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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과관계 표현은 화자가 청자에게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꼭 익혀야 할 항목이다. 한국어에는 다양한 인과관계 표현이 존재하

기 때문에 학습자가 실제 화용 상황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여 사

용해야 한다.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에는 다양한 문법적 제약이 존재하

지만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에는 한국어처럼 복잡한 문법적 규칙이 

없다. 또한,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은 다양한 담화 의미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미얀마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

습자들은 인과관계 표현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인과관계 표현 교육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인과관계 표현

들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대표적인 표현인 ‘-아/어서’, ‘-(으)니까’, ‘-

(으)므로’, ‘-느라고’, ‘-기 때문에’, ‘-는 바람에’ 총 6개를 교육 항목으

로 선정하여 인과관계 표현들을 ‘형태’, ‘의미’, ‘화용’의 측면에서 제시하

고 학습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I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대

상과 방법을 설정했다. II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의 

특징을 형태·통사적, 의미·화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미얀마어와 비

교·대조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은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은 ‘이유’라는 의미 기능만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얀마의 인과관계 

표현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미얀마에 있는 한국어교육 기관과 

한국에 있는 한국어교육기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하여 

문법 표현의 문법 설명 및 제시 방법, 제시 상황, 연습 활동을 살펴보았

다. 그리고 실제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얀마 교사와 학습자를 대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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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장에서는 미얀마에 있는 ‘만달레이 외국어 대학교(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에 재학 중인 중·고급 학습자들 총 79명의 작문 자

료 155편을 통해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오류를 형태적 오류, 통사적 오류, 의미

적 오류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국어의 간

섭, 목표어의 복잡성, 교수·학습 방법의 영향 세 가지가 학습자 오류 발

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IV장에서는 II장의 이론적 고찰과 III장에서 제시한 사용 양상, 오류 양

상 및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목

표와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미얀마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교육 방법으로는 ‘입력 강화 교육’과 ‘탐색-설명-표현’ 지도법을 활

용하였고 수업 모형으로는 WTPPF 모형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이는 유

창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며 귀납적으로 접근한 TTT 모형과 문

법의 정확성을 중시하여 연역적으로 접근한 PPP 모형을 결합한 것이다.  

  본 연구는 미얀마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한국

어와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비교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문어 자료인 작문 자료만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주요어 :  인과관계 표현, 미얀마 학습자, 한국어교육, PPP모형, 

   TTT 모형, WTPPF 모형

학  번 :  2014-2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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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고 있는 중·고급 미얀마1)인 학습

자들의 작문 자료를 통해, 이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상황 맥락에 맞게 적절

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지를 관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 학습

자들이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사용에서 발생시키는 오류와 학습상의 난점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교육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미얀마어는 교착어이며 중국 티베이트어족2) 언어로 티베이트버마어파에 

속한 언어이다. 미얀마어와 한국어 두 언어 모두 ‘주어-목적어-서술어’의 

SOV 언어이다. 따라서 미얀마어 모어 화자들은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로 인

해 한국어를 배울 때 다른 언어 학습자보다 좀 더 빨리 습득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미얀마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빈번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풍부한 언어인데, 이러한 한국어의 어미 중에서도  연결어미는 특히 그 종

류가 매우 다양하다.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는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다양한 연결어미와 ‘-기 때문에’, ‘-는 바람에’와 

같은 구 형태로 되어 있는 표현들을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 문장과 다른 한 문장을 연결해 주고 두 문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

는 연결어미와 연결구를 ‘인과관계 표현’3)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여 논의를 

1)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이며 수도는 네피도(Naypyitaw)이다. 1989년 

이전에는 버마(Barma)라고 불렀다. 그러나 미얀마에 버마족 외에 135개의 소수

민족이 존재하므로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명칭인 미얀마(Myanmar)로 국호를 변

경하였다. 공용어는 미얀마어이다.  

2)중국 티베이트어족을 구성하는 2개 어파 중 하나로 티베이트어, 미얀마어 및 기타 

400여 개 소수 민족들의 언어로 이루어진 어파이다. 화자의 수가 가장 많은 언

어는 미얀마어(3,200만), 티베이트어(600~770만)와 카렌어(300만) 정도이며 나

머지는 화자 수가 수만에서 수십만밖에 되지 않다.

   https://namu.wiki/w/%ED(접근 날짜: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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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겠다.

  한국어의 다양한 인과관계 표현들은 각각 쓰임새에 차이가 있고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제약도 존재한다. 한국어에서는 화자의 태도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인과관계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언어에 대한 직관이 있으므로 다양한 표현들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미얀마 학습자들은 모국어와 대응되

지 않는 다양한 표현들을 구분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미얀마어에서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나 한국어만큼 풍부하지 

않고 통사·의미적 제약도 까다롭지 않다. 그러므로 미얀마 한국어 학습자들

이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배우는 데 혼동을 느끼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

은 내용을 상황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어 교재에서 초급에서 고급단계로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인과관계 표현들

이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들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가 보기에 어색한 오류를 범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초급에서 배운 표현들만 주로 사

용하고 고급 단계에서 나타난 표현은 이해 부족으로 인해 회피하려는 양상

을 보이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인과관계 연결표현은 

매우 한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

상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어떤 어려운 점을 겪고 있으며 어떤 오류를 범하

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오류와 

학습에 어려운 점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 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의 개념과 특징을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

3)국어학의 연결어미 범위에서만 다루고 있는 이유의 의미기능을 한국어교육 분야

에서 구와 문장 단위로 확장해서 진행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그 연구들에서 인

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해서 사용하였다. 진정란

(2003)에서는 이유의 연결 표현, 김지혜(2010)에서는 이유 표현, 오경진(2003)에

서는 인과관계 의미 표현류, 박대범(2008)에서는 이유·원인의 표현, 임태운(2009 

)에서는 인과관계 연결표현 등과 같은 여러 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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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대조한다.

둘째, 미얀마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작문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어 인과관

계 표현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피고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미얀마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2. 선행 연구

  인과관계 표현은 통사적 제약과 의미·화용적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

큼 한국어에서 중요한 문법 항목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에 관

한 연구는 국어학적 관점에서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관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국

어학에서의 인과관계 표현 연구와 한국어교육학에서의 인과관계 표현 교육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국어학에서의 인과관계 표현 연구

  인과관계 표현에 관한 국어학에서의 연구는 연결어미를 전반적으로 다루

면서 하위 항목인 인과관계 연결어미에 대해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 

인과관계 표현 전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연결어미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인과관계 표현을 일부분 다루고 있

는 연구로는 채연강(1985), 윤평현(1989), 장광군(1999)이 있다. 장광군

(1999)에서는 국어의 연결어미 전반을 고찰하였고 연결어미의 구문 환경을 

분류하여 연결어미의 유형 및 기능들에 관해 기술하였다. 연결어미를 구체

적으로 ‘대조, 분리, 합동, 결과, 계기, 목적, 양보, 원인, 조건’ 등의 33개로 

분류하여 연결어미에 대해 의미론적 관점에서 세부적인 용법을 기술하였다. 

그중에서 ‘원인’이라는 문법장으로 인과관계 표현을 연결어미의 하위 범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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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채연강(1985)에서는 연결어미의 의미기능에 중점으로 두어 이를 

‘동시, 계기, 목적, 의도, 이유, 대립’ 등 총 22개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연결어미에 관한 문법적 제약과 의미·화용적 기

능에 대해 분석하여 연구하였으며 의미가 비슷한 연결어미들의 차이점을 실

제 상황에 맞는 예문들과 표를 통해 정리하였다.

