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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활동을 통한 문법 학습 : 프랑스어권 초급 학습자 대상
(Example of studying second language through play: For student living 
in French speaking countries)
Su Young Joo (Aix-Marseille Université)

본 발표는 프랑스어권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의 일환으로서

놀이활동을 통한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와 흥미 유발,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법 교육에서는 적확하고 올바른 문장

생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수업방식이 보편적이다. 놀이를 통한 수업 방식은 주입, 

전달 식의 기존의 문법 학습 방법과는 달리 학습자들이 특정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절한 언어 표현을 선택, 사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놀이를 통한 수업 방식은 문법 교육을 독립된 장으로서가 아니라

통합된 언어 영역, 즉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다른 언어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유기체적인 학습 방식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 방식을 통하여,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문법 구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한 유형을 쉽게 접함으로써 단일한 문법의 형태소 교육방식의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현장에서의 과제유형으로서의 놀이란 학습자들이 문법 학습을 재미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다양한 교수 및 학습 방법의 하나로, 학습자의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학습의 성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놀이는 현 교육 제도의 특성상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에

특별한 변화없이 간단한 넛지(Nudge) 효과를 통해 언어 학습의 지루함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좋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프랑스어권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육 및 학습과 말하기 학습을 함께 실시한 한국어 수업에서 실제 실행된 두가지 놀이

수업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언어 놀이 학습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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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특별히 수수께끼, 스무고개, 제비 뽑기 등을 활용한 놀이 수업방식을 실 예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들로는, 첫째, 학습자들은 추측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둘째, 학습자들은 습득한 문법 형태소들을 활용하여 놀이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법은 프랑스어 화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급 한국어 수업에서

이루어진 수업 실제를 토대로 제시될 것이다.

한편, 놀이활동을 통한 문법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교수자, 

연구자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교수법을 고민하고 제안하였을 것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봄으로써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숙고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를 교양 선택으로 배우는 학습자들과 전공으로 배우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업에서 같은 놀이가 실행되었을 때,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효율성과 성취 효과를

비교해 볼 것이다. 

둘째, 위 교수법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수업 을 ‘시작, 제시, 연습, 활용, 정리’ 과정을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