성을 제시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

키고자 하는 것이다.3) Long(1998)은 학습자의 주요 관심

을 의미 중심의 학습 활동 맥락 속에서 학습자의 주의를 

언어 형태와 의미로 끌어오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즉, 의

미와 기능의 학습으로 의사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바탕을 두고 문법 규칙과 형태 등의 언어 요소에 주목하게 

하는 자료 제공으로 학습자 스스로 문법의 규칙과 체계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어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 언어로 문법 교육에서

도 개별 항목에 대한 형태적 이해와 사용이 필요한데 

FonF는 문법 항목의 형태에 따라 교육적 처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하위 기법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수 

방법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4) 이러한 이유로 한국

어 교육에서도 FonF가 적용된 연구는 기법에 따라 다양하

게 논의되고 있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FonF의 기법은 입력강화와 입력

처리이다. 이 기법은 입력중심으로 문법의 형태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 문법을 유의미한 사용인 실제적인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5) 

입력강화는 학습자가 언어 입력에서 특정한 자질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목표 항목을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하는 시각적 입력 강화와 교사가 

집중하는 목표 항목에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을 주거나 과장

된 억양으로 강조하거나 천천히 말하는 등의 의도적인 

강조를 하는 청각적 입력 강화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입력 강화는 간접 인용, 명사형 어미, 사동형, 과거 시제, 

경어법, 관용어, 조사, 어순 교육, 의존 명사, 띄어쓰기, 

문장 구조 교육, 불규칙 등의 다양한 문법 항목 연구에서 

적용되어 왔다.6)

입력 처리는 습득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자료를 학습

자에게 제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입력 

3) 우형식(2012)에서는 형태 초점 접근법은 자연적인 언어 학습이 문법적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반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목표 언어의 유창성을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확성을 추구하는 교수 방법이라고 하였다.

4) Doughty & Williams(1998)는 형태 초점 접근법의 하위 기법을 입력과 출력 중심으로 나누기도 하고 명시성 정도에 따라 명시적, 암시적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전자는 ‘입력 홍수와 입력 강화, 입력 처리, 명시적 규칙 설명’이 입력 중심으로 ‘듣고 다시 쓰기와 고쳐 말하기, 의식 고양 과제, 미로 찾기’는 출력 중심이 

된다. 후자는 ‘입력 홍수, 입력 강화, 고쳐 말하기, 듣고 다시 쓰기, 의식 고양 과제, 입력 처리, 미로 찾기, 명시적 규칙 설명’의 순으로 암시적에서 명시적이다.

5) Krashen(1982), VanPatten(1996)에서는 입력이라는 것은 언어 학습자에게 노출,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 이를 바탕으로 목표어를 학습하게 된다고 하였다.

6) 입력강화의 기법 연구에서 간접 인용은 서유연(2009), 관학걸(2012), 관형사형 어미는 정소희(2007), 정대현(2008), 최보선(2010), 서만(2012), 명사형 어미는 

박성미(2011), 사동형은 사곤(2012), 과거 시제는 성지연(2012) 경어법은 김영주(2012), 손림여(2012), 우창현(2013), 관용어는 임헌영(2015), 조사는 하미령(2013), 

박연(2013), 캉 위에(2015), 김소연(2015), 어순 교육에는 정은(2016), 의존 명사는 박하미(2014), 띄어쓰기는 Du xin(2013), 송유주(2016), 문장 구조 교육은 

곽수진(2011), 불규칙에는 류희주(2012) 등이다(임진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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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갖춘 자료를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보는 기법이다. 

문법의 형태와 의미를 학습자들에게 명시적 설명하고 그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전략 정보를 제공한 후 앞서 학습

한 형태와 의미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구조화된 입력 활동

으로 입력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공하여 올바른 입력 처리

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제공하는 학습 활동은 단순 

대치와 같은 문형 연습 형태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

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목표 

형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재화하여 스스로 바른 입력 

형태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입력 

처리도 관계절, 명사절과 함께 관형사절, 관형사형 어미, 

피동 형태, 보조 용언, 과거시제, 불규칙 용언 등에서 다양

하게 논의되어 왔다.7)

한국어 교육에서 FonF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기법의 적용에서 효과 검증 

등에만 제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FonF와 PBL의 절충적 적용으로 한국어 문법 교수 

방법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수업 설계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FonF와 PBL을 적용한 수업은 부산의 B대

학교에서 2019년 2학기에 개설한 ‘한국어학의 이해 Ⅱ 

2분반’이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

된 것으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수업이다. 