  윤평현(1989)에서는 국어의 연결어미에 관해 의미론적이고 화용론적인 측

면에서 다루었다. 이를 통해 연결어미들의 의미 기능과 의미 특성, 통사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밝혔고 각 연결어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의 연결어미를 ‘조건, 양보, 대립, 목적, 결

과, 인과’ 총 6가지로 분류하여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인과관계 표현을 연

결어미의 하위 범주인 ‘인과관계 연결어미’로 다루었다. 또한, 인과관계 표

현 중에서 ‘-아/어서’와 ‘-(으)니까’를 한정하여 차이점을 비교하여 밝혔으나 

이외의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제시된 연구과 달리 인과관계 표현만 중심으로 다룬 연구로는  성낙

수(1978), 이상복(1981), 강기진(1985), 조오현(1991)이 있다. 

  성낙수(1978)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중에서 ‘때문에’, ‘에’, ‘-(으)로’, ‘느라고’를 중

심으로 논의하였고 이들의 의미적 차이와 통사적 구성의 특징을 밝혔다. 이 

연구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문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연결어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상복(1981)에서는 국어에서 이유·원인의 뜻으

로 사용되는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이유

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중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아서’, ‘-니

까’, ‘-느라고’, ‘-므로’를 중심으로 하여 의미·통사론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그 차이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기진(1985)은 연결어미 중 인

과관계를 나타나는 ‘-니’와 ‘-니까’를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이 연구는 형

태가 다른 ‘-니’와 ‘-니까’의 의미적, 화용적 특징을 논의하였고 그 후에 두 

표현 간의 차이점을 밝혔다. 조오현(1991)는 국어학적 입장에서 이유를 나

타내는 인과관계 연결어미에 대해 독립적으로 다루었다. 조오현(1991)에서

는 이유씨끝의 문장 속에서 쓰이는 의미를 파악할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고 물음을 가정하고 풀이말의 의미 특성을 살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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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서, -(으)니까, -느라고, -(으)므로, -기에, -기로’를 연구대상으로 삼

아 연구를 진행하였고 각 연결어미의 특성과 제약을 형태론적, 의미론적, 화

용론적 입장에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이유를 나타나는 연결어미의 문법 

현상과 원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으로 국어학에서의 인과관계 표현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인과관계 표현들의 차이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지

만, 다양한 인과관계 표현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2.2. 한국어교육학에서의 인과관계 표현 교육 연구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한국어교육적 연구는 연결어미를 전반적으로 다루

면서 하위 항목인 인과관계 연결어미에 대해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 

인과관계 표현 전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 대조분석을 통한 인과관

계 표현 연구,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다루면서 하위 항목인 인과관계 연결어미에 대

해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전혜영(1989), 김수정(2004)이 있다. 전혜영

(1989)에서는 화용론적 관점에서 연결어미의 의미관계를 총 15가지로 분류

하여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연결어미의 통사적인 특징

에만 한정하여 논의하지 않고 화용론적 측면에 따라 연결어미들을 다르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결어미의 선택 사용에

서도 공손원칙이 지켜진다고 보았고 ‘이유·원인’ 구문에서는 ‘-아/어서’가 화

자의 공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데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의 연결어미를 화용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각 의미별 쓰임의 차이를 밝히는 

화용론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김수정(2004)에서는 한국어교육용 연결어미의 난이도와 빈도수를 함께 다

루어 한국어 연결어미의 체계적인 위계화 작업을 하였다. 이 연구는 연결어

미의 의미 범주를 9가지로 설정하였고 ‘인과 관계’를 연결어미의 하위 범주

로 놓고 논의하였다. 또한 태론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연결어미의 개념과 기

능을 고찰하였고 문법 교육을 연역적, 귀납적, 의사소통적 측면에서 접근하

여 기술하였고 마지막에 이를 통한 교수요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연결

어미와 함께 연결구를 다루었다는 점이 다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 6 -

  이상의 연구들은 연결어미 전반에 걸친 논의 중 일부분을 다루고 있으므

로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이 가지고 있는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깊이 다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인과관계 표현들도 대부분 ‘-아/어서, -

(으)니까, -느라고’와 같은 대표적인 표현들로 국한된다.

  앞서 제시된 내용과 달리 인과관계 표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로

는 안주호(2002), 오경진(2003), 진정란(2003, 2004), 이민아(2004), 박대

범(2008), 김지혜(2009) 등이 있다. 

  안주호(2002)는 국내 대학에 있는 언어 교육 기관의 교재에서 제시된 이

유·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들과 연결구를 [원인] 연결어미라 하여 함께 

다루었다. 이는 이유와 원인을 나타난 인과관계 표현들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특징들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였고 이들이 한국어 학습에서 어느 단

계에 제시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표현들의 제시 순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

다. 

  오경진(2003)는 중급 이상에서 학습하는 인과관계 연결어미 ‘-느라고’, ‘-

길래’, ‘-(으)므로’와 연결구 ‘-는 바람에’, ‘-는 통에’를 중심으로 다루고 이

러한 표현들을 인과관계 의미표현류라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와 같은 인과관계 표현들의 의미를 제시하고 각 표현의 의미를 서로 비교하

여 각각의 용법 제약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인

과관계 표현들을 어떻게 구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진정란(2003)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연결구를 모두 묶어서 

이들의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였고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 표현들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진정란(2004)에서는 문장의 

연결기능을 하는 이유 표현과 종결 기능을 하는 이유 표현을 제시하고 그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과 차이점을 문법 표현들이 실현하는 화용 

상황을 대상으로 맥락을 분석하여 찾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과

관계 표현의 화용적 기능을 ‘정보제공→이유 설명→정당화’의 기능으로 제시

하였다.

   이민아(2004), 박대범(2008), 김지혜(2009)에서는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

는 연결어미와 연결구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

들에 대해 국어학적 논문들을 참조하여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

에서의 교육 문법의 내용을 기술하였고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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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민아(2004)에서는 의미가 유사한 ‘이유’나 ‘원

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의 통사적인 기능을 공통적인 특징별로 유형화하여 

의미에 따라 나타내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인과

관계 연결어미의 교수 방법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과 

관계 연결어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하여 수업 방안을 구성하여 제시하

고 있다. 박대범(2008)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연결구, 기타 연

결표현의 형식과 의미를 알아보고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육 내용의 계열화 

방안과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인과관계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김지혜(2009)는 이유를 나

타내는 인과관계 표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균형 말뭉치를 통해 모국어 화자

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과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과제 및  기능을 분

석하다. 그리고 각 표현 항목들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학습 대상이 될 수 

있는 목록들을 선정한 후에 교육 단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구

체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자세한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대조분석 연구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많이 수행되

고 있으나, 대부분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의 비교이며, 기타 언어와 비교·

대조하는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한국어와 중국

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한 연구는 왕정춘(2003), 종염염

(2007), Liu Lu(2013), 고박(2016) 등이 있다. 

