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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베트남 인 한국어 ·고  학습자들의 한국어 내포

문 구성 능력을 신장하기 한 교육 방안을 구안하는 것이다. 

  한국어 내포문은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아직까지 낯선 문법

인 개념이며, 베트남 어에는 한국어 내포문에 해당하는 복합문인 부속복

문(câu phức phụ thuộc)과 연계하여 조하는 교수·학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내포문은 한국어 문장 학습에서 필수 인 개념으로, 학

습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는 문장 구성의 방법이

다. 학습자는 내포문을 통하여 달하고 싶어 하는 정보를 연결하여 

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 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법 지식이나 언어 지

식을 많이 습득하더라도 내포문을 잘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학

습자들의 실제 수행과 연습에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내포문의 학습은 필수 인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를 한 내포문 교육의 목표

에 해 탐구한다. 둘째,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 어 부속복문의 특징과 

차이 을 알아본다. 셋째,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내포문 생성 능

력 향상을 한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먼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를 한 내포문 교육의 필요성

을 악하 다. 그리고 내포문 구성 능력 교육에 한 이론 인 배경을 

검토하 다. 한 한국어 문장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내포문 교육 이

론을 살펴보고,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 어 부속복문을 조하 다. 이를 

통해 베트남 어에서 한국어 내포문에 해당하는 부속복문의 유형을 찾아

보고, 이를 다시 한국어 내포문과 비교하여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

이 한국어 내포문 구성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악하 다.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논문의 Ⅲ장에서는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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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생산한 실제 내포문 구성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문법형태소 오

류 차원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  차원과 어휘  차원으로 나 어 분석하

다. 분석을 통해 베트남 어 부속복문의 특징이 한국어 학습자들의 내

포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인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에 나타난 오류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  베트남 어에는 어미

와 조사라는 문법 인 개념이 없으며 형사, 수식어, 피수식어와 체언의 

배열순서는 한국어와 완 히 반 의 어순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베트

남 어의 향을 받아서 내포문 성분 불일치, 모문의 주어 생략, 모문의 

서술어화 실패, 어색한 표 , 베트남 어 식 표  등 여러 가지 내포문 구

성 문제들을 발견하 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생산한 내포문 구성의 

향 원인이 베트남 인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과 학습 환경에 있다고 단

하 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를 

한 한국어 내포문 교육 방안을 제시하 다. 내포문 교육의 목표는 학

습자들이 바르고 동시에 다양한 내포문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인 학습자의 특수성을 용하여 내포문 

교육 수업을 설계하 다. 특히 학습자의 입장에서 내포문을 구성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효과 인 내포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 다. 내포문 구성 능력 향상을 한 수업을 통해 학습 동기 부여, 

내포문 구조 이해, 내포문 성분의 어순 원칙 교육, 내포문 생성 연습, 내

포문을 생성하기 한 어휘력 향상, 형 인 내포문 문형 등 여러 가지 

연습 활동을 실시하 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학습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베트남 인 ·고  학습자를 한 한국어 내포문 구성 교육 수업의 효과

를 확인하 다.    

* 주 요 어: 한국어 교육, 문장 교육, 내포문 구성, 문장 성분, 내포문 구조 

이해, 생성 능력.  

 

* 학번:   2011-2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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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 과 필 요 성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일

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목 , 한국 회사에서 일하기 한 목 , 는 

학술 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연구하는 목  등의 요구들이 다양하

게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구를 반

하여 언어생활을 하는 것이며, 언어 능력 수 이 올라가면서 복잡한 언

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참여하게 된다. 이 때 간단한 정보는 단순한 문장

으로 표 할 수 있지만 섬세한 사고와 정서를 표 하기 해서는 확 된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원어민 사용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러한 의사소통 상황의 요

구들을 고려하여 확 된 문장을 교육하는 것이 필수 이다. 확 된 문장

을 통해 복잡한 명제 간의 계를 당하게 함축 으로 표 하도록 교육

하는 것은 고  수 의 한국어 표 교육을 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문 목 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술  연구를 할 때 한국어 

능력을 기 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어 수 은 모국어 

화자와 비슷한 정도로 요구된다. 

  2014년 재 베트남에서는 국 으로 11개의 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학생 수는 2500명이 넘는다. 하노이 시에 있는 세 곳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1000명 정도가 되고 부분의 학

습자들은 한국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목 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어, 한국학,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과 련된 연구를 목 으로 한국

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지 까지 손에 꼽힐 만큼 었다. 그러므로 베

트남 인 학습자의 한국어 수 , 한국어와 한국학 연구 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 자료, 한국어 교수법 등에 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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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증가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학문 목

 학습자들은 을 쓸 때 한국인과 비슷한 수 의 한국어로 문장을 구

성해야 하는데 아직 베트남 인 학습자들의 문장 교육에 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에 한 근이 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베트

남 인 한국어 학습자를 한 체계 인 한국어 쓰기 교육과 문장 교육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수업의 경우를 보면 쓰기 능력과 문장 구성 능력

에 한 개별 인 교육 방안보다는 부분 문법 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장 구성 능력을 키우는 데에 이 맞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부분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쓰기 능력보다 문법 능력을 높게 

평가 받는 것으로 학습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학습자들의 문장 구성 능

력이 부족하여 문장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국어 필자의 

자연스럽고 원활한 문장 구성 능력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고  수 의 한국어에서 요구되는 문

장 구성 능력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장 구성 능력도 포함하기 때문에 

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역이 된다. 이에 해 이해 (2004)은 학습자들

이 학에서 다루게 되는 학문 자료의 특성으로, 명사구 내포문들을 사

용한 복잡한 문장 구조를 언 하 다. 학습자들이 복잡한 문장으로 구성

된 자료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에서 수학하는 베트남 인 학습자들도 단순문은 손쉽게 만들면서 복합문

을 생산하거나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복

합문 생성 능력을 충실하게 갖출 만한 학습이 ·고  수 의 학습자들

에게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문장 사용 능력을 갖추기 해서는 문법 항목

과 어휘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에 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간 한국

어 문법 교육에서는 주제, 기능, 과제를 심으로 문법 항목을 선정, 제

시, 배열해 왔고, 이는 학습자의 언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매우 유

용하나 한국어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생성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는 

효율 이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학습자가 한국어 문법 체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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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지식을 형성하고 정확하고 유창하게 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어 문장 구조를 고려하여 문법 항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방안에 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언어 사용 능력과 문장 사용 능력은 상충되는 것

이 아니라 상호보완 으로 배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 까지 문장 구조

에 기반을 둔 문법 교육에 한 논의는 상 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나마 단문을 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길이가 길고 복잡한 

구조를 갖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속, 내포 등 복문의 교육 내용이나 교

육 방안은 본격 으로 다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과 고  단계의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내포문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내포문 구성 양상을 분석하여 내포

문 구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해 ·고  수

의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는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나는 내포문의 오류와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내포문 교

육에서 베트남 인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교수되어야 할 내용과 더욱 강조

되어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한

국어 학습자들이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해 

교육 방안에서 내포문에 한 이해도를 확인한다.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 능

력을 설명할 수 있는 요한 기 이 된다. 유형선(2007)에서도 국어교과

서와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문장의 빈도를 비교하 는데, 

국어교과서에서는 단문의 비율이 약 5%에 불과했지만, 학습자들의 작문

에서는 단문의 비율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며  학습자들

의 복문 사용 문제를 지 하 다. 그런데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장에 한 개념과 문장 구성 능력에 한 이해가 이 지지 않아 한국

어 복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포문 사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내포문을 확

실히 습득하지 못하여 이의 사용을 회피하고 단문을 나열하여 사용하거

나, 내포문을 사용하더라도 어미 선택을 잘못 한다거나 맞는 어미를 선

택하더라도 통사  제약을 어기는 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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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내포문을 확실히 익히기 어려운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내포문 자체가 원래 구조가 복잡하여 언어 발달 단계에 있어서도 가장 나 에 

습득되는 문장 구조라는 이다. 이필 ·임유종(2003)에 의하면 유아의 언어 발

달은 체언 습득  구조화 시험기 → 용언 습득  단문 구성하기→ 어미 확장 

 복합문 출 기로 나  수 있고, 략 12개월 후에 시작되어 22-23개월에 

각 역의 출 을 찰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에서도 내포문은 22개월 이후에 

발견되는 복합문 에서도 가장 늦게 발달하는 문장 형식이라고 한다.1) 이러한 

모국어 습득의 순서를 외국어 학습에도 용해 볼 때 복문은 가장 나 에야 배

울 수 있는 복잡한 문장 형식이다. 둘째, 한국어 복문 학습의 어려움은 베트남 

어와 한국어의 어순 차이와 부분의 문법 인 특성이 조사와 어미에 의해 발

되는 한국어의 교착어 인 특징에서 기인한다. 한국어와 베트남 어는 기본  문

형의 생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유형선(2007)에 따르면 국어 교과서의 은 

제 문장의 95.1%( 속문 18%, 내포문 77.1%)가 복문이다. 국어의 텍스트 장르에

서 한국인의 문장 사용 양상을 살펴본 윤승(2001)에 의하면 단문이 16.8%, 두 가

지  이상으로 이루어진 복합문이 83.2%로 복합문의 사용 비  월등히 높다.2) 

한 강범모(1998)에서도 비형식  구어  상호교류와 문어  상황에서의 텍스

트는 문장 길이, 단어 길이, 한자어, 소유격 조사, 목 격 조사, 복합문의 사용에

서 서로 다르다고 하 다. 한 윤숭(2001)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문

장에서 복합문의 출  빈도가 높음을 계량 인 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그런데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사용 양상은 이와는 다르다.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해 베트남 

하노이 소재 하노이 학교의 정규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체계 으로 

교육받는 ·고  수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비 조사 상은 한국어학과 2학년 1학기에 재학 인 84명의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다.3) 분석 상으로 삼은 쓰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한 학습

1) 성지연(2010: 52)에서 재인용

2) 복합문 출  비율을 살펴본 표 인 텍스트 장르는 잡지, 신문, 논문, 논설문, 문서 , 교양

서 , 자서 , 설명서, 교과서, 소설, 수필, 편지의 12개 장르 으며 신문, 논문, 논설문, 문서

, 교양서  등에서는 한 문장이 셋 이상의 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도 출  빈도가 높음을 

밝히고 있다.

3) 재 베트남에서 하노이 학교 한국어학과는 경희 학교(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의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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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심을 가지는 것으로 숙제, 는 시험 문제에 한 작문 자료 고,  

총 쓰기 자료 수는 84개 으며, 문장 수는 875개 다. 분석을 실시한 결

과 그 에서 단문 수는 244개(25,1%)이 고, 체 문장의 복문 수는 

631개(72,1%), 내포문 수는 203개(23,2%)이고 속문 수는 428개( 

48,9%)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베트남 인 학습자는 단문을 많이 

사용하며, 그로 인해 내포문의 사용 비율도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

료를 자세히 보면 203개의 내포문 문장에서 형사 이 183번, 명사 이 

115번 사용되었는데,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는 명사  사용 빈도가 낮

고 형사 을 더 많이 쓰더라도 형태가 단순하거나 오류가 나타났다. 

특히 명사 의 경우에 주어나 목 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  본연의 기능

으로 사용된 경우가 드물었다. 이는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  

사용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형사 을 사용하는 빈도

가 명사 보다 높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이 사용한 형사  형태가 단순

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형용사와 명사 그리고 형어미 ‘-은’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 것이지만,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 , 형

사  내포문 구성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베트

남 어의 문형인 동사 다음에 목 어가 오는 어순과 한국어의 문장 구성

이 달라서 그 과정에서 언어  간섭 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베트남 인 학습자가 내포 형사 을 갖는 상 문의 주어와 내포 

형사  안에서 등문의 주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가 읽기 과정에

서도 많이 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인 한국어 ·고  학

습자들의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포문 

구성 능력을 신장시키기 한 체계 이고 세 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인 ·고  학습자들이 내포문 구성 과정에서 직면하는 

(Exploring Korean)라는 교재를 주요 교재로 교육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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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베트남 인 ·고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에 나타난 내포문 구성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베트남 인 ·고  학습자들의 내포문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2. 선 행  연구 검 토

  선행 연구는 베트남 인 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한 

연구와 외국인을 한 한국어 내포문에 한 연구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베트남 인 학습자를 한 한국어 교육 연구

  지 까지 베트남 인 학습자를 한 한국어 교육 약 20년 동안 진행되

어 왔는데, 이 분야에서 연구된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구체 인 논의

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휘와 련된 연구로는 Luu(1997)에서 한국어와 베트남 어의 조어법

을 조 분석하 고 Pham(2001)과 Nguyen(2004)에서는 한국어와 베트

남 어의 특징을 비교하고 두 언어의 인칭 명사를 나열, 정리하여 비교

하 다.

  한 윤혜숙(2002)에서는 주로 어휘 오류에 을 맞추어 베트남 인 

학습자의 작문에 한 오류 분석을 하 다. 베트남 인 학습자가 직  쓴 

작문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한국어 교육 장에서 도움이 되는 논문으

로 인정받고 있지만, 베트남 인 학습자가 많이 범하는 문법 오류에 한 

언 은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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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2006)은 베트남 인 학습자를 상으로 연어 오류 분석 결과를 통

해 연어 교수 방법을 연구하 다. 어휘론의 내용 가운데 ‘연어’ 상에 

주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미 있는 논문이

라고 할 수 있다. 

  Nghiem(2006)은 문법 요소 가운데 시제와 상에 한 오류를 심으로 

베트남 인 학습자의 시간 표  교육 방안을 연구했다. 문법  측면으로 

베트남 인 학습자를 한 최 의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문법 요소를 다

양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 이 있다.

  어순에 련된 연구들로는 안경화(1996)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처음으

로 한국어와 베트남 어 어순을 비교하 다. 그는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

구와 문장의 어순에 해서 언 했는데 한국어는 ‘주어+목 어+서술

어’(SOV)이지만 베트남 어는 ‘주어+서술어+목 어’(SVO)의 어순이라는 

것을 다양한 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베트남 어와 한국어를 

비교한 첫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체 인 쓰기 교수 방법을 제시

하지 않았다. 휜상(2001)의 ‘한국어와 베트남 어와의 어순 비교 연구’는 

어순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쓰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목 으로 이

루어진 연구이다.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한 연구로는 김 선(2004)과 신정애(2005)가 

있는데, 이들 연구는 베트남 인 학습자 상 한국어 발음 교육을 한 

기  연구이다. 한편 이수미(2005)는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읽기 

텍스트 구성 방안을 연구하 는데,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  지식을 바

탕으로 하여 목표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에서 학습자의 한국

어 읽기 양상을 밝히고 이를 통한 효과 인 읽기 텍스트의 구성 원리를 

제시하 다.

  한국어 쓰기 교육에 한 연구로는 먼  Nguyen(2006)이 있는데 베트

남 인 학습자를 상으로 작문 오류 분석 결과를 통해 문장 쓰기 교육 

방안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본격 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어 문장 쓰기 

교육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윤혜숙(2003)에서는 베

트남 학습자가 작성한 시험 작문, 숙제 작문, 자유 작문 등 다양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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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뭉치로 구축하여 어휘 오류의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 인 

어휘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 다. 학습자의 오류 문장뿐만 아니라 바른 

문장까지도 오류 분석에 포함시키며 오류를 정에서 연구자의 주 인 

단을 막기 해 고  수 의 베트남 학습자와 베트남 인 한국어 교사

의 검토를 받아 오류문의 원인을 규명하 다. 김지숙(2007)에서는 남

학교에 유학 온 15명의 베트남 학생의 주제 작문, 자유 작문, 학습자의 

공책, 이메일, 시험지 등 총 95편을 음소, 문법, 어휘로 나눠 오류 분석을 

하 다. 분석 결과, 문법에 한 오류가 가장 높았고, 음소 체계화 련

된 표기 오류, 어휘 오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탁지 (2011)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에 하노이 학과 국립 외국어 학에서 한국어를 공하는 재학생 

131명이 쓴 문어 자료를 상으로 조사 사용의 오류를 분석하고 조사의 

효율 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 다. 조사 사용의 오류를 일반화  학습

자들의 의도 인 단순화로 나 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 치, 락, 첨가’

로 구분하 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베트남 인 학습자를 한 한국어 교육 연구

는 주로  문법  차원의 오류에 한 연구와 언어 기능의 교수·학습을 

한 연구를 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문장 교육에 한 연구는 본격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언어권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인 

학습자를 한 문장 교육에 한 연구가 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어 내포문 교육에  련 된  연구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복문이 차지하는 비 은 단히 크기 때문에 복

문에 한 연구도 상 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외국인을 

한 한국어 교육에서 독립 으로 내포문에 하여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내포문 교육이 아직 조언어학  을 반 한 교육으로 심화·

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베트남 인 학습자의 오류 

분석 연구와 한·베 조언어에 한 연구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 어

의 ‘Câu nội bao'(내포문)나 ‘câu phức phụ thuộc’(부속복문)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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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참고하고자 한다.

  한청(2009)은 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 오류 양상을 연구하

다. 이를 해 우선 내포문에 한 난이도 설문조사를 실행하고 국인 

학습자의 내포문 사용 상황과 내포문 개념의 인지도를 략 으로 악

한 후 작문 오류를 분석했다. 국 학생들의 작문 오류 자료 분석을 통

해 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내포문 사용 양상과 오류 원인을 밝히고 

그 에서 국어의 향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분석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구체 으로 

언 하지는 않았다.

  손 화(2011)는 한국에 체류 인 이주노동자  스리랑카와 베트남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구사하는 한국어 문장의 특징을 통사  차원에서 

연구하 다. 이 연구는 베트남 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어려움을 겪

고 있는지 객 으로 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먼  베트남 어는 고립

어로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없고 어순까지 SVO로 한국어와 다르므로 

언어 유형론 으로 볼 때 스리랑카 어에 비해 한국어와는 더 차이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법  

하나가 어미 학습이라는 을 조명숙(2005)에서도 밝히고 있다. 베트남 

어는 속사가 문장 내에 그 모습을 그 로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어는 

연결어미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결합된 상태로 표 되고 있기 때문

에 문장을 이해할 때 연결어미를 쉽게 알아차려 문맥을 이해하기도 어렵

고, 문장을 만들 때에도 잦은 오류를 범해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가 스리랑카 장기 체류자와 베트남 장기 체류

자의 한국어 문장 구사 능력에도 향을 미치며 이들을 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이러한 차이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손 화(2011)의 

분석 결과 체 문장에서 내포문이 차지하는 비 을 보면 베트남 장기 

체류자는 철 히 모문에 의존하여 문장을 구사하고 있었으며 문장의 복

잡성 측면에서 베트남 장기 체류자들의 복잡성 수가 스리랑카 장기 체

류자보다 크게 떨어지는데 베트남 장기 체류자들이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으리라 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을 고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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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업주들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언어소통 능력이 스리랑카를 비

롯한 다른 나라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원인을 이러

한 통사  복잡성 차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 그러한 차이는 두 언

어의 유형론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Urtnasan(2005)은 한국어와 몽골 어의 내포문을 비교함으로써 두 언어

의 내포문이 가지고 있는 통사  특성을 밝혔다. 한국어와 몽골 어의 내

포문이 가지고 있는 통사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이 연구는 한국어와 

몽골 어의 내포문 구성에 여하는 어미의 특성을 비교하고 내포문의 주

어와 서술어가 문자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고찰하 다. 한국어와 몽골어

의 명사화 내포문, 형화 내포문, 부사화 내포문의 구조와 의미상의 

계, 그리고 명사화 내포문, 형화 내포문, 부사화 내포문이 상 문에서 

수행하는 통사  기능을 검토함으로써 두 언어의 내포문을 비교 검토하

다. 한 김지혜(2010)는 국인 유학생은 숙달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내포문 활용능력이 상승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국인 학생에 비해 내

포문 활용 능력이 크게 떨어졌고, 한 한국인 학생보다 강의에서 내

포문의 사용이 더 많으며, 문장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

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서술어의 자릿수와 유형, 총 개수와 유형 개

수를 분석하여 양국 학생 간 차이가 내포문의 활성화에 있음을 보여 주

었다. 국인 유학생이 쓰는 문장의 통사  한계는 강의 담화에서 나타

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내포문 문장구조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실제 강

의 듣기의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학문 목  학

습자가 겪는 언어 부 응의 문제를 통사 으로 분석한 결과를 한국어 교

육 장에 목시켜 국인 유학생의 내포문 활용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 이고 효율 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ee(2008)에서는 내포문을 포함하는 복합문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어 문장 구문 분석을 실시할 때 많은 구문 모호성이 발생하며, 이들 

부분은 체언구나 부사구 부착의 문제와 내포문의 수식 범 에 의해 발

생된다고 하 다. 그러나 체언구나 부사구의 부착에 의한 구문 모호성은 

내포문의 수식 범 가 결정되면 상당 부분 감소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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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내포문의 수식 범 를 결정하기 해서 기존에 사용되던 단문 주

의 문형을 복합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 다. 이 연구에서는 

내포문을 단문으로 나눔으로써 구문 모호성을 해석할 수 있고 문장 분석 

단계를 일 수 있다고 하 다.

  정지연(201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활 회화 주의 의사소통뿐

만 아니라 학 수학 등에 필요한 문어  의사소통까지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내포문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그리고 

내포문 교육을 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형태  교수에 근거한 교

육 방법을 제안한 뒤 제안한 교육 방법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를 실험

으로 검증하 다. 이 연구는 암시 이고 우발 인 교수는 명시 인 기법

으로 보완해야 효과 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 하 다. 

  우하오(2013)에서는 국인의 한국어 문장 표  오류에 한 연구하

는데 문장 오류 양상은 어휘  오류, 문법  오류, 맞춤법 오류에 해 

분석한 것이 그쳤다. 문법  오류 차원에서 조사, 어미와 어순의 오류를 

언 하지만 통사  차원에서 문장 구조에 한 문제를 제시하지 못하여 

학습자들은 실제 인 어려움에 근하지 않다는 아쉬운 이 남아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내포문 학습의 구체 인 방안 제시보다는 

이론 제시에 치우쳐 내포문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한 한국어 내포문과 국가의 모어를 조하고 오류 분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부분이며 실제로 효과 이고 구체 인 내포문 교육 방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문장 교육은 첫째, 문장 단

보다는 담화나 텍스트 차원에서 그 내용 구성에 문장이 기여하는 역할

에만 을 두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거나, 둘째, 언어 규범 차원에서 

오류 문장을 분석하여 오류를 교정하고 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생산 인 문법 지식’을 담은 실제 교육 내용의 구  문제에 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문법 교육의 이러한 흐름에서 베

트남인 학습자들에게 생산  도구로서의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문장 확

 기능’을 길러주는 목표로 하기로 한다.



- 12 -

3 .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 연구, 오류 분석 방법을 활용하 다. 분석 

상이 된 쓰기 자료들은 하노이 학교(베트남 하노이 소재)의 한국어과

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고  수  학생들이 쓴 것이다.4) 여

기에는 2013년에 연구자가 직  쓰게 한 쓰기 자료와 텍스트 자료 그

리고 숙제 작문 자료, 기말고사 필기 자료도 포함된다. 기말 고사 필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작문을 살펴보고, 이를 통

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성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토 로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오류 분석을 통해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내포문 사용 양

상을 살펴보고 오류 원인 에서 베트남 어의 향으로 인해 발생한 오

류를 주로 분석할 것이다. 는 내포문을 잘 구성하는 학습자를 상으

로 연구하고 내포문을 잘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노이 학교 한국어학과  수  학생 100명

(2012-2013년)을 연구 집단으로 선정하 다.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유 작문 자료와 기말고사 필기자료를 상으로 하여 한국어 내포문 표

에서의 오류를 분석하고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 구

성 양상과 그 오류 양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한·

베 내포문의 공통 과 차이 을 조. 분석할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후

에 오류 분석의 결과를 확인하기 해 작문을 작성한 연구 상자를 

상으로 직 으로 면담을 실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 , 선

행 연구사,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에 해 설명하 다. 2장에서는 이론  

배경 부분으로 문장 교육에서의 내포문 교육의 의의와 한국어 내포문 개

념  특징과 한국어 내포문과베트남 어 부속복문(câu phức phụ thuộc)

4) 연구의 연구 분석 상은 베트남 하노이 소재 하노이 학교 한국어과 학습자들의 한국어 명사

 표  오류아며 조사 상은 학교에서 정규 3개의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체계 으로 

교육받는  수  학생들이다. 지 까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장 교육을 

한 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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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 내포문 구성을 한 문장 구성 능력의 개념  내포문 구성 능

력의 문제에 한 가설과 논의에 해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바

탕으로 베트남 인 학습자를 상으로 내포문의 내포문 구성 양상 분석 

기 을 선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오류 분석은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를 한 내포문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3장에서는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 오류를 분석할 것이다. 

한 학습자들의 작문 오류 자료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내포문 

사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며 베트남 어의 향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인 학습

자가 한국어 내포문을 학습할 때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의 원인을 밝

낸다. 

  4장에서는 얻은 결과를 토 로 한국어 내포문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해서 내포문 구성 양상과 그에 따른 지도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

육 장에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하여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특히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각 사례별로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오류의 원인, 문장 사용 양상 문제에 따른 한국어 내포문 교

육 방안, 문법  측면과 의미  측면에 따른 한국어 내포문 교육 방안과 

수업의 모형을 설계해 보았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방향에 

해 제언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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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포문 교육의  이론  배 경

1. 문장 교육에 서 내포문 교육의  의 의

1) 문장의  개 념 과 문장 교육의  실 태   

(1) 문장의  개 념

  문장(文章, sentence)의 개념에 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정리하여 하나

의 완결된 내용으로 표 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으로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으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 것이

라고 보았다 (최윤곤: 2013). 여기에는 문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두 가

지가 함의되어 있다. 하나는 문장이 한 개 이상의 문장 성분이 있고 의

미 으로 통일성과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문장의 

종결은 마침표를 사용해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 문법 인 

으로 문장을 본 민 식(1993)에 따르면 문장은 ‘하나 이상의 주술 구성

으로 이루어지되 과 달리 완결된 발화로서 종결 억양의 쉼이나 정서법

상의 마침표로 끝난 구성을 일컫는 단 ’이다. 한편 최재희(2006)에서는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포함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

이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문장은 그 차체로서 통일성

을 가지며, 계층 으로 긴 하게 구성되어 있는 독립된 언어 형식이며, 

의미상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있는 문법 단 이

며, 형식상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표지를 갖추고 있는 언어 형식이라

고 할 수 있다.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 는 어 이다. 어 은 기본 으로 하나의 단

어이거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된 단 를 일컫는 개념이다. 문장에서는 어

이 두 개 이상 결합하여 더 큰 하나의 문장 구성단 가 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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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 보다 더 큰 문장 구성단 는 구와 이 있다. 구는 두 개 이상

의 어  혹은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는 구성으로서 어 이나 단어보다는 

크지만 보다는 작은 문법 단 이다. 은 두 개 이상의 어 이나 단어

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성이라는 에서는 구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으나, 주어-서술어의 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다르다. 이처럼 은 

주어-서술어의 계를 가진다는 에서 문장과 같으나, 문장의 한 성분

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에서 문장과 구별하기도 한다. 문법 단  에

서 가장 큰 구성인 문장은 과 마찬가지로 주어-서술어 계를 갖추고 

있으며, 종결 어미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의 문장은 몇 개의 성분

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만들어내게 된다. 이들 성분들은 문

장에서 놓이는 치에 따라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범주를 문장의 구성 성분 혹은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문장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인 주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 인 련이 없이 쓰이는 독립 성분

으로 나뉜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 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

에는 형어, 부사어가 있으며,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2) 문장 교육의  실 태

  외국인을 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언어의 네 가지 기능에 따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으로 나뉜다. 이 네 가지 역 에서 읽기

와 쓰기 교육은 말하기·듣기 교육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그  쓰기 교육에 한 연구는 역사가 짧고, 구체 인 교육 방

안이 체계 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특히 문장 교육은 개별 연

구 분야 가운데 쓰기 교육의 종속 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통

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은 문법 학습의 보조 수단으로 인

식되어 주로 학습한 문법이나 구조를 연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김정숙, 1999), 문장 교육을 문법 교육의 종속 인 역으로 간주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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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식(2006a: 106)에서는 국어 교육 하  역의 상호 계를 고찰하

면서 문법을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기  역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은 교육 과정에서도 명시 으로 나타나 있다. 국어 

문법은 국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 으로 이해하고 국어를 통합 으로 

구사할 수 있는 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문법 능력은 국어 능

력의 토 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등과 련을 맺으며, 국어

의 소 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국어의 의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문

법 교육에서 이루어진 문장 교육은 이상 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상으

로 하여 그 구성 성분을 분석해 내고 문장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집 해 왔다. 이러한 문장 교육은 문장 생성보다는 문장 이해에 을 

맞춘 것으로 그 이면에는 문장 구조에 한 이해가 문장 구성 능력을 담

보할 수 있다는 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문장 구조에 한 이해 과정

과 문장의 생성 과정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문

장 생성이라는 실천  능력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이지수, 2010: 2). 따

라서 문장 교육을 문법 교육의 내용으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문법과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다 하더라도 문장을 격하게 생산해 내는 능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문장 교육을 쓰기 교육이나 문법 교육의 종속

인 내용으로 삼는 것은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내재화하고 문장 생성 

능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에 사용 인 교재에서 문장에 한 문법 학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노이 시 각 

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모두 한국어 문법, 듣기, 읽기, 말하

기, 쓰기 과목이 있지만 문 으로 문장 교육을 다룬 교재는 없다. 일반

으로는 한국의 학에서 출 된 종합 교재에 의존하여 가르치고 있는

데 교사나 학생들도 문장 교육의 요성에 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 

며, 한국어에 한 기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장 구성 수업이 체

계 으로 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으로 한국어교육에서는 문장 교

육을 기 인 문장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  한국어 교육이 어느 정도 

완성된 3, 4학년 시기에 실시한다. 그러나 3, 4학년에서조차 집 인 문



- 17 -

장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문장 구성 수업의 부분이 문

법 교정이나 자유 작문 과제로 쓰게 한 후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오류에 한 상세한 지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어 교육에서는 문장 구성 교육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문장 교육에  기 반을 둔  내포문 교육의  필 요 성

  이 에서는 문장 교육에 기반을 둔 내포문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내포문은 단문을 확 하는 문장 상이다. 이 호(2004)에 따르

면 보편 으로 문장의 내부 구조는 문장의 주성분으로 ‘주어, 목 어, 보

어’을 구성하고 있는 체언과 이를 꾸며주는 형어가 있고,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한정해 주는 부사어가 있다. 형어와 부사어는 문장의 부

속 성분으로, 이것들이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체언이나 용언 등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성분에 덧붙여, 문장 체의 의미

와 련되는 감탄사, 호격 조사 명사구가 독립 성분으로 실 되어 실제

로는 문장의 단순한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은 극히 드물다. 