이 수업은 총 5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분반이 한국어 

수준이 가장 높은 학습자이고 5분반이 한국어 수준이 가

장 낮은 학습자이다. 2분반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4

급 수준의 중⋅고급반이며 학습 기간은 2년 정도로 구성

되어 있다. 학기 초에 학습자들의 학습 기간이나 한국어 

수준 그리고 레벨테스트를 통해 분반을 하여 수업을 진행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수강생은 총 57명이며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러시아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자의 유학 자

격은 ‘자비 부담 유학생, 교환학생, 신⋅편입생’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3.2 수업 운영과 내용

3.2.1 수업 운영

본 연구에서 수업은 총 15주로 이루어져 있고, 1주차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교수와 학습자가 문법 의미 변

별 1차 작업을 실시한다. 2주차에서 10주차까지는 FonF

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중⋅고급 문법에 익숙해지도

록 강의와 학습자의 질의 응답식 수업을 진행한다. 11주

차에서 14주차까지 FonF와 PBL을 함께 적용한 수업을 

진행한다. 11주차에는 FonF로 팀에서 맡은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PBL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 조 

구성하기, 조별 구성원 친밀감 조성하기, 유사 문법 알아

내기(문제 제시) 등을 진행한다. 12~13주차에 자료 수집 

및 문제해결활동을 진행하고, 13주차 발표문 작성을 진행

한다. 14주차에 발표와 평가, 피드백으로 이루어진다. 수

업 운영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주
⋅위의 목차에 나타난 74개의 문법을 교수와 학습자가 의미

를 함께 살펴보고 문법 변별 작업을 한다.

제11주

⋅Focus on Form을 통한 발표 문법 학습

⋅문제 제시

⋅팀 토의를 통한 문제 분석하기

⋅주제에 대한 토론 및 발표문의 방향 선정

⋅문제해결 계획 및 역할 분담

제12주

⋅유사 문법 관련 자료 수집 및 선정하기

⋅유사 문법 설명 및 제시, 활용 방법 설명의 발표문 양식 

정하기

제13주

⋅발표문 구성하기 및 자료 배열

⋅활동 자료 정하기(동영상, 질의 응답, 학습자 참여 등)

⋅발표문 작성하기

⋅다시 확인하여 오류 수정하기

제 14주
⋅발표 및 평가

⋅피드백

<표 1> 수업 운영 절차

3.2.2 수업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문법 교재에는 74개의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8) 교재에 제시된 문법의 항목 수가 

7) 입력 처리 연구에는 관계절에 김창구(2010ㄱㄴ,2011), 한선경(2015), 명사절 구성 항목 연구에 성지연(2012, 2014), 관형사형 어미는 정대현(2015), 피동 형태는 

박아현(2011), 뇌뢰(2012), 고몽신(2013), 보조 용언은 오일륵(2011), 최영(2014), 과거시제는 진동희( 2010), 이원우(2010,2011), 김창구(2012), 불규칙 용언은 

김정(2011) 등이다(임진숙, 2018).

8) 이 수업에서 사용한 교재는 ‘경희한국어 문법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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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한 학기에 모두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유사

문법을 변별하여 의미적, 형태적 유사 문법으로 묶어 교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어 유사 문법은 기능, 의미, 

형태의 영역에서 비슷하지만, 일부 차이점이 있는 문법 

항목을 가리킨다(이지용, 2017).문법적 유사성은 혼동을 

일으키므로 피해야 할 특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분하

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유사 문법은 

학습해야할 항목이 많고 형태나 의미, 통사나 화용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거나 차이점을 가지므로 한국어 학습