  왕정춘(2003),  종염염(2007), Liu Lu(2013)는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

미 ‘-아/어서’과 ‘-(으)니까’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인

과관계 관련사 ‘因爲…所以…’, ‘旣然…就…’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또한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의미적·화용적 특성을 알아 두고 

그것이 중국어 인과관계 관련사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파악하였다. 고박

(2016)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원인·이유 접속문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국어 

원인·이유 연결어미 ‘-아/어서, -(으)니까, -(으)므로, -은즉/은즉슨, -는지

라, -기에, -느라고, -느니만큼, -는답시고’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의미를 

규정하고 그 차이점을 밝혔다. 그 후에 중국어의 원인·이유 접속문들과 대응

되는 표현들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앞서 제시된 논의들 외에도 한국어과 일본어를 대조하는 연구로는 오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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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가리야 미쓰노부(2011) 등이 있다. 오신영(2004)은 한국어 인과관

계 연결어미 ‘-아/어서’와 ‘-(으)니까’를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였고 각 표현

의 의미 기능을 일본어 접속표현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가리야 미쓰노부

(2011)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과접속의 통사적 특성을 밝히고 대조하였다. 

한국어 인과접속의 통사적 특성에 맞추어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문장 종

결법 제약, 시상 어미 제약에 대해 대조하였고 의미적 특성을 주관성, 객관

성 관점에서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버트어치르 오란자르갈(2012)은 한국어와 몽골어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문을 대조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원인·이유를 나타

나는 ‘-아/어서, -(으)니까, -느라고, -(으)므로, -길래, -기 때문에, -는 바

람에/-는 통에, -는 덕분에’를 대상으로 삼아 몽골어와 대응되는 문법 표현

을 제시하여 두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하여 한국어를 학습하는 몽골인 학습자들이 일으키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대조분석 연구이외에 한국어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과 관

한 연구로는 가마카리 스즈(2004), 임태운(2009), 성은주(2011), 소홍

(2013), 위루(2014), 김경현(2015) 등이 있다. 

  가마카리 스즈(2004)에서는 인과관계 연결어미와 연결어미를 ‘이유 표현 

연결구’라고 하여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발달 양상

을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통해 그들의 인과관계 

표현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고 학습자들의 오류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이 

소멸하는 시기를 분석하였다. 그 후에 일본어권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기타 

언어권 학습자의 사용 양상과 비교하여 일본어권 학습자의 특징을 알아보았

다. 2차적으로 작문 자료를 조사할 때 나타나지 않은 인과관계 연결어미와 

연결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모어 화자의 양상과 비교하여 분석하였

다. 이 연구는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연결어미와 연결구의 습득 단계와 습득 

순서를 파악하고 학습하는 데 겪은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지도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성은주(2011)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10개월간의 중단적 관찰을 통해 총 12 차시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였

다. 학습자들을 작문 자료를 분석하여 숙달도에 따라 이유·원인 표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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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접속부사와 연결구의 사용 양상 및 습득 양상을 밝혔다. 학습자의 이

유·원인 표현 사용 양상을 사용적 측면, 습득 순서 및 습득 시기적 측면, 중

간 언어적·학습자 오류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되어 있지 않다. 

 김경현(2015)에서도 ‘-기에, -느라고, -어서, -으니까, -(으)므로, -기 때

문에, -었더니’ 총 7 가지 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을 살피고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어떠한 사용 특징이 있는지를 

밝혔다. 학습자들의 문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고급 단계에서도 형태·통사

적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인과관계 표현의 의미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고급 단계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

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차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고급 단계에서 인과관계 표현 교육 필요성

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위루(2014)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아/어서,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기에’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 논문은 설문조사를 하여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인지 

방식, 변별능력, 통사·어미제약에 대한 인지 정도와 모국어의 영향 등 여러 

면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소홍(2013)에서는 ‘-아/어서’와 ‘-(으)니까’를 중심으로 하여 그 연결어미

들 사이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 공통점과 차이점

을 제시하고 교재분석을 하였다.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어 인과 연결어미 ‘-아/어서, -(으)니까’와 중국어 인과관계 표현을 대조하

였고 학습자들이 연구 대상인 인과 연결어미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 조사

를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의 목표를 밝히고 ‘-아/어서, -

(으)니까’의 교육 방법과 실제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임태운(2009)에서는 기존의 논문들과 달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텍스트를 분석하여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연결어미와 연결구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인과관

계 연결어미와 연결구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국어학이나 한국어교육에서 인과관계 표현에 관

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어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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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표현 연구 중에서 대부분 중국어, 일본어와 비교 연구가 많았고 기타 

언어권의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과 관련된 교육 연구는 아

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을 분석할 때 

대부분 문법성 판단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

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이에 더해 아직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 대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얀마 학습자들

을 위한 한국어교육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들의 한계점

을 보완하여 미얀마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연구를 수

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미얀마 학습자들의 실제 산출 자료

들을 수집하여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 오류 원

인을 밝히고 미얀마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모색하겠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의미적 기능에 따라 대체로 ‘나열, 동시, 순서, 전환, 

대립, 이유·원인, 조건, 목적, 인정, 선택, 방법·수단, 배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기능 중에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주고 이유·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인과관계 표현을 연구 대상

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미얀마 중·고급 학습자들이다. 조사 대상자인 미얀

마 중·고급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의 실제 언어 사용 현황 및 오류 양상

을 파악하기 위해 ‘설명하기’ 장르의 글쓰기 작문 2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을 알아보고 학습자들의 오

류를 추출한 후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들의 

오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 학습자들에게 

사후 인터뷰(Follow-up Interview)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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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I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본 연구과 관

련되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선행연구를 국어학에서의 연구와 한국어교육

학에서의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밝힌

다. 

  II장에서는 인과관계 표현들과 관련된 이론적 부분에 관한 내용 및 배경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목록들을 교재 분석 및 

사전 분석,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한다. 그 후에 각 표현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징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들을 비교·대조한다. 이를 통해 두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미얀마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배우는 데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현재 미얀마에 있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인과관계 표현 교육 현황 

및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이 다니는 교

육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 교재 및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

되고 있는 교재 총 2가지를 분석한다. 그 후에 교사들과 학습자들에게 인터

뷰하고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을 교육할 때의 문제점과 학습할 때의 난점을 

밝혀내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다. 

  III장에서는 미얀마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알아본다.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작문 자료 수집과 학습자 사후 인터

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에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다. 

  IV장에서는 II장에서의 이론적 고찰과 III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여 미얀마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교육 모형을 마련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목적과 연구 대상 및 절

차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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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의 절차 및 내용

연구 목적 연구 자료 연구 방법

II 장 

인과관계 표현의 

개념 및 특징

한국어교육학에서의 인과관계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 

문헌연구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 비교 

대조분석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에 관한 연구

미얀마에서의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현황

교재 분석, 교사와 학습자 인터뷰 

전사 자료

교재분석, 

인터뷰

III 장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및 오류 

양상 조사 

미얀마 중·고급 학습자의 작문 

자료 

작문 자료 

및 사후 

인터뷰

IV 장

인과관계 표현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안 마련

III장에서 분석한 오류 양상 및 

오류 원인 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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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과관계 표현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

1.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개념 및 분류 

  본 연구는 인과관계 연결표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과관계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인과관계] 

1.『법률』어떤 행위와 그 후에 발생한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

계가 있는 일. 민법, 형법에서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된다.

2.『철학』한 현상은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되고, 그 다른 현상은 먼저의 현

상의 결과가 되는 관계.

[원인]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원유

[이유]

1.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에 근거. 

2. 구실이나 변명. 