  주성분으로 짜여진 문장에 부속 성분( 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감탄

사, 호격 조사 명사구)이 문맥에 실 됨으로써 문장이 좀 더 길게 확

된다. 그러나 보통 문장의 확 라고 하는 것은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 으로는 단일 문장들이 ‘ 속, 내포, 계화, 보문

화’ 등의 과정을 거쳐 보다 큰 복합문이나 합성문을 이루는 경우를 말한

다. 이를 형식화하여 좀 더 구체 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가) So→ S1-conj-S2(문장의 속)

    (나) NP→ S( 문장의 내포)

    (다) Det→ S ( 계화  보문화)

    ( So: 확 된 문장, S1: 선행 단일 문장, S2: 후행 단일 문장, 

      NP: 명사구, Det: 한정어, S: 문장)

  곧, (가)는 문장과 문장이 속 어미에 따라 한 문장으로 결합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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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며 (나)는 문장의 주성분인 주어, 목 어, 보어 등의 명사구 성분이 

다시 문장으로 치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다)의 형어(Det)

는 문장이 형사형 어미에 의하여 다른 체언을 수식하는, 다른 말로 

계화나 보문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문장 확 의 원리는 (가), 

(나), (다)에서 호 속에 지 해 놓은 것처럼 문장의 내포, 문장의 계

화  보문화에 따라 실 된다. (가)의 문장 So는 주로 속 기능을 가

지고 있는 부동사 어미가 S1의 술어인용언 어간에 통합됨으로써 이루어

진다. 따라서 S와 S를 속시키는 부동사 어미를 속 어미라고 부르기

도 한다. 이 속 어미는 실제로 속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동사 어미

와 일치하기도 하지만, 부동사 어미는 후행하는 는 다른 용언(서술어)

과 의미  연 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을 둔 명칭일 뿐이다. 이와 

같은 부동사 어미의  다른 명칭인 속 어미는 문장(S)과 문장(S)을 

속시켜 주는 통사  기능에 을 둔 용어이므로 앞으로는 부동사 어

미를 속 어미로 부르게 될 것이다. 속 어미에 의하여 두 문장이 결

합하는 문장의 확 방식과 더불어, 한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이 내포

되는 문장의 확  방식이 있다. 곧, 두 문장이 문장  문장으로 결합하

는 속 방식과 한 문장이 마치 한 단어와 같은 자격으로 다른 문장 속

에 들어가는 내포 방식으로 문장이 확 된다. 내포문은 그 문장의 서술

어가 형사형 어미 ‘-ㄴ, -ㄹ’을 취함으로 써 그것에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계화와 그 문장의 서술어가 동명사 어미(명사화 미

사) ‘-ㅁ’, ‘-기’를 취하여 그 문장 자체가 주어 , 목 어 , 보어 로 형

성되는 명사문화를 통해서 실 된다. 그러니까 (나)로 제시한 ‘NP→ S’

에서 ‘S’의 서술어인 용언어간에 ‘-ㄴ, -ㄹ’이 통합되어 모문(S)의 어떤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그것은 형 이 되고 ‘S’의 서술어인 용언 어간

에 동명사 어미 ‘-ㅁ’, ‘-기’가 통합되면, 그것은 모문(matrix sentens)에

서 주어, 목 어, 보어 등이 된다.

  국어에서 복합문을 이루는 문장의 확  방식에는 속과 내포가 있다. 

기존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장의 속이나 내포라는 통사론  보다

는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을 달하거나 용구처럼 하나의 의미 단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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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형태론  에서 수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어미나 문법 덩

어리의 용법 교육만으로는 확 문의 문장 구성을 제 로 악하기 어려

우므로,  이상의 학습자에게는 복합문의 생성과 구조에 한 교육을 

어느 정도 동반하여 고  한국어의 구사력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형사, 부사 등 형태소와 련한 논의는 

학습자의 오류와 련한 것이 부분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한국어 학습

자들이 형사형 어미, 부사를 배울 때 시제소와의 결합에서 특히 오류

를 많이 보인다고 하 다. 이 논의들은 형사 의 생성에 을 두었

다기보다는 형사형 어미의 형태 학습에 보다 심을 기울이고(성지연,  

2002), 학습자의 오류를 반 으로 검토하여 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문장 차원에서 내포문 구성을 다룬 것은 아니다.

  한국어 교육 교재에서 ‘내포문’이라는 독립 인 문법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형태소 주로만 제시되어 있다. 를 들어 형사형 어미와 명

사형 어미는, 체 으로 문장의 표면 구조에서 ‘따뜻한 날씨’처럼 어휘 

수 의 수식어로 나타나거나, ‘친 하고 재미있는 사람’,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단순 연결문과 같은 ·  학습자에게 익숙한 등 구조로 이

루어진 문장에서 제시되는 수 이다. 따라서 명사 , 형사 , 부사 , 

인용 의 형성에 한 구체 인 설명이나 국어의 복합문 구조의 체계성

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 명사형 어미와 형사형 어미가 

제시되는 형태에서도 차이가 있다. 시간 표 과 련하여 형사형 어미

가 본문에서 단독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부록에서 형사형 어미 목록이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 방식은 주로  

교재에서 이루어진다. 문법 단 로 제시되는 것 이외에도 ‘-(으) 후에, -

는 바람에’처럼 형사형 구성 형태가 명사와 결합하여 자주 사용되는 

하나의 의미 표  단 로 제시되기도 한다.

  교재나 교육 과정에서 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는 문장 확 에 기

여하는 요소나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문법 단 로 소개되기보다는 시제

를 표 하는 문법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들의 시

제 표  기능도 요하지만 문장의 확  기능을 소홀히 하는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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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학습자들에게 문장의 확  과정을 보여 주기에 무리가 있다. 실

제로 다수의 학습자들은 학습 단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단어 심의 

수식어 생성은 가능하나  단 의 수식어 생성에는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높은 단계의 수 에 어울리는 복합문 생성에서 오류를 범한다. 따

라서 복합문에 한 이해를 돕기 해 고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명사형 

어미, 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인용형 어미가 내포문 구성에 미치는 

역할을 시각 으로 보여 다면, 학습자들은 한국어 구조에 한 인식을 

하게 되는 기회도 얻고 문장 생성에 한 자신감도 갖게 될 것이다. 특

히 내포문을 교육할 때에는  단 로 수식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수

식하는 어구의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 인 요소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단계에서는 이러한 설명 방법보다 ‘-(으)ㄴ 사건/ 기억/ 경험’ 과 ‘-

다는 소문/ 소식/ 연락/ 질문’ 등의 용구로 제시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

일 것이다.5) 그러나 . 고  단계에서는 한정되는 명사에 따라 완형

보문과 불구보문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가 높아졌다고 해도 제약을 받는 명사를 암기해야 하는 부담

까지  필요는 없다.

  효과 인 한국어 교육을 해서는 명사 , 형사 , 부사 , 인용 이 

갖는 순수한 기능인 수식기능을 제시해야 한다. 속어미로 이루어진 복

합문 생성을 결합하는 것과 같이, 명사 , 형사 , 부사 , 인용  어미

가 내포문을 이끌어 복합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

제 학습자들의 생성한 문장  피수식 명사를 락시켜 문장 성분을 생

략하는 오류를 범해 불완 한 문장으로 표 한 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들은 3장에서 구체 으로 다루겠지만, 학습자가 피수식 명사에 한 

구제 인 지시 내용이 명사 , 형사 , 부사 , 인용 에 의해 실 된

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학습자가 의도한 내용을 내포문 구성으로 달하는 경우 복합문 생성 

과정과 함께 명사 , 형사 , 부사 , 인용  어미의 수식 기능이 강조

5) 고석주 외 (2004: 305-310)에서도 한국어 학습자들이 ‘다는 것’ 과 ‘-는 것’의 사용, 보문 의 사

용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 다. 따라서 용 인 성격이 강한 형  구성은 문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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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 어 부속 복 문(c â u  p h ứ c  

p h ụ  t h u ộ c ) 조  

1) 한국어 내포문의  개 념 과 유 형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포함되는 상을 내포

(embedding)라 한다. 그리고 이때 내포되어 성분이 되는 문장을 내포문

(emdedded sentence) 혹은 하 문(lower sentence)이라 하고, 이 내포문

을 포함하는 문장을 모문(matrix sentence) 혹은 상 문(higher 

sentence)이라 한다. 따라서 내포란 하 문이 상 문의 한 성분이 되는 

상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6) 국어사 에 의하면 내포문은 한 문장

이 그 속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것을 말하며 한 문장이 큰 문장 속에 

안겨 있는 것을 이라 한다. 그리고 일부 문법 인 변화를 거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 되는데 에는 명사 , 서술 , 형 , 부사 , 인용

이 있다고 한다. 문장의 구조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최재희, 2006).

           홑문장(단문)

문장

           겹문장(복합문)            안은 문장 (내포화문)

                                     이어진 문장 ( 속문)

[그림 II-1] 문장의 구조  유형

          

(1) 명 사  내포문

6) 최동권(2008) 한국어.만주어.몽골어 내포문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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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은 문장이 명사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 문장의 서술어가 명

사형 어미 ‘-(으)ㅁ’이나 ‘-기’, 는 의존명사 ‘것’을 취하여 형성된 것이

다. 의존명사 ‘것’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명사 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결형으로 끝나는 것으로 문장에서 ‘-는 것’이 붙어서 되는 것

과 형사형으로 된 문장에 바로 ‘것’이 붙어서 되는 것이 있다. 이 게 

이루어진 명사 은 일반 명사처럼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 어가 될 수

도 있으며, 부사격 조사를 취함으로써 부사어가 될 수도 있다.

(1) 가. 철수는 학교에 가기를 싫어한다.

    나.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갔음을 확인했다.

(2) 가. 철수는 시험에 합격한 것을 자랑했다.

    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에게 유리하다.

 

 문 (1)은 내포문어미 ‘-음’과 ‘-기’에 의한 구성 형태로서 한국어에서 

가장 보편 으로 명사 내포문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문(2)는 ‘것’에 의

한 구성 형태로서 ‘-은’, ‘-을’과의 결합이 필수 이라는 특성이 있다.

  

(3)가. 우리는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 나는 그가 완쾌된 것이 기뻤다.

   다. 올해도 네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 그가 고향에 돌아간 것이 확실하다.

  ‘-음/ㅁ’ 명사 이나 ‘것’ 명사 은 ‘드러나다, 밝 지다, 알려지다, 탄로 

나다, 알다, 모르다, 기억하다, 부인하다, 짐작하다, 발표하다, 보고하다, 

통지하다, 부당하다, 타당하다, 이상하다, 묘하다, 명하다, 합하다, 어

리석다’ 등의 용언을 서술어로 하는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며, ‘기’ 명사

은 ‘바라다, 희망하다, 빌다, 갈망하다, 기다리다, 기 하다, 좋다, 나쁘다, 

알맞다, 당하다’ 등의 용언을 서술어로 하는 문장의 성분으로 쓰인다. 

‘-느냐/(으)냐, -는가/(으)ㄴ가, -는지/(으)ㄴ지’로 끝난 문장은 그 로 명

사 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명사 을 취할 수 있는 서술어는 ‘것’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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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는 서술어와 같다.  

(2) 서술  내포문

  남기심·고 근(2007)에 의하면 서술 은 한 문장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서술 은 여러 겹으로 안길 수가 있는데 다

른 종류의 과는 달리 서술 로 안긴다는 문법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다고 하 다. 한 서술 을 안고 있는 문장을 ‘ 주어문’이라 하기도 하

는데, 주어가 겹쳐 있다는 뜻이다.

    (4) 가. 수는 키가 아주 크다.

        나.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다.  사람은 아들이 유명한 배우이다.7)

  서술 을 인정하는 데 설명이 어려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한 문장이 

이 되어 서술어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서술 을 안은 문장은 한 문장

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표지가 따로 없다는 

에서 다른 안긴 문장과 차이가 있다. 서술 을 안은 문장의 주어를 다른 

종류의 새로운 성분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주제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

느냐는 견해가 있다. 김정숙·박동호외(2005)도 내포문 부분에서 서술  

내포문을 다루지 않고 주어에 한 부분에서 주어문, 서술  각각 설

명했다. 따라서 본고도 서술 을 다루지 않겠다.

(3 ) 형  내포문

 형 은 문장의 종결형에 ‘-(고 하)는’이 붙거나 형 이 될 문장의 

서술어가 형사형 어미를 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형 에는 

한 문장이 모든 성분을 다 완 하게 갖추고 있는 동격 형 과 문장 성

7) 의희자 (2007), 선생님을 한 문법책 1 문장,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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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의 하나가 생략되는 계 형 로 구분된다. 

가 . 동 격 형  내포문

(5) 가. 그는 우리가 먼  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하 다.

   나. 나는 내가 직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 

  의  그은 부분들은 바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주고 있다. 동

격 형 은 한 문장의 모든 성분을 다 완 하게 갖추고 있다. 앞의 문

의 형 , 곧  그은 부분을 따로 떼어 놓으며 독립 인 문장이 된

다. 그런데 이들 형 은 특수한 명사 앞에서만 쓰인다. 일반 으로 ‘소

문, 낭설, 소식, 연락, 질문, 보도, 정보, 독 , 명령, 고백’ 등의 명사는 긴 

형 의 꾸 을 받고, ‘사실, 약 , 욕심, 결심, 목 ’ 등은 긴 형 과 

짧은 형 의 꾸 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사건, 기억, 경험, 용기’ 등

의 명사는 짧은 형 의 꾸 을 받는다. 

나 . 계 형  내포문

 (6) 가. 내가 어제 책을 산 서 은 바로 우리 집 에 있다.

    나. 우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섬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의  그은 부분들은 바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주고 있다. 그런

데  그은 부분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고, 그 외의 것은 주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빠져 있다. 이러한 형 , 즉 그 성분 의 하나가 생략

되는 형 을 특히 계 형 이라 한다.

(4 ) 부사  내포문

  한국어의 복합문 체계에서 부사  내포문의 설정 문제는 매우 흥미롭

고도 까다로운 문제이다. 1980-1990년 로 들어오면서 문법 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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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하여 부사  내포문에 한 논의도 격하

게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김정숙·박동호 외(2005)에서는 부사 을 이어

진 문장과 다름이 없다고 보고 내포문에서 제외하 다.

 (7) 가. 바람이 잘 통하도록 아버지는 창문을 여셨다.

    나. 산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다가온다.

    다.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라. 수는 손에 땀이 나도록 긴장했다.

    마. 길이 비가 와서 질다. 

  김정숙·박동호(2005)에 의하면 (7) 문은 ‘아버지는 바람이 잘 통하도

록 창문을 여셨다’로 그 순서를 바꾸어 쓸 수 있다. 이 게 되면 자는 

이어진 문장이 되고, 후자는 안긴문장이 된다. 이런 에서 이들을 연결

어미에 의한 이어진 문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부사 이 안긴문장으로 보

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하

여 부사  내포문의 설정과 그 통사  특징, 속문 체계 반에 한 

새로운 논의와 분류, 속문과 부사  내포문과의 통사  련성 등이 

집 으로 다루어지면서 한국어 복합문 체계에 한 새롭고도 다양한 

시각들이 제기되었다. 기존 학교문법에서는 생 부사가 이루는 만을 

부사 로 취 하 으나, ‘-도록, -게, -어서, -면, -니까’ 등의 형식을 부

사 로도 본 것이다. 따라서 부사 로서 문장의 이어짐에 참여하는 것으

로 다루었다. 부사  분석 범 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부사  

내포문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5) 인용  내포문

  인용 은 주어진 문장에 조사 ‘-라고, -고’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직 인용과 간 인용이 있는데, 남의 말을 직  인용한 경우에는 ‘-라고’

가 붙으며 그 이외의 인용 에는 ‘-고’가 붙는다. 인용  내포문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명사  내포문이나 형  내포문이 문장의 종결어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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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지 않은데 반하여 인용  내포문은 문장의 종결어미를 갖춘 채

로 상 문에 내포된다는 이다. 평서형에 ‘고’가 붙을 때 인용되는 부분

의 종결어미는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는 ‘-다’, 서술격조사일 때는 

‘-라’가 쓰인다. 의문형은 ‘느냐/ (으)냐’, 명령형은 ‘-(으)라’, 청유형은 ‘-

자’가 각각 쓰인다. 남의 말이나 바람 소리, 물소리 같은 것을 그 로 흉

내 내어 달하고자 할 때는 ‘-하고’를 붙인다.

(8) 가. 나는 철수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 청년이 “이 근처에 혹시 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다. 순희가 자기 집 바둑이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라. 순희가 비가 온다고 말했다.

    마. 민수가 비가 오느냐고 물었다.

    사. 희가 어서 가자고 말했다.

  인용 의 용법은 다양하게 나온다. 말하는 이의 생각과 단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다고’를 사용한다. 남의 말을 직  인용할 때는 ‘하고, 라고’

를 사용한다. 남의 말을 간  인용할 때 ‘-다고’를 사용한다. 그리고 인용

은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베트남 어 부속 복 문(c â u  p h ứ c  p h ụ  t h u ộ c )의  개 념 과 유 형

  한국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격조사가 발달해 있을 뿐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 어간에 풍부한 어미가 활용되기 때문에 문장성분을 비교

 쉽게 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 어는 고립어로서 단어의 

치에 따라 문장성분이 결정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조사 역할을 

하는 품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미도 활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어

의 문장은 조사와 어미가 복잡하기 때문에 베트남 어에 익숙한 사람에게

는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와 베트남 어는 어순, 시제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내포문을 형성

할 때 베트남 인 학습자가 어려운 이 있을 거라고 측할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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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베트남 어 내포문의 조를 통해 유사 과 일치하지 않는 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베트남 인 학습자가 한국어 내포문 습득할 때 유리

한 과 어려운 을 측할 수 있다.

  재까지 베트남 어에서 ‘내포문’이라는 개념이 아직 희미하고 여러 학

자가 언 했지만 통일 으로 어떤 이름으로 정해야 되는지 논쟁이 되었

다. 베트남 어 문법 교재에 의하면 베트남 어에서 내포문의 개념은 복문

에 속하여 ‘câu phức phụ thuộc’(부속복문)이라고 한다. Nguyen(2013)에 

따르면 베트남어의 내포문은 ‘cú bị bao’ 이며Nguyen(1981)에서는 베트

남어의 내포문은 ‘ ịnh tố trong danh ngữ’ 라는 개념으로 정했다. 이처

럼 베트남 연구자들은 내포문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정의했지만 본 연구

에서 베트남의 내포문은 베트남어 문법 교재의 일반 인 정의에 따라 

‘câu phức phụ thuộc’(부속복문)라는 개념으로 보았다. ‘câu phức phụ 

thuộc’(부속복문)은 의미상에서 서로 의존 계로 두 문장 이상을 연결하

여 만들어진 문장이다. 그 에서 한 문장은 요한 역할을 하고 나머지 

문장들이 주요 문장에 의존하고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 어의 내

포문은 안긴 문장이 문장 안에서 어떤 성분이 되는지에 따라 주어 성분 

복문, 술어 성분 복문, 보어 성분 복문, 수식어 성분 복문, 부사 성분 복

문의 5가지로 나  수 있다.  

(1) 주 어 성 분  부속 복 문(c â u  p h ụ  c h ủ n g ữ ) 

   베트남 어에서는 주어 성분 부속복문(câu phụ chủ ngữ)이란 안긴 문

장이 모문의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다. 주어는 늘 문두에 오고 목 어

는 서술어 뒤에 온다. 다음 문을 보자.

 (1) Gió thổi mạnh / làm ổ cây cối.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에 나무가 무

졌다)

    s1    v1                    

     s2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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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에서, 문장의 ‘Gió thổi mạnh’ 은 “바람이 세게 불다”의 뜻

으로 주어의 역할을 함으로서 문(1)은 형 인 베트남 어 주어 성분 

부속복문(câu phụ chủ ngữ)이다. 모문(상 문)의 주어가 ‘Gió thổi mạnh’

이며 이러한 주어도 한 문장이다. ‘Gió’(바람)는 하 문의 주어의 역할을 

하며 ‘mạnh’은 부사이고 ‘thổi’는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한국어 내포문과 달리 어미와 조사가 없다. 따라서 베트남 인 학습자는 

한국어 내포문을 구성할 때 어순뿐만 아니라 조사와 성 어미를 사용하

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술 어 성 분  부속 복 문(c â u  p h ụ  v ị  n g ữ ) 

  술어 성분 부속복문은 문장 내에서 동사와 같은 통사기능을 가지면

서, 술어역할을 한다. 술어 성분 부속복문은 술어의 종류에 따라 동사형 

술어 부속복문, 형용사성 술어 부속복문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다음과 같

은 문들을 살펴보자. 

        (2) Nỗi buồn lớn nhất ối với ông là việc ông chưa có con trai. 

                                             s1      v1

                      s2                        v2

            (그의 제일 슬  일은 아들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의 (2) 문에서는 모문의 주어 ‘Nỗi buồn lớn nhất ối với ông’이며 

‘việc ông chưa có con trai’ 은 모문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2) 문에서는 모문의 술어는 주어-술어 (S-V)을 명사화하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 어에서 조사와 어미가 없기 때문에 어순의 역할이 

더 크다. 일반 으로 주어는 서술어 앞에 있고 서술어는 문미에 놓인다. 

이 문장에서 베트남 어 내포문인데 성 어미가 없는 신에 ‘việc’이라

는 단어는 한국어 명사형 어미의 역할을 하며 ‘ông chưa có con trai’를 

명사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là’ 단어는 모문의 주어를 서술어와 연

결시키는 기능을 하며 조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베트남 어에서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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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명사화하는 규칙이 한국어와 비교하면 훨씬 더 쉽고 편리한 편이

다. 다음 문을 살펴보자.

    (3) Chị ấy là người ã từng làm siêu lòng bao nhiêu chàng trai.

                  s1       v1

           s2           v2

       (그녀는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여자이다.)

  의 (3) 문에서는 모문의 술어는 주어- 술어 (S-V)이다. (2) 문과 

마찬가지로 ‘là’단어는 한국어의 조사의 역할을 신하여 모문의 주어를 

서술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모문의 술어 ‘người ã từng làm siêu 

lòng bao nhiêu chàng trai’의 성분을 해석하려면 ‘người’는 하 문의 주

어이며 ‘ ã từng làm siêu lòng bao nhiêu chàng trai’는 하 문의 술어

이다.  

(3 ) 보 어 성 분  부속 복 문(c â u  p h ụ  b ổ  n g ữ )

 보어 성분 부속복문(câu phụ bổ ngữ)은 명사와 같은 통사기능을 가지

고 문장 내에서 목 어 역할을 한다. 다음 문을 살펴보자.

  (4) Tôi không thích anh nhìn tôi như lúc này. 

                        s1    v1

         s2      v2           o

     (나는 당신이 나를 이 게 쳐다보는 것을 싫어한다)

  와 같이 ‘anh nhìn tôi như lúc này’는 ‘나를 이 게 쳐다보는 것’의 

뜻으로 문장의 목 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는 ‘Tôi không 

thích’는 한 문장이며 ‘anh nhìn tôi như lúc này’는 ‘주어-술어’  앞에 

온다. 이러한 내포 은 명사화할 필요 없이 문미에 놓이면 완결한 부속

복문을 구성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목 어 뒤에 목 어 조사 ‘을/를’

을 붙여야 하는 것과 달리 베트남 어에서 문장성분의 치는 문법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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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4 ) 수식 어 성 분  부속 복 문(c â u  p h ụ  ị n h  n g ữ )

 수식어 성분 부속복문(câu phụ ịnh ngữ)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을 수

식함으로서 형 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다음 문을 보자.

         (5) ây   là    quyển sách anh Hoàng ã tặng tôi.

                                    s1           v1

              s2   v2       b                형   

            (이 책은 Hoang씨가 나에게  것이다) (b: 수식을 받는 명사) 

  문(5)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장은 과거 시제를 나타나는 형  내포

문이다. 그러나 베트남 어는 형사형 어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으로 

조동사 ‘ ã’로 수식을 받는 명사와 결합시킨다. 이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 ây là quyển sách’은 완결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anh Hoàng ã 

tặng tôi’ 주어-술어 은 ‘quyển sách’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의 보어 성분 부속복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어-술어 을 한국어의 

성 어미를 붙이는 신에 문미에 놓이면 완결한 수식어 성분 부속복문

을 구성할 수 있다.

(5) 부사 성 분  부속 복 문(c â u  p h ụ  t r ạ n g  n g ữ )

 

  부사 성분 부속복문(câu phụ trạng ngữ)은 문장에서 부사와 같은 통

사기능을 가지고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상황어(trạng ngữ) 역할을 

한다. 시간, 장소, 정도, 목 , 조건 등 수식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상황어가 있다.

(6)  Nó cứ gào thét cho ến khi au họng. ( S-V-Tr (S-V)

    (목이 아  정도로 소리를 질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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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ự thay ổi thể hiện ở việc mọi người sống với nhau thật hơn. 

(S-V-Tr (S-V)

    (사람들이 서로 다정하게 지내는 것이 달라진 것이다.)

    Tiếng chó sủa râm ran ến nỗi tôi không tài nào nhắm mắt ược. 

(S-V-Tr (S-V)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개가 크게 울었다.)

    Bà sư mua ứa con gái về nuôi ể sau nó hầu hạ, ỡ ần trong chùa. 

S-V-B-Tr (S-V)

    ( 에서 자기를 돌 주는 사람을 찾을 목 으로 그 여자를 구매했다.)

    Ở âu tôi cũng sống ược miễn là trời cho tôi sức khỏe. C-V-Tr (C-V)

    (건강하면 어디든지 다 잘 살 수 있다.)

  부속복문 에서 부사 성분 부속복문은 다양한 표 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어의 부사 은 부분이 용 표 처럼 쓰이기 때문에 하나의 덩

어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의 문을 볼 수 있듯이 ‘ ến khi’, ‘ ến 

nỗi’, ‘ở việc’, ‘ ể’, ‘miễn là’는 모문의 성분을 주어-술어 부사 과 연결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용구처럼 사용되며 한국어에서 

‘(으)ㄹ 정도로, (으)ㄹ 때, (으)ㄴ/는 데에’의 기능을 하고 있다. 고립어로

서 베트남 어의 가장 특징 인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형태변화가 없는 

것이다. 베트남 어는 어근 합성법이 특히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 계는 형태변화가 아니라 주로 어순과 허사에 의해 나타낸다. 

3)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 어 부속복문(câu phức phụ thuộc) 조

 

  베트남 어의 내포문은 안긴 문장이 문장 안에 어떤 성분이 되는지 에 

따라 주어 성분 복문, 술어 성분 복문, 보어 성분 복문, 수식어 성분 복

문, 부사 성분 복문 크게 5가지로 나  수 있다.    

(1) 한국어 명 사  내포문은  베트남 어의  주 어 성 분  복 문,  보 어 성 분  

복 문 그 리 고 수식 어 성 분  복 문과 응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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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ệc cô ấy không ến   là    lỗi của anh.    (그녀가 안 온 것은 당신의 

탓이다.)

    그녀가 안 온 것      이다   당신의 탓            명사

       주어                      서술어

   ây   là  chiếc vòng cổ tôi   tặng   vợ.    (이 목걸이는 내가 안내에게 

 것 이다.) 

   이것 이다  목걸이      내가  주다  안내               

  베트남 어는 형태변화가 없고 일반 으로 주어가 서술어 앞에 있다는 

특성이 있다. 베트남 어 내포문에서 한국어 명사  내포문에서 명사형 

어미 ‘것’을 사용하는 신에 ‘việc’, ‘cái’, ‘ iều’, ‘sự’ 등 다양한 명사를 사

용하여 (주어-술어) 을 명사화하는 역할을 한다. 

(2) 한국어 형  내포문은 베트남 어의 술어 성분 복문과 응한다.