자들에게는 학습의 부담이 되거나 사용에서 혼란을 유발

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을 위해 형태적, 의미적

으로 정확하게 이해한 문법을 유의미한 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제 수행의 방법으로 FonF와 PBL을 

적용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 방법 단계 항목

FonF 문법 교수
⋅동기 유발

⋅문법 교수

PBL

문제 제시
⋅문제 제시(유사 문법)

⋅문제 이해

문제 해결

⋅사전 학습 연계, 조별 토론

⋅유사 문법 문제 해결

⋅발표 자료 준비(활용단계 중점)

⋅자료 결과물 완성

발표 및 평가

⋅발표준비

⋅발표

⋅학습 과정 평가

⋅학습 결과 평가

⋅성찰저널

<표 2> FonF와 PBL의 적용 절차

먼저 문제 제시 전 전시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해결할 

과제와 유사한 형태의 문법 학습을 실시한다. 교사는 동영

상 등의 매체로 문법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입력 강화와 

입력 처리의 기법을 활용하여 PPT와 퀴즈로 문법을 교수

한다. PPT에 제시된 입력강화 기법을 활용한 도입 단계는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가능한 전체 과제와 연결될 수 있도

록 하는 상황에서 목표 문법 항목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하

여 목표 항목의 노출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한류’를 주제로 

문법의 형태와 의미, 사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각적 입력 강화의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는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을 

하면서 청각적 입력강화를 활용하여 교수한다. 입력 처리

는 단순히 많은 것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될 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체계적인 입력 구조를 갖추어야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

들에게 명시적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처리하는 전략 정보

를 제시한 후 단순 대치와 같은 연습 형태가 아닌 형태와 

의미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구조화된 입력 활동으로 입력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바른 입력 처

리 전략을 도와준다.

문제 제시에서는 팀별 활동이 가능하도록 선행한 문법

과 유사한 문법을 제시하고 그에 다른 문제를 제시하게 

된다. PBL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도록 조별로 유사한 의

미⋅기능을 수행하는 문법 형태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갖는다. 발표 자료 준비에

서는 영화나 드라마, 뉴스 등의 영상 매체, 상황극, 출판물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 활동

으로 준비된 자료를 결과물로 완성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발표 준비가 완료된 자료로 발표를 하고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그리고 성취한 

점과 보완해야할 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게 유도한다.

3.2.3 팀 구성

본 연구의 팀 구성은 총 8개 조로 한 팀에 7명이 7조, 

8명이 1팀이다. 팀 구성 방법은 교수가 미리 번호표를 

준비하고 학생이 무작위로 뽑는 방법으로 정하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국적 학습자로만 팀이 이루어질 

경우 모국어 사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태국 학생 10명은 

따로 10개의 번호표를 준비해서 팀별로 한 명~두 명씩 

배정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본, 러시아는 각 두 명 씩으

로 한 팀에 배치하였다. 그 결과 모든 팀에 기본적으로 

3국적의 학생이 배치되고 두 팀에는 4국적의 학생이 배치

되었고, 최대한 팀 회의가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다국적 학생으로 이루어진 언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므로 모두가 소통 

가능한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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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문제 제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 학습에서 이루어

진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 중심 형태의 교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법 수업도 학습자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

하였다. 구체적인 문제 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문법 수업은 교수 중심의 일방적인 설명으

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문법 학습의 목

표는 의사소통의 실생활 환경,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환경에서 유창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렇게 문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의 중심 

교육보다는 학습자가 직접 문법 항목의 형태적 의미

적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 문법 항목을 다른 학습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활용하여 발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재에 제시된 

74개의 문법 항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의미적 

변별을 시도합니다.

이미 1주차에 문법 항목을 의미별로 변별하는 작업

을 1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조별로 모여 제

시된 문법 항목을 정확하게 의미별로 변별해 보십시

오. 한국어 문법서나 한국어 교육용 사전 그리고 한

국어 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별 변별된 항목을 

A4 용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신 조에서 맡은 문법 항목이 있습니다. 그 문법 

항목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 시간에 어떤 자료를 활

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문법 항목에 따라 실생활

에서 활용되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원들과 함께 

상황극, 영화나 드라마 자료, 뉴스 자료, 예시문 제

시, 동영상 자료, 홈쇼핑 대본 작성, 그림 자료 제시 

등에서 또는 다른 자료들 중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

게 활용하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문법을 실제적으

로 전달할 수 있을지 회의를 시작합니다.