3. 『철학』존재의 기초가 되거나 어떤 사상이 진리라고 할 수 있          

는 조건. 좁은 의미로는 결론에 대한 전제나 결과에 대한 원인          을 

이른다. ≒근거

  위에서 제시한 사전적인 인과관계의 개념을 살펴보면 ‘원인과 결과의 관

계’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전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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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유’와 ‘원인’은 의미 

차이가 거의 없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정수(1994:1217)에서는 ‘원인’은 대체로 결과를 일으킨 요인으로

서 그 결과와 필연적 관계를 가진 것이고 ‘이유’는 수행할 행동의 동기, 믿

음이나 주장의 근거, 추론/추정의 전제나 근거, 설명이나 논리적 방어의 합

당한 근거, 행위나 과정의 정당화 설명이나 따짐을 위한 근거 따위를 가리

킨다고 하여 ‘원인’과 ‘이유’를 구분하였다. 반면에 윤평현(1989:145)에서는 

이유는 원인에 포함되고 있고 인과관계 연결어미도 넓게는 원인에 포함된다

고 하였다. 이은경(2000:239)에서는 원인과 이유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다고 하였고 대체로 원인은 이유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이유는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인’과 ‘이유’ 두 용어 간에는 미묘

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원인’과 ‘이유’는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인과관계

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또한 사전적 정의를 통해 ‘인과관계’를 ‘이유, 원인’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는 특별히 이들을 구분

하지 않고 ‘인과관계’라는 상위의 용어를 사용하겠다. 

  한국어에는 인과관계 표현이 매우 다양하다. 선행절과 후행절이 서로 원

인-결과 이유-결과의 의미관계가 있는 연결어미로 나타날 때에는 ‘-(으)니

까, -(으)므로, -느라고, -아/어서’ 등이 있고 구형태의 복합구성4)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는 ‘-기 때문에, -는 바람에, -는 통에’ 등이 있다. 조사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로, 에’가 있다. 또한 문장의 종결어미 형태로 나타나는 것

으로는 ‘-거든(요), -기 때문이다’ 등이 있다. 진정란(2004)는 한국어의 인

과관계 표현을 문장 연결 기능의 표현과 문장 종결 기능의 표현 두 가지로 

분류하여서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표현을 통사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서 제시하였다. 

4)이에 대해서 백봉자(1999)에서는 ‘통사적인 구’라고 하였고 안주호(2002), 김수정

(2003)에서는 ‘연결구’, 이미혜(2005)에서는 ‘복합구성’, 홍윤기(2008)에서는 ‘표

현항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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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과관계 표현의 문법 형태별 분류5)

  이정희(2003)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들

이 종결 표현보다는 연결 표현 사용에서 많은 오류를 발생시켰으며, 이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자에게 연결 표

현을 집중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

과관계 표현 중에서 조사6)를 제외한 연결 표현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한다. 

2.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과관계 표현 목록   

  

  한국어에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인과관계 표현들이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인과관계 표현의 목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

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 대상이 될 인과관계 표현을 선정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사용된 교재 5종을 분석하여 이 중 3종 이상

에서 중복해 제시된 항목을 추출한다. 

5)진정란(2004:5)에 있는 표1의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을 참조하여 재구성하

였다.

6)김지혜(2010:18)에서 조사 ‘-에, -(으)로’가 가지고 있는 이유의 의미는 고유의 

의미 기능이라기보다 후행절의 용언에 따라 결정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후행

절의 용언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분별해 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에, -(으)로’와 같은 조사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통사적 분류
문법 범주별

분류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문장 연결

기능의

인과관계 표현

연결어미
-아서, -니, -니까, -느라고, -기에,

-길래, -므로, -더니

연결 복합형식

-기 때문에, -는 바람에, -는 통에, -는

김에, -ㄴ/은 탓에, -ㄴ/은 덕분에, -로

인해, -ㄴ 결과(로)
조사 -(으)로, -에

문장 종결

기능의

인과관계 표현

종결어미 -거든, -니까

종결 복합형식
-기 때문이다, -ㄴ 탓이다, -ㄴ 덕분이다,

-ㄴ/는 까닭이다, -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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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교재에서 중복된 표현 중,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 빈도 및 오류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항목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현정·최영롱(2013)은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의 중복도가 높을수록 해

당 문법의 중요도가 높다고 보아 교재 중복도가 한국어교육용 문법 선정할 

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마다 제시된 문

법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먼저 현재 미얀마에서 한국어를 교육

하는 기관이7)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연세대 교재와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경희대 교재의 문법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비교적 규

모가 큰 한국어교육 기관인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에서 출판한 교재들을 

이에 더해, 총 5종의 교재8)에서 제시되는 인과관계 표현들을 분석하고, 이 

중 중복도가 높은 표현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5종의 한국

어 교재에 제시된 인과관계 표현 항목들의 목록을 추출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인과관계 표현 목록 

7)양곤 외국어 대학교(Yango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와 만달레이 외

국어 대학교(Mandalay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총 두 개의 기관에

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미얀마어’ 총 8개 

언어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8)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0~20003),『한국어』, 초급( I / II ), 중급( I / I I 

), 고급( I / II ), 경희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언어교육원(1991~1992),『한국어』, 1~6권, 한국어문화연구원 편, 고

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서강 한국어』, 1~6권,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

육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2016),『한국어』, 1~6권, ㈜투판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2009),『연세한국어(English version』, 1~6권, 연

세대학교 출판부. 

교재

단계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초급

I -어서
-어서

-기 때문에
-아서/어서

-어서

-(으)니까

II

-(으)니까

-기 때문

에

-(으)니까

-아/어/여서

-(으)니까

-아/어서

- 때문에

-(으)니까

-(이)니까

-(이)라서

-기 때문에

-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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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3>를 통해 한국어 교재에서 단계별로 제시된 인과관계 표현 목

록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교재에서 초급 단계에서 

- 때문에 -기 때문에

- 때문에

-기 때문에,

(이)기 때문

에

-(으)ㄹ 테

니까

중급

I

-느라고

-는 바람

에

-거든요

-(으)로 인

해(서)

-아/어 가

지고

-(으)므로

-(이)라서

-(으)ㄹ 테

니까

-어 가지고

-었더니

-느라고

-기 때문에

-었더니

-을 테니까

-느라고

-았더니/었

더니

-더니

-이라서

-느라고

-거든요

-거든

II

-더니

-길래

-어서 그

런지

-고 해서

-는 통에

-(으)ㄴ/는

탓에

-탓에

-는 바람에

-ㄹ 테니

-아/어/여

-느라고

-는 통에

-로 해서

-길래

-어서 그런

지

-(으)ㄹ 테

니까

-는 바람에

-(으)므로

-거든

-는다기에

-었더니

-로 인해

-더니

-는 바람에

고급

I -(으)므로
-(으)로 인

해

-길래

-고 해서

II
-(으)로 말

미암아

-는 탓에

-으로 말미

암아
개수 17 18 9 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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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고빈도로 사용되는 인과관계 표현으로 제시되는 항목들이 비슷하였으

나 중급에서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각 교재에서 제시된 표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종 이상의 한국어 교재에서 중복되어 나타난 인

과관계 표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어 교재에서 중복 제시된 인과관계 표현 목록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과관계 표현 중에 중복되는 것만을 연

구 대상으로 삼으면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진 인과관계 표현 항목

이지만 한국어교육적 의의가 낮은 표현들을 제외할 수 있다. 반면, 사용 빈

도가 낮은 표현이지만 문법 표현들의 중복도가 높아서 선정된 표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 표현 사용 빈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많이 다루

어진 연결표현 항목들을 추가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

는 연결표현 항목들을 제외하고자 했다. 