   Cô ấy  là  người   nhận học bổng  hôm qua.  (그녀는 어제 장학 을 받

은 사람이다.)

   그녀  이다 사람     장학 을 받다   어제                         

                         형

   모문의 주어          서술어

   Người nhận học bổng hôm qua   là cô ấy.  (어제 장학 을 받은 사람그

사람   받다    장학    어제    이다  그녀                     녀이다)

       형                                          

     모어의 주어                       서술어 

  의 문에서 보는 것처럼 ‘người nhận học bổng hôm qua’는 한국어

‘주어-술어’ 에 해당하는 것이다. 베트남 어의 형 에서 한국어의 

형 의 배열순서와 달리 체언을 수식하는 성분은 체언 뒤에 온다. ‘nhậ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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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ọc bổng’ 수식하는 성분은 ‘người’체언 뒤에 오는데  ‘người nhận học 

bổng hôm qua’ 은 모문의 주어 앞에 올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베트남 

어의 형 과 한국어의 형 의 순서는 유사하다.

(3 ) 한국어 인용  내포문은 베트남 어의 보어 성분 복문과 응한다.

   Tôi   ã nói là   tôi không biết gì cả.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잖

아.)

    내    다고한다     아무것도 모른다                        인용

    주어    서술어           보어

  의 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트남 어에서 인용  내포문은 ‘다고’, ‘라

고’ 인용조사가 없고 그 신에 ‘nói rằng’, ‘kể rằng’, ‘bảo là’, ‘kể là’ 등 

다양한 용 표 을 사용한다. 이러한 용 표 들이 인용조사를 신하

여 보어 앞에 온다. 이는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인용  내포문을 

구성할 때 보어나 주어-술어  뒤에 인용 조사를 탈락하는 오류를 자주 

범하는 원인이다. 베트남 어 인용  내포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어 

인용  내포문을 구성할 때 인용 조사를 붙여야 하는 규칙을 소홀히 넘

어가기 쉽다.

(4 ) 한국어 부사  내포문은  베트남어의  부사 성 분  복 문과 응 한다 .

 Nó        cứ gào thét  ến khi  au họng.   (그 아이는 목이 아  정도로 

소리 쳤어요.) 

 그 아이    소리쳤다   정도로  아 다  목               부사

 주어       서술어            부사

   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트남 어의 부사 성분 복문은 한국어 부사

 내포문에서 용구 표 ’을 정도로, 없이, 을 때’ 등 사용하는 것과 달

리 ‘ ến khi, tới mức, khi, không’ 등 용 표 을 사용한다. 부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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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용 표 의 치에 달려있으며 그 뒤에 온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 어의 부속 복문 ‘câu phức phụ thuộc’을 비교

하고 조함으로써 두 언어의 내포문의 공통 과 차이 을 악할 수 있

다. 양국 언어 모두 내포문은 큰 문장에 안기는 작은 월( )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구와 같은 것이어서, 문장 성분 배열 순사와 같이 놓인다. 그러나 

한국어와 달리 베트남 어에는 인용 조사, 성 어미, 연결 어미라는 개념

이 없고 문장 어순(한국어: SOV; 베트남 어: SVO)이 거꾸로 되어있다. 

베트남 어에서 한국어와 가장 큰 차이 은 형어, 수식어 등 체언 뒤에 

오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어에서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인용 조사와 

해당하는 단어는 인용 말에 치한다. 연주미(2004)에서는 문장을 퇴고

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이 바로 어순이라고 하 다. 실제로 퇴고하는 

사람들 부분은 읽다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껴 어순을 바꿔 보는 시행착

오를 반복하곤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내포문보다 속문을 사용한다. 

베트남 어의 부속복문은 한국어 내포문과 비교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

고 사용하기 쉬운 편이다. 베트남 어의 부속복문에서는 성 어미, 연결 

어미, 인용 조사를 신 ‘mà, cái, việc, rằng’ 등 해당하는 단어 들을 사

용하기만 하면 문장을 다양한 표 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법 으로 당하고 자연스러운 부

속 복문을 구성할 수 있다. 

 한국어 명사 은 어미 ‘-(으)ㅁ, -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에 베트남 

어는 어미가 없기 때문에 그 로 쓰거나 명사화 표지를 그  앞에서 붙

여서 만든다. 보통은 화자가 그 문장을 강조하기 해 명사화 표지를 붙

이므로 강조 의도가 없으면 일반 으로 명사화 표지를 락해도 된다. 

한 두 나라의 형사  내포문은 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에서 비슷하다. 그런데 베트남 어는 어미가 없기 때문에 용언과 보문

명사 사이에 문법 인 표지가 따로 없다. 그리고 베트남 어 목 어는 용

언 뒤에 치하며 용언을 수식하고, 목 어 내포문은 그 문장 안에 목

어처럼 기능한다. 베트남 어 부사 은 부성분으로서 문장 체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부사는 시간, 장소, 목 , 수단, 방법 등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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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베트남어 부사 은 다른 문장 성분과 달리 문장 안에 부사 을 

구분하는 쉼표 같은 표지가 있으나 한국어 부사  내포문처럼 어미 같은 

표지는 없다.

  이처럼 고립어로서의 베트남 어의 특징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형태변화

가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 어는 어근 합성법이 특히 발달하 으며 문장

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 계는 형태변화가 아니라 주로 어순과 허

사에 의해 나타난다. 베트남 어 문장성분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 으로 

주어는 서술어 앞에 있고, 목 어는 동사 뒤에 있으며 수식어는 피수식

어 뒤에 있다. 그러므로 VO와 OV의 순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순서로 

볼 때, 베트남 어와 한국어는 완 히 반 의 어순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

에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내포문을 공부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내포문을 공부할 때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다음 에서 살펴보자고 한

다.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 어 부속 복문의 공통 과 차이 을 고려하

여 교육한다면 학습자들에게 어순 학습에 한 부담감을 덜어  수 있

다.  

                   

3 . 내포문 구성 의  개 념 과 오 류  분 석

  재까지 문장 구성의 개념은 본격 으로 정의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문법 교육이나 쓰기 교육에 한 연구들을 통해서 

문장 구성에 해 어느 정도 언 하지만 그 정의와 개념이 뚜렷하지 않

다. 문장은 문단이나 쓰기 작문의 핵심 인 부분인데 그 역할이 간과되

어 왔다. 민 식(2006)에서는 문법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어 

구조’에 한 이해를 강조하고 문법 교육의 실용성을 증 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편제하 다. 이때 문법 단 는 행<음운, 단어, 문장, 의미, 

담화>에서 <발음, 어휘, 문장, 담화>로 바꾸었으며 이  ‘문장’ 단 에

서는 ‘문장의 구조와 문형’, ‘바른 문장’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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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내포문 구성 개념에 

해 살펴보기 해 그 언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의 요성과 문장 단

의 규범을 요시키 고자 하는 에 동의한다. 그러나 문장 구조에 

한 이해만으로는 올바른 문장을 생성할 수 없고 외국인 학습자가 문장 

구성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에 

을 맞춰서 내포문 구성의 개념과 내포문 오류 분석 차원에 해 살펴보

고자 한다. 

1) 내포문 구성 의  개 념

  내포문 구성의 개념에 해 알아보기 해 문장 구성의 개념에 해 

먼  살펴보고자 한다. 테일러(Jonh. 2004, 임지룡·김동환 역, 2005: 

22-23)에서는 통사 구조를 음운 구조와 의미 구조 사이의 계로 설명한

다. 이는 문장 단 가, 언어 주체가 갖고 있는 ‘사고’와의 에서 의미 

해석을 받으며 ‘언어화’와의 에서 음운  실 을 이루는 계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문장은 ‘언어 주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덩어리가 

여러 문법 요소들에 의해 긴 하게 짜여 언어화된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부 정보들을 엮어 낼 문법지식을 

동원하여 문장을 구성해야 하며 이 게 구성된 문장은 본래의 의도와 일

치해야 한다. 결국 문장 구성이란 언어 주체가 ‘기억하고 있는 어휘부  

개별낱말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추상 인 사고를 문법 으로 격하고 

화용 으로 한 문장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장보다 내포문에 을 맞춰서 다루며 내포문 구성에 한 개념을 밝

히고자 한다. 앞에서 언 했듯이 내포문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장의 

내포라는 통사론  보다는 어미의 의미 기능을 달하거나 용구처

럼 하나의 의미 단 로 제시하는 형태론  수업에 주력하 다. 따라서 

내포문 구성에 한 교육은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문장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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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 ‘맛있는 음식’처럼 어휘 수 의 수식어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

치는 수 이다. 그러나 어미나 문법 덩어리의 용법 해석 만으로는 

내포문 구성에 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실제 인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

다. 본 연구는 통사론  에서 내포문 구성은 학습자가 습득한 성

어미, 연결 어미 등 문법 인 지식을 활용하여 을 능동 이고 다양한 

표 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는 내포문(안긴 문장)을 안은 

문장(모문)과 호응 있게 구성할  아는 기능이기도 하다.   

  

2) 내포문 오 류  분 석의  차 원

  본 연구의 목 은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문장 범주에 

속한 내포문 구성 양상을 살펴하는 데에 있다. 문장 구성은 매우 다양한 

층 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본고는 ‘문장 구성’  ‘문장 구성 능력’, ‘내

포문과 연 된 문장 구성 능력 문제’ 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해서는 

이에 해 가능한 논의 층 를 먼  살펴 야 한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문법 교육에서 이루어진 문장 교육 연구들을 

부분 오용의 유형을 분류하여 교정  차원에서 문장 구성을 근하는 방

식이었다. 따라서 오류 연구는 문장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지식은 

아니지만 이미 구성된 문장을 실증 으로 분석하여 ‘바른 문장에 갖추어

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는 유용하다.  바른 문장을 논의할 

때 그 층 를 개략 으로 설정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표 인 오류 연구들을 통해 문장 구성의 층 를 악해 보고자 한다. 

  문법 범주별(음운, 형태, 통사, 의미)로 오용의 실태를 범 하게 정리

한 표 인 논의로 민 식(1999)이 있다. 이 연구는 문장 구성 내용에 

그 목 을 두고 있으므로 이  통사 역의 오용만을 간략하게 정리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민 식(1999)은 와 같이 통사 역에서 나타나는 오용 상을 각 품

사, 격, 어미, 피동, 사동, 시제, 높임법 등의 역에 걸쳐 살펴보았다. 이

러한 분류는 언어학내지 국어학에서 하  연구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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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단   문법 범주를 기 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오류의 유형을 체계화시킨 연구로는 김상태(2007)의 연구가 표 이

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토 로 문장 사용의 오

류를 분석했는데, 문장의 오류를 문법  오류와 의미  오류, 문장 부호

의 오류로 나 어 살폈다.

1. 문법  오류

  1) 문장성분 간의 불호응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목 어와 서술어의 호응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2) 문법형태소의 오류

    조사 사용의 오류  

    어미 사용의 오류

2. 의미  오류

  1) 어색한 표

    어휘, 어색한 표   

    어순, 의미 수식 계

  2) 부 한 어휘

  3) 동의 반복

3. 문장부호의 오류

 

  1. 체언의 오용                       9. 높임법의 오용

  2. 조사의 오용                      10. 부사의 오용

  3. 용언의 오용                      11. 형사의 오용

  4. 어미의 오용                      12. 통사  변형상의 오용

  5. 피동법의 오용                    13. 성분 호응  생략상의 오용

  6. 사동법의 오용                    14. 주체와 객체의 혼동

  7. 시제 표 의 오용                 15. 외래어투 번역 표 의 남용

  8. 의존용언 구문의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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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태(2007)의 논의는 실제 쓰기 장면을 토 로 하여 오류의 유형

을 조  더 체계 으로 범주화하여 문장 구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

다. 이러한 분류가 갖는  다른 의의는 ‘의미  오류’라는 범주의 설정

인데, 이 범주는 ‘문장’을 구조 인 측면에서만 근하지 않고 텍스트 내

에서 정보를 담아내는 단 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의미’라는 용어의 개념  모호성이다. 그리고 ‘2-1)어색

한 표 ’의 경우는 어휘와 문장 구조의 문제가 섞여 제시되어 어휘 선택

의 문제를 다루는 다른 항목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오류의 유형에 하여 명확히 고려하자면 크라센, 덜 이, 버트

(Krashen, Dulay, Burt, 1982)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오류를 크게 언어학

 범주 유형(linguistic category classification)과 표면 략  유형

(surface stragety taxonomy), 비교 범주(comparative taxonomy)으로 분

류하 다. 이정희(2003)는 언어학  범주에 따른 분류는 음운, 형태소, 문

법 차원의 오류로 나 고 이를 다시 동사, 명사, 치사, 사 등으로 세

분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표면 략  유형에 따라 학습자가 필

수 인 요소를 락(obmission)하는 경우, 첨가(addition)하는 경우, 잘못

된 변형(misformation)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어순 등이 나타나 표

면 구조가 바 는 오류 양상을 기 으로 분류하 다. 

  이정희(2003)는 종합 인 근법으로 오류의 발생 원인과 결과의 정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오류는 원인에 따라 모국어의 향에 의한 

오류, 목표어 규칙의 확  용에 의한 오류,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분석 틀로 오류 분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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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분 류 소 분 류

원인

모국어의 향에 의한 오류 부정  이

목표어 향에 의한 오류
과잉 용

불완  용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
교육 자료에 의한 오류

교수 방법에 의한 오류

결과의 정에 

따른 분류

범주별 오류

발음 오류

문법 오류

어휘 오류

기타(맞춤법, 어순 등) 오류

상에 따른 오류

치 오류

락 오류

첨가 오류

정도에 따른 오류
체  오류

부분  오류

<표 II-1> 한국어 오류 분류표 

                           

  이러한 연구는 통사론 측면에서 문장 구성 문제를 언 하는 것보다는 

형태론  측면에서 문장의 각각 구성 요소의 오류 유형을 언 하기 때문

에 학습자의 문장 구성 능력 문제를 실질 으로 근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그밖에도 이병규(2004)는 국어 교과서의 문장을 상으로 오류의 유형

을 분류하 는데, 문법 단 나 범주가 아닌 속, 용, 호응, 생략, 수식, 

비유 등을 분류 기 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지선(2006)은 학습자 자료를 

바탕으로 오용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범 를 문장과 담화까지 확장시

켰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지만 민 식(1999)과 마찬가지로 오류 

분류의 기 은 문법 단 가 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장의 오류를 

유형화하는 데 있어 문장이 완결된 정보의 구조물로 개입하지 않고 단순

히 텍스트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주목한다. 문장은 하나의 텍스트를 구

성하는 요소이자 그 자체로 완 한 단 이기도 하다(이지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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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오류 분류에 한 이상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문장 구성 능

력의 문제를 정리하고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한 분석의 기 을 

마련하 다. 앞에서 제시한 기 에 따르면 문장 구성의 정 층 는 크

게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어휘를 선택하는 차원의 문

제가 있다. 둘째, 내포문 형태소 차원의 문제가 있다. 셋째, 통사  차원

에서 내포문 구성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오류를 범한다. 본 연구는 베

트남 인 학습자의 내포문 구성 능력의 문제에 을 맞춰서 문법  차

원에서 내포문과 직 으로 연 된 형식 인 요소와 내용 인 요소를 

기 으로 정할 것이다. 내포문은 여러 개의 홑문장이 결합되어 문장이 

길어지면 뜻이 모호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되기 쉽다. 특히 한국어의 특

징은 주어가 앞에 오고, 서술어가 문장의 가장 끝에 오기 때문에 그 사

이에 치하는 단어로 인해서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한

다. 따라서 학습자의 내포문 구성 양상을 정할 때 문법  차원에 속한 

형태  차원뿐만 아니라 통사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1) 형 태  차 원

 외국인 학습자들을 상으로 내포문 사용 양상에서 문법  오류는 어떠

한 것인지 문장성분 간의 불호응과 문법형태소의 오류로 나 어 살펴보

고자 한다. 문장은 단어들이 문법 규칙에 의해 나열된 의미의 통일체이

다. 체로 문장은 주어, 목 어, 서술어, 보어, 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문장성분들로 이루어진다. 문장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범주의 

성질을 가진 단어와 단어의 연결체이다. 문장 성분들 사이의 호응 문제

는 주로 단문 안에서 논의되어 왔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는

가의 여부는 그 단문이 문법 인가 비문법 인가와 련된다. 그런데 실

제로 다양한 들을 분석해 보면 문장성분의 호응 문제는 단문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문장과 문장이 속과 내포로 연결되어 더 큰 문장을 

이룰 때 문장성분 간 문법 으로 는 의미 으로 호응이 되지 않는 경

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계, 목 어와 서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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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응 계,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계 등 표 인 문장 성분의 

불호응 계의 경우이다. 특히 내포문의 경우에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

에 이러한 문장 성분 불호응 상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문법 단  가운데 가장 작은 의미를 지닌 형태소  실질 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말과 말 사이 문법 인 계를 표시하는 조사, 

어미, 미사 등 문법형태소의 오류를 고려할 수 있다. 내포문의 경우에

는 내포문과 직 으로 연 되는 성 어미, 인용 조사, 연결 어미 등 

표 인 문법형태소를 고려하여 오류 기 으로 삼아 정하고자 한다. 

(2) 어휘  차 원  

  문장 구성면에서 많은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미상으로 표 하고자 

한 것과는 상반된 표 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 어휘  차원에서는 논리

으로 표 이 어색하거나, 어휘가 하게 선택되지 않았거나, 같은 의

미가 반복 으로 사용된 것들을 상으로 하 다. 베트남 인 학습자의 

내포문 구성 양상을 살펴보고 직 으로 면담을 했을 때 어휘 문제는 

내포문 구성 능력에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가 잘 모르

는 단어가 나오면 내포문보다는 속문으로 구성을 한다. 학습자들은 어

휘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한정된 표 만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다룰 때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베트남 어 식 표 을 많이 사용하

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문장을 나열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고  단계의 학습자들이라도 내포문을 안는 문장보다는 속문이나 단문

의 연결 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장 구성 활동에서 어휘

를 선택하는 차원의 문제가 된다. 이외에도 통사  연어나 용구 사용 

등의 문제가 문장 구성에 여하는 어휘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장을 정보의 구조물로 보고, 문장 구성에 여하는 학습자

의 구조 인 활동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어휘 선택이 문

장 구조에 미친 향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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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 사  차 원

  통사  차원과 형태  차원은 문법  차원에 속한 역이다. 본 연구

는 형태  차원에서 내포문의 형태소 오류에 을 맞춰서 분석할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내포문의 형태  오류만 분석하다면 학습자들의 

내포문을 구성하는 데에 실제 인 어려움을 근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다. 학습자들은 문법을 잘 습득하고 잘 활용하더라도 문장을 구성할 때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을 언 하는 연구들은 본격 으로 이루어지지 않

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문장과 내포문의 형태  오류에만 

을 맞춰서 분석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실제 인 문장 구성 학습에 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사  차원에서 문장의 구

조와 문장의 성분에 한 분석을 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내포문의 구

조는 단문이나 속문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고  수  학습자이라도 이

해하거나 구성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장 성분 불일치, 주어 

실종, 모문의 서술어화 실패, 내포문 사용 회피, 내포문 성분 어순 문제 

등 여러 가지 오류들을 범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문법 지식만 습득하

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는 연습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 구성 능

력이 향상되기 힘들다. 문장 구성 능력의 요성을 으로 다룬 결

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베트남 인 학습자들을 한 내포문 구성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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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베트남 학습자의  내포문 구성  양 상 분 석

1. 자료  분 석의  방법   차

1) 분 석 방법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구성 분석의 표 인 자료 수집 방

법에는 말하기 자료(면담, 수업)와 쓰기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집과 분석이 용이한 쓰기 자료를 선택하 다. 수집한 

자료는 하노이 학교 한국어학과와 국립 외국어 학교 한국어과  

수 의 학생8) 50명과 고  수 의 학생9) 50명을 상으로 기말고사 필

기자료, 자유 작문, 숙제 등 100편을 수집하 다. 내포문 구성 문제(오류)

가 발생하는 경우를 심으로 자료를 분석하 으며, 이를 문제 원인으로 

다시 분류하여 구조화하 다. 학습자의 기말고사 작문을 분석 자료로 선

택한 것은 작문을 미리 비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장구성 능력을 보기 

함이며 자유 작문, 숙제, 수업 시간 작문을 분석 자료로 선택한 것은 

충분한 작문 자료와 시간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문장구성 능력을 

보기 함이다. 참가한 학습자들과 자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수  학생은 2학년 2학기 학생을 기 으로 정한다.   

9) 고  수  학생은 3학년 2학기 학생을 기 으로 정한다.

학습자 

수

연

령
학습과정

학습 

기간
작문 종류

50명
21

세
2학년 2학기 2년

시험지, 숙제, 수업 시간 작

문 

<표 III-1> 분석 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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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자료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각 별 문장 수는 다음 [표III- 2] 과 

같다.

고 체

문장 수 819 722 1541

<표 III-2> 별 문장 수

              

  작문 자료는 ‘유학 생활’, ‘실패와 성공에 한 ’, ‘베트남의 유명한 

지’, ‘베트남의 교통수단’ 등의 주제를 심으로 수집하 다. 이러한 

주제들을 선정한 이유는 학습자들이 ‘유학, ’에 한 어느 정도의 사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 학습자들이 상 으로 심을 

보일 수 있는 주제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있는 사고를 텍스트로 구성하려면 문장 구성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내포문 구성 능력을 실질 이고 

객 으로 악하기 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작성된 다양한 상황의 작

문 자료를 수집하 다. 특히 비실험의 결과처럼 내포문은 단문과 속

문보다 사용률이 낮기 때문에 작문 자료를 많이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기 으로 오류 문장을 분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내포문의 구성 성분을 분석 기 으로 삼는다. 한 내포문

의 여러 분류 가운데 선행 연구를 통해 범주 설정이 비교  명확한 내포

문 종류를 선택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명사  내포문, 형사  

내포문, 인용  내포문, 부사  내포문, 서술  내포문 등 앞에서 언 한 

다섯 가지 내포문 종류  명사  내포문, 형  내포문과 인용  내포

문을 선정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기 로 내포문의 오류 분석 범

와 기 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10)  

  

고
50명

22

세
3학년 2학기 3년

시험지, 숙제, 수업 시간 작

문 



- 46 -

(1) 명 사  내포문 

  명사 는 주로 연결어미와 성어미로 구성되어 있다. 명사  구성에 

여하는 문법 형태인 ‘-음, -기, -은/는/을 것, -느냐/ -(으)냐, -는가/-

(으)ㄴ가, -는지 /(으)ㄴ지/-(으)ㄹ지’는 문법  기능이나, 의미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형태소 단 에서부터 문형 단 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류유형 분류기 을 선정할 때 

학습 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들을 심으로 유형을 선정하 다. 

  실제로 ‘-음’이나 ‘-기’외에 ‘-는 것’과 ‘-다는 것’에 의한 명사 이 훨

씬 많다. 따라서 명사형 성 어미 ‘-음’, ‘-기’외에 ‘-는 것’과 ‘-다는 것’

도 포함시켜 함께 논의를 개 나가기로 한다. 

 

(2) 형  내포문 

  형 은 성어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형사형 어미라고 한다. 

선행 을 형사처럼 바꾸어 주는 기능을 하는 형사형 어미로는 ‘-

(으)ㄴ, -는, -(으)ㄹ, -던’ 등이 있다. 형사형 어미는 시제 혹은 상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형사형 어미의 시제 상의 

오류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10) 서술  내포문을 인정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서술 을 안은 문장의 주어를 다른 

종류의 새로운 성분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주제어라고 하는 논쟁이 있다. 김정숙. 박동호 외

(2005)에서도 내포문 부분에서 서술  내포문을 다루지 않고 주어에 한 부분에서 주어문, 

서술 로 각각 설명하 다. 따라서 본 연구도 서술 을 다루지 않는다. 한 부사  내포문은 

종류와 범 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 연구의 베트남인 학습자를 한 내포문 구성 능력문제 분

석 범 에서 체 으로 다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술  내포문과 부사

 내포문을 제외하고 명사  내포문, 형  내포문, 인용  내포문을 분석하기로 한다. 

연결 어미
-느 냐/ -(으)냐, -는 가/-(으)ㄴ가,

-는 지 /(으)ㄴ지/-(으)ㄹ지

성 어미 -음, -기

<표 III-3> 명사  내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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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용  내포문  

  명사  내포문과 형  내포문의 구조와 달리 인용  내포문은 직

인용조사와 간 인용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인용  내포문의 가장 두드

러진 특성은 명사  내포문이나 형  내포문의 경우 문장의 종결어미

를 지니고 있지 않은데 반하여 인용  내포문은 문장의 종결어미를 갖춘

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제시한 명사 , 형 , 인용  내포문을 내포문 

분석의 유형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문장의 모든 요소를 포함시켜 분석

하는 문장 오류 분석 과 달리 본 연구는 내포문에서의 문법  차원과 어

휘  차원의 오류만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담화  오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 분석 시에는 내포문을 따로 추출하여 사용 문장

별로 오류를 분석하고 분석 작업 이 의 원시 말뭉치 형태로도 보 하

다. 이는 오류 여부를 언제든지 원자료의 체 문맥 내에서 비교·재확인

하기 함이다. 다른 연구의 문장 오류 분석과 달리 본 연구는 내포문 

오류 분석에만 을 맞춰서 내포문의 문법  구조와 내포문과 련된 

의미 인 내용 요소를 고려하여 오류에 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한 내포문 분석 기 은 김상태(2008)의 문장 오류 분석의 기

을 따라 아래 <표Ⅲ-6>과 같이 구성하 다. 

   

전성 어미
-(으)ㄴ, -는, -(으)ㄹ, -던, -다는, -냐는, 

-라는, -자는, -다던, -냐 던, -라던, -자 던

<표 III-4> 형  내포문 

직 인용조사 -라고, -하고

간 인용조사 -다고, -자고, -냐고

<표 III-5> 인용  내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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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학습자의 성 어미 사용 오류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시

제 오류나 조사 오류 등을 분석하면서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논의하 다. 그러나 내포문의 모문 주어와 서술어의 불호응, 주어 실종, 

용  표 에 한 인식 실패로 나타나는 내포문 구성 오류에 해서는 

거의 언 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내포문의 문법형태소의 오류뿐만 아니

라 어휘  차원과 통사  차원에서 학습자의 내포문 구성 능력에 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분 석 차

 

  본 연구에서는 Coder(1967)의 오류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내포문 분석

을 실시하 다. 오류 분석이란 학습자들이 생성한 오류에 을 맞춘 

언어학  분석의 한 유형이다. 조분석과 달리 학습자가 목표어 형태를 

생성해 낼 때 범한 오류를 서로 비교한다. 조분석의 경우 모국어와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반면, 오류 분석은 목표어와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하

지만 학습자가 생성한 자료에서 출발한다는 에서 조분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오류 분석에 한 많은 연구는 교실환경 내에서 행해졌다. 그 목 은 

문법  차 원

형태  차원

성 어미 오류

인용 조사 오류

연결 어미 오류 

통사  차원

내포문 성분 불일치

내포문 사용 회피

내포문 성분의 어순 문제

어휘  차 원
어색한 표  사용

베트남어식 표

<표 III-6> 내포문의 분석 기



- 49 -

교육 인 교정(pedagogical remediation)을 한 것이었다. 오류분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여러 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장 먼  자료를 수집

하게 된다.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오류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를 

들면 잘못된 시제 일치, 잘못된 동사형, 복수 주어를 가진 단수 동사 같

은 오류가 있다. 오류를 확인한 후 오류를 분류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오

류가 어떤 유형인지 나열하는 단계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치의 오류

가 발생하는지 는 얼마나 많은 불규칙동사가 오류를 형성하는지 등을 

계수하는 수량화 단계로 들어간다. 오류를 수량화한 후에는 분석 단계를 

거쳐 오류 유형의 종류와 빈도에 근거해서 교육학  재를 수행하는 교

정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체 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 , 총 100편의 개별 작문 자료에서 학습자가 일으킨 오류를 수치

화하여 분류한다. 이때 학습자의 체 문장  내포문이 사용된 문장은 

따로 추출하여 내포문의 사용 문장을 별도로 입력한다. 다음으로, 본 연

구와 무 한 기타 유형의 오류는 제외시키고 내포문에 한 오류만을 텍

스트 일로 재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내포문 사용 문장에 해 오류 여

부를 정하고 오류 주석을 달게 된다. 

2. 베트남 인 학습자의  내포문 구성  실 제

  학습자의 작문 문장에 한 분석 결과, 체 1541개의 문장  내포문

은 708개 으며 학습자들의 내포문 사용률의 평균은 45.9% 다. 이  

오류문은 124개로 체 내포문 사용수 비 17.5%의 오류율의 보 다. 

별 내포문의 사용률  오류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정문과 오류문을 

구별한다.

⇨
오류문의 백분

율을 계산한

다.

⇨
오류문을 유형

별로 모으고 수

정작업을 한다.

⇨
오류의 원인

을 갖고 설

명한다.

[그림 III-1]내포문 구성 능력문제 분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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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는 순차 으로 명사 , 형 과 인용 이 있다. 