4. 수업의 실제

4.1 수업 실제

본 연구에서는 의미와 형태별 유사 문법을 모두 8팀에 

제시하였고, 그 주제는 1조가 ‘이유’의 표현 ‘는 통에, 

통에’ 2조와 3조는 ‘가정’의 표현 ‘(으)ㄴ/는 셈 치다’, 

‘(으)나 마나’, 4조는 ‘정도’의 표현 ‘(으)ㄹ 지경이다’, 5조

와 6조는 한국어 조사 ‘조차’, ‘치고, 치고(는)’ 7조는 ‘상

태’의 표현 ‘아/어 놓다/두다’, 8조는 ‘추측’의 표현 ‘(으)ㄴ

/는 모양이다’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실제 자료는 2조와 4조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2조에서 발표한 ‘(으)ㄴ/는 셈 치다’는 한국어 

의존명사 ‘셈’이 포함된 복합 형태이다. 의존명사 ‘셈’은 

‘(으)ㄴ 셈이다’, ‘(으)ㄴ 셈으로’, ‘(으)ㄴ 셈 치다’의 복합 

형태로 구성된다. 보통 ‘-(으)ㄴ 셈이다’, ‘(으)ㄴ 셈으로’

는 중급 수준에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수용하기가 힘들지 

않은 문법이다. 그와 형태가 유사한 ‘(으)ㄴ 셈 치다’는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을 위험성이 크다. 형태적으로는 

유사하나 의미적으로 차이가 나므로 학습자들은 익숙한 

형태에만 집중하여 ‘(으)ㄴ 셈 치다’를 ‘(으)ㄴ 셈이다’, 

‘(으)ㄴ 셈으로’로 착각하는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문법 항목의 의미적 형태적 기능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정확한 사용에 집중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4조는 한국어 문법 ‘-(으)ㄹ 지경이다’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 문법 항목은 한국어 구어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학문 목적이나 직업 목적의 전문적인 상황의 학습

자들에게는 교실 환경에서 보다는 취업 후나 실제 의사소

통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항목이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교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학습자들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대중 매체에서 많이 접하

게 된다.

학습자들은 팀별 활동을 통해 문법 설명의 도입에서 

‘카페’ 상황을 설정하여 친구가 힘든 일이 발생하여 그것

을 편안한 카페에서 일상적 대화로 나누는 역할극을 준비

하였다. 그 내용은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마음이 아파 죽을 지경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친구

에게 아픈 마음을 터놓고 친구를 위로하는 장면을 역할극

으로 표현하였다. 학습자들은 20대로 ‘연애’라는 일상적

인 주제를 통해 ‘(으)ㄹ 지경이다’가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

됨을 강조하였고 그 발표를 듣는 학습자들도 그 상황을 

통해 이 문법의 사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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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조 ‘-(으)ㄴ 셈 치다’의 문법

[그림 2] 4조 ‘-(으)ㄹ 지경이다’의 문법

학습자들은 PBL의 협력 활동을 통해 작성한 발표 자료

로 다양한 발표 방법을 활용하였다. PPT의 상세화를 통한 

발표, 학습자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여 강의실에서 연극

을 활용하는 역할극, 영화와 드라마를 패러디하는 발표, 

단편 영화 제작 발표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과제 수행이 많았다.