  이해영(1998:420)에서 사용 빈도는 목표어의 모어 화자가 해당 문법 항

목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게 되는가와 관계된다고 하였다. 사용 빈도가 높은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교수할 경우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

이 흔히 사용하는 인과관계 표현들을 배우고 모어 화자들과 의사소통할 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

서는 김지혜(2010)와 김수정(2003)에서 제시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과관

계 표현 사용 빈도 조사 결과를 살펴, 연구 대상이 되는 표현 선정의 기준

으로 삼겠다.  

  먼저 김지혜(2010)에서는 21세기 세종 균형 말뭉치9)에 나타난 인과관계 

표현 빈도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9)21세기 세종 균형 말뭉치는 전체가 1000만 어절 812,987 문장으로 100만 

어절 상당의 구어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중복된 수 인과관계 표현 항목 

5종 중복 -아/어서, -(으)니까, -기 때문에 

4종 중복 -느라고, 는 바람에, -로 인해서 

3종 중복 -거든요, -(으)므로, -더니, -어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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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균형 말뭉치에 나타난 인과관계 표현 빈도

(김지혜, 2010:97에서 재인용)

  <표 5>를 통해 균형 말뭉치에서 10위까지의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인과

관계 표현은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6>  균형 말뭉치에 나타난 고빈도 인과관계 표현 

10)의존명사 ‘때문’은 앞에 체언이면 ‘때문에’나 ‘때문이다’로 쓰이고 용언이면 용언

의 명사형 어미 ‘-기’와 같이 ‘-기 때문에’나 ‘-기 때문이다’로 쓰인다. 

순위 인과관계 표현
출현빈

도수

1 -기 때문
-기 때문에 15438

25766
-기 때문이다 10284

2 때문10)
때문에 9357

11479
때문이다 2122

3 -어서
-어서1 8650

8719
-어서2 89

4 -으므로 4755

5 -으니까
-으니까1 3715

4130
-으니까2 395

6 -느라고 1022
7 -기에 877
8 -는 바람에 845
9 -거든 815
10 -길래 270
11 -다고 211
12 -어 가지고 189
13 -으로 해서 153
14 -는데 152
15 -답시고 138
16 -더니 122
17 -고 해서 121
18 -는 통해 116
19 -어서인지 89
20 -어서 그런지 58

-기 때문에, -아/어서, -(으)므로, -(으)니까, -느라고, -기에, 

-는 바람에, -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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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김수정(2003)에서도 한국어 연결어미 및 연결표현 사용 빈도를 추

출하기 위해 신문, 논문서지, 뉴스, 시사 토론 등 문어와 구어 텍스트로 구

성된 말뭉치를 분석하여 각각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용 연결어미를 말뭉치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한국어 연결어미를 교육적

으로 위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사용 빈도가 높은 연결어미 및 연결표현 67개의 목록을 추출하여 한

국어교육용 연결어미 목록11)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

는 인과관계 표현 항목은 ‘-아/어서,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는 바

람에’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문어체 성격이 구어체 성격보

다 강한 텍스트 자료이기 때문에 균형 말뭉치에서 제시된 ‘-길래’와 같은 

인과관계 표현의 출현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교재에서 중복된 인과관계 표현 목록 및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고빈도 인과관계 표현 목록들을 살펴보면 ‘-아/어서,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기에, -길래, -기 때문에, -는 바람에’등인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면서 문법 항목에 대한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오류는 학습자가 문법을 학습하고 

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

습자들이 범하는 인과관계 표현의 오류 빈도를 살피고 이를 연구 대상을 선

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정희(2002)는 초급, 중급, 고급 외

국인 학습자 260명을 급별로 나누어 작문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어 학습자

들의 문법, 발음, 어휘 등과 관련된 문법 표현의 오류를 분석하여 인과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학습자들의 오류 빈도는가 ‘-아/어서>-(으)니까>-느라

고>-길래>-(으)므로’ 순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앞서 교재에서 중복된 인과관계 표현 목록 및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고

빈도 인과관계 표현 목록들을 살펴보면 ‘-아/어서, -(으)니까, -(으)므로, -

느라고, -기에, -길래, -기 때문에, -는 바람에’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 표현들을 화용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다루기로 하므로 구어체 성격이 강한 ‘-길

래’12)를 제외하였다. 또한 문어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학습자 오류 빈도에 

11)김수정(2003)에서는 연결어미의 목록을 단일형 연결어미, 결합형 연결어미, 연결

구로 분류하여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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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은 ‘-기에’도 여기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어

서,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기 때문에, -는 바람에’를 연구 대상으

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 

  

3.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특징13) 

  이 장에서는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들의 형태·통사적 특징 및 의미·화용적 

특징을 분석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통사적인 특성을 

문장형태(서법) 제약,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일치 

제약, 서술어 제약, 부정문 제약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또

한 개별 표현들이 어떠한 화용적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문어체/구어체 사용

역, 격식적/비격식적 상황으로 나누어 그 의미·화용적14)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3.1. -아/어서

  ‘-아/어서’는 어미 ‘-아/어’에 ‘-서’가 결합한 것으로 ‘-서’는 역사적으로 

‘-이시-’와 ‘-어’가 결합한 [상태유지]의 보조사 ‘-셔’가 녹아 붙은 것이다

(허웅, 1981; 조오현 1991:18). ‘-어’와 ‘-어서’를 서로 다른 어미로 보려는 

논의들이 있고 ‘-어’와 ‘-어서’를 같은 어미로 보아 ‘-어서’에서 ‘-서’가 생

략된 형태로 보는 논의들도 있다.15) 박대범(2007)에서는 ‘-어’와 ‘-어서’는 

12)안주호(2008:196)는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길래’가 다른 연결어미에 

비해 구어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백봉자(2006)에서

도 ‘-길래’는 구어에서 많이 쓴다고 하였다. 임태운(2009:20)은 ‘-길래’와 ‘-기

에’는 한국어 교재나 한국어 문법서에 많이 다루지 않은 연결어미 중에 하나라고 

하였고 ‘-길래’를 ‘-기에’의 이형태라고 보는 입장이다. 

13)인과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화용적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기존 연구에

서 밝혀진 논의들을 참고하여 논의하였다. 

14)본고에서는 주로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자료가 문어자료이기 

때문에 화용적이라는 용어보다 담하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본고

에서는 문어, 구어 모두 총체적으로 화용라는 범주로 보아 연구를 진행하겠다. 

앞으로 논의할 때 문어적 화용특징, 구어적 화용특징으로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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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인 제약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어서’에 ‘-서’를 생략했을 때 의미적

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기술하여 후자의 논의를 따르고 있다. 본고에서도 

‘-어’와 ‘-어서’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아/어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

어서’가 가지고 있는 제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1. 형태·통사적 특징 

  ‘-아/어서’의 형태·통사적 제약의 특징으로는 첫째, 후행절에 명령형과 청

유형을 사용할 수 없는 문장형태(서법)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1) ㄱ. *밖에 비가 오고 있어서 나가지 마세요. 