총  

문장 수

내포문 

사용  

문장 수

내포문 

사용 률

오 류  

문장 

수

내포문 

유 형 별  오 류  

수

오 류 율

819 321 39.2% 84

A 37

26.2%B 27

C 24

고 722 387 53.6% 40

A 11

10.3%B 30

C 3

체 1541 708 45.9% 124

A 48

17.5%B 57

C 27

                    <표 III-7 > 내포문의 사용률  오류율

     

   학습자의 오류 문장 수는 84개로 나타났으며 오류율은 26.2%

고, 이를 고  학습자의 오류율(10.3%)과 비교하 을 때 고 으로 갈수

록 오류율이 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학습자들의 문장

을 분석하 을 때, 고 으로 갈수록 내포문의 사용률이 높아졌으며 오류

율은  학습자가 고  학습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

 수 으로 갈수록 문장의 형식은 복잡해지는 것에 기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기 해서는 문장의 확 를 해 연결어

미나 형사형 어미의 사용이 필수 이다. 수 이 올라가면서 내포문의 

사용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고 으로 갈수록 학습자들의 수식이 많

아지고 더 복잡한 한국어를 구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한편, 고  학습자들의 형태  차원의 오류율은  학습자들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오히려 인용 의 경우에는 상 인 비율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학습자들의 내포문 사용은 거의 

낮은 수 에서 명사 을 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 으로 오류율이 높

지 않았지만, 그러나 고 으로 갈수록 복잡한 내포문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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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근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내용

인 근이고  하나는 형식 인 근이다. 내용 인 근은 오류의 

원인에 따른 유형 분류이며, 형식 인 근은 오류의 정에 따른 분류

이다.

  오류에 해 형식 인 근을 한 연구로는 Burt(1975)와 Dulay, Burt 

& Krashen(1982)가 있다. Burt(1975)는 오류의 정에 의한 분류를 시도

하면서 오류를 체  오류와 부분  오류로 구분하 다. Dulay, Burt & 

Krashen(1982)에서는 이를 더 세분화하여 학습자의 오류를 크게 언어학

 범주 유형과 표면 략  유형으로 분류하 다. 언어학  범주에 따

른 분류는 음운, 형태소, 문법 차원의 오류로 나 고 이를 다시 동사, 명

사, 치사, 사 등으로 세분해 나가는 방식이다. 표면 략  유형이란 

학습자가 필수 인 요소를 락, 첨가, 는 변형이나 어순을 도치함에 

따라 표면구조가 바 는 양상을 기 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본 에서는 Dulay, Burt & Krashen(1982)에 의한 오류 분류를 바탕

으로 오류를 유형화하 다. 본 연구에서는 형식 인 근으로 오류 유형

을 분류한 다음에 목표 오류를 찾아내고 내용 인 근, 즉 오류의 원인

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 다.

명사  내포문 형  내포문 인용  내포문

오류문의 수 37 27 24

백분율 44.1% 32.1% 28.6%

<표 III- 8>  학습자 오류 분석 결과 

  의 <표 III-8>에서 보는 것처럼  학습자의 내포문 오류 에는 

명사  내포문 오류율이 제일 높았으며 형  내포문, 인용  내포문이 

뒤를 이었다.  단계부터는 내포문이 다양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학습

자의 내포문 사용도 훨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오류도 다양하게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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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내포문 형  내포문 인용  내포문

오류분포 11 30 3

백분율 27.5% 75% 7.5%

<표 III-9> 고  학습자 내포문 오류 분포

           

           

  고  학습자의 내포문 사용을 살펴보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와 비슷한 사용 분포가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의 내포문 

오류가 체 오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 으

로 올라갈수록 학습자의 내포문 사용이 복잡해지면 오류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학습자들은 더 낮은 수 의 내

포문을 사용해서 비교  쉬운 문장만 형성하기 때문에 오류율도 비교  

낮다. 그러나 고 으로 갈수록 내포문 지식이 부족해서 복잡한 내포문을 

형성할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측할 수 있다. 베트남 인 고  학

습자의 내포문 사용 오류 에 형  내포문 오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

한다. 

1) 형 태  차 원

                   [그림 III-2]  문법형태소 오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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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층
고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성  

어미
59 66.3% 37 88.1%

연결  

어미
6 6.7% 2 4.8%

인용  

조 사
24 27% 3 7.1%

<표 III-10> 문법형태소 오류율

  ·고  학습자 내포문의 문법형태소 오류율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학습자가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의 유형은 성 어미 오류이며, 

그 다음은 인용 조사, 연결 어미 순으로 나타났다. 고  학습자들의 경

우, 오류 유형  성 어미 오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학습자들

과 비교하 을 때는 상 으로 더 낮았다. 그리고 연결 어미, 인용 조사 

오류율 한  학습자보다 더 낮았다. 반 으로 고  수 일수록 

오류율이 낮아지며 인용 조사, 연결 어미, 성 어미 순으로 과 고  

간의 오류율 차이 커졌다. 고  학습자들이 연결 어미와 인용조사에 어

느 정도 익숙해지고 기능을 잘 악하면 잘 사용할 수 있지만 형사형 

어미의 의미와 기능을 숙지하더라도 활용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1) 성  어미  오 류

  문법의 오류는 형태론  오류(morphological errors)와 통사론  오류

(syntactical errors)로 나  수 있다(James, 1998). 형태론  해석으로 보

면 어미는 어간과 함께 모두 의존 형태로서 구조 으로 하게 연계되

어 동사와 형용사를 이룬다. 그러나 통사론  해석에서 보면 어미는 선

행하는 모든 문장 구성성분을 포함하는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에

서, 선행 문장 체와 상 인 의미, 통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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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문장에 서법성(modality)개념이 도입된 이후 국어에서도 문장을 

명제(proposition)와 양태(modality)의 이  구조로 인식하거나(양인석, 

1972), 혹은 명사구(NP), 동사구(VP), 문장 어미(SE)의 삼분 구조로 인

식하는 견해(이익섭·임홍빈, 1983)가 보편 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런 견

해에서는 어미가 단지 어간과 함께 동사를 이루는 한 부분이 아니라 명

제가 서술하는 내용에 한 화자의 실질  태도를 표 하는 장치로 문장 

체와 련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어미의 오류는 단순한 형태의 오류일 

수도 있고, 통사론  오류일 수도 있다. 형태론  오류에 을 맞출 때

는 어미의 이 형태들 에서 한 형태가 선택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통사론  오류에 을 맞출 때는 서술 내용, 즉 명제에 해서 

한 문법  기능을 가진 어미가 정확하게 선택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포문에 나오는 어미 오류를 집 으로 분석하 으

며, 이를 국어 문법의 어미 체계를 기 으로 근하 다. 

연결어미 -느냐, -으냐, -은가, -는가, -는지, -은지, -(으)ㄹ지

성어미

명사형 어미 -음, -기, -은/는/을 것

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 -다는, -냐는,

-라는, -자는, -다던, -냐던, -라던, -자던

<표 III-11> 내포문 어미 유형

                          

  성어미는 둘 이상의 의미상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날 때 이를 내포

로 만들어 이나 구가 명사 혹은 형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다. 따라서 성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명사형 성 어미와 형사형 

성 어미로 분류된다. 명사형 성 어미는 문장의 기능을 명사화하여 

명사 로 안기는 문장을 만들어 주거나 명사구 내포문을 만드는 것으로 

표 인 형태로는 ‘-음’과 ‘-기’를 들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는 

것’의 경우 ‘것’ 만을 유의미한 단 로 분석하므로 이들을 모두 묶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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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성 어미로 보기로 한다. 형사형 성 어미는 선행 을 형사

처럼 바꾸러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은, -는, -을, -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앞의 형식  의존명사가 이끄는 과 다른 은 뒤에 실질

명사가 온다는 이다. 형사형 성 어미에는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제의 오류로도 분류될 수 있으므로 작업의 일 성을 기하

기 해 형사형 성 어미에서 시제 오류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

다. 여기에 한 인용 을 다시 형 로 안기게 만들어 주는 ‘-다는, -

냐는, -라는, -자는’ 등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종결형과 형사형 어

미를 구분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는 성 

어미 오류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성 어미 오류는 성 어미가 사용되는 용구에 한 이해가 부족하

거나 성 어미의 형태에 한 개념이 없는 경우, 그리고 형사형 성 

어미에서 성 어미에 포함되는 시제 표 에 한 개념이 없거나 잘못된 

경우 자주 발생한다. 성 어미의 오류도 종결 어미나 연결 어미와 마찬

가지로 성 어미의 생략 오류, 치 오류, 성 어미의 첨가 오류, 성 

어미의 형태 오류, 성 어미의 환언 오류 등으로 나 어 태깅을 하 다. 

성 어미의 생략 오류는 한 성 어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오류

이다. 치 오류는 한 성 어미를 쓰지 못하고 다른 성 어미 혹

은 어말 어미를 쓴 오류이다. 성 어미의 첨가 오류는 성 어미가 불

필요한 곳이나 이미 성 어미가 쓰이는 곳에 다른 성 어미를 쓴 오류

이다. 성 어미의 형태 오류는 여러 이형태를 가진 성 어미  한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이형태를 쓴 경우이다. 성 어미의 환언 

오류는 한국어에 한 성 어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문

법 요소나 어휘로 치한 경우이다.

① 성  어미 의  생 략  오 류

  먼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오류 에는 다음과 같이 성 어미를 

생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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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은 실패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뜻한다. 

       (→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성 어미의 생략 오류는 일반 으로 의 학습자에게서 많

이 나타난다. 생략 오류는 기 단계에서 의미(content, 내용)어에서보다

는 기능(function)어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한국어의 기능어인 어미 에

서는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의 생략 오류보다 형사형 어미의 생략 오

류 빈도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12)

 인지하지 못한 요소를 생략하지 않고 보상 략(compensatory 

strategy)을 사용하여 학습자가 다른 요소로 치하기도 한다. 즉 학습자

가 성 어미의 용법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보상 략에 의해 이미 인지

하고 있는 다른 어미로 치하는 것이다.

     (2) 직어니까(→ 은) 사진에서 미나 씨 외에 2명은 있습니다. 

  문 (2)에서 학습자는 형사형 어미 신 ‘-으니까’라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성 어미를 생략하는 오류 에는 다음과 같이 형사

형 어미 ‘-(으)ㄴ, -는, -(으)ㄹ’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3) 가. 구든지가 생활에서 여러 번 실패를 만나는데 해결하 방법 

        ( → 해결하는 방법 을 찾기 해 잘 생각하면 더 좋아요.)

    나. 조기유학은 더 좋고 발달하 교육을  수 있는 첫 번째 장 이다. 

(→ 조기유학은 더 좋고 발달된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장

이다.)

11) 이는 비문법 인 생략이며 문법 으로 생략이 허용되는 ellipsis(E)와 zero(Z)와는 구분이 되는 

개념이다. 생략이 많아지면 뚝뚝 잘린 간언어가 되어서 피진어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는 교수 받지 않은 학습자나 학습의 기단계에 있는 학습자에게서 형 으로 나타난다. 

(Kasper and Kellerman, 1997).

1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2002)에서 보고된 오류 말뭉치  연결 어미 생략에 의

한 오류는 체 오류  빈도가 6인 반면, 성 어미의 생략 오류는 빈도가 4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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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 경험은 수업을 끝나 후에

        (→ 수업이 끝난 후에 한국 사람을 구하고 화했다.) (고 )

    라. 날에 아침에 보다 따뜻하 

        (→ 따뜻한 낮에 운동하기가 더 좋아하고 옷은 항상 편하게 입

습니다.) 

  형사형 어미의 생략은 (3나), (3다)와 같이 일반 명사 앞에서 나타나

고 있으며, 주로  수  학습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문 (3가), (3

라)에서 학습자는 동사와 형용사 어간에 붙는 형사형 어미 ‘-(으)ㄴ, -

는’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명사에 붙여 쓰는 생략 오류를 범하 다. 고

 학습자의 경우에는 형사형 어미를 생략하는 오류를 많이 범한 것으

로 나타났다. 

(4) 가. Thu씨는 활발 성격이니까 한국어 능력을 늘리기 해서 다른 친

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 → Thu씨는 활발한 성격이니까 한국어 능력을 늘리기 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제 알기로는 안나 씨는 게이른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사람이고 

언제나 숙제를 하기에 분했다. 

    (→ 제 알기로는 안나 씨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

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고 언제나 숙제를 하기에 충분했다.)

    다. 그 외에 상냥한 Huong 강과 훌륭한 Ngu 산의 결합인 낭만  분

기도 객들을 매력에 푹 빠지게 하는 이유  하나이다.  

     (→ 그 외에 상냥한 Huong 강은 훌륭한 Ngu 산과 잘 어울리는 

낭만 인 분 기도 객들을 매력에 푹 빠지게 하는 이유  하

나이다.)

  문 (4가)에 학습자가 형용사 ‘활발하다’ 어간에 형사형 어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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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명사 ‘성격’을 결합시킨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사에 붙는 형

사형 어미가 없는 베트남 어 문법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4나)에서는 부사 ‘열심히’ 뒤에 동사와 형사형 어미 없이 바로 명

사를 결합시킨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한 베트남 어 문법의 향을 받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명사형 어미의 생략 오류는 형사형 

어미의 생략에 비해 그 빈도가 더 높다. (4다)에서는 학습자가 당한 어

휘를 선택하지 못했으며, 성 어미 ‘-(으)ㄴ’이 아니라 ‘-는’이라고 써야 

했는데 형사형 어미 ‘-(으)ㄴ’을 생략하는 오류를 범했다. 

(5)  가. 그 지만 그 실수는 성공은 만들어진 다고 이해하게 된다.

        (→ 그 지만 그 실수는 성공을 만들어  것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나.  를 들면 아침에는 교통 신호를 지켜야 하는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인

다.

        (→ 교통 신호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다.)

     다. 그러면 실패가 사람에게 겸손해야 하는 가르쳤어요.

         (→ 그러면 실패가 사람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다./ 겸손

해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다.

     라. 따라서 조기유학이 장 과 단 은 모두 있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조기 유학시키 에 깊은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낸다.

         (→ 조기 유학을 시키기 에 깊게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마. 그래서 사람마다 생활에서 어려운 들을 극복하기 해 알게 어요.

         (→ 그래서 사람마다 생활에서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기 해 알게 되

었어요.)  

  명사  오류도  수  학습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문 (5가)에서 

학습자는 명사 을 구성하는 의존명사 ‘것’을 생략하고 형용사 ‘만들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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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연결어미 ‘-다고’만을 결합시켜 문장을 만들었다. (5나)에서는 학습

자가 ‘것’을 사용하는 신에 명사 ‘일’을 사용면서 같은 단어가 복되었

다. 문 (5다)에서는 학습자가 동사 ‘겸손해야하다’와 ‘-다는 것’을 결합

하지 못하여 올바른 명사  내포문을 구성하지 못했다. (삭제) 명사 을 

구성하는 ‘-다는 것’에 해 잘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를 많이 범

한 것이다. (5라)에서는 동사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없이 바로 명사 ‘ ’

과 조사 ‘-에’를 결합시켰는데  학습자가 명사형 어미를 인지하지 못해 

생략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5마)에서는 형용사 ‘어렵다’는 ‘것’과 

결합해야 명사 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문은 고  학습자가 범한 오류이다. 고  학습자의 명사  오

류의 빈도는  학습자와 비교하면 낮아진 경향이 있다.  

  바. 이태조 왕은 이곳은 수도로 정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

는데 지리 인 이유가 제일 요한 이유라고 한다.

 (→ 이태조 왕은 이곳은 수도로 정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 했는데 지리 인 이유가 제일 요한 것이라고 한다.)

  (5바)는 고  학습자가 ‘것’을 써야함에도 명사 ‘이유’를 복 으로 사

용하여 나타난 오류이다. 학습자가 명사 을 인지하지 못하여 나타난 오

류이다. 

② 성  어미 의  치  오 류

  학습자는 형사형 어미나 명사형 어미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 이를 생

략하거나 다른 연결 어미로 신 사용하는 보상 략을 선택한다. 먼  

한국어의 성 어미, 즉 형사형 어미나 명사형 어미가 복합문에 사용

되므로 학습자는 복합문의  다른 하  부류인 속문을 이루는 연결 

어미와 혼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는 동일한 범주인 연결 어

미 내에서의 혼용보다는 그 빈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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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 먼  운 자와 차안에 사람들의 안 을 한 답할 수 있다. 

       (→ 안 을 해 답할 수 있다.)

 

    나. 앞으로는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직장에

서 쉽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사회에 진출하면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직장에

서 쉽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문 (6가)와 (6나)는 연결 어미 신 형사형 어미나 명사 을 사용

해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에서의 성 어미와 연결 어미를 

혼용해서 생긴 오류는 의 (6가)에서와 같이 용어에서 선택을 잘못하

는 경우나 혹은 (6나)에서와 같이 보상 략에 의한 오류라기보다는 문

체 인 오류이다. 따라서 성 어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신하여 

연결 어미를 사용하는 보상 략에 의한 오류는 (6가), (6나)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에서 나타났다. 다음은  학습자들의 형사형 어미

와 명사 의 혼용에 의한 오류들이다. 

 (7) 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뜻을 말한다. (→ 있다는 것을 뜻

한다.)

     나. 그러면 실패가 사람에게 겸손해야 하는 가르쳤어요. 

        →( 그러면 실패가 사람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다.)

     다. 그래서 막은 길을 건 가기 해 1,2 시간 걸기 신에 신호 지키

기 해 1,2 분이 드는 것이 더 좋다. 

        (→ 막힌 길을 건 가려다 1,2 시간이 걸리는 신에 신호를 지켜

서 1,2 분이 드는 것이 더 좋다.)

     라. 그래서 조기 유학을 결정한 에 부모들은 조심히 생각해야 된다.

         (→ 그래서 조기 유학을 결정하기 에 부모들은 조심히 생각해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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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 (7가), (7나)에서 학습자들은 형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의 

혼용에 의한 오류를 범했다. 학습자가 명사형 어미 ‘것’ 앞에 쓰이는 완

형 보문 ‘-다는(다고 하는)’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형 어미 ‘-

는’을 명사 ‘뜻’이나 동사 ‘가르치다’와 바로 결합시켰다. (8다)에서는 학

습자가 ‘-기 에’와 같은 용구와 ‘-는 신에’ 용구를 인지하지 못

한 오류가 발생했다. (7라)에서는 학습자가 용구 ‘-기 에’에 한 지

식의 결핍으로 인해 명사형 어미 ‘-기’를 사용하는 신에 형사형 어

미 ‘-(으)ㄴ’을 사용했다. 

  고  학습자들은 성 어미와 연결 어미 간의 혼용에 의한 오류를 범

하는 경우가 있다. 

(8) 가. 특히 높은 결과를 이루려면 자신의 성격에 맞기 해서 공부방법

을 찾아야 합니다.

        (→ 특히 높은 결과를 이루려면 자신의 성격에 맞는 공부 방법

을 찾아야 합니다.)

     나. 이태조 왕은 하노이는 우리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것은 1010년이다.

        (→ 이태조 왕은 1010년에 하노이를 우리나라의 수도로 지정한 왕이다. 

  문 (8가)에서는 학습자가 형사형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

식하지 못하고 보상 략을 사용하여 용구 ‘-기 해서’를 사용하는 

치 오류를 범했다. 문 (8나)에서 학습자는 문체 인 오류와 연어 

계의 지식 결핍에 의한 오류를 보 다. 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

하는 신에 ‘것’을 사용하여 나타난 오류이다.  오류 문에서와 같이 

형사형 어미와 명사 의 혼용에 의한 오류는 ‘-기 해서, -기 에, -

는 신에, -다는 것’ 등의 문법 인 용구에서 나타났다.

  에서 의 오류는 주로 문법 인 용구명사형 어미와 형사형 

어미의 용법 인 차이에 한 지식  혼란으로 잘못 사용한 것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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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어휘  차원에서의 연어 계의 지식 결핍에 의한 오류가 있

었다. 

  이어서 명사  내에서의 오류를 살펴본다. 명사 은 앞서 살핀 것처럼 

‘-기’와 ‘-음’으로 구성된 것 외에 ‘것’, 명사 을 이끄는 ‘-는 것’도 포함

시켰다. 먼  명사형 어미  ‘-음’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학습자는 거

의 없으며, 이에 따른 오류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명사 을 만들기 

해서 한국어 학습자는 ‘-기’나 혹은 ‘-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일반 으

로 ‘-기’는 ‘-기 마련이다, -기 때문에’ 등 용어에 가까운 결합 계를 

보일 때나, ‘쉽다, 어렵다’ 등의 평가  형용사, ‘바라다, 원하다’ 등의 소

망 동사나 ‘좋아하다, 싫어하다’ 등의 호오(好惡)동사 등과 함께 쓰인다. 

그런데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는 명사 을 만들 때 ‘-기’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신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 가. 조기유학은 아이의 생활과 공부하는 것에 좋습니까?       

          (→ 조기유학은 아이가 생활하고 공부하기에 좋습니까?)

       나.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발 하고 인간은 정보사회에 나날이 다

가오는 것이 때문에 지 의 사회의 발 을 자리 잡기 

해 공부하는 것이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발 하고 있고, 정보사회가 나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 의 사회의 발 에 응하기 해서

는 늘 공부하는 것이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문 (9가)에서는 학습자가 문법 인 용구 ‘-기에+형용사’에 한 습

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략을 사용하여 ‘-는 것’ 명사

을 사용하 다. 문 (9나)에서는 문법 인 용구 ‘-기 때문에’와 ‘동사

+-기가+-형용사’에 해 습득하지 못해 생긴 오류로 볼 수 있다. 학습자

는 문법 인 용구 ‘-기에, -기 때문에’와 문어와 구어에 한 지식의 

결핍으로 인해 오류를 범했다. 다음과 같이 고  수  학습자들도 명사

을 만들 때 ‘-음’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신 ‘-는 것’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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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국어를 잘 공부할 수 있기 해 부지런하는 것과 노력이 요하는 

것에에요.

        (→ 한국어를 잘 공부할 수 있기 해 부지런함과 노력이 요하는 것

이다.)

  문 (10)에서 학습자는 형용사를 명사 로 만드는 문법  규칙을 습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으)ㅁ’을 ‘-는 것’으로 잘못 쓰는 오류를 나타냈

는데, 그 빈도가 낮았다. 이 오류의 원인은 어휘  차원에서의 문법  연

어 정보에 한 지식의 결핍 때문이다. 하고 고  수  학습자들의 

형사형 어미 오류는 주로 형사형 어미의 시제를 잘못 인지함으로 의

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국어의 형사형 어미는 시제와 통합

되어 나타나는데, 먼  동사의 재형 ‘-는’과 과거형 ‘-(으)ㄴ’, 미래형 

‘-(으)ㄹ’이 있으며, 형용사는 재형 ‘-(으)ㄴ’, 미래형 ‘-(으)ㄹ’이 있다. 

이러한 형사형 어미의 시제 오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제와 결

합된 형사형 어미에서의 오류 , 미래시제 형사형 어미 ‘-(으)ㄹ’ 

신 재시제 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는 오류가 있었다.

     (11) 그때, 인명 피해가 있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주 의 환경이 

괴되는 것 같습니다. (→ 괴될 것 같습니다)

  문 (11)에서 보는 것처럼 학습자는 기  시 (과거)에서 아직 이루

어지지 않은 미정의 미래 시제를 ‘-(으)ㄹ’이 아닌 재시제 형사형 어

미 ‘-는’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고  학습자들도 재 시제 형사형 

어미를 미래 시제 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다. 

 (12) 외국인에게 하노이를 방문하면 가장 먼  갈 곳이 하노이의 심에 

있는 베트 남 역사에 가장 존경할 호치민의 묘이다.

     (→ 외국인에게 하노이를 방문하면 가장 먼  갈 곳이 하노이의 

심에 있는 베트남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호치민의 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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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2)에서 학습자는 한국어의 형사형 어미의 시제에 따른 형

태를 잘못 인식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 기  시제를 잘못 인식하

여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습자는 기  시 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일이고 따라서 미래 시제 형사형 어미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베트남 인 

학습자에게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한 형용사의 재 시제 형사

형 어미 ‘-(으)ㄴ’을 써야 하는 데에 재 시제 형사형 어미 ‘-는’을 쓰

는 오류가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학습자가 재 시제를 

지나치게 확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3)가. 그래서 아이들은 올바르지 않는 길을 추구할 수 있다.

         (→ 그래서 아이들은 올바르지 않은 길을 추구할 수 있다.)

     나. 조기유학은 더 좋고 발달하는 교육을  수 있는 첫 번째 장 이다.

        (→ 조기유학은 더 좋고 발달된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장 이다.)

     다.  사회에서는 교육이 제일 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사회에서는 교육이 제일 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 (13)은 오류가 아니라 실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게 본다면, 형

용사의 재 시제 형사형 어미 ‘-(으)ㄴ’ 신 동사의 재 시제 형

사형 어미인 ‘-는’ 로 잘못 사용하는 오류는 거의 없다. 그러나 고  학

습자 에서도 형용사의 재 시제 형사형 어미 ‘-(으)ㄴ’ 신 동사의 

재 시제 형사형 어미인 ‘-는’을 잘못 쓴 경우가 있었다. 

(14) 가.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먼  생각해주어서 착하는 사람이다.

         (→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먼  생각해주어서 착한 사람이다.)

     나. 시간은 요하지만 정확하는 것은 더 요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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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은 요하지만 정확한 것은 더 요한다고 생각한다.)

     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야말로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공부

할 때 자신을 리해야 한다. 

         (→ 그런데 한 사람이야말로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공부할 

때 자신을 리해야 한다.)

     라. 세상에는 가장 요하는 것이 공부이다.

         (→ 세상에는 가장 요한 것이 공부이다.)

       

     마.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갖

게 되었나,  성에 잘 맞지 않는 직업이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같다.

         (→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을 갖게 되었나, 성에 잘 맞지 않은 직업이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같다.)

     라. 아이들은 일  유학한다면 환경에 더 빨리 익숙할 수 있고 한 

것도 더 많다. 

       (→ 아이들은 일  유학한다면 환경에 더 빨리 익숙할 수 있고 

인생을 하는 것도  더 많다.)

     마. 를 들면 이 길에 교통신호가 없으면 교통수단은 갈등이 생긴 

것이 쉬운 일이다.

        (→ 를 들면 이 길에 교통신호가 없으면 자량에 갈등이 생기

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의 문들은 오류가 아니라 실수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이 게 본

다면,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가 형용사의 재 시제 형사형 어미 ‘-

(으)ㄴ’과 동사의 재 시제 형사형 어미 ‘-는’을 구분하여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동사의 재 시제 형사형 어미 ‘-는’을 

써야 하는 데에 과거 시제 형사형 어미 ‘-(으)ㄴ’ 을 사용하는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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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형사형 어미의 오류  그 빈도가 높았다. 

(15) 가. 실패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도 최소의 한번 겪어야 한 일입니다.

        (→ 실패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구라도 겪어야하는 일입니다.)

     나. 우리 반에서는 는 어를 가장 공부 잘 한 학생이었다.

        (→ 우리 반에서는 나는 어 공부를 가장 잘 하는 학생이었다.)   

다. 그리고 신호를 지킨 것이 합리 인 속도를 조 하는데 과속도 

탓에 사고를 방 할 수 있다.

         (→그리고 신호를 지키는 것이 합리 인 속도를 조 하는데 과

속도 탓에 발생하는 사고를 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 (15가, 15다, 15라, 15마)는 지  일어난 행 를 나타내는 ‘

재’시제의 의미가 아니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표 인 표지로서의 

재 시제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한 오류이다. 문 (15나)에서 오류를 

범한 이유는 체 시제의 향을 받아 형 의 시제도 과거 시제로 잘

못 쓴 것 때문으로 보인다. 체 문장의 시제가 과거 시제인 경우 과거

의 기  시 에서 재이면 재 시제를 사용해야 함에도 체 문장의 

과거 시제 향으로 형 에도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다음은 고  학습자가의 경우에서 동사의 재 시제 형사형 어미 ‘-

는’을 써야함에도 과거 시제 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한 오류이다. 

(16)가. 이곳은 태어나 자란 뿐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부모, 동생이 있는

데 사랑한 사람이 있는 곳이다.        

        (→ 이곳은 내가 태어나 자랐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부

모, 동생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

   나. 하노이 날이 갈수록 화되고 있으나 객들을 끌어들이는 것

은 맛있는 음식과 통수공 품을 매한 가게들로 유명한 ‘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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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거리’이다.

 (→ 하노이는 날이 갈수록 화되고 있으나 객들을 끌어

들이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통수공 품을 매하는 가게들로 

유명한 ‘삼십육 거리’이다.)

   다. 생계를 목 으로, 개인의 꿈을 목 으로, 명 를 목 으로, 부자가 

되기 해 서 등 다양한 직업을 선택한 가치 을 가지고 있다. 

      (→ 생계를 목 으로, 개인의 꿈을 목 으로, 명 를 목 으로, 부

자가 되기 해서 등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는 가치 을 가지고 

있다.)

  의 문들에서 학습자들은 지  일어난 행 를 나타내는 재 시제

가 아니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표 인 표지로서의 재 시제를 사용

하 다. 이는 역시 학습자가 재 시제 형사형 어미 ‘-는’의 상  시제

로서의 의미를 간과하거나, ‘하는 일, 타는 버스’ 등에서와 같은 무표  

시제의 의미에 한 지식 결핍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학

습자뿐만 아니라 고  학습자에게서도 많이 나타났다. 형사형 어미 ‘-

(으)ㄴ’을 사용해야 하지만 형사 어미 ‘-었던’을 사용하는 오류가 있었

는데, 이는 ‘-던’을 학습한 후에 이를 과  용하여 발생한 오류로 보인

다. 이런 오류는 고  학습자에게서만 발견되며 그 수는 다.