4.2 수업 평가

4.2.1 학습자 평가

본 강의의 활동 평가는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

며 질문의 내용은 제시된 문제에 대한 질문과 조 활동, 

활동의 결과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수업 활동 평가 

결과,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수업은 PBL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FonF와 절충한 교수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PBL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조에서 맡은 문법 항목에 대한 자료 

수집과 설명 방법, 활동 방법 등을 팀원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므로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에 무리가 따랐던 부분

이 협력 활동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고 문법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자들 중에서 FonF 적용에 대한 부담은 적은 

반면 PBL로 제시되는 활동이 본인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과제를 수행한 학습자들도 나타났다. 즉 학습자들에게 

PBL 교수법에 대한 명시적 설명과 방법에 대한 노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팀 구성원 중에 성향과 

취향의 차이가 있어 활동 부분을 결정하는 데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학습에서 문법의 통사적, 형태적 의미

적 규칙성에 의존하여 정확성에만 초점을 두어 학습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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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문제는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지니고 있다. 53(93%) 4(7%)

2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제시되었다. 54(95%) 3(5%)

3 문제는 한국어학의 이해 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4(95%) 3(5%)

4 우리 팀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49(86%)  8(14%)

5 우리 팀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잘 되었다. 54(95%) 3(5%)

6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팀에 도움이 되었다. 51(89%)  6(11%)

7 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 53(93%) 4(7%)

8 팀 활동이 문법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52(91%) 5(9%)

9 과제활동 덕분에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53(93%) 4(7%)

10 이 과제활동이 나의 문법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53(93%) 4(7%)

<표 3> 수업 평가지

것에서 벗어나 사용과 활용에 중점을 둔 유창성에도 관심

을 기울이게 되면서 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를 더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표 3>의 수업 평가지이다.9) 평가지는 O, X로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어학의 이해 수강생은 57명으

로 모두 성실하게 답변을 하였다.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전반적으

로 FonF와 PBL을 활용한 문법 수업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팀이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으

로 활동을 진행하였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14%로 평가 문항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답변을 보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PBL이라는 교수 방법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팀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

로 짐작된다.

그리고 FonF와 PBL의 절충적 학습 방법이 학습자들의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이 활동으로 한국어 문법 사용 능력이 

향상된 이유, 이 문제해결 방법이 학습능력에 미친 영향’

에 대해 질문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학습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팀원

의 협력’을 들었다. 팀원의 협력이라고 답한 학습자가 

전체 57명 가운데 52명을 차지하였다. 학습자들은 문제해

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나머지 답변으로 FonF를 통한 사전 문법의 이해’가 

있었다. 두 번째는 학습자들이 활동을 하는 데 동기가 

되는 요인을 찾아보기 위한 것으로써, 41명의 학습자들이 

‘팀 활동 학습’을 문법 능력 향상의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다른 답변에는 ‘문제(문법) 제시 방법(7명)’과 ‘새로운 수

업 방법(9명)’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습자들

이 팀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즐거운 팀 분위기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

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되는 문제가 학습능력향상에 도움

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수행한 문법 강의, 토론, 토의, 자료 수집 등의 

활동이 학습자들의 학습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문법 이해 능력 

향상(3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뒤 이어 협력 능력 향상(11), 

토론 능력 향상(9)을 꼽았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1)도 대답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습자

들이 스스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PBL 수업

방식이 문제에 대한 분석능력과 팀에서의 활발한 토론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PBL 전에 적용한 FonF이 문법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능력 성취에 대한 평가 결과로 볼 때, 학습자들의 문법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적용한 FonF와 PBL의 절충적 

수업 방식은 학습 목표인 문법 이해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팀별 동료 평가에 대한 공지는 활동을 시작할 

때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모든 활동이 종료된 다음 

성찰일지 작성과 함께 실시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점수에 모두 반영하였다. 동료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팀 동료에 대한 학습자들의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학습자들은 팀 내에

9)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수업 평가지와, 동료 평가지는 원해영(2016)에 제시된 것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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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문제 해결을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 문제 해결을 할 때 도움이 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3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4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5 활동에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6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7 문제 해결을 위한 결과물을 충실하게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8 팀 활동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9 팀원 중에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가장 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0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 중(수업시간 내, 수업 시간 외)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표 4> 동료 평가지

서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기여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학습자들은 팀 동료 평가에서 기여도가 가

장 낮은 팀원과 기여도가 높은 가장 팀원을 지정하고 그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FonF와 PBL 수업의 절충방법에 대한 전체적

인 소감을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문제해결활동에서 좋았

던 점으로 대부분이 팀원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점, 다른 국적 친구를 만날 수 있었던 점, 자신감 