    ㄴ. *오늘 바빠서 내일에 만납시다.        

    ㄷ. *날씨가 더워서 계곡으로 놀러 갈까요?  

  예문 (1ㄱ)에서 제시한 것처럼 ‘-아/어서’는 ‘-(으)세요’, ‘-(으)십시오’와 

같은 명령형과 어울리지 않는다. (1ㄴ)은 ‘-(으)ㅂ시다’의 청유문으로 ‘어서’

과 함께 쓰일 수 없으며 (1ㄷ)도 의문형이지만 청유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제

안의문문도 ‘어서’의 후행절에 사용할 수 없다. 

  둘째, ‘-아/어서’는 선행절에 선어말어미 ‘-았/었-’과 결합하여 쓰일 수 없

으며 ‘-겠-’은 추정의 의미일 때에 한정하여 결합한다. 

(2) ㄱ. 몸이 안 좋아서 출근 못 했어요. 

    ㄴ. *몸이 안 좋았어서 출근 못 했어요. 

(3) ㄱ. 내일 일이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키겠어요. 

    ㄴ. *내일 일이 있겠어서 약속을 못 지키겠어요. 

  예문 (2)과 (3)을 통해서 ‘-아/어서’는 선행절에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ㄱ)처럼 완료의 ‘-었’과 결합하면 비

15)정인승(1956), 최현배(1982), 허웅(1983), 권재일(1985), 박대범(2007)에서는 ‘-

어’와 ‘-어서’를 같은 어미로 보아 문법적인 제약의 차이를 보이지 않다는 입장에

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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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것은 ‘-아/어서’는 선행절의 행위, 동작, 상태가 완

료된 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결과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었’을 중복 사용할 수 없다.16) 

   ‘-아/어서’가 선행절의 추정의 뜻을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겠’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은 연구자에 따라 다른 의견을 보인다. 이상복(1975:66)에서 

‘-아/어서’는 추정의 ‘-겠’과 결합 가능하고 결합하는 경우 몇 가지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제약으로는 첫째, 선행절의 주어는 제약이 없

으나, 후행절의 주어는 반드시 서술법에는 1인칭, 의문법에서는 2인칭이어

야 한다는 점,17) 둘째, 후행절에는 ‘-겠’이 올 수 없다는 점을18)들었다. 김

지혜(2010:142)는 ‘-아/어서’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의 인식을 전

제로 할 때 사용이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추측이나 미래의 ‘-겠’과 어울

리지 못한다고 주장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상복(1975)의 논의를 따라 

‘-아/어서’가 쓰이는 문장의 선행절에 추측의 뜻을 가진 선어말어미 ‘-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록 한다. 선행절에서 추측의 ‘-겠’과 같은 표현을 하

고자 할 때 예 (4ㄱ), (4ㄴ)처럼 ‘-것 같아서’와 같은 추측 표현으로 사용한

다면 보다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 이다. 

(4) ㄱ. 밥이 타겠어서 내가 불을 꼈어요.

        ㄴ. 밥이 탈 것 같아서 내가 불을 껐어요.

16)김승곤(1975;3)은 「완료」의 ‘-어’에 「정지·지속」의 ‘이시어’가 줄어서 된 ‘-

서’가 결합하여 ‘-아/어서’가 된 것으로 형태 분석을 하였고 ‘-아/어서’의 기본 의

미를 「완료지속」으로 보았다. 

17)윤평현(1989:141)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문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ㄱ. 밥이 타겠어서 내가 불을 껐다. 

     ㄴ. 밥이 타겠어서 네가 불을 껐느냐?

     ㄷ, *밥이 타겠어서 그가 불을 껐다.(껐느냐?)

18)임은하(2000:102)에서 후행절의 ‘-겠’이 오는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설

명하였다. 

     ㄱ. 비가 오겠어서 (영희가) 그랬겠지. 

     ㄴ. 영희가 늦게 오겠어서 나 먼저 {*나가보겠다, 나가봐야겠다}.

   이와 같이 화자가 제3자의 행동 이유를 추측하는 경우에 제3자의 추측 내용도 

화자의 추측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가능하며,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겠-’

이 결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지만 후행절 ‘-겠-’이 추측의 의미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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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아/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동

일 주어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주어의 인칭 제약도 없다. 

(5) ㄱ.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졌어요. 

    ㄴ. 소음이 너무 심해서 (내가) 공부할 수가 없어요. 

           ㄷ.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ㄹ. 동생이 잘못해서 (동생이) 벌을 받아요. 

  예문 (5ㄱ, ㄴ)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르고 (5ㄷ,ㄹ)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문장들이다. 

  넷째, ‘아/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서술어의 성질에 제약이 없다. 선행절

과 후행절에 있는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19) 모두 올 

수 있다. 

(6) ㄱ. 친구가 불러서 나는 그 곳으로 갔어요. 

           ㄴ. 날씨가 맑아서 산책하기 좋아요. 

           ㄷ. 언니가 미인이어서 인기가 많아요. 

           ㄹ. 태풍이 와서 큰일이네요. 

  (6)의 선행절 서술어를 살펴보면 (6 ㄱ), (6 ㄹ)는 동사, (6 ㄴ)는 형용사, 

(6 ㄷ)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쓰이고 있다. 또한 (6)의 후행절 서술어도 (6 

ㄱ)는 동사, (6 ㄴ), (6 ㄷ)는 형용사, (6 ㄹ)는 서술격 조사 ‘이다’로 되어 

있다. 이상의 예문을 통해서 ‘-아/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서술어의 성질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인과관계를 나타나는 ‘-아/어서’의 선·후행절에 부정어를 넣을 수 

있다. 

(7) ㄱ. 오늘 일찍 {못/안} 일어나서 학교에 못 갔다. 

    ㄴ. 빨리 뛰지 못 해서 이번 경기에 일등 못 받았다. 

19)본고에서는 학교 문법에 의하여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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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의미·화용적 특징 

  인과관계의 ‘-아/어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의미·화용적 특징으로는 첫

째, 선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황보다 앞서는 점이다. 

(8) ㄱ. 운동을 많이 해서 온몸이 아프다. 

    ㄴ. 술을 많이 마셔서 취했다.

           ㄷ. *내일 손님이 와서 음식을 준비한다. 

            ㄹ. *어제 영화를 봐서 축구를 못 봤다. 

  예문 (8ㄱ), (8ㄴ)과 같이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고 

선행절의 내용이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의 원인이 되어 인과관계를 표현하

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그러나 (8 ㄷ)처럼 후행절의 사건이 선행절의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을 경우나 (8 ㄹ)처럼 선행절의 사건과 후행절의 사건

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경우에는 ‘-아/어서’를 사용할 수 없다. 

  둘째, ‘-아/어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의 인식을 전제로 할 때 

사용 가능하다. ‘-아/어서’는 원인이 되는 선행절의 사건이 완료되었거나 또

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확실한 사실일 때 쓰일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실재성’

을 갖는다. 

(9) ㄱ. 비가 와서 우산을 샀다.  

    ㄴ. *비가 와서 덥다. 

  예문 (9ㄱ)에서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다면 우산을 사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9ㄴ)처럼 비가 와서 더운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이 아니고 객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어색한 문

장이 된다. 이상의 예문을 통해 ‘-아/어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누구나 동

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원인’, ‘실재성’을 

가지고 있는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 또한 객관적

20)남기심(1975:11), 전혜영(1989), 윤평현(1989)에서는 ‘-아/어서’는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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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실을 이유로 제시하는 ‘-아/어서’의 후행절에 화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

를 나타나는 표현이 올 수 없다. 