    (17) 베트남에는 아름답고 거 한 땅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에

게 는 태어났었던 자랑스러운 땅을 소개해 드리겠다. 

     (→ 베트남에는 아름답고 거 한 땅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

러분에게 는 태어난 자랑스러운 땅을 소개해 드리겠다.)

  의 문 (17)에서 학습자는 ‘-었던’을 과잉 사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학습자는 ‘-던’의 용법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를 생성했다. ‘-던’

을 학습하고 난 후 그 용법을 정확히 인지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

나야했다. 그 외의 형사형 어미에서의 오류는 명사 에서 불구 보문과 

완형 보문을 이루는 ‘-는 것’과 ‘-다는 것’의 형사형을 잘못 선택하는 



- 68 -

경우가 있었다. 이는 고  학습자에게서만 발견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

는’을 ‘-다는’으로 잘못 쓰는 경우와 ‘-다는’을 ‘-는’으로 쓰는 경우가 있

었다. 

  (18) 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뜻을 말한다.

           (→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실패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뜻한다.

           (→ 실패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 고집이 세다는 성격이 때문이다.

           (→ 고집이 센 성격 때문이다.)

   문 (18가)에서는 학습자가 ‘-(으)ㄴ/는 다는 뜻이다’, -(으)ㄴ/는 

것을 뜻하다’라는 용구를 잘 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오류이다. 

문 (18나)에서는 (18가)와 마찬가지로 ‘뜻하다’를 사용하는 규칙을 악

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이다. 문 (18다)에서는 학습자가 ‘-다는’ 

용구 사용 규칙을 제 로 습득하지 못하여 과잉 용한 경우이다. 

한 고  학습자는 ‘-다는 것’을 사용하는 신에 ‘-는 것’을 사용한 오류

를 범했다.

(19) 가. 아래에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형제도 폐지의 찬성 

의견을 반박하며,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주장

하고자 한다.

(→ 아래에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형제도 폐지의 

찬성 의견을 반박하며,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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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는 ‘-다는 것’을 써야 할 부분에 ‘-는 것’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

했다. 이러한 오류 유형은 고  학습자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내포 과 상 의 의미 계를 정확히 악하지 못하거나 명사  구성 

내의 시제 사용을 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다른 문법 인 요소나 규칙

을 략 으로 사용하 으나 해당하는 지식의 부족으로 치의 오류를 

범하 다 즉, 학습자가 인지하지 못한 요소를 락시키지 않고 보상 

략에 의해 이를 다른 요소로 치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 유형은 

고  학습자에게서 자주 발견되는데, 이는 내포 과 상 의 의미 계

를 정확히 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20) 가. 유학간 후에 성격도 좀 정 인 달라지고 있다.

          (→ 유학 간 후에 성격도 좀 정 으로 달라지고 있다.)

       나. 는 학부의 교외활동을 건설 인 참가하는 것이 좋은 생각아다.

          (→ 는 학부의 교외활동에 극 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은 생각

이다)

   문 (20가)에서는 학습자가 조사 ‘-으로’를 써야함에도 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여 과잉 사용 오류를 범했다. 형사형 어미는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문 (20나)에서 학습자는 베트남 어식으로 문장을 만들었고, 어휘를 잘못 

선택하는 형사형 어미 사용 지식 결핍에 의한 오류를 보 다.  문

에서 보는 것처럼 고  학습자도 문체 , 문법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2) 연결 어미  오 류

  국어에서 둘 이상의 의미상 주어와 서술어가 연달아 나타날 때 이를 

내포13)하거나 속해주는 것이 연결어미다. 국어 문법에서 연결 어미에

13)  연결 어미가 사용되어 주 이 내포 계가 되는 경우를 동사구 내포문이라고 할 수 있고, 

성 어미가 사용되어 두 이 내포 계가 되는 경우는 명사구 내포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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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을 동등한 자격으로 연결해주는 등  연결 어미, 두 을 부사

 용법의 종속 과 심 로 연결해주는 등  연결 어미, 그리고 본

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보조  연결 어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포문의 명사  구성에 여하는 ‘-느냐, -으냐, -은가, -는가, -는지, -

은지, -(으)ㄹ지’의 연결어미 오류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연결 어미와 

련된 오류는 연결 어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연결 어

미의 쓰임에 따르는 문법  제약에 한 이해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어미의 오류를 연결 어미의 생략 오류, 치 오류, 

연결 어미의 첨가 오류, 연결 어미의 형태 오류, 연결 어미의 환언 오류 

등으로 나 어 분석을 한다. 연결 어미의 생략 오류는 한 연결 어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알고 있다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오류 유형이다. 치 오류는 한 연결 어미를 쓰지 못

하고 다른 기능을 가진 어미를 쓴 오류이다. 이는 연결 어미의 오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오류이다. 특히 의미 범주가 유사한 연결 어미를 

혼동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연결 어미의 첨가 오류는 연결 어미가 

불필요한 부분이나 이미 연결 어미가 쓰이는 부분에 다른 연결 어미를 

사용한 오류 유형이다. 연결 어미의 형태 오류는 여러 이형태를 가진 연

결 어미  한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이형태를 쓴 경우이다. 

연결 어미의 환언 오류는 문맥에 한 연결 어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문법 요소나 어휘를 사용한 경우이다.

① 연결  어미 의  생 략  오 류

  연결 어미의 생략은 한 연결 어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학습자 

오류이다, 역시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알고 있다면 거의 나타나지 않았

을 오류 유형으로 실제 자료에서도 용례가 그리 많지 않았다. 총 2 어

이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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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 우리는 어떤 실수를 했는지 왜 실패 이유는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것은 반 성공이에요. (→ 왜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이

것은 반 성공이에요.) 

 나.  친구들을 굴 사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귀느냐에 따라)

  문 (21가)는 ‘실패하다’의 미사 ‘-하다’를 쓰지 않음으로써 연결 어

미 ‘-는지’도 같이 빠진 경우이다. (삭제) 문 (21나)는 동사 ‘사귀다’뒤에 

연결 어미 ‘-느냐’를 붙여야 하는데 탈락되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학습 과정에서 소홀히 용구 ‘-느냐에 따라’를 학습하여 악하

지 못하거나 베트남 어의 향을 받아서 변역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② 치  오 류

  치 오류는 한 연결 어미를 쓰지 못하고 다른 기능을 가진 어미

를 쓴 오류이다. 

   (22) 가. 그 지만 그런 실패을 통해 어떤 실수를 만든지 하고 어떻게 

극복할 지를 악하기를 해서는 노력하면 경험도 얻고 앞

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악

하기 해 노력  하면 경험도 얻고 앞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일상생활에 공부나 일이나 할 것 없이 얼마나 힘든지 항상 노력해

야 한다.

  (→ 일상생활에 공부나 일이나 할 것 없이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노력해야 한다.  

 

  문 (22가)은 ‘실수를 하다’라고 써야 하는데 ‘실수를 만들다’라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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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표 하 으며, 재 시제 ‘-는 지’를 써야 되는데 과거시제 ‘-(으)ㄴ

지’를 쓴 오류이다. 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 어미의 치는 연

결 어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비슷한 의미의 연결 어미들의 

정확한 용법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 연결 어

미의 오류  연결 어미의 생략 오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치의 오

류 다. 한편 연결 어미 첨가의 오류나 연결 어미 형태의 오류는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베트남 인 학습자가 연결 어미를 잘 사용해서가 아니라 

연결 어미에 한 학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의 학습자들이 

‘-은지, -는지, -을지’ 등 사용하기 쉬운 연결 어미만 선택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느냐, -으냐, -은가, -는가’ 등은 교과서에서 제시하지 않는 어

미이며 베트남 인 학습자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표 들이기 때문에 사

용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3 ) 인용  조 사 오 류

① 직  인용  조 사와  간  인용  조 사의  생 략  오 류  

 (23) 가. 혜민스님에 따라 “실패를 실패로만 생각하면 그 야말로 시간 낭비이

지요” 

         (→ 혜민스님에 따르면 “실패를 실패로만 생각하면 그야말로 

시간 낭비이지요.” 라고 한다.) 

     나. 헤인스님가 “스스로를 간동시킬 만큼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 해

본 이 있었는가? (→ 라고한다./ 라고 묻는다.) 

다. “나를 경존하게 만들고 실패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며 생의 

체를 통찰하게 하면서 좀더 강해지게 됩니다.” (→ 라고) 하

어요. 

라. 혜민스님 “실패를 실패로만 생각하면 그 야말로 시간 낭비이지

요” 고 하 다 (→ 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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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3)에서는 학습자가 남의 말을 직 으로 인용했을 때 직 인용

조사 ‘-라고’와 동사 ‘하다, 묻다, 말하다’를 생략한 오류를 범했다.  

수  학습자들은 직 인용조사를 생략하는 오류를 가장 많이 범했으며 

고  학습자일수록 오류율이 감소했다.  수  학습자들이 직  인용 

조사를 생략하는 이유는 인용 에 한 학습의 결핍으로 볼 수도 있으며 

모국어의 향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베트남 어에서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인용  앞에 오는 조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표  ‘rằng’, ‘là’와 결합

하면 되기 때문에 인용  뒤에 직 인용조사를 붙여야 하는 규칙을 인식

하지 않아 생략 오류를 범한다. 

     (24) 가. 이 책에서 실수를 부끄러워 말라. 

             (→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한다.)

          나.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리라는 말이 있다.

             (→ 죄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죄가 된다는 말이 있다.)

        

  (24가)는 간 인용조사 ‘-자고’를 써야함에도 학습자가 형용사 ‘부끄럽

다’를 동사로 바꾸었으며, 종결어미 ‘-자’와 간 인용조사 ‘-고’라는 조사

를 붙여야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오류를 일으킨 사례다. (24나)는 

‘된다는 말’14)로 써야 할 부분을 ‘되는 것이리라는 말’로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다. 이러한 오류 유형은  학습자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 

것인데, 이는 내포 과 상 의 의미 계를 정확히 악하지 못한 결

과이다.

② 간 인용 조 사의  형 태 론  오 류

(25) 가. 그런데 혜민 스님 말 로 실패는 정말 귀 한 경험이다라는 

말(→ 경험 이 라는 말)은 진짜 생각할 만한 진리이다.

14) ‘되는 것이라는 말’ 도 가능하지만 여기는 간 인용조사 생략 오류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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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마스 에디슨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

공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알지 못 한다”라는 말했습니

다. 

          (→ 토마스 에디슨은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

이 성공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알지 못 한다"라고 말했

습니다.)

 (25가)에서는 ‘-이다’와 명사 ‘말’을 결합시키려면 ‘-이라는 말’로 써야하

는데 학습자가 이런 간 인용조사에 한 용법의 오류를 범했다. (25나)

는 마찬가지로 직 인용조사에 한 습득이 부족해서 생긴 오류이다. 다

음은 고  학습자가 범한 오류이다.

  (26) 그 사람들은 숙제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확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그 사람들은 숙제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좋을지 안 좋

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 문 (26)은 부정 표  ‘확실하지 않다’와 간  인용조사를 결합 

시켰을 때 형태론 으로 오류를 범한 것이다. 학습자는 부정 ‘-지 않다’

와 간  인용 조사 ‘-다고’를 결합할 때 ‘-는’을 더 붙이는 첨가 오류를 

범했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간  인용 조사와 다른 문법 요소

를 결합하는 규칙을 제 로 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다.

2) 어휘  차 원

  문장 구성 면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표

하고자 한 것과는 상반된 표 으로 나타난 것이 있었다. 이는 논리 으

로 표 이 어색하거나, 어휘가 하게 선택되지 않았거나, 같은 의미가 

반복 으로 사용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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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색 한 표  사용

  베트남 인 학습자의 자료 분석 결과, 문법 인 요소뿐만 아니라 의미

인 요소도 학습자의 내포문 구성에 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잘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면 학습자들은 내포문보다 속문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 다. 내포문의 특징은 한 문장 안에 담을 수 있는 문장 정보

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내포문은 함축 인 의미를 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내포문을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으려면 어휘력이 풍

부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 인 학습자는 어휘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

에 내포문을 구성할 때 내용이 어색하거나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가 많았다. 

   (27) 가. 아이들은 일  유학한다면 환경에 더 빨리 익숙할 수 있고 한 것

           (→ 인생을 하는 것도) 더 많다.

       나. 그래서 부모님은 옛날에 돈을 번 것보다 아이를 보는 것이 더 시

한다.

           (→ 버는 것보다 자기 아이를 돌보는 것을 더 시한다.)

       다. 사람이나 차들이 거의 없는 새벽이라도 언제나 교통시설을 지

키는 의식을 세우기 해서 교통신호는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

니다.

   (→ 사람이나 차들이 거의 없는 새벽이라도 언제나 교통신호

를 지키는 의식을 세 울 필요가 있습니다.) 

 

   문 (27가)에서 학습자는 조기 유학 생활의 장 에 해 달하기 

해 ‘인생을 하다’라는 표 을 쓰려고 하 으나 어휘력이 부족하여 

‘ 한 것’이라는 표 만 사용하 다. 학습자는 명사형 어미 ‘것’을 사용했

지만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문장의 달 효과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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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7나)에서처럼 학습자들은 불규칙 동사 ‘벌다’와 명사형 어미 ‘것’

을 잘못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다’라는 표 에 해 잘 알지 

못하 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을 만들게 되었다. 문 (27다)에서는 학습

자가 ‘교통 신호를 지키다’라는 표 을 알지 못하여 ‘교통 시설’이라는 표

을 썼다. 문 (27라)에서는 학습자가 ‘실패를 당하다’ 표 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만나다’로 보상 략을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을 만

들게 되었다.   

  문장이 논리 이라는 것은 문장이 이치에 맞게 구성되는 것을 가리킨

다. 말을 조리 있게 해야 하듯이 문장도 이치에 맞아야 한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의 흐름이 합하지 않은 내용이거나 시제의 불일치, 서술어의 

명확한 주체를 밝히는 것, 모호한 단어 사용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인 학습자는 내포문을 구성할 때 논리 으로 모순된 문장을 만들

거나 자신이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았다.

    (28) 가. 기말고사를 통해 생긴 약 을 악해 보강하는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 성 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

다. 

             → 기말고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면~

         나. 그리고 사람이나 차들이 거의 없는 새벽에 교통 신호등을 

지키는 일은 짜증스러워서 인간 인식은 요하는 것을 강

조합니다.

             → 사람들의 인식이 요하다/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요하다. 

         다. 요즘 베트남에서 유학이 유명한 유행이 되고 있다.

        → 요즘 베트남에서 유학이 유행 타는 추세가 되고 있다.

의 (28가) 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를 통해’, ‘-하는 과정을 통해’

는 부분이 불필요한 표 이다. ‘기말고사를 통해’를 ‘기말고사에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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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하는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을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면’으로 간결하게 고치는 것이 좋다. 문 (28나)에서는 학습자가 

내포문을 구성하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습자는 의존 명

사 ‘것’을 형용사 ‘ 요하다’와 결합시키면 ‘-(으)ㄴ’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악하지 못하 다. 이는 학습자의 머릿속에 추상 으로 존재하

고 있는 생각을 문장이라는 형식  단 로 언어화하지 못하 기 때문이

다. 그리고 한정된 어휘력과 내포문 구조에 한 지식 결핍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문 (28다)에서 보는 것처럼 학습자는 형  내포문을 구

성하고 싶어 했지만 학습자의 어휘력 부족으로 당한 어휘를 선정하지 

못하 다. 내포문을 구성하 으나 결과 으로 표 이 어색한 문장을 만

들게 된 것이다.   

(2) 베트남 어식  표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베트남 어의 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쓸 때 무

의식 으로 문장에 베트남 어 식의 표 을 많이 사용하 다. 이와 같은 

번역투 표 들 때문에 문장이 어색해지고 문장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내포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이 두드러졌다. 

(29)  가. 잘하는 성 을 받기 해 먼  모두 것을 다 이해해야 한다.

          (→ 좋은 성 .......모든 것)

      나. 실수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 실수덕분에 성공한 사람도 있다.

          (→ 부끄러워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

 

  문 (29나)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베트남 인 학습자가 ‘성공’을 형용사

로 착각하 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베트남 어에서 ‘성공하다’- ‘ 

thành công’은 형용사일 수도, 동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용사 ‘부끄

럽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 일반 인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동사 ‘부끄러

워하다’로 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베트남 어의 품사는 한국어 품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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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모호하여 한 단어가 아무런 변화 없이 다른 품사로 변할 수도 있

다. 실제로 베트남 어에서 ‘부끄러워하다’- ‘xấu hổ’는 형용사일 수도 있

고 동사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29나)는 학습자가 ‘부끄럽다’를 동사로 

착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며, 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형

용사를 동사로 변환하는 학습자의 어휘  지식 부족 때문으로 볼 수 있

으며, 이는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품사에 한 올바른 지식과 문법 

규칙을 잘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0)가. 혜민 스님에 따라 “실패를 실패로만 생각하면 그야말로 시간 낭비이지

요”

   (→ 혜민 스님은 “실패를 실패로만 생각하면 그야말로 시간 낭비

이지요”라고 말했다.)

 나. 호치민 주석은 Nghe An 사람의 학문을 좋아하는 정신과 한 

곳을 해  증인이다.

       (→ 호치민 주석은 학문을 좋아하는 Nghe An 사람의 정신과 

한 사람이 태어난 곳 의 증인이 되었다.)

 

    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을 얻데 되고 싶고 실패하는 것은 만나고 싶지 않

다.

        (→ 실패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 실패를 당하고 싶지 않다)

  문 (30가)에서 학습자는 직  인용문을 구성하지 못하 다. 베트남 

어에서 직  인용문의 인용형 ‘-라고’는 한국어에서처럼 인용문의 끝에 

붙지 않고 인용문 앞에 치한다. 따라서 (30가)는 한국어의 직  인용문 

구성 방법을 잘 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문 (30

나)에서는 명사 ‘정신’과 명사 ‘곳’의 치를 잘못 쓴 경우이다. 학습자는 

형사  ‘학문을 좋아하는 정신’이란 의미를 달하고자 하지만 이는 베

트남 어식으로 표 한 것이며 통사 으로도 문체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형  ‘ 한 곳’은 앞의 형 과 마찬가지로 통사  측면에서 

문체  오류에 해당한다. 문 (30다)는 학습자가 ‘실패를 당하다’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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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만나다’라고 표 한 내용으로 보상

략을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을 만든 경우다. 베트남 어에서 ‘실패를 만나

다’라는 표 을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직역해서 쓴 것으로 보

인다.   

3 ) 통 사  차 원

  문장이란 단어들이 문법 규칙에 의해 나열된 의미의 통일체로 문장 성

분인 주어, 목 어, 서술어, 보어, 형어, 부사어, 독립어로 구성된다. 여

기서 문장 성분이란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범주의 성질을 가진 단어

와 단어의 연결체를 의미한다. 내포문의 경우 문장 성분이 더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내포문을 구성할 때 더 많은 오류를 나타내

게 된다. 이 에서는 이러한 내포문 문장 성분의 오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 내포문 성 분  불 일 치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 문제는 주로 단문 안에서 논의되어 왔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여부는 그 단문이 문법 인가 비문법 인가와 련된다. 

그런데 실제로 다양한 들을 분석해 보면 문장 성분의 호응 문제는 단

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문장과 문장이 속과 내포로 

연결되어 더 큰 문장을 이룰 때 문장 성분이 문법 으로 는 의미 으

로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베트남 인 학습자가 

내포문을 구성할 때 문장 성분의 불호응 상이 많이 나타나며, 그 에

서도 특히 모문의 주어와 서술어의 불호응이 많이 나타난다. 

(31) 가. 그리고 사람이나 차들이 거의 없는 새벽에 교통 신호등을 지

키는 일은 짜증스러워서 인간 인식은 요하는 것을 강조합니

다.

          (→ 사람들의 인식이 요하다/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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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나. 큰 도시에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수단은 많아져서 교통

사고를 리기 한 신호가 좋은 방법이다.

          (→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은 교통사고를 이는 좋은 방법이

다.)

    다. 그런데 등학교나 학교 시 에 유학하는 것은 조기 유학 

바로이다.

       (→그런데 등학교나 학교 시 에 유학 가는 것은 바로 조

기 유학이다.

  문 (31가)는 학습자가 베트남 어식 단어인 ‘인간 인식’을 그 로 직

역해서 한국어에 용한 경우로, 주어인 ‘인간 인식이 요하는 것’을  

동사 ‘강조하다’와 결합하여 문장을 만든 것이다. 문 (31나)는 주어인 

형사  ‘교통사고를 이기 한 신호’와 ‘좋은 방법이다’가 결합한 경

우로 한국어에서는 어색한 문장에 해당한다. 하지만 베트남 어에서 명사 

‘신호’는 한국어의 의존 명사 ‘것’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베트남 인 학

습자는 ‘ èn tín hiệu giúp làm giảm tai nạn giao thông’을 한국어로 변

환할 때 ‘ èn tín hiệu’를 직  번역하여 문장을 만든 것이다. 정확한 내

포문을 만들고자 하 으나 문장의 의미 호응을 잘 악하지 못하여 오류

를 범한 경우다. 문 (31다)에서 부사 ‘바로’는 서술어 ‘조기 유학’ 뒤에 

치하기 때문에 주어 ‘ 등학교나 학교 시 에 유학 가는 것’과 호응

하지 못하 다. 

  학습자들이 생성한 문장을 보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의미가 제 로 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어가 탈락됨

으로 인해 서술어의 주체를 악할 수 없게 되면서 주술 호응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미처 다 언어

화하지 못한 채 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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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가. 서호 에 치한 작은 섬에 있는 베트남의 불교의 상징인 ‘ 꿕

사’이다. 

            (→ 서호 에 치한 작은 섬에 있는 은 베트남의 불교

의 상징인 ‘ 꿕사’이다.)

   

         나. 쩐시  이곳에는 쩐왕들이 퇴 한 후 건강을 돌보기 해 

쉬는 곳이다. 

             (→ 쩐시 을 때 이곳은 쩐왕들이 퇴 한 후 건강을 돌

보기 해 쉬던 장소이다.) 

          다. 가까이 있는 포민탑은 높이 21m나 되는 탑이 있다.

             (→  포민탑에 가까이 있는 탑은 21m나 되는 높이에 있

다./ 높이 21m 나 되는 탑이 포민탑에 가까이 있다.) 

  문 (32가)에서 학습자는 형사 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문장의 주어

가 없는 비문을 만들게 된다. 이는 내포문을 구성할 때 문장의 주어를 

소홀히 다루어 나타나게 되는 오류로  학습자뿐만 아니라 고  학습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유형이다. 문 (32나)는 학습자가 문장의 주어를 

악하지 못한 채 서술어를 구성하게 되면서 문장에서 주어가 실종되는 

주술 호응의 문제를 다루었다. 즉, 주어인 ‘쩐왕들’이 장소를 서술하는 

‘곳이다’와 주술 계를 이루게 되면서 어색한 문장이 구성된 것으로, 이

는 ‘곳이다’에 호응할 수 있는 문장의 주어가 실종된 상태로 생각해볼 수 

있다. 문 (32다)는 문장의 주어를 확인할 수 없다기보다 학습자가 머릿

속에서 모문의 주어가 무엇인지 알기는 하지만 논리 으로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다. 학습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언어화할 때, 메타인

지를 사용하여 문장 구성에 한 정보와 실제 언어화된 문장을 비교, 

검,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내포문을 구성할 때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일반 으로 내포 을 서술

어화 하여 문장을 만든다. 그러나 서술어화 하는 과정에서 주어와 서술

어의 호응 계에 한 학습자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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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가.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성공할 수 있

다.

             (→ 이라서 성공할 수 있다)

        나. 실제로 조기유학은 필수 아니라 유익 인 자녀 양육 방법이 되었

다.

           (→ 필수 인 자녀 양육 방법이 아니라 유익한 자녀 양육 방법이

다.)

  문 (33)에서 나타난 인용  ‘-이라고 성공할 수 있다’는 간 인용조

사 ‘-이라고’와 동사 ‘성공하다’가 결합한 형태로 그 호응이 어색하다. 문

장의 주어 ‘그들’에 서술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성공할 수 있다’를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명사 ‘사람’ 뒤에 

‘-이라고 성공할 수 있다’가 결합하 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문장을  어

색하게 만들었다. 문 (33나)는 학습자가 문장의 서술어화에 실패한 오

류이며, 형  내에서의 어미 사용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다. 어미 사용

의 오류는 고  학습자에게서도 쉽게, 그리고 꾸 히 발견되는 오류이므

로 어미 교육은 지속 으로 반복해야 할 것이다. 이 문장은 ‘조기 유학은 

필수 인 자녀 양육 방법이 아니라 유익한 자녀 양육 방법이다’로 재구

성될 수 있는데, ‘조기 유학은 필수 인 자녀 양육 방법이 아니다. 조기 

유학이 유익 인 자녀 양육 방법이다’라는 문장이 결합한 것이라는 사실

을 학습자가 인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다. 

(2) 내포문 사용  회 피

  학습자들은 처음에 단문과 속문을 배우기 때문에 고 으로 올라가더

라도 내포문보다 속문을 구성하는 데에 더 익숙하다. 그러나 단일 문

장들이 결합하여 다시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은 단순한 결합을 넘

어서는 의미 격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 83 -

나열식 속문은 단문의 나열과 다를 바가 없다(이지수, 2009).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어순이 베트남 어와 반 된다는 사

실에 익숙하지 않아 회피 략을 사용하게 된다. 즉 한 문장에 많은 정

보를 함축 으로 담아둘 수 있다는 내포문의 장 을 알더라도 학습자들

은 실수나 오류를 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보상 략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34) 제목: 사람이나 차들이 거의 없는 새벽에 교통 신호등을 지키는 

일은 여간 짜증스런 일이 아니다. 신호가 바뀔 동안 사람이나 

차의 통행이 없는데도 신호를 꼭 지켜야 하는지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교통 신호는 시간이나 장소에 상 없이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교통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나 차들이 교통

법을 안 지킨다. 만약 신호가 바뀔 동안 사람이나 차의 통행이 

없는 데도 사람들이 계속 운 하면 규칙을 안 지킨다. 이 상황

은 들어가면 사람들이 교통법을 주심하게 주의하지 않고 교통

법이  무작용이 된다.

그리고 운 할 때 교통사고가 나지 않기 해서 사람들이 주의

해야 한다. 신호가 바꿀 동안 차의 통행이 없는 데도 우리는 조

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동안 사람이나 차가 통행하고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교통 신호등을 안 지키고 게속 바르게 운

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방하기 

해서 신호가 바뀔 동안 사람이나 차의 통행이 없는 데도 신

호를 꼭 지켜야 한다. 

  의 문 (34)에서 보는 것처럼 학습자는 작문에서 부분 속문을 

많이 사용하 다. 형식 으로 틀린 문장이 많지는 않으나, 내포문보다 

속문들로 정보를 달하다보니 의미상으로 문장의 질이 떨어지고 달력

이 낮았다.  학습자의 어휘력이 부족하여 하지 않은 단어가 선택

되기도 하 다. 학습자의 어휘력이 낮으면 그만큼 내포문을 구성하기 어

려워지게 된다. 결국, 내포문의 구성을 회피하고 속문의 사용을 늘리는 

결과를 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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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박닝도는 베트남의 제일 작은 면 이 있는 도입니다. 하노이 동

북쪽에 유치합니다. 베트남에 가장 많이 축제가 있고 이 많은 

도입니다.  제일 큰 문화 센터가 있습니다. 제일 큰 교차로가 

있습니다. 박닝도는 제일 작은 도이지만 제일 큰 것이 있습니

다. 는 제 고향에 해 무 자랑스럽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박닝도에 한번 가십니다. 박닝에 가면 ‘Quan Ho’ 가요를 듣고 

Dau , Phat Tich , Ba Chua Kho  등과 같은 들을 방

문하고 큰 축제들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 은 박닝도는 큰 

공업으로 무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같은 한국의 

큰 회사가 많습니다. 이 덕분에 삶의 질은 더욱더 높습니다. 

한 국, 일본의 회사가 있어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었습

니다. 미래에 박닝도는 밝은 망이 있겠습니다. 

   문 (35)에서 학습자는 ‘작은 면 ’, ‘ 이 많은 도’, ‘큰 축제’, ‘밝

은 망’ 등 내포문의 문법 인 요소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한정된 표

만을 이용하 다. 학습자들이 고 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문장을 나열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포문을 안은 문장보다는 속문이나 

단문의 연결 구성을 여 히 선호한다. 그 외에도 학습자가 한정된 어휘

력을 가지는 것도 문장의 질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3 ) 내포문 성 분 의  배 열  문제

  내포문 구성의 문제를 악하기 해 베트남 인 학습자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내포문을 구성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그리고 왜 내포문보다 속문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내포문을 구성하

더라도 왜 간편한 내포문 유형만을 구성하는지에 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어순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었다. 실제로 학습자들

은 작문 퇴고 과정에서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문장의 어순을 바꿔보

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으로 자신의 느낌에 의존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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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 어순에 익숙하지 않으면 복잡한 문장

을 읽고 쓰고 말할 때 혼란을 느끼게 된다. 특히 읽기와 듣기 등 외국어 

기능 역에서는 어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어로 한 문장이라

도 말하거나 쓰려고 할 때는 어순이 당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순은 

외국어 교육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

서 어순과 어휘, 문법 역은 서로 한 계가 있다. 비록 어려운 어

휘와 문법이라도 정확한 어순 배열을 무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다.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짧은 시간에 다량의 어휘 학습을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어순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의식에 다소 소홀한 편이다. 