상승 등을 소감으로 많이 들었다. 그 외에도 문법 이해 

능력 향상,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등을 좋았던 점으로 

꼽았다. 반면에 힘들었던 점은 문제 해결에서 가장 어려웠

던 점으로는 팀 활동으로 협력하는 것과 의견을 일치시키

는 것, 그리고 국적 문제로 인한 문화 차이, 수업 시간 

외에 시간 투자 등을 들었다. 그 외에도 다른 국적의 학습

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이나 수업 방식에 

대한 부적응 등을 꼽았다.

4.2.2 교수자 수업 자기 평가

2019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학의 

이해’ 교과에 FonF와 PBL을 절충적 수업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수

업 방식에서는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주입식으로 해결되

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해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문법 

항목에 대한 문제 해결과 활동 방법 제시 등을 학습자에게 

해결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었다. 한국

어 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은 내용 이해와 활동 진행이라는 양면에서 학습 부담

이 되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를 

좀 더 단순화하고 PBL 실시 전 FonF를 통해 유사 문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PBL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진행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강의는 강의 시간 내에 팀 활동을 구성하

고 문제 해결과 보고서 작성 또한 시간 내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개인 성향과 문제 해결 및 보고

서 작성 자료 준비 등으로 팀마다 준비 시간이 다르게 

요구되어 수업 시간 외에 학습자들이 다시 모여 팀별 활동

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학습자들의 학습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학습자들이 협력과 

협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셋

째, 팀 구성에 있어서 보다 공평하면서도 팀 구성원의 

역할이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수강생 수가 많아 한 팀의 구성원이 8명에

서 9명으로 다소 많다보니 구성원의 역할 분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팀의 구성인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2019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학의 

이해’ 교과에 Fon F와 PBL을 절충하여 적용한 것은 학습

자들의 문법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학습자들은 대학 강의를 수강하는 전문적

인 한국어 지식을 충분히 쌓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모국어

가 아닌 목표어 환경에 놓여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지고 있는 한국어 문법 지식을 상황 맥락에 맞는 실생활

에 적용하는 데 언어 기술적 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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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법의 형태, 의미, 기능적 측면을 정확하게 다루어주는 

FonF와 상호 협력적 학습인 PBL의 절충적 방법을 통해 

각자 가지고 있는 한국어적 지식들을 공유하는 새로운 

강의 방법은 학습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고 보았다.

이에 본 수업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대학 수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고서와 발표문 작성 활동 등으로 

문법의 형태와 의미를 정확하게 활용하였고 보고서 작성

과 발표 과정에서 협력활동을 통해 유의미한 사용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학습자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셋째, 학습자들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서 교수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경험하였다. FonF와 PBL을 절충하여 적용

한 한국어 문법 수업은 외국인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문법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으며, 수업의 목표인 한국어 문법 능력 향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여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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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Eclectic Grammar Lessons based on FonF and 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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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promote the eclectic application of FonF and PBL in order to help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 to better learn Korean grammar lessons, and to help them improve their ability of using that grammar.

These lessons allowed students to learn the forms,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target grammar based on FonF and 

to solve the issue of using these grammatical structures in actual meaningful ways through PBL. The students enjoyed the 

following benefits in the lessons: first, as they implemented actual tasks required by their college curriculum, including writing 

a report and giving a presentation, the students were able to enhance their accuracy and fluency of grammar through FonF, 

and to use grammar correctly according to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through PBL. Secondly, they realized that they would 

be able to solve a given problem more effectively by collaborating with their peers, thus learning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Finally, they experienced self-directed learning in the problem-solving process such that they didn’t have to depend on the 

teacher and were thus able to learn autonomously.

Korean grammar lessons based on FonF and PBL can stimulate interest and motivation in foreign students, reduce their 

burden with grammar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ir peers, and improve their Korean grammar skills. Ultimately, the students 

will reinforce their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leading to a more successful and rewarding 

college life in South Korea.

Key Words: Korean, grammar lesson, Focus on Form, PBL, eclectic method, lesson c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