(10) ㄱ. 비가 ?와서 우산을 가져갈래요. 

     ㄴ. 네가 밥을 *사서 내가 커피 살게. 

  예문 (10ㄱ), (10ㄴ)처럼 후행절에 화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때 ‘-아/어서’보다 ‘-(으)니까’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아/어서’는 화용적으로 보면 문어나 구어, 격식적 비격식적 상황에

서 모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 ‘-아/어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신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11) ㄱ.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ㄴ. 머리가 아파서 안 왔어요.

            ㄴ′. 머리가 아프니까 안 왔어요.

  예문(11)처럼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

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11ㄱ), (11ㄴ) 모두 가능하다. 전혜영

(1989)에서는 ‘-아/어서’를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 인과표현으로, ‘-(으)니

까’는 주어진 정보를 나타내는 인과표현으로 제시하였다. 진정란(2004)에서

도 ‘-아/어서’가 신정보를 담당하고 ‘-(으)니까’가 구정보를 담당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용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선행절과 후

행절의 사실이 청자가 모르는 신정보일 때 ‘-아/어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11)의 대답으로 (11 ㄴ)는 청자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사실

을 화자가 말하기 위해서 ‘-아/어서’를 선택한 경우이고 선행절의 정보는 신

정보이다. (11 ㄴ′)는 청자가 이미 화자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

제 하에서 그 사실을 다시 환기시켜 주기 위해 ’-(으)니까‘를 사용하는 경우

이다. 이때 선행절의 정보가 신정보인지 구정보인지는 화자가 판단한다.21) 

누구나 동의하는 객관적인 원인을 나타낸다는 관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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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어서’는 화제의 초점이 선행절에 있고 화자와 청자의 공통된 인

식을 나타나고 있다.22) 

  넷째, ‘-아/어서’는 감사, 인사, 사과의 의미를 표현하는 관습적인 용법으

로도 사용될 수 있다. 

(12) ㄱ.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ㄴ. 만나서 반갑습니다. 

     ㄷ. 늦어서 죄송합니다.

  (12ㄱ), (12ㄴ), (12ㄷ)에서 ‘-아/어서’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공손한 태

도를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으)니까’를 사용하면 이와 같은 공손한 태

도를 쉽게 나타나기 어렵다(전혜영, 1989).

  이상으로 ‘-아/어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 7> ‘-아/어서’의 특징 

21)어떤 장소를 처음 방문할 때 받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어서’를 선택해야 

한다. 

    예: ㄱ. 어떻게 오셨어요? 

        ㄴ.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ㄴ′. *물어볼 게 있으니까 왔어요. 

22)윤평현(1989:156)에서 화제의 초점을 유도하는 부사인 ‘틀림없이, 당연히’ 등을 

문장에 넣어 ‘-아/어서’는 선행절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으)니까‘의 화제 초

점이 후행절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예: ㄱ. ?내일은 휴일이어서 틀림없이 집에 있을거야.

    ㄱ′. 내일은 휴일이니까 틀림없이 집에 있을거야.

    ㄴ. ?나는 선생이어서 당연히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ㄴ′. 나는 선생이니까 당연히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아/어서’가 쓰인 (ㄱ, ㄴ)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반면에 ‘-(으)니까’가 쓰인 (ㄱ′, 

ㄴ′)문장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형태·통사적 특징

문법형태(서법) 제약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 제안의문문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 선행절에 ‘-았/었-이나 ‘-겠-’을 사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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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으)니까 

  ‘-(으)니까’는 ‘-아/어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아/

어서’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온 연구들이 많이 있다. 남기심(1994:138)

에서는 ‘-(으)니까’가 ‘경험(발견)’과 ‘이유’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진정란(2005:59)에서는 ‘-(으)니까’가 ‘발견’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통사적 제약이 많은 반면 ‘이유’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통사적 제약이 

상당히 자유롭다고 제시하였다. 

(13) ㄱ. 내가 학교에 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발견)

     ㄴ. 비가 오니까 밖에 못 나가요. (이유) 

  예문 (13ㄱ)에서 실현되는 ‘-(으)니까’의 의미는 화자의 ‘경험, 발견’을 나

지만 추측의 ‘-겠-’은 사용할 수 있다.
주어일치 제약 선·후행절에 주어 일치 제약이 없다.

서술어 제약
선·후행절 서술어에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

사 ‘이다’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부정문 제약 선·후행절에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의미·화용적 특징

Ÿ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보편적인 원인을 나타낸다.

Ÿ 선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황보다 앞서야 한다.

Ÿ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이 인식을 전제로 할 때 사용하고 원인이

되는 사건의 ‘실재성’을 갖는다.

Ÿ 화자가 선행절에 화제의 초점을 두고 청자에게 이유에 대한 새로운 정

보를 제공한다.

Ÿ 감사, 인사, 사고 표현과 같은 습관용법과 함께 사용하여 공손성을 가

지고 있다.

Ÿ 구어나 문어, 격식적이나 비격식적 상황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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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으나, (13ㄴ)에서는 인과관계의 의미를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과관계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으)니까’23)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2.1. 형태·통사적 특징 

  ‘-(으)니까’의 형태·통사적 특징으로는 첫째, 후행절에 평서형, 의문형, 청

유형 등에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하므로 후행절에 서법 제약이 없다. 

(14) ㄱ. 비가 오니까 우산을 샀다. 

     ㄴ. 비가 오니까 우산을 사라,

     ㄷ. 비가 오니까 우산을 사자.  

     ㄹ. 비가 오니까 우산을 샀니? 

     ㅁ. 비가 오니까 우산을 살까? 

  예문 (14ㄱ~ㅁ)에 ‘-(으)니까’의 서법 제약이 ‘-아/어서’에 비해 자유롭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14ㅁ)과 같은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형태의 제안의

문문에서도 ‘-(으)니까’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으)니까’는 선행절에 선행절에 ‘-았/었-’,과 같은 시상 선어말어

미과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으나 모든 의미의 ‘-겠-’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용될 수는 없다. 

23)허용(1995:791)에서는 ‘-(으)니까’는 ‘-(으)니’보다 뜻을 강조된다고 하였고 ‘-

(으)니까’는 구두체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날 때  도치법으

로 표시하면 ‘-(으)니까’를 쓰고 ‘-(으)니’를 쓰지 못한다고 하였다.(장광군, 

1999:254 재인용) 

  예: ㄱ. 오늘 바쁘니/니까 내일 같이 가지. 

      ㄴ. *내일 같이 가지, 오늘 바쁘니.

      ㄷ. 내일 같이 가지, 오늘 바쁘니까. 

  최현배(1983:373-371)은 ‘-(으)니’와 ‘-(으)니까’를 구분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를 따라 '-(으)니까'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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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ㄱ. 어제 비빔밥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냉면을 먹을 거예요. 

     ㄴ. 이 책을 읽었으니까 다른 책을 읽고 싶어요

     ㄷ. 밥을 못 먹겠으니까 이제 그만 먹을래요. 

(16) ㄱ. *오늘은 제가 청소하겠으니까 다들 들어가서 쉬세요.

     ㄱ′. 오늘은 제가 청소할 테니까 다들 들어가서 쉬세요.  

     ㄴ. *이번 시험에 일등을 하겠으니까 걱정마세요. 

            ㄴ′. 이번 시험에 일등을 하겠으니 걱정마세요. 

  위의 예문(15ㄱ~ㄴ)을 보면 ‘-(으)니까’는 선행절에 과거형 선어말어미 ‘-

았/었-’과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5ㄷ)에

서 보면 미래형 선어말어미 ‘-겠-’과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문(16)과 같이 의지를 나타내는 ‘-겠-’과 어울려 사용되

면 부자연스럽다. 의지를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려면 (16ㄱ′)과 (16

ㄴ′)처럼 ‘-(으)니까’ 대신에 ‘-(으)니’나 ‘-(으)ㄹ 테니까’24)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김지혜, 2010:150).

  셋째, ‘-(으)니까’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 제약이 없다.

(17) ㄱ. 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떨어진다. 

     ㄴ. 민수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잘한다. 

  위에 예문과 같이 (17ㄱ)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며, 

예문 (17ㄴ)은 주어가 일치하는 문장들이다. 예문 (17)은 모두 문법적으로 

적절한 문장이다. 따라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동일성에 있어서 ‘-(으)니

까’는 주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으)니까’가 인과 관계를 연결할 때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 동

일성에는 제약이 없다. 

24)박대범(2007:36)에서 ‘이유’의 ‘-(으)니까’는 ‘-을 터이니까’의 줄인 형태 ‘-을 테

니까’로 미래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 ‘-었겠으니까’의 형태는 불가능하지만 ‘-었

을 거니까/-었을 테니까’의 형태로 선행절에서 추측한 내용이 후행절의 이유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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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ㄱ. 시험에 합격하니까 기분이 좋다. 

     ㄴ. 민수가 아프니까 병원에 갔지. 

     ㄷ. 엄마가 미인이니까 딸도 예쁘네. 

  예문 (18)의 선행절 서술어를 살펴보면 (18ㄱ)은 동사, (18ㄴ)는 형용사, 

(18ㄷ)은 서술격 조사 ‘이다’이다. (18)의 후행절 서술어에서도 (18ㄱ)는 형

용사, (18ㄴ)는 동사, (18ㄷ)는 형용사로 되어 있다. 이상의 예문을 통해서 

‘-(으)니까의 선행절과 후행절에 서술어 동일성에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

다. 

  다섯째, 인과관계를 나타나는 ‘-(으)니까’는 부정문과도 잘 어울린다. 

(19) ㄱ. 일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ㄴ.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보지 마세요. 

  

  위의 예문을 통해 이유를 나타날 때 ‘-(으)니까’가 부정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2. 의미·화용적 특징 

 

  ‘-(으)니까’는 화자의 추론적인 과정을 거친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 느

낌에 의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주장할 때 사용된다.25) 윤평현(2005)에서는 

‘-아/어서’는 화자의 객관적인 생각과 일상적인 원인·결과를 나타나는 반면

에 ‘-(으)니까’는 화자의 추론을 거친 주관적인 생각이나 상태로서 전제된 

이유를 나타난다고 하였다. ‘-(으)니까’가 가지고 있는 의미·화용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으)니까’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과 상황의 선·후 순서 제약이 

없이 앞에서나 뒤에서나 모두 발생할 수 있다. 

25)남기심(1975), 이상복(1981), 전혜영(1989), 윤평현(1989)에서는 ‘-(으)니까’는 

화자의 개인적인 추론이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유나 주장을 제시하거나 강

조한다는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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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ㄱ. 날씨가 추우니까 난방을 켰다. 

     ㄴ. 민수가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21) ㄱ. 내일 소풍 가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ㄴ. 다음 주 시험을 보니까 이번 주에 밤새 공부했다. 

  예문 (20)에서는 선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황보다 

먼저 발생한다. 즉, 선행절의 사건에 의해 후행절의 사건이 뒤따르는 인과관

계를 나타나는 경우에 ‘-(으)니까’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21)에서 보는 

것처럼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의 사건보다 뒤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그 이유는 ‘-(으)니까’가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거친 이유를 나타

내기 때문이라고 본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보편적인 원인, 실제 상황에서 일

어난 일에 대한 인과관계를 나타나는 ‘-아/어서’는 선행절에 일어나는 사건

은 항상 후행절의 사건보다 앞서야 한다는 점에서 ‘-(으)니까’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둘째, ‘-(으)니까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생각, 느낌이나 추론에 의한 이

유를 주장할 때 사용된다. 

(22) ㄱ. *내가 청소해서 네가 설거지 해. 

     ㄱ′. 내가 청소하니까 네가 설거지 해.

      ㄴ. 잠을 많이 자서 오히려 더 피곤하다.

      ㄴ′. 잠을 많이 자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다.26) 

  예문 (22ㄱ)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실에 의한 발생

한 인과 관계라면 ‘-아/어서’로 바뀌어도 자연스러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22ㄱ′)에서 제시한 이유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강조하기 때문에 ‘-(으)

니까’와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화자가 자신이 청소했으니 청자도 설거지

를 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사실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문 (22ㄴ)

의 경우, 일반적으로 잠을 많이 자면 몸이 피곤할 일이 없는 사실인데 여기

서 화자가 자신이 겪은 경험을 주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아/어서’보

26)맹혜정(2014:22)에서 나온 예문을 다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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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으)니까’가 적합한 표현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인과 

관계를 나타날 때 ‘-(으)니까’를 사용한다. 

  셋째, ‘-(으)니까는 화자는 청자가 선행절이나 후행절에 있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청자가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전제하에 사용하고 이때 

’-(으)니까‘ 절은 구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23) ㄱ. 이 가게 지금은 영업을 안 하네요?

     ㄴ. 이 시간은 점심시간이어서 영업을 안 해요.

     ㄴ′. 이 시간은 점심시간이니까 영업을 안 해요.

 

  예문 (23ㄴ′)에서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화자가 ‘-(으)니까’를 사

용하여 대답하는 경우 화자가 영업을 안 한다는 사실을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한다. 그러므로 청자가 학교에 안 오는 이유를 모르

는 경우에 이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넷째, ‘-(으)니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유하

고 있는 정보인 구정보성으로 인해 ‘고맙다, 미안하다, 반갑다’등의 감사, 인

사, 사과 표현들과 어울려 쓰일 수 있다. 

 (24) ㄱ. 이렇게 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ㄴ.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네요. 

(25) ㄱ. 무슨 일로 오셨어요? 

     ㄴ. 물어 볼 게 있어서 왔지요. 

     ㄴ′. 물어 볼 게 있으니까 왔지요. 

  예문 (24)처럼 화자와 청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을 ‘-(으)니까’를 사용

하여 강조함으로써 더 공손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25)처럼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에 초면에 만나는 청자에게 ‘-(으)니까’를 사용하면 비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실례가 될 수도 있다.27) 

27)윤평현(1989:152)에서는 ‘-아/어서’는 부드럽고 공손한 사교적인 표현이며 ‘-

(으)니까’는 강한 주장, 무뚝뚝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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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으)니까’는 문어체보다 구어체에서 생산성이 높으며28), 이를 격

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문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상으로 ‘-(으)니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으)니까’의 특징

28)김지혜(2010:155)에서 21세종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구어말뭉치에 ‘-