그리고 실제 교육 장에서 원어민 교사들은 학습자가 사용하는 모국어와 

한국어의 차이 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 으로 어순에 한 교

육이 소홀할 수도 있다. 한편 비원어민 교사들은 그 차이 을 알면서도 

한국어 지식이 부족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학습자들은 한국어 능력 수 이 향상되면서 복합 인 구문과 어려

운 어휘를 배우게 된다. 이 때 어순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문장생성

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 오류를 감소시키기 하여 회

피 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 간단한 구문만 사용하고 복합 인 구

문을 회피하여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어 내포문은 가장 복합 인 구조를 가지는 문장 유형이며 수식어, 

형어는 체언 앞에 온다는 특징이 있다. 

     (36) 가. 철수는 [ 수가 집에 온] 사실을 알았다.

          나. 순희는 [삼 이 [꽃이 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36가)에서 [ 수가 집에 온]은 의 형태로 안겨 있는 문장이고, (36나)

는 하나의 안긴 문장에  다른 안긴 문장이 겹으로 안겨 있는 문장이

다. 이처럼 안은 문장은 이론 으로 무한히 많은 이 포함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안긴 문장 (내포 )이 수식어의 기능으로 자격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어는 한국어의 어순 (SOV, SCV, SAdV)15)과 완 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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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순(SVO, SVC, SVAd)을 가진다. 베트남 어 부속복문에서는 안

긴 문장 (내포 )인 수식어는 피수식어 뒤에 치한다. 

 (37) 가. Cholsu ã biết [Young Soo ã về nhà]. 

                 [알았다]   [ 수가 집에 온다]

      나. Soon Hee ã nghe [chú khen rằng hoa ẹp].

                    [들었다] [삼 이 꽃이 쁘다고 말한다]

 의 문에서 베트남 어의 부속복문은 한국어의 내포문 성분 어순과 

반 될 뿐만 아니라 어미, 조사 등 문법 인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베트남 인 학습자는 한국어 내포문을 구성할 때 베트남 어의 향

을 받아서 오류를 범하거나 속문을 나열하는 문장을 구성한다.

 (38) 혜민 스님이 ‘스스로 감동시킬 만큼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 해본 이 있

었는가?’

      → 혜민 스님이 ‘스스로 감동시킬 만큼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 해본 이 

있었는가?’라고 묻는다. 

 

  의 문은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많이 쓰는 인용문으로 ‘-라고 

묻는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인용조사와 서술어가 생략되는 오

류 유형이다. 이러한 오류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베트남 어의 인용문

의 경우 인용  뒤에 인용조사는 물론 서술어도 없으며 그 신에 인용

 앞에 오는 어순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3 ) 내포문 구성  능 력  향  원인

(1) 교육 과정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내포문 구성 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

15) S : 주어, O : 목작어, V: 서술어, Ad : 부사어, C : 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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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습 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두 언어 간에 부

정 인 이나 정 인 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이다. 그런

데 학습자들이 그 언어를 학습하는 데 겪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일으키

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면 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교재

  교육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교사, 학습자, 교재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학습자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사의 부정확한 발음, 교재

나 교사의 불충분한 설명 혹은 잘못된 설명 등도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

다는 뜻이다.

  우선 교육에 있어 교재는 아주 요한 요소이다. ‘ 가 무엇을 구에게 

가르치는 행 ’를 교육이라고 볼 때 교재는 바로 이 ‘무엇’에 해당한다. 교

재는 교실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 인 교수·학습 자료로 학습자에게만 도

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아직 베트남 인 학습자를 한 맞춤형 교재가 없

다.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 황을 악하기 해 하노이의 각 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았다. 재 각 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모두 한국어 문법,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과목이 따로 있지

만 문 인 문장 교육 교재는 없으며, 한국의 학에서 출 된 종합 교

재에 의존하여 가르치고 있다. 한국학과에는 한국어 과목(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이외에 한국문학이나 한국 경제, 한국 문화 등의 과목

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문장 교육이나 한국어 

확  문장 교육을 다루는 수업이 없어 학습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한 교사나 학생들도 문장 교육의 요성을 제 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한

국어 기  능력 문제 때문에 문장 구성 수업도 체계 으로 운 되지 않

고 있다. 문장 교육이 행해지기보다는 통합 한국어 교육과정을 따라 기

인 문장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기  한국어 교육이 어느 정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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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3, 4학년 시기에야 문장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3, 4학년의 한

국어 교육에서조차도 집 인 문장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문장 구성 수업의 부분이 문법 교정이나 자유 작문 과제로 쓴 후에 오

류를 수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오류에 한 상세한 지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 재 베트남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는 문

장의 확  기능을 제시하는 것은 없으며, 문법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다. 

교재에서는 내포문이라는 개념을 언 하지 않고 명사형 어미, 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인용문의 종결 어미 등을 표 하는 문법 요소만 제시

하고 있었다. 

  다음은 호치민 인문사회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세 학교 교재

의 내포문과 련된 형태소들이다. 

교재 형태소/ 표

연세 한국어 1
- 형사형 어미: ‘-은, -는, -을’

- 용구: ‘-은 후에, -을 때, -기 에’

연세 한국어 2

- 용구: ‘-기 때문에, -은 이 있다, -는 로, -기 

해서, 얼마나 -는지 모르다, -는 동안, -는 

 알다’

- 연결 어미: ‘-은 지, -을지, -는지 알다/모르다, -을지 

모르겠다, -는 동안, 

- 성 어미: ‘- 었던, -던’

- 간 인용: ‘- 자고 하다, -는다고 하다, 이라고 하다, 

-냐고 하다, -으라고 하다, 달라고 하다’

연세 한국어 3

- 용구: ‘- 는 신에, - 을지도 모르다, - 는다고 할 

수 있다, - 는 다는/ ㄴ 다는 것이’

- 의존 명사: ‘- 듯이’ 

<표 III-12> 연세 대학교 교재의 내포문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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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 학교 한국어 교재는 문법 항목과 용구를 제시한 후 문을 

제시한다. 그런데 문법 항목을 제시한 후 ‘문장을 만들기’라는 기계 인 

연습 과제만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문법 항목을 사용

하는 지에 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내포문과 내포문에 한 구조 이해, 

내포문을 구성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문법 연습이 학습자들의 

문장 구성 능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의 내포문 제시 순서를 통해 주목해야 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의 내포문 제시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 으

로  단계에서 형  내포문  ‘것’ 명사  내포문을 기본 인 내포

문으로 제시하고 있고,  단계에서는 다양한 내포문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학습자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내포문’을 독립 인 문법 항

목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학습자들이 정확한 내포문 사용하기 해서는 

교재의 구성에서 에 띄어야 한다. 하지만 내포문에 한 내용은 하나

의 독립된 단원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보통 문법 설명이나 단원의 마지막

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셋째, 교재에 제시된 내포문의 순서가 학습자 작문에서 쓰인 내포문에 

반 되고 있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내포문 오류 양상에서는 

학습자의 내포문 사용이 교재에 제시된 내포문의 순서와 어느 정도 상

이 있음이 드러났다. 를 들어 교재에는 형  내포문  ‘것’이 사용

된 명사  내포문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작문에서도 다른 내포

문의 사용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포문 오류도 주로 형  내포

문 오류에서 나타났다.

② 교육 방법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한 심을 갖도록 하기 해 수업을 상 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한다.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에 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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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한국어 언어 능력도 함께 향상시키고자 

한다.

  체로 수업은 교재 심으로 진행되며, 문법 수업은 베트남 인 교사

가, 말하기·듣기 수업은 한국인 교사가 한다. 문법 수업은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을 설명하고 문장 만들기, 말하기 실습과 같은 워크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한 단어  문장을 외우고 이에 따라 

화를 해보는 활동도 진행된다. 그래서 쓰기 수업도 결국 문법 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강사는 한국어에 해서는 잘 알고 있는 반면 베트남 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의 어려운 문법을 베트남 인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반 로 베트남 인 강사는 한국어에 한 문 지식이 

부족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학습자들이 사용한 말이나 에서 오류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훈련을 거치지 않은 베트

남 인 교사도 학습자가 범하는 내포문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

서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한국어 문법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을 상으로 한국어 교육 방법에 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

을 때 한국어 수업이 재미있다는 데에 부분 동의하 다. 구체 으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에 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물어봤을 때 학습자들은 ‘쓰기·듣기·말하기·읽기’ 등의 언어 기능은 

잘 배우고 있다고 응답하 다. 특히 쓰기에서는 문법뿐만 아니라 문장 

이해와 문장 구성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 다.  

 한국어를 조  더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 수

업에서 문법 교육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먼  수업 자체가 

문법에만 을 두고 있으며, 교사도 학습자들에게 기계 으로 문법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학습자들은 문장 이해 기능과 문장 구

성 기능을 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기본 인 

지식 차원에서 아는 것 이상으로 학습하길 원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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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습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극 으로 반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모 국어 간 섭

  일반 으로 오류의 원인을 살필 때는 모국어의 역할이 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차이가 클 경우 모국어에 한 지식이 목

표어 습득에 간섭하는 상이 일어난다.(이정희, 2003: 87). Lado (1957, 

1-2)는 모국어와 유사한 요소들은 배우기가 쉬울 것이고 다른 요소들은 배

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 다. 지 부터 모어인 베트남 어와 목표어인 

한국어 사이에서의 이 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II장에서는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 어 부속복문(câu phức phụ thuộc)을 비교· 조하 는데, 

이 에서는 내포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에 한 모국어 간

섭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① 문법  특징

  베트남 어로 인해 발생한 오류는 베트남 어 문법에 의한 것과 베트남 

어 용 표 에 의한 것으로 나  수 있다. 내포문이라는 개념을 인식하

지 못하여 배운 문법지식을 제 로 사용하지 못한 채 단순한 형태의 내

포문만을 구성한다는 학습자도 있었으며. 베트남 어 부속복문에 한 인

식이 부족하여 한국어 내포문과 조하지 못한다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어떤 언어를 배울 때에 자기 모국어와 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

국어와 목표어의 공통 과 차이 을 쉽게 악하여 목표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어 내포문인 부속복문의 특징으로 성 어미, 연결 어미와 인

용조사가 없다는 , 피수식어 앞에 수식어가 온다는 이 있다. 때문에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내포문을 구성할 때 성 어미, 연결 어미

와 인용 조사를 생략· 치하는 오류를 많이 범한다. 한국어는 베트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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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조사나 어미와 같은 기능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문장 내에서 문법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기능도 함

께 행한다. 따라서 모어권에서 성장한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생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된다.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내포문 오류의 문법 범주는 인용조

사 다. 베트남 어에는 인용조사가 없는 신 인용 조사에 해당하는 단

어 ‘rằng, là’를 사용한다. 베트남 어에서는 이러한 단어가 인용  앞에 

오며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어 인용  내포문을 구

성할 때 인용  뒤에 치하는 인용조사와 서술어를 생략하는 오류가 많

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많이 범한 내포문

의 문법 범주는 성어미다. 베트남 어에는 성어미가 없기 때문에, 학

습자들이 어미 활용과 기능에 해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된다.  내포문을 구성하기 어려운 이유들 에서 빼놓을 수 없

는 것 에 하나가 바로 어순이다. 한국어 내포문에서는 수식어는 피수

식어 앞에 오지만 베트남 어 내포문인 부속 복문에서는 수식어가 피수식

어 뒤에 온다. 그런 이유에서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내포문보다 속문

을 자주 사용한다.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내포문을 배울 때 모국

어를 한국어식 어순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어어

순 학습에서 발생하는 모국어의 간섭을 일 수 있을 것이다. 한 학습

자가 두 언어의 유사한 부분을 찾아서 한국어에 근하는 것이 내포문 

학습에 더 효과 일 것이다.

② 어휘  특 징

  내포문을 구성할 때 베트남 어식 표 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다

양한 표 을 능동 으로 선택하여 내포문을 구성하기 해서는 높은 어

휘력도 요구된다. 학습자의 작문에서는 모국어를 직  치하여 사용하

는 코드 환(code-switching)의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베트남 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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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문자 그 로 번역(모국어의 이)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 다. 고

립어로서의 베트남 어의 특징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형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한 베트남 어의 품사는 한국어 품사에 비해 모호하여 한 단어

가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다른 품사로 변할 수도 있다. 형용사와 동사

의 어간 뒤에 ‘하다’는 미사가 없고, 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 

형용사와 동사는 서로 기능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어 학습자와 

같은 한자권 학습자들은 한자를 그 로 한 로 옮겨 쓰는 모국어 이의 

오류를 범한다. 이로 인해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동사 뒤에 형  어미 

‘-는’과 의존명사 ‘것’을 붙여 동사를 명사화하는 과정에 익숙하지 않다. 

를 들어 ‘열심히 공부하다’는 베트남 어로 간단히 ‘học hành ch m chỉ’

라 번역한다. 그러나 ‘học hành ch m chỉ’는 베트남 어에서 동사 일 수

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다.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học hành ch m chỉ’

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직  ‘ch m chỉ’를 ’열심히’, ‘học hành’를 ‘공부’

를 번역하는 식으로 문장을 만든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체계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

끼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Odlin(1989)에 따르면 부정 인 이뿐만 아니라 

정 인 이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 연구에서 언어  유사

성과 상이성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

한다. 그 기 때문에 내포문 학습 과정에서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에 의

해 발생하는 오류 항목들을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부정

 이 한 정  이로 환될 수 있다고 본다.  

(3 ) 문장 구성  능 력  부족

  작문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내포문에 한 문법 기능과 의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달 과정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  학습자들은 문법 기능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작문에서 

내포문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내포문 구성의 문제가 한 나타

났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문법을 학습했지만, 실제 문장 구성 능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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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것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이 수행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활용하는 수행 연습

이 뒤따라야 한다. 학습자들의 문장 구성 능력은 문장을 구성하는 메타

언어 인 사고에 기 한다. 문장 구성에 한 메타인지는 학습자 스스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문장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머릿속에 있는 추상 인 생각이 언어를 

통해 표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화 과

정을 검,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내포문을 구성

했을 때 내포문의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의미가 제 로 

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미처 

다 언어화하지 못한 채 문장을 구성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악

했다. 

  학습자들은 메타 으로 문장의 짜임과 구조를 고려하면서 문장을 생성

해 내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러한 상에 해 수업 참여자들과 면담을 

나 었을 때 학습자들은 내포문의 구조가 어떠한지, 내가 쓰고 있는 문

장이 내 생각을 제 로 달하고 있는지 등에 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내포문을 구성할 때 주어의 실종 상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은 서로 다른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할 두 가지 

정보 덩어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메타인지를 통해 내포문을 검,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학습자들은 문장 구성이 ‘추상 인 생각’과 ‘언어로의 표상’이라는 이원

 구조로 이루어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문장 구성에 한 메타인

지는 그 과정을 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습자들의 문장 구성 

능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 까지 베트남 학에서 한국어를 공으로 하는 학습자들이 내포문 

구성할 때 어떤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고 있는지를 분류하여 그 문제 을 

분석·정리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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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  학습자들의 내포문 생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구체 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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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내포문 구성  능 력  향 상을 한 교육 방안

1. 내포문 구성  교육의  목 표

  일반 으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를 유창하고 정확하며 하

게 구사하여 자신의 의견과 생각, 감정 등을 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있다. 이를 기 로 베트남 인 한국어 ·고  학습자를 한 문장 

지도의 목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내포문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조가 문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내포문을 제 로 쓰기 해서는 내포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

아야 한다. 즉, 내포문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알아야 되고 내포문과 상

문 간의 호응, 상 문의 어순 등 여러 가지 구조 인 지식을 가져야 한

다.

  III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내

포문을 구성할 때 여러 오류나 문제들을 경험한다. 내포문 구조와 련

한 문제, 어순 문제, 베트남 어 식 용 표 의 향 문제, 문장 성분 간

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 에서  수  학습자들에게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오류는 내포문 구조와 용 표 의 향과 련된 오류이다. 

그리고 고  수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는 문장 구조와 련된 

오류이다. 이런 문제 들의 원인을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왜 내포문이 틀

리는지, 왜 내포문 구성을 회피하는지를 이해하여야 한 내포문 지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 까지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학습자들이 한국어 내포문 구조, 즉 명

사 , 형 , 인용 과 문장 호응과 내포  성분 간의 배열 순서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하 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 특히 베트남 어에는 

성 어미, 인용조사, 연결 어미와 같은 문법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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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내포문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

트남 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어순이 다르고, 내포문 구조에서 차이가 보

이는데, 이러한 차이 은 학습자들에게 필수 인 언어 능력을 구성하는 

지식에 해당한다. 베트남 어와 한국어의 차이 이 무엇인지, 한국어의 내

포문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틀린 내포문이고 어떤 것이 

맞는 내포문인지를 지식을 통해 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내포문 구성 교육에서는 문법을 우선 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다. 문법

은 언어 사용의 정확성과 성을 거로 삼으며, 어휘력, 문장력, 담화

력을 향상시킨다. 즉, 학습자들이 내포문의 주어와 상 문의 주어 형식의 

기본 문형 구조, 혹은 수식을 하는 형어와 수식을 받는 명사 사이 등

을 이해하고, 내포문 성분 간의 호응과 배열 순서를 이해하여 올바른 내

포문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법을 지도해야 된다. 내포문을 제

로 쓰기 해서는 우선 내포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를 해 내포문에 한 교육의 상을 한국어 교육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 식(2012)에서는 고교 문법의 내용 체계를 제시하면서, 문장 교

육을 ‘국어 알기’와 ‘국어 가꾸기’의 역으로 포함시켰다. 

역 내용

(1) 언어와 국어

(가) 언어의 본질

(나) 언어와 인간

(다) 국어와 국어 문화

(2) 국어 알기

(가)음운의 체계와 변동

(나) 단어의 갈래와 형성

(다) 국어의 어휘

(라) 문장의 구성 요소와 짜임새

(마) 단어의 의미

(바) 문장과 담화

(3) 국어 가꾸기

(가) 국어사용의 규범

(나) 정확한 국어 생활

(다) 국어 사랑의 태도

 <표 IV-1> 고교 문법의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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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V-1>에서 내포문 교육과 련된 내용인 ‘(2) 국어 알기-(라) 문

장의 구성 요소와 짜임새’의 성취 기 은 아래와 같다. 

  의 성취 기 이 문장 교육론의 핵심이라면, 아래의 성취 기 은 국

어 생활에 용한 것으로는 ‘국어 가꾸기’에서는 조사, 어미를 심으로 

문장 사용 문제를 따로 설정한 것이다.

  의 교육과정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을 두고 있는 문장 교

육의 역은 문장의 성분과 문장의 짜임새(구조)에 해당한다. 문장 성분

의 종류는 서술어, 주어, 자릿수, 목 어, 보어, 형어, 부사어, 독립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장의 짜임은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으로 나뉜다. 안

긴 문장에는 명사 , 형사 , 부사 , 서술 , 인용 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문장교육에 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역 성취 

기 을 참고하여 베트남 인 ·고  학습자를 한 문장 교육의 기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3) 국어 가꾸기

  (나) 정확한 국어 생활

    조사, 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2) 국어 알기

  (라) 문장의 구성 요소와 짜임새

    국어의 문장 성분과 구조를 이해한다.

    국어 문법 요소의 기능과 그 의미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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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성취 기

 

- 내포문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 내포문을 끝내는 다양한 방식을 알고 자신의 의도에 

맞게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어의 기본 인 내포문 성분을 이해하고 성분 사

이의 호응 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

고

- 내포문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

조의 문장으로 표 할 수 있다.

-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 학문  내포문을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다.

- 내포문에서 섬세한 사고와 정서를 함축 으로 표

할 수 있다.

                    <표 IV- 2> 내포문 교육의 성취 기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학과에서 5학기를 걸치는 3학년 학

생이기 때문에 내포문에 한 기본 인 문법 지식을 부분 습득하 다. 

그러나 문법 인 지식을 내재화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때는 내

포문의 기본 인 구조를 악하게 유도하여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이 올

바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국어 학과에서 7학기

를 걸치는 고  학습자들은 학문 인 작문 자료를 작성하는 요구가 발생

하기 때문에  단계보다 고 스러운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내포문에 한 기본 인 지식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내

포문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2. 내포문 구성  교육의  내용

  이 에서는 베트남 인 학습자의 내포문 구성 양상 분석 내용을 바탕

으로 실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재 한국어 교육 교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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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 명사형, 부사형, 인용  어미는 ·  단계에서만 제시된다. 내

포문을 교육하기 해 계 을 구분하여 가르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고  학습자에게 문장을 생산하는 방법과 문장 이해 과정에서 복합문

이 되는 과정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고  학습자로서 언어에 한 

이해 능력이 있다면 한국어 문장 구조에 해 아는 것이 한국어 실력 향

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고  학습자들에게는 언어 수 에 맞

춰 한국어의 복합문 구조를 교육하여 궁극 으로 고  한국어를 이해하

고 구사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한편 홍정 (2005)은 한국 인문 사회 계열 공학과에서 수학하고 있

는 외국인 학생들이 쓰기 분야에서 문법. 문장 구조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 다. 실제로 모국어 화자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속

문보다는 내포문을 많이 사용하지만 외국인은 그 지 않았다. 주 민

(2002)16)도 한국인 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밝혔다. 따라서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교육에서도 문장 구조

가 복잡한 내포문에 해 심을 두고 이를 교수 내용에 용해야 한다.

  먼  학습자들에게  화자가 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 이고 

정 하게 기술하는 내포문의 기능론  측면을 강조하여 학습동기를 부여

해야한다. 가령, 속문으로 문장을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한다거

나, 속문일 때보다 내포문이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고 한 문장 안에 담

을 수 있는 문장 정보의 수가 더 많다는 을 들어 내포문 생성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계 인 문법 교육 방식

은 학습자의 실질  문법 지식 용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효율 이지 

못하다. 실질  내포문 교육을 해서는 내포문이 많은 정보를 간결하게 

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해 매우 요한 표  방

식이라는 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포문 교육의 방법으로 기존의 형태 심 인 문법 교

16) 주 민(2002)은 모국어 등학교 화자들도 문장 구성에 있어 고학년이 되면서 속문보다는 

내포문을 많이 사용하며, 내포문 에서도 형  사용이  다수라고 하 다. 이 원인에 

해서는 구체 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 과정의 향 이외에도 문정 구성 방식에 있

어 속문 구성보다는 내포문 습득이 더 어렵다는 것, 이 구조가 더 복잡하다는 것과 연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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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방법을 따르면서, 내포문과 련된 어미나 용구 등을 종합하여 확

인하는 학습 단계를 제안한다. 이 때 이들 형태 뒤에 상 문이 온다는 

구조 인 측면과 함께 형사형 어미와 결합하는 명사들의 의미 특성을 

학습자가 스스로가 찾아 ‘-(으)ㄴ시간에, -(으)ㄹ 시간에’와 같은 새로운 

구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학습자에게 성취감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재학습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학습 효과를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표  단 로서 형태 주의 학습 방식만을 취할 경우 

학습자들이 한정된 문장 구조나 익숙한 구성만으로 문장을 생성할 가능

성이 커진다. 학습한 표  단 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내용을 표 하

기 해서는 문장 구조에 한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어 문장 구

조를 이해한 후 문장의 결합을 통해 복합문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방식

도 필요하다.17) 단어 수 에서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을 모두 연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차가 자칫 학습자에게 지루함과 복잡함을  수 있

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의 문장에서 출발해 복합문으로 확 하는 것이 더 

효율 일 것이다. 특히 서술어의 유형에 따라 논항이 결정되는 한국어의 

특징을 학습자에게 설명하여 완 한 문장을 생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이는 단순히 문장 구조를 정확하기 쓰기 함이 아니라 의미를 정

확하게 달하기 함이다. 

  교사가 단어를 제시하거나 학생이 주제에 맞는 단어를 연상하여 문장

을 만들고 이 문장을 다시 확 문으로 만드는 과정은 실제로 상당한 시

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확 문 생성이라는 목표가 흐려질 수도 있다. 

오히려 단문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복합문을 구성하는 것이 학습자의 응

용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여러 개의 단문들이 

각각 서로 연결되어 확 문에 이르는 과정으로 내포문을 학습할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한 학습자의 문장 분석력을 키우기 해 이미 

완성된 문장을 분해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 가령, ‘키가 크고 쁜 분

17) 모국어 교육에서도, 문장 구성  표  능력을 한 교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장 결합과 

같은 연습이 문장 생성력 향상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이강  2006등)가 논의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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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 반 선생님이시다.’라는 문장에서 구의 키가 크고 쁜지, 어떤 

분이 우리 반 선생님인지 등을 찾아보도록 하면서, 문장의 구조를 분해

해 보는 연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분해 연습은  이상의 학습

자들에게 응용할 경우 더욱 효과 일 수 있다. 학습자에게 자신이 만든 

문장을 직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표 하고자 했던 정보가 문장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학생으로서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술어의 계에 따라 명사의 문장 성

분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조사가 선택된다는 한국어의 특징을 제 로 학

습하지 못해 조사 사용에 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내포문 생성 교육의 목 은 한국어 내포문 구성에 한 언

어 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략과 표  문형을 사용함으로서 내포

문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이 이

런 교수 방안을 한국어 수업에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지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에서는 베트남 인 ·고  학

습자를 상으로 내포문 교육과 련된 선행 지식과 수행 단계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략을 통합시켜서 내포문을 모어 화자의 수 으로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체 인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문장 교육에 원리에 하여 이지수(2010)에서는 과정의 설계, 내

용의 선정, 교수 방법의 구안이라는 문장 교수의 원리를 제시하 다.  

필자의 

추상  사고
 

문장 개념 

기능 인식


문장 

구성
 

문장 

고쳐쓰기

[그림 IV-1] 문장 구성 교육: 순차  과정



- 103 -

문장 단 의  개 념 ,  기 능 에  한 인식

(문장으로 구성되는 추상  

사고)



문장 구성



(문장 구성에 동원되는 문법 

지식)

문장 구성에 한 메타  인식

[그림 IV-2 ] 문장 구성 교육: 동시  과정
                         

          

  이지수(2010)에서 제시한 문장 교육 과정에 따르면 문장 단  개념에 

한 인식과 문장 구성에 한 다양한 지식 요소들은 함께 다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일회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수 에 걸쳐 차 확 되

어야 한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장 구성 교육 과정을 참고하여 

베트남 인 한국어 ·고  학습자의 문장 구성 능력에 확 · 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문장 교육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

자를 한 내포문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내포문 구성  능 력  향 상 교육 내용

문법  측면
학습 동기 부여 교육 

문법 항목 제시  내포문 구조 이해

의미  측면

내포문의 생성 연습

내포문 구성 어휘력 향상 

용구 연습 

형 인 내포문의 연습 

<표 IV- 3> 내포문 구성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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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고 에 올라가더라도 내포문보다 단문과 속문

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실제 모국어 화자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속문보다는 내포문을 많이 사용한다(홍 :2005). 고  학습자들이 내

포문 사용을 회피하는 이유는 내포문을 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포

문에 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내포문 교육의 첫 단계는 학습자들에게 학

습동기를 부여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문장 구조를 

인식 시키는 단계가 있을 수 있으며 세 번째, 내포문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에 해 교육하고 연습시킬 수 있다. 네 번째, 내포문에서 어떤 

어휘를 당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언 하고, 다섯 번째 내포문에서 빈

번하게 쓰이는 용구를 교육시킨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에게 형 인 

내포문을 문과 문단으로 제시한다. 이 과정을 밟는다면 베트남 인 학

습자들에게 효과 으로 내포문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1) 기 본 인 지식  교육

(1) 학습 동 기  부여  교육 

  내포문은 화자가 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 이고 정 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기능론  근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속문으로 문장을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을 제

시하거나, 내포문을 사용할 때 한 문장 안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수가 

더 많다는 을 들어 내포문 생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다.

 속 문으로 문장을 연결 할  수 없 는  상황

   베트남 어 내포문:   i du học sớm không có ngh a là nhất ịnh sẽ 

thành công.

   ⇨  한국어 내포문:    조기 유학하면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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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트남어 명사  내포문의 경우에는 문장

이 짧지만 함축 인 의미를 가지며, 화자가 달하는 정보를 강조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한국어로 표 하려면 내포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

다. 

 

 속 문 보 다  내포문을 사용 하 면  문장이 더  짧 고 정 보 의  수가  더  

많 은  상황

(가) 에 우리 자식은 국내에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노력해야하

지만 지 은 다른 나라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기 유학

에 해 심이 많아요.

  의 문 (가)에서  수 의 학습자는 ‘조기 유학’에 한 주제로 

쓴 문장에서 정보를 달하기 해 속문과 단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보편 인 작문 방식이며 단순문과 

속문을 통해 문장을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회피 상으로, 내포문을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다. 이 문장을 내포문의 형태로 다시 작문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

난다.

(나) 요즘 조기 유학에 해 심이 많은 이유는 에 우리가 국내의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과 달리 지 은 다른 나라에서 

유학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와 (나)는 내용상으로 그 의미가 같지만 (나)는 한 문장으로 완성

되었고, 정보가 고 스럽게 표 되어 있다. 그리고 문장의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필자의 언어 구사 수 도 모국어 화자와 비슷한 정도로 

높아 보인다. 내포문 신 속문으로 문장을 구성할 경우 문장들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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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복합문 생성 능력을 갖추

기 한 교수·학습이 고  수 의 학습자들에게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 

(다) 그리고 부터 다낭은 큰 항구이라서 다양한 고유가 오는 베트

남의 출입물 했다. 

   (√ 그리고 부터 다낭은 다양한 상업교류활동이 이루어지는 베트

남의 큰 항구 다.)
  

    

  앞서 지 하 듯이 기계 인 문법 교육 방식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문법 지식을 제 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내포문 구성 

문장이 많은 정보를 간결하게 표 해야 하는 상황을 통해 내포문이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해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을 인식시켜야 한다. 

(2) 내포문 구조  이해

 

문법  항 목  제시

  문법 항목의 제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학습자들에게 수업의 내

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베트남 어 부속복문과 한국어 내포문을 비교하고 

학습자들에게 베트남 어 내포문의 종류와 내포문의 특징에 해 설명한

다. 먼  내포 의 주어는 무엇인지, 그 내포문을 표시해주는 성 어미

가 무엇인지 학습자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내포문의 주어와 상 문의 주

어를 찾고 구분하게 한다. 그 다음에 학습자에게 내포문을 베트남 어로 

번역하게 하고 배열 순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어본다. 학습자가 한국

어와 베트남 어 내포문의 어순 차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해 보

게 한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도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집 하게 한다. 그

리고 학생들에게 베트남 어와 한국어 배열 순서의 차이를  두 문장을 만

들어 비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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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명사  형식 베트남 어의 명사  형식

나는 수 이 유학을 떠났음을 알았다.

      S2    O2     V2

S1           O1              V1

Tôi biết việc Soo Huyn  i   du 

học

             S2        V2    O2

S1   V1           O1    

<표 IV- 4> 한·베 명사 의 배열 순서 비교

  한국어 내포문 어순과 베트남 어 내포문 어순의 차이를 가르친 후에는 

한국어 내포문 문형을 지도한다. 문형을 통해 학습자는 내포문 구조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문장 호응을 학습할 수 있다. 문형을 통해서 한국어

의 올바른 내포문 구조와 배열 순서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 명 사  문법  항 목

  명사 과 련된 내포문 구성 련 내용으로 먼  명사  내포문이 한

국어 문장을 확 하는 방식 의 하나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리고 명

사 에 의한 문장의 확 , 문장 내 명사 의 다양한 쓰임, 다양한 후행 

서술어 등에 한 설명을 한다. 다음은 ’-는 것’의 활용에 한 문이다.

     (가) 성호:  씨는 취미가 뭐 요?  

         : 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다) 제 취미는 사진을 는 것이에요.

  의 문의 ‘-는 것’은 ‘-이/가, -을/를’의 학습을 비롯한 기본 인 단

문의 문형이 제시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리고 ‘-는 것’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었고, 이 명사 이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 어로 기능함

을 설명하여 ‘-는 것’ 명사 에 의한 문장 확 를 명시 으로 보여 다. 

그리고 ‘-는 것’ 명사 이 목 어로 쓰인 (가), 주어로 역할을 하는 (나), 

서술어의 치에 나타나는 (다)와 같이 다양한 문장 내 쓰임도 균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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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시되어야 하며, ‘좋아하다, 재미있다’와 같이 명사 에 후행하는 다

양한 용언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한 이러한 문법 항목은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비슷한 의미 기능의 항목들과 함께 제시

하여 항목 간 유사 과 차이 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

다.  

  명사  구성과 련된 문법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문이나 련 설명을 통해 명사 이 주어, 

목 어, 서술어와 같이 문장 내 다양한 자리에 쓰이는 것과 선행 시제 

결합 제약이 있다는 것, 후행 서술어가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내

포문 교육 내용으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결합형이나 패턴 이 있는 문

형은 필요한 경우에 문과 함께 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특

히 서술어 심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패턴에 비해 문형은 특정 서술

어를 심으로 제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제시되는 수가 

많아지더라도 다양한 서술어의 결합 양상을 보여  수 있으므로 문법 항

목의 련 문형으로 제시가 가능하다. 

㉯ 형 사  문법  항 목

  형사  구성과 련된 문법 항목은 다음과 같다.

  -(으)ㄴ    -는        -ㄴ     -던 

  -았/었던    -이었/ 던  -(으)ㄹ  -다는

  III장의 오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오들 에서 

가장 많이 범한 오류는 성 어미 오류 다.  학습자들은 형사형 

-기 -(으)ㅁ -(으)ㄴ지/는지/(으)ㄹ지 -(으)ㄴ가/는가

-냐/ 느냐 -(으)ㄴ/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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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의 혼용을 많이 하고, 고  학습자들은 

‘-다는 것’과 ‘-는 것’의 사용, 보문 의 사용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형사형 어미 오류에서, 재 시제 형사형 어미 ‘-는’ 신 ‘-

(으)ㄴ’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덧붙여 

형사 어미 ‘-(으)ㄹ’이나 ‘-던’보다는 ‘-는’이나 ‘-(으)ㄴ’을 더 많이 사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형사형 어미에 많은 오류를 보인 이유는 첫

째, 형사형 어미가 상  시제라는 을 간과하고 화자가 발화하고 있

는 시 과 련된  시제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형사형 어미

의 시제  의미 외의 다른 의미 (‘-(으)ㄹ’의 추정 의미나 부정 시제로의 

의미, ‘-는’의 무표 인 시제로의 의미)에 한 지식의 결핍으로 많은 오

류를 범하게 되었다. 셋째, 형사형 어미와 명사의 연어 계에 한 지

식의 결핍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서만 교수하고 있는 

명사형 어미와 형사형 어미가 그 기능이나 용법에 따라 수 을 달리하

여 ·고 에서도 꾸 히 교수되어야 하며, 이들과 연어 계를 보이는 

어휘를 교수할 때 어휘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법  연어 계를 

함께 다 야 할 것이다. 

   

㉰ 부사  문법  항 목  

  부사  구성과 련된 문법 항목은 다음과 같다.

  

-게, -이, -도록, -듯

 

  본 연구에서 부사 의 오류를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베트남인 학습자

들의 부사  사용률이 히 낮게 나타나 오류율도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포문 교육에서 부사  교육도 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 에

서는 부사  교육을 한 문법 항목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게, -이, 

-도록, -듯’의 내포문은 에서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는데, 표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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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을 결정하여 고  단계까지 지속 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런 문법 항목은 별도로 제시하여 교육하기 보다는 학습자들이 자연스럽

게 익힐 수 있도록 읽기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다.

㉱ 인용  문법  항 목

  인용  구성과 련된 문법 항목은 다음과 같다.

-라고(-하고), -다고, -냐고, -자고

    

  ‘ -라고(-하고), -다고, -냐고, -자고’ 인용  내포문은 학습자들이 

에서 학습된 내포문 구조이지만 고  단계까지 해당 오류가 나타난다. 

이는 모국어의 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며, 한국 인용  내포문 자

체가 복잡해서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해 인용 의 개념을 용하

여 학습자에게 베트남 어의 ‘간  인용문’과 ‘직  인용문’의 구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단 계 별  내포문 교육 방안

  본 연구는 베트남 인 ·고  학습자를 상으로 교육 내용 방안을 모

색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내포문 교육 방안은 언 하지 않을 것이

다.  단계의 교육 내용은 교재에서 언 한 것처럼 명사  내포문 

의 ‘것’ 내포문과 과거, 재,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간단한 형  내포

문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기

본 으로 익 야 할 것들이다. 다음은 ·고  학습자들에게 내포문 항

목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 어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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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 계
도입  유 형 교육 내용

명사  내포문
-기, (으)ㅁ, 는지/ (으)ㄴ지, -느냐/ (으)냐, 

-는가/ (으)ㄴ가, -(으)ㄴ/는/을 것

형사  내포문
-(으)ㄴ, -는, -(으)ㄹ, 던, -(았/었)던, 

이었/ 던, 다는

부사  내포문 -게, -이, -도록, -듯

인용  내포문 -라고(-하고), -다고, -냐고, -자고

고

명사  내포문

‘ -기, (으)ㅁ, 는지/ (으)ㄴ지, -느냐/ (으)냐, 

-는가/ (으)ㄴ가, -(으)ㄴ/는/을 것’ 각 명사  

내포문의 사용 상황과 각 내포문 간의 차이 

형사  내포문

‘-(으)ㄴ, -는, -(으)ㄹ, 던, -(았/었)던, 

이었/ 던, 다는’ 각 형  내포문의 사용 

상황과 각 내포문 간의 차이

부사  내포문

‘-게, -이, -도록, -듯’ 각 부사  내포문의 

사용 상황과 각 내포문 간의 차이

인용  내포문

- 라고, -느냐/(으)나고, -하고, -자고

- 다고’ 각 인용  내포문의 사용 상황과 각 

내포문 간의 차이 상황과 각 내포문 간의 차이

<표 IV- 5 > 단계별 내포문 교육 내용

   단계의 교육 내용에는 명사  내포문, 형사  내포문, 형  

내포문, 부사  내포문, 인용  내포문 네 가지 모두 포함되며, 구체 인 

교육 내용으로 명사  ‘-기’, (으)ㅁ, 는지/ (으)ㄴ지, -느냐/ (으)냐, ‘-는

가/ (으)ㄴ가’, 형  ‘았/었던’, 부사  ‘-게, -이, -도록, -듯’, 인용  ‘-

라고(-하고), -다고, -냐고, -자고’를 제시한다.  단계는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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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안정화되는 시기이므로 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난이도를 높여 

좀 더 다양한 발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 항목을 선정하여

야 한다. 

  고  단계에서 교육할 내용은 구체 인 내포문 용법보다 같은 유형별

로 내포문 간의 차이를 살펴 보다 자연스럽고 정확한 내포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를 들어 ‘-기’, ‘-(으)ㅁ’ 명사  

내포문은  학습자에게는 다소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고  학습자들에

게는 이해 가능한 수 인 것으로 보인다. 작문 오류 분석을 살펴보면 고

 학습자들은 ‘-기, -(으)ㅁ’ 내포문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 빈

도가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지 않은 표 도 종종 나타났다. 

  형  내포문은 한국어 학습자라면  단계에서부터 자주 사용하고 

많이 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오류 분석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베트남 

인 학습자는 고  단계에 이르러서도 형  내포문을 표 하는 데에 있

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고  단계의 내포문 교

육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고 정확한 내포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을 두어야 한다. 이를 해 학습자들에게 반복 으로 정

확한 문을 보여 주고 같은 유형 내포문 간의 의미 차이를 생각하게 하

는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내포문 구조  이해

  III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학습자와 고  학습자들 부분이 문장 

구조에 한 이해 부족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학문 목 으로 한

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된 공 서 을 읽어야 하는 상황

에서 오류가 개입되어 공 지식에 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읽기 속도도 

떨어졌다.18)

18) 김서형 .홍종선 (2010)에서는 고  수 의 쓰기에서나 문 인 쓰기에서는 복합문의 사용 

양상이 단순문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복합문 구조

에 한 이해도가 결국의 공 지식의 이해도와 상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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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호 에 치한 작은 섬에 있는 베트남의 불교의 상징인 ‘ 꿕사’

이다. 

          (→ 서호 에 치한 작은 섬에 있는 은 베트남의 불교의 상징인 

‘ 꿕사’이다.)

  의 문 (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는 형사 을 구성했지만 문

장의 주어 치를 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주어를 빠뜨린 비문을 작성하

다. 이는 학습자가 수식 구조는 이해하 지만, 수식 구조 안에  다른 

 구성이 있다는 것을 제 로 악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내

포문 서술어의 행동 주체에 한 해독 과정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때 주어와 목 어 등 문법 용언에 한 지식이 없이는 오류를 정확히 

해결할 수 없다. 학습자들에게 문법 지식에 한 설명 이외에도 문법 용

어의 사용 범  등에 한 교육 방안이 재고될 필요성이 있음을 여기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고  학습자들은 문장 구조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기

본 으로 서술어의 주어 정도는 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문장의 확  방식을 부터 종합 인 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 명사형 어미와 형사형 어미는 한국어 교육 교재 ·  단계

에서 제시되고 있다. ·고  학습자들에게는 문장을 생산하는 방법과 

문장 이해 과정에서 복합문이 되는 과정을 설명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곧, 

한국어 문장 구조에 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장 이해  

강 화  내용
문장 종 류 에  따 른  시

명

사

개념
명사 은 ‘(으)ㅁ,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며, 체 문장에서 

주어, 목 어, 보어, 서술어’ 등의 구실을 한다.

종류 

 

성분

  명 사형  어미  ‘ -(으)ㅁ ’ 이 붙 은  명 사

- 철수가 축구에 소질이 있음이 밝 졌다. (주어 )

- 나는 그가 이름난 음악가임을 어제서야 알았다. (목 어 )

<표 IV-6> 문장 구조 이해 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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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사형  어미  ‘ -기 ’ 가  붙 은  명 사

- 어린이가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주어 )

- 년에도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목 어 )

  [ 형 사형  어미  ‘ -는 / ㄴ ’ +  의 존 명 사 ‘ 것 ’ ]으로 된  명 사

- 철수가 축구에 소질이 있는 것이 밝 졌다. (주어 )

- 나는 그가 아름난 음악가인 것을 어제서야 알았다. (목 어

)

형

개념
형 은 형사형 어미 ‘-(으)ㄴ, -(으)ㄹ, -는, -던, -고 하

는’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종류 

 

성분

1) 긴  형

[종결어미 ‘-다(라)’+ 형사형 어미 ‘-는’= ‘고 하는]의 형

로 ‘소문, 인상, 제안, 질문’ 등의 명사를 꾸며주며, 간  인용

이 안긴 형식이다.

그분이 노벨상을 타게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2) 짧 은  형

종결형어미 신에 형사형 어미 ‘-ㄴ, -ㄹ’로 ‘기억, 사건, 경

험’ 등의 명사를 꾸며주는 형 이다.

나는 내가 그에게 책을 빌려  기억이 없다.

3 ) 긴  형 과 짧 은  형 을 다  취 하 는  경 우

‘사실, 목 , 약 ’ 등의 명사를 꾸  때 생긴다.

오늘에서야 그가 우리를 해 애썼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늘에서야 그가 우리를 해 애쓴 사실을 알았다.

4 ) 형 의  종 류

모든 성분을 다 갖춘 형사 로 수식을 받는 명사의 성격

을 한정하며, 내용 , 동격 이 라고도 하며 형 , 명사구보

문이라고도 한다.

[내가 깜짝 놀랄]일이 생겼다. 

일부 성분이 생략된 형 로 계 이라고 하며, 형  

속에 생략된 경우가 있다.

㉠ 주어가 생략된 경우

㉡ 목 어가 생략된 경우

㉢ 부사어가 생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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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문이 문장과 문장의 결합이라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서술어의 행동 주체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류가 많이 나타

났다. 일부 학습자들은 주어와 목 어 등 문법 용어에 한 지식이 없어 

비문을 만든다. 한 어떤 학습자는 내포문을 구성하는 욕심이 있기는 

부

사

개념 종속  연결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보고 ‘-없이’, ‘-와/ 과 달

리’, ‘-듯이’, ‘-게’ 등의 형식을 부사 로 취한다.

문

- 산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다가온다.

-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순탄하지 않다.

-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 수는 손에 땀이 나도록 긴장했다.

인

용

개념
남이나 자기가 말한 내용 는 자기 속의 생각이나 단 내용

을 인용한 로서 인용조사 ‘고, 라고, 하고’ 등에 의해 표 된

다.

종류 

 

성분

말하는 이의 생각과 단의 내용을 인용할 때 (‘-고’를 )

   나는 철수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남의 말을 직  인용할 때 (‘-하고, -라고’를 )

   청년이 ‘이 근처에 혹시 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북서리가 ‘둥둥’하고 울렸다.

남의 말을 간  인용할 때

   순의가 자기 집 바둑이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다고 나에

게  말했다.

인용 이 평서문이면 [‘-다’(종결어미)/ ‘-이다’는 ‘-이라’ + 

‘고’ (인용조사)]

   순희가 비가 온다고 말했다. 

인용 이 의문문이면 [‘-느냐, -(으)냐, 서술격조사+ ‘고’]

   민수가 비가 오느냐고 물었다.

인용 이 청유문이면 [‘-자’+‘-고’]

   희가 어서 가자고 말했다.

인용 이 명령문이면 [‘-라’+‘-고’]

   지인이가 어서 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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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장의 성분을 구분하지 못해서 주어가 없는 문장을 만드는 경우

도 있다. 이는 학습자가 내포문의 주어 , 서술  등 문장의 성분에 한 

지식을 알지 못하여 범한 오류이다. 따라서 내포문을 잘 구성할 수 있도

록 문장 구조에 한 인식이 무엇보다 우선 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2) 내포문 구성  능 력  향 상 방법

(1) 내포문 성 분 의  배 열  원칙  교육

  내포문의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먼  내포문의 구성 요소를 알

아야 한다. 이 때 한국어 내포문 성분과 베트남 어 내포문의 성분을 

조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율 이다. 쉬운 내포문으로부터 시작

하여 말하기나 쓰기 등 연습 활동을 통해 한국어 어순에 한 친근감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본 어순에 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국어나 베트남 어 어순을 도치한 후에 비슷한 을 이용하여 연습하게 

하여야 한다. 왕함(2012)에서는 실제 교육 장에서 용할 수 있는 한

국어 어순 교육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 다.   

         ① 한국어의 기본어순을 심으로 반복하여 학습한다.

         ② 문장성분을 하나씩 추가하여 단계 으로 어순을 교육한다.

         ③ 문장 외우기를 통해 어순을 교육한다.

  의 한국어 어순 교육의 방법에서 ①과 ②는 좋은 단계라고 할 수 있

지만 ③은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요한 것은 학습자들의 내

포문 성분 분석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다. 이를 해 학습자들에

게 한국어 내포문의 성분을 찾아내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III장에서 분

석한 것처럼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왜 내포문을 회피하고 속문을 선택

하느냐 하는 질문을 늘 떠올려야 한다. 실제로 회피하는 학습자들 부

분이 내포문 어순이 복잡하여 이와 련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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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문에 단문을 나열하거나 속문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에 해 후지사·고지(2004)에서는 정확하고 쉽게 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 다. 동사를 포함한 술부는 요 부분, 그 이외는 모두 술

부의 ‘수식어’로 정의한다. 어순의 원칙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 다.

        원칙1. 강조하고자 하는 수식어를 앞에 둔다.

        원칙2. 긴 수식어는 앞에 둔다.

        원칙3. 개요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앞에 둔다.

        원칙4. 의 수식어는 구의 수식어보다 앞에 둔다. 

 다음 문을 살펴보자.

 이 문장의 술부와 수식어는 다음과 같다. 

술부: 발표했다

수식어1: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소는

수식어2: 23일

수식어3: 유 자 차원에서 동맥경화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밝 냈다고

  강조하고자 하는 수식어를 앞에 두는 것은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

된다. 긴 수식어가 명사의 수식어일 때 문자수와는 상 없이 지켜야 하

는 원칙이 있다. 바로 ‘원칙 4. 의 수식어는 그 수식어보다 앞에 둔다’

이다. ‘ ’이란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구’는 동사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요소로 구성된 것이다. 다음 문을 보자.

           X - 스포티하고 빨간, 그가 갖고 싶었던 차

            O - 그가 갖고 싶었던 스포티하고 빨간 차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소는, 23일, 유 자 차원에서 동맥경화가 되기 쉬운 

체질을 밝 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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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라고 빨간’이라는 ‘구’와 ‘그가 갖고 싶었던’ 이라는 ‘ ’이 ‘차’라

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이 때 원칙 4에 따라 아래 문장이 보다 자연

스럽게 읽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어 내포문의 

어순에 한 이해력, 생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표 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내포문의  생 성  연습 

  내포문의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내포문의 구조 이해를 교육시킨 후에 

내포문을 생성할 수 있는 략을 구성해야 한다. 이 에서는 베트남 인 

학습자들에게 내포문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 지에 해 세 가지 단계

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내포문에 해 더욱 민감하게 인

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에 주된 목표가 있다. 

     

① 나 열 된  두  문장을 복 합 문으로 확 하 기

  내포문을 포함하는 복합문을 구성하기 해서는 먼  한국어 문장 구

조를 이해시킨 후 문장들의 결합을 통해 복합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교

육해야 한다. 이강 (2006)은 모국어 교육에서도 문장 구성  표  능

력을 한 교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장 결합과 같은 연습이 문장 

생성력 향상에 정 인 향을 다고 말하 다. 단어 수 에서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을 모두 연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차가 오히려 학습자

에게 복잡함과 지루함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의 문장에서 출

발해 복합문으로 확 하는 것이 더 효율 일 수 있다. 그리고 서술어의 

유형에 따라 논항이 결정되는 한국어의 특성을 설명하여 완 한 문장을 

생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단순히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쓰기 한 것

이 아니라 의미를 정확하게 달하기 해 문장의 완성이 요하다는 

을 강조해야 한다. 교사가 단어를 제시하거나 학습자가 주제에 맞는 단

어를 연상하여 문장을 만들고 다시 이 문장을 내포문으로 만드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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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내포문 생성이라는 목표가 자칫 

흐려질 수도 있다. 오히려 단문을 내포문으로 확 하는 방법이 학습자의 

체계 인 이해와 응용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완 성 된  문장을 도해 하 기

  학습자의 분석력을 키우기 해서는 이미 완성된 문장을 분해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문장 분해 연습은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응용하

는 것이 효과 이다. 이수미(2007)는 작문 역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자

신의 오류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알아차리는 활동을 한 이후에 작문의 

질 인 면에서 정 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내포문 교육에 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만들어진 내포문을 분

석하여 각각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 분석할 경우 학습자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을 내포문으로 문장화하는 데 큰 도움을  수 있을 것이

다. 를 들어서 키가 크고 쁜 분이 우리 반 선생님이시다.’라는 문장

에서 가 키가 크고 쁜지, 어떤 분이 우리 반 선생님인지 찾아보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야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 우리: 상 문의 주어         

-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음]: 상 문의 목 어; 명사 ; 

- 깨달았다: 상 문의 서술어     

- 그: 하 문의 주어                 

- 사랑했음: 하 문의 서술어

③  완 성 된  문장을 교열 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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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식(2012)은 문장 교육을 통해 학습된 지식을 바탕으로 문법 지식

의 실제와 용이라는 에서 함양해야 할 문법 능력을 문장을 보는 

민감성, 문법의식, 언어의식을 고양시키는 일로 제시하 다. 한 이러한 

능력은 자기나 남의 에 해 비평 으로 교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뒷

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베트남 인 학습자들의 내포문 생성 능력

을 높이기 하여 완성된 문장을 교열하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문

법  측면에서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성 어미, 문장 호응, 용언, 연어 

계 등을 부 하게 그리고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

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표 IV-10>에서 제시한 시 

항목에 따라 내포문 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인용 조사를 바르게 사용하 는가?

- 성 어미를 바르게 사용하 는가?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가? 

- 명사형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 형형 문장의 수식 계가 정확한가?

- 인용 표 이 한가?

  학습자들은 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자신이 생성한 내포문의 오류를 고

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학습자가 내포문을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할 을 다시 환기시켜 다는 에서 유의미하다. 

(3 ) 내포문 구성  어휘 력  향 상 

  

  학습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습자들이 언어 사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어휘이다. 이는 어휘 학습의 요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 다. 베

트남 인 학습자들이 내포문을 구성할 때 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하게 구성된 문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용언을 활용하

여 내포문을 쓰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모어를 직역하거나 

상황에 어울리는 단어를 찾지 못해 보상 략을 활용하거나 학습자의 어

휘력 수  자체가 낮을 때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내포



- 121 -

문을 잘 구성하기 해서는 어휘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번 에서는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어 분류법을 통해 익히는 방법, 한·베 두 단어를 비교·학습하는 방법, 

문장을 분석하고 단어를 다루는 방법, 한 가지 주제와 련된 단어를 배

우는 방법, 소설, 잡지, 동화 등을 읽어주는 방법, 실용 이고 재미있는 

어휘 심으로 배우는 방법 등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어

휘 교육 방법을 제시하 으며, 그 에서 내포문을 분석하고 단어를 다

루고 단어 분류법을 통해 익히는 방법들이 많이 선택되었다. 어휘를 교

육시키는 것은 내포문 구성 교육과 함께 주제에 따라 교육시키는 것도 

좋다. 학습자들이 문법 항목뿐만 아니라 문법과 어휘가 조합된 연어 

계를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당한 어휘를 선정하도록 교육한다.

(4 ) 용 구 연습 

   III장에서 살펴본 학습자들의 오류 가운데 내포문을 이끄는 형사형 

어미의 형태 자체를 제 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해서는 제약을 받는 명사를 따로 암기하기 보다는 용구로 

제시하는 방법이 더 효과 일 것이다. 여기에 ‘-(으)ㄴ 후에, -(으)ㄹ 때

에, -(으)ㄹ 에’와 같이 용구로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여 확인하는 단

계를 교수 내용에 첨가해야한다. 이 때 이들 형태 뒤에는 상 문이 온다

는 구조 인 측면과 함께 형사형 어미 뒤에 결합하는 명사들이 갖는 

의미 특성을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 ‘-(으)ㄴ 시간에, -(으)ㄹ 시간에’ 와 

같은 새로운 구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학습자에게는 성

취감도  수 있고 재학습 기회도 가져와 학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5) 형 인 내포문 연습 

  내포문을 잘 구성하기 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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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내포문 구성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언어 지식

을 쌓고 내포문 생성 연습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화자의 수 에 따라 자

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습자들이 언어 

지식을 습득한 후 연습 활동만 하고 실제 모어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

떤 문장을 사용하는지를 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법은 

정확하지만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습 과

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배려하고 문화 차원, 문장 구성의 

상황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어 화자가 빈번하게 쓰는 형 인 내포문을 

선정하고 학습자의 수 별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 으

로 형 인 내포문을 교재에서 제시하는 것과 달리 학습자들이 이해하

고 사용하기 어려운 문장만 선정하고 제시할 것이다.

문법  항 목 내포문 형  의  

-느냐 하는

-그라나 부시 통령의 스타일로 서는 6자회담을 그 게 

빨리 놓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 어떤 친구를 사귀는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딜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다는 것
-아래에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형제도 폐지의 

찬성 의견을 반박하며,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는 것은...

일이다. 

- 에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표 IV- 7> 형 인 내포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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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포문 교육의  실 제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내포문 구성 교육의 목 은 한국어 내포문

에 한 기본 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내포문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에 있다. 그런데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내포문에 한 기본 인 문법 지식을 많이 알아도 내포문보다 속문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내포문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쉬운 

문형과 표 을 사용한다. 학습자들이 문법 지식 교육을 받기만 하고 내

포문 생성 능력 연습을 습득하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본 

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 인 ·고  학습자를 상으로, 한

국어 내포문 생성 연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 인 수업 지도안을 마

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내포문 구성 능력 향상의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재

한 베트남 유학생 4명을 상으로 수업을 실시하 다. 수업은 앞에서 제

시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 으며, 유학생들의 사  작문 자료와 

수업을 들은 후의 작문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수업의 효과를 확

인하 다. 내포문 구성 수업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 성 어미

가 많이 들어

있는 문장 

-내가 보기로는 이 화를 볼 만한 최 의 이유는 19시 의 

역사  행사를 정교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화려한 옷은 입은 여자들이 얼마나 부

러운 지 몰랐어요.

- 어 떻 게 . . . .

(으)ㄹ 것인

가

-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 다는... - 그는 순이가 국으로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 왜...는지 - 나는 그가 왜 학교에 안 갔는지를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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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동안 이루어졌다. 수업 상은 베트남의 학교 한국어 ·고  

학생들이며, 학습자의 수 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학생 4명을 선정하 다. 

참가한 학습자들의 신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성 별 나 이 T OP IK  등

1 남 24 5

2 남 24 5

3 여 24 6

4 여 23 6

<표 IV- 8> 참가 학습자의 신상 정보

  수업을 실시하면서 인터뷰도 함께 수행하 다.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실행함으로써 연구자가 학생들의 내포문에 한 사  인식과 사  지식

을 악하고, 수업의 효과에 한 학습자의 개별  의견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 수업 의  용  사례 시 도

  IV장 2 에서 제시한 내포문 생성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 -설 명  

단 계
속문과 내포문의 개념, 구조  이들의 비교

연습 단 계
내포문의 생성 연습하기

(나열된 두 문장을 내포문으로 확 하기, 내포문을 도해하기)

사용  단 계
내포문 표 하기

(내포문이 들어있는 문단으로 구성하기)

평 가  단 계 완성된 내포문을 교열하기

<표 IV- 9> 교수 학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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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교수 학습 모형은 순서에 따라 제시-설명 단계, 연습 단계, 사용 

단계, 평가 단계로 4 단계로 수업을 구성되었다.

① 제시 - 설 명  단 계

  첫 번째 단계인 ‘제시-설명’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내포문에 한 문

법 지식을 인식시켜 다. 본격 인 수업을 받기 에 한국어 내포문에 

한 인식을 악하기 해 학생들에게 사 에 작문을 하게 하 다. 작

문 주제는 ‘ 재 베트남에서 유학이 유행한 경향이 있다. 이에 해 12 

문장 이상 여러분의 을 쓰시오.’와 같이 제시하 다. 유학이라는 것

이 학생에게 친근할 수 있는 분야라 단하 으며, 학습자의 배경 지식

이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을 주제로 삼았다. 

  학생들은 사  작문 자료를 숙지한 후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학

생들에게 내포문에 해 귀납  근법을 사용하여 한국어 속문과 내

포문에 해 설명하고 한국어 내포문을 베트남 어의 내포문인 ‘câu phức 

phụ thuộc’과 비교하 다. 먼  비슷한 내용이 있는 두 문단을 나눠서 

한 문단은 속문을 사용하여 쓰도록 하고, 다른 한 문단은 같은 내용이

지만 내포문을 사용하여 쓰게 하 다. 그리고 이 두 문단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비교하게 하 다.

교수. 

학습 단 계
교수. 학습 내용

수업  

지도1

제시 . 

설 명  단 계

▶ 속 문과 내포문의  개 념 ,  구조   이들 의  비 교

   학습자들에게 속문과 내포문의 개념을 설명하고 내포문 

구조 이 해를 인식시킨다.

▶ 교수. 학습 내용 의  시 :

 - 다음 2 문단을 읽어보고 차이 을 찾아보십시오.

   

 -학생들에게 30분 동안 문단을 읽게 한 후 두 문단의 차이

에 한 인터뷰를 한다. 

<표 IV- 10> 교수 학습 지도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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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의 두 문단을 읽은 후 왼쪽 문단의 내용과 의미가 오른쪽 

문단처럼 명확하지 않고 문장 간에 한 계를 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 다. 오른쪽 문단은 비교  내용이 명확하게 달되어 쉽게 이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속문만으로 문장을 하게 연결시킬 

수 없고 속문보다 내포문이 문장 안에 많은 정보를 간결하게 달할 

수 있다는 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내포문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

시켰다.

 

② 연습 단 계

 같은 주제로 작성한 두   왼쪽 은 문장들이 속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른쪽 은 문장들이 내포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더 간결하게 표 되고 문장의 길이가 더 

짧아지며 정보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른쪽 

은 왼쪽 에 비해 문장 구성 기능의 수 이 높기 때문에 내

포문의 필요성을 학습자들이 인식하게 한다.

          

 1.  사회에서 신제품

이 다양해서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기업들이 소

비자의 심을 끌고 싶어

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

히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하면 품질 이외에도 서비

스 기능을 요하게 생각

해서 기업들은 고객 서비

스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니다. 

 2. 다양한 신제품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사회

에서 많은 기업들은 소비

자의 심을 끌기 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

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는 품질 이외에도 서비스 

기능을 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고객 서

비스 부분에 더 많은 신경

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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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한 구조의 문장에서 출발해 내포문으로 

확 해가는 연습을 하 다. 수업 사례 시도에서 학습자들이 ‘내포문의 생

성 연습하기’ 연습을 했을 때 나열된 두 문장을 내포문으로 확 해야 한

다. ‘남의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와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면 하

다’라는 두 단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연습에서 부분의 

·고  학생들은 명사  내포문보다 ‘-(으)면’과 같은 쉬운 문장 연결법

을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남의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는 내포문보다 ‘남의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으면 하다’라는 속문을 쓴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내포문의 

주어를 찾는 연습을 했을 때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실의 덕이다’ 내포문의 주어는 ‘옳다고-것이’인데 주어를 잘 못 

선택한 학습자 수도 많았다. 내포문 성분을 인식시키기 해 학습자들에

게 한 문장을 제시하고 문법 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하게 시켰다. 

부분의 학습자들은 맞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 다.   다른 연습은 내

포문에서 들어갈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게 했을 때 학습자들은 

문장의 호응을 악할 수 없어 잘 못 선택하 다. 그 다음에 교사가 학

습자들에게 잘 못 선택한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내포문 구조 이해를 교육

시켰다. 그 후에 학생들에게 내포문의 성분들을 악할 수 있도록 내포

문 분해 연습 문제를 제시하 다. 내포문의 주어, 서술어, 목 어 등 각 

성분들을 인식시키고 변역 연습, 내포문 분해 연습, 나열한 단문을 내포

문으로 연결하는 연습 등 여러 가지 연습을 제시하고 연습시켰다. 부

분의 학생들이 문장 분해 연습을 잘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문장에 한 분석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하 다.  

▶ 내포문의  생 성  연습하 기

  - 나열된 두 문장을 내포문으로 확 하기

    가 . 다 음 의  두  문장을 하 나 의  문장으로 바 꿔 보 십 시 오 .  

<표 IV- 11> 교수 학습 지도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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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지도 2

연습 

단 계

    나 . 다 음 의  두  문장을 하 나 의  문장으로 바 꿀  때  가 장 당

한 것 은 ?

    깡패들이 그 곳으로 잘 다닌다.

    경찰들은 그 곳을 지켜야 한다. 

    (ㄱ) 깡패들이 그 곳으로 잘 다니며, 경찰들은 그 곳을 지켜야 

한다.

    (ㄴ) 경찰들은 깡패들이 잘 다니는 곳과 그 곳을 지켜야 한다.

    (ㄷ) 경찰들은 깡패들이 잘 다니는 그 곳을 지켜야 한다.

    (ㄹ) 깡패들은 경찰들이 지키는 그곳으로 잘 다닌다. 

  [설명] ‘그 곳’이 두 문장에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첫 번째 문장

을 형 로 바꾸어 두 번째 문장의 안긴문장이 되도록 

하면 된다.

   [정답] (ㄷ)

 ▶ 내포문을 도해 하 기  

   ㈀ 완 성 된  문장을 도해 하 십 시 오 .

  

   의 내포문 생성 연습 문제를 통해 학습자가 내포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 새로운 내포문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길러

주며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응용하면 효과 일 수 있다.  

    ㈁ 아 래 의  문장에 서 주 어에  해 당하 는  부분 은 ?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실의 덕이다.

  ㈀ 옳다고~ 것이               ㈁ 따라서~ 것이

- 남의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 이런 것을 알 수 있

으면 하다. 

  ⇨

남의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

람이다.

표 45

키가 크고 쁜 분이 

우리 반 선생님이시다.

 

⇨

주어, 서술어, 성 어

미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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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습들은 학습자들에게 장기간 동안 연습시키면 효과 일 것이

다. 학습자들은 지식을 배울 때 ‘수행’으로 화하는 과정에 이르기 해 

시간과 반복 인 연습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내포문을 생성하는 연습

을 하고 교열한 후 문제 을 발견하여 내포문 구조에 해 더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다.   

   

③  사용  단 계

 마지막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내포문 구성 교육을 받은 후 내포문 생성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직  확인하기 하여 사후 작문을 실시하 다. 

학생들의 교육 과 교육 후의 내포문 구성 능력의 향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 밝힌 내포문 교육의 내용이 효과 이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 다. 수업의 효과를 실제 으로 확인하기 하여 수업이 끝

난 후에 즉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3일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사후 

작문을 실시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내포문 구성 교육

을 받아야 확실히 효과 임을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 작문 쓰기 

결과를 통해서도 학습자들이 내포문 교육 내용을 통해 내포문 구성 학습

에 도움을 받았음이 나타났다.  

  

교수. 학습 

단 계
교수. 학습 내용

수업  지도3

사용  단 계
▶ 내포문 표 하 기  (내포문이 들 어있 는  문단 으로 구성 하

기 )

<표 IV- 12> 교수 학습 지도안 3 

  ㈂ 행동하는 것이              ㈃ 것이 

  정답: ㈀ 이 문장의 주어는 ‘옳다고~ 것이’의 명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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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내포문 생성 연습에 한 당한 과정을 거친 후 이 때 학습자들

은 내포문 구조에 해 깊이 있게 악하고 기본 인 문형을 구성할 수 

있다. ‘내포문 표 하기’나 ‘내포문이 들어있는 문단으로 구성하기’ 라는 

연습 내용은 학습자들에게 시간을 정하고 쓰기 작문을 시킨 후 교사가 

학습자의 모든 것을 직  고쳐주기보다는 학습자 자신이 다시 한 번 고

민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일 것이다. 자신의 오류를 깨

닫고 고치면 지식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④ 평 가  단 계

  학생들이 사후 작문 쓰기 검사를 실행한 후 학습자 스스로 내포문 구

성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완성된 을 교정할 수 있게 하 다. 교사가 

학습자의 쓰기 작문을 직  고쳐주는 것보다는 학습자 자신이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작문에서 나타난 오류들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더 많을 것으로 단하 다. 학습자는 자신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일 것이다. 자신의 

     주제와 각 내포문 유형을 주고 문단으로 작문하는 연습 

문제를 제시 한다. 이런 연습 문제는 학습자가 내포문 생

성 연습 문제를 수행한 후 자기가 주동 으로 습득한 지

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것이다.

    < 시>  

    - 학습자에게 ‘다음 주제 ‘직장들의 경쟁력’ 에 해 한 

문단을 쓰십시오. 그리고 내포문으로 ‘는 가, (으)ㄴ 것, 다

는 것’을 사용하여 15 문장 이상 쓰십시오.’라는 주제에 

하여 내포문을 사용해야 하는 요구를 시킨다. 

    - ·고  학습자 4명들에게 충분한 시간 (30, 40 분)을 

주고 작문을 쓰게 하고 작문 자료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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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깨닫고 고치면 지식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교정 작업이 끝난 후에 학습자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에서 학습

자들은 자신의 오류가 무엇이며,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 다. 수업 사례를 배우기 에 부분의 학습자들은 내

포문 구조를 깊이 있게 악하지 못하고 어휘력이 부족하고 실제로 한국

인이 내포문을 어떻게 구성할 지 많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포문을 

구성할 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여 짧고 쉬운 내포문만 자신 있게 작성

할 수 있다고 답하 다. 그러나 수업 사례 과정을 거친 후 이러한 학

습자들에게 다시 인터뷰를 하 다. 학습자들은 긴 작문을 작성했을 때 

속문보다 내포문을 잘 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고 답

하 다. 실제로 작문 자료를 검토했을 때19) 더 고 스러운 내포문이 많

교수. 학습 

단 계
교수. 학습 내용

수업  지도 4

평 가  단 계

▶ 완 성 된  내포문을 교열 하 기

 - 학습자들이 주제에 따라 내포문의 문법 항목을 사용하고 

문단을 작성한 후 스스로 자기 쓴 작문을 고치게 유도한다. 

학습자들이 자기 평가를 수행할 것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면

에서 어려움이 생겼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평가한 후에 문제 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고

민하고 해결한다. 

 - 학습자들이 자기 쓰기 작문을 교열한 후 교사가 다시 학

습자의 작문 자료를 고치며 학습자에게 어떤 문장을 잘 고치

고 어떤 문장을 잘 못 고치는 것을 가르쳐 다. 

 

<표 IV- 13> 교수 학습 지도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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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기고 한국어식으로 구성하는 내포문도 많이 나타난다. 이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내포문 구조 이해와 생성 연습을 시키는 과정의 요

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포문 교육 방안 내용을 바탕으로 의 베트남 인 ·고  

학생들을 한 내포문 구성 교육 방안 지도안을 제시하 다. 교사가 이

상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수 , 학습 환경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내포문을 가르친다면 효과 인 교육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2) 수업 의  용  사례 결 과

  다음은 한  학생이 작성한 사 과 사후의 내포문 작문 자료이다. 

사  작문 문제는 ‘ 재 베트남에서 유학이 유행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한 자기 을 12문장 이상 쓰십시오.’이다. 사후 작문 문

제는 ‘직장인들의 경쟁력’에 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포문으로 ‘-는 가, 

-(으)ㄴ 것, -다는 것’을 사용하여 쓰십시오.’라는 조건을 덧붙 다.

19) 수업 사례의 사후 결과 (S-1, S-2 후)

교육  작 문 자료 교육 후  작 문 자료

<S-1 > 요쯤 베트남에서 유학이 유

명한 유행이 되고 있다. 은 사람들

이 열정과 꿈을 이루기 해서 유학가

고 부모님들이 아기한테 좋은 교육 환

경을 주기 해서 돈을 모아서 아기를 

유학 보내는 것이 많아졌다. 그런데 

유학이 그 게 열풍이 되고 있는 이유

는 뭐인가? 우선 베트남의 교육 환경

은 좋지 않은 것은 나는 베트남 사람

이라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S-1후> 요즘은 불경기 때문에 일

자리가 많이 인 직장에서 직장인

들이 경쟁력이 높아야 자기의 일자

리 유지할 수 있거나 승진할 수 있

는 상황이다. 조사에 따라서 공 견

런 인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

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8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어와 같은 

외국어 능력과 통지 능력이 훌륭한 

<표 IV- 14>  학습자 사 ·사후 작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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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시에서  학생이 첫 번째 문단을 썼을 때 <S-1후>는 

<S_1 >보다 내포문 양이 많고, 내포문의 용  표 을 잘 사용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S_1 >에서 내포문의 수는 9개이며 <S-1후>에서 

내포문의 수는 13개이다. <S_1 >에서 기본 인 내포문 문형만 사용하

고 ‘유명한 유행, 은 사람, 좋은 교육, 발 된 나라, 밝은 미래, 다양한 

것’ 등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간단한 결합만 사용하 다. 그리고 반복 인 

내포문의 용구 ‘ 기 해’, 내포 인 목 어만 구성하 다. <S_1 >에

서는 단조로운 내포문 문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S-1후>에서는 다

양하고 당한 단어를 사용할 뿐 아니라 형  내포문과 명사  내포문

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 <S-1 >에서는 학습자가 내포문의 

문형인 ‘ 형사  내포문’을 사용할 때 문법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더 발 된 나라에 공부하러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완 히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유학하면 학

교에서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라의 언어와 는 문화를 

다 배울 수 있어서 좋다. 그 다음에 

유학하면 공부하고 나서 세계 인 회

사에 취직할 기회가 많아서 사람들이 

유학 후에 더 밝은 미래를 이룰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물론 유

학할 수 있으면 무조건 베트남에서 공

부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된

다. 돈이 있거나 능력 있어서 장학  

받을 수 있으면 유학할 만하다고 생각

했는데 요쯤 디지털시 라서 방에 있

기만 해도 인터넷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베트남에서 공부해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것은 승진하기에 유리한 것은 사실

이다. 반면에 자기 발  잘 못하는 

직장인들은 승진은 커녕 자기의 일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말

이 과언아니다. 게다가 큰 사업 직장

은 작은 회사보다 직장인들의 능력

이 더 높다는 것으로 밝 졌다.  

를 들어 삼성은 세계 인 사업이라

서 취직하기 자 하늘의 별 따기이

라서 삼성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끼

리 경쟁이 완  높아서 경쟁력이 약

한 사람이 삼성에서 일할 수 있을 

가 질문 안 해도 명한 답을 다 알

았다. 그 뿐만 아니라 높은 치까지 

승진하려면 다른 사람에 비해 리더

십이 크면 클 수록 사업 직장의 경

쟁능력이 더 강하고 사회 발 되면 

될 수록 평군 경쟁력이 더 높다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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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어휘를 선정하여 사용하지 못하 다. 학습자의 어휘력이 부족하

기 때문에 제한 인 단어만 사용한 것이다. 작문에서 ‘유학이 유명한 

유행이 되고 있다’라는 표 은 어색한 내포문의 표 이다. 그 다음에 쓴 

명사  내포문인 ‘부모님들이 아기한테 좋은 교육 환경을 주기 해서 

돈을 모아서 아기를 유학 보내는 것이 많아졌다’는 주어와 서술어간의 

호응이 어색하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것’이 많이 사용되

기는 하지만 ‘유학을 보내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표 은 사용하지 않는

다. 반 로 <S-1후>에서는 학습자가 한 내포문의 문형을 사용하

으며 한국어식 표 에 맞게 내포문을 구성하 다. 를 들어 <S-1후>에

서는 <S-1 >에서 나타나지 않은 모문 주어의 역할을 하는 내포 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S-1후>에서는 어휘력이 향상되어 ‘일자리가 

많이 인 직장,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 경쟁력이 약한 사

람, 경쟁력이 높다는 것’ 등 <S-1 > 보다 더 고 스러운 어휘와 표

을 많이 사용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학습자는 내포문 수업을 통

해 내포문 구성 능력이 문법, 어휘와 통사 측면에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살펴보자. 이 작문 자료는 고  수  학습

자를 상으로 한 결과이다. 작문의 주제는 ‘직장들의 경쟁력’이며, 사  

교육과 사후 교육에서 비슷한 주제로 작성하 다. 사  작문 자료에서 

학습자가 달하고 싶은 정보가 많지만 내포문에 한 구조 지식과 내포

문 구성 기능이 부족하여 형태  오류와 통사  오류를 많이 범하 다. 

특히 고  수  학습이므로 성 어미 ‘-다는’을 이미 배웠지만 활용하

는 기회가 없어 과잉 용 오류를 범하 다. 그리고 내포문이 들어있는 

문장을 보면 문장 호응이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후 작문 자료에서 학습자는 내포문에 한 구조 지식과 내포문 

구성 기능을 배운 후 오류가 많이 어든 모습을 보 으며 문장 호응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포문에 한 문법 인 지식뿐만 아니라 내포

문을 구성하는 기능까지 향상되면서 내포문을 교육하고 이를 구성하는 

연습이 얼마나 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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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작 문 자료 교육 후  작 문 자료

 

<S-2 > 직장은 심각하게 경쟁 장

소가 보인다. 자유 시장 형식으로 죄

 결과를 하다는 목 을 됨으로써 

직장에 총사자가 갖은 능력에 따라 

경쟁력도 달리다. 경쟁의 근본 이유

가 뭐냐고 생각하기는 인간이라서 자

기 심지어 한 민족의 생존 때문에 다

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와 서로 경쟁

해야 된 사실이다. 경제학이론에 자

연자원이 한계가 있어 이성 이는 인

간이라서 되도록 많게 자원을 빼앗기 

마련이다. 

 어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추론

할 수 있다. 죄  결과 얻다는 의도

로 회사안에 비롯된 경쟁력을 높아져

야 한다고 보인다. 회사가 특별이 

기업들이 신입모집때마다 각별한 자

료, 모집, 응시, 면 을 배치한다. 한

국에서 매년 두 번 기업의 신입모

집이 몇 백만명 응모자  몇 만명이 

뽑히게 된다는 사실을 들을 때 놀랍

다. 그리고 회사입사되도 인턴, 기말 

평가 등 번거롭게 진행하는 것을 신

입부터 사원까지 힘들다 원망한다.

 객  경쟁력을 추진 수단을 말고 

직장에 경쟁력을 뭐냐고 생각하는 가 

어렵다. 사람이 따라 갖추는 핵심경

쟁력도 다른다. 유학하다 귀국한 사

원도 있고 기술형 사원도 있고 다 언

 

<S-2후> 불경기로 인해 회사들이 

충원하는 것보다는 감원정책과 같은 

것을 실행하면서 직원들을 효율 으

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 기 때문

에 직장을 구하는 상황이 더욱더 심

각화되고 있고 직장을 어렵게 찾는 

사람이 회사에 살아가기 해서 경쟁

을 벌이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직장

인들과 경쟁해서 살아남는 방법의 하

나가 바로 자기개발이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업무 

처리와 련한 자격증을 쌓으려고 노

력하는 사람도 있다. 회사에 바쁘게 

지내는 시간이 언제냐면 회사근무시

간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귀한 주

말 시간이다. 직장인들의 경쟁이 직

장인들이 다양한 자기게발을 활발하

게 한다는 것은 회사 발 에 좋은 일

이 아닐 수 밖에 없다. 그 지만 가

족과 보내는 소 한 시간을 희생해서 

자기게발에 집 하는 것은 가족과의 

계에 손실이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한 직장인들 간에 벌어지는 

경쟁이 심하면 회사 내부 직원들 간

의 계나 상호작용을 깨뜨리는 결과

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회사 안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침에 따라 회사

를 발 시키는 데에 방해 요소로 작

<표 IV- 15> 고  학습자 사 ·사후 작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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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서 볼 수 있듯이 <S-2 >에서는 학습자가 고  수 의 어

휘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내포문 구조에 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에 형사 을 구성하는 데에 실패하 다. 를 들어 ‘직장은 심각하게 

경쟁 장소’는 ‘직장은 직장인들이 심각하게 경쟁하는 장소’라고 써야 하

고 ‘심각하게’ 부사 뒤에 동사가 와야 하는 데 ‘경쟁’만 쓰고 미사‘하다’

를 생략하여 바로 ‘장소’와 결합하 다. 그리고 학습자는 문법을 습득하

지남 내포문 구성 연습 기회 제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 사용 

상이 많이 발견되었다. ‘죄  결과를 하다는 목 ’, ‘근본 이유가 뭐냐

고 생각하기는 인간’, ‘얻다는 의도’ 등 오류를 범하 다. 그리고 ‘그리고 

회사입사되도 인턴, 기말 평가 등 번거롭게 진행하는 것을 신입부터 사

원까지 힘들다 원망한다’, ‘직장에 경쟁력을 뭐냐고 생각하는 가 어렵다’ 

등  내포문 성분의 호응이 어색한 경우도 많다. 그 반면에 <S-2후>에서

는 어미를 잘 활용한 뿐 아니라 고 스러운 단어와 표 을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내포문 성분의 호응이 잘 이루어졌다. 이 학습자에게 인터뷰

를 했을 때 내포문을 잘 구성한 이유는 내포문에 한 구조를 이해하고 

내포문 생성 연습 과정을 걸쳐서 내포문을 구성하는 의식을 가지고 다양

한 표 을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하 다.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와 인터

뷰 답 결과를 통해 문법 지식을 ‘수행’으로 연결시키려면 ‘내포문 생성 

연습’을 시키는 것이 매우 요한 과정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포문 교육 수업을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어능숙자도 있고 등 유형이 서로 경

쟁하면 이기는 사람이 없는 반 로 

회사에게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 항

상 죄 회를 목 으로 경쟁이 높이지

는가 직장환경을 악화된 가능이 있

다. 그럼으로 사원부터 서로 보완하

는 지식이나 능력을 자발 으로 형상

되는 것이 죄 회 목 도 이루고 악

화 경쟁을 피할 수 가 있다.

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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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검증에 도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내포문 구성 교육 방안

을 용하여 장기 으로 학습자들을 교육시키면 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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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인 한국어 ·고  학습자를 상으로 내포문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한국어 내포문 오류 양상을 연구하 으며 

이를 통해 효과 인 내포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우선 내포문에 한 설문조사를 실행하여 베트남 인 한국어 ·고  학

습자들의 내포문 사용 실태와 내포문 개념에 한 인식을 략 으로 

악하 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인 한국어 ·고  학습자들의 작문 오

류를 분석하 으며 이를 다시 베트남 어의 향을 심으로 오류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한 한국어 내포문 구성에 미치는 베트남 어의 향을 

알아보기 해 한·베 내포문의 정의와 구성 그리고 두 내포문의 공통

과 차이 을 비교· 조하 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인 한

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내포문을 학습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의 원인을 

밝 내고, 이를 해결하기 한 구체 인 한국어 교육 방향을 제시하 다.

  분석 결과, 베트남 인 한국어 ·고  학습자들의 내포문 오류 원인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우선 모국어, 즉 베트남 어 문법이

나 용 표 의 향에 의한 오류가 있다. 이는 다시 베트남 어 문법의 

향에 의한 오류, 베트남 어 용 표 의 향에 의한 오류로 나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에 한 학습  인식 부족, 는 학습자의 훈련 

부족으로 인한 오류가 있다. 주로 락이나, 치, 첨가, 변형 오류, 호응 

오류가 여기에 속한다. 자를 심으로 오류 원인을 찾기 해 II장에서 

베트남 어 내포문의 여러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들이 베트남 인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 학습에 어떤 식으로 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

게 분석하 다. 조 언어학 에서 한국어 내포문과 비되는 베트남 

어의 부속복문(câu phức phụ thuộc)을 비교한 결과이다.

  III장 베트남 인 학습자의 내포문 구성 양상 분석에서는 먼  베트남 

인 한국어 ·고  학습자들의 내포문 구성 양상을 분석한 후 학습자들

의 오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먼  문법  차원에서 학습자

들은 성 어미, 연결 어미, 인용 조사 등 문법형태소에 한 오류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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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 에서 성 어미에 한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통사  차원에서 문장 성분 간의 불일치, 내포문 사용 회

피, 내포문 성분의 배열 문제 등의 문장 성분에 한 오류 때문에 내포

문을 구성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내포문 구성의 향 

요인 에서 교육 과정, 모국어 간섭과 문장 구성능력 부족 때문에 베트

남 인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IV장 내포문 구성 교육 내용에서는  

먼  기본 인 지식 교육 내용을 제시한 후 구체 이고 효과 인 내포문 

구성 방법을 마련하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내포문은 개별 

유형의 틀을 의미와 연결시켜 인식하고 한 맥락에서 사용하기 편리

하게끔 보다 구체화된 방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기 로 

하여 베트남 인 학습자를 한 내포문을 생성 교육 방안을 구축해 보았

다. 어나 국어와 마찮가지로 베트남 어의 특징은 한국어의 어순이 

완 히 반 된 언어로 인해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내포문을 구성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먼  내포문 성분의 배

열 원칙을 교육시키고 내포문의 생성 연습을 시켜  것이다. 그다음에 

내포문 구성 어휘력 향상, 용구 연습, 형 인 내포문의 연습 등 다양

한 내포문 구성 능력 향상 방법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인 학

습자들은 내포문 교육을 받은 후 실제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해 수업 

용 사례를 시도하 다. 수업을 진행한 후 학습자들에게 인터뷰를 하여 

좋은 반응과 결과를 얻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포문 교육 방안

이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문어 자료만을 분석 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학습자

의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어 내포문 오류 양상을 다루지 못하

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베트남 인 학습

자를 한 더 합리 인 내포문 분류의 기 , 구어 내포문과 문어 내포문

의 차이 등을 마련하여, 본고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부분이 보다 더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베트남 인 학습자들을 

상으로 수업 용 사례를 시도하 지만 짧은 기간 동안만 수업을 진행



- 140 -

했기 때문에 실제 으로 교육의 효과를 반 하지 못한다. 따라서 베트남 

인 학습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내포문 구성 교육 방안을 더 보

충하고 보완해야 할 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악하고 연구하지 못한다. 

앞으로 하노이 학교, 하노이 국립 학교의 한국어과에서 베트남인 학

습자들에게 장기간 동안 더 구체 인 교육 내용과 수업 모형을 용하고 

연구할 수 있다면 이러한 교육 방안이 더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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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Methods for Korean 

Embedded Sentences

- Focusing on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at 

Universities in Vietnam

Dang, Hong V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 education method to 

teach Korean embedded sentence to Vietnamese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from universities who major in Korean Language. 

The purpose of the proposed education method is to develop students’ 

skills in forming accurate and good embedded sentences, and to 

strengthen students’ innate sense of these sentences. Excellent 

sentence writing skills not only allows the students to transmit 

information clearly but also to pass the emotional feelings of the 

author. However, even students who study grammar and advanced 

language a lot, often struggle with this. The reason is that the learners 

suffer from a lack of opportunities to practice. A lot of literature has 

been written on the topic of developing training plans for Vietnamese 

students, nevertheless, this thesis expands the previous literature and 

differs from it in three key areas:

  First, I want to clearly present the basics of ‘how to write 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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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rrect embedded sentences’. Second, this research develops an 

education method for writing good Korean embedded sentences, which 

Korean grammar textbooks have so far failed in doing. Third, provide 

sentence patterns to intermediate and advanced Vietnamese students of 

the Korean language to actively study and improve their capacity to 

build complex sentences. This thesis is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 2 provides a basic background of relevant theories of 

training methods for Korean language, especially embedded sentences. I 

also contrast the Korean embedded sentences with the Vietnamese 

grammar constructs (cau phuc phu thuoc). This contrasting of the two 

languages,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erves to better understand 

the difficulties faced by Vietnamese students when studying Korean 

embedded sentences.

  In chapter 3,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hapter 2, 

aspects of learning for Vietnamese students are analyzed in terms of 

grammatical aspects, as well as the dimensional semantic level. It is 

found that the lack of knowledge of the grammar is not the only 

reason hindering Vietnamese students from acquiring the relevant skills. 

As discussed in chapter 2, Vietnamese and Korean have a lot of 

differences when it comes to complex sentences, mostly in the areas of 

grammatical endings, determiners, modifiers, and the major difference 

of the word order .The mistakes Vietnamese students make are found 

to be caused by interference with the learning environment of the 

Vietnamese language learners.

  Chapter 4 of the thesis proposes an education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chapters 3, which should be an effective way for advanced 

learners of Korean. Unlike previous, grammar focused studies, this 

research puts its attention on the learner and develops the education 

method based on interviews with students to better underst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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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faced by them. Therefore, learners are presented with 

effective ways to pursue education on embedded sentences in practice. 

The education is presented in several ways, including structure of 

embedded sentences to foster understanding, exercises to create 

embedded sentences, vocabulary building activities. All these should aid 

educators in improving the skills of their Vietnamese students to form 

Korean embedded sentences. 

* Key Words: Korean education, embedded sentence, struc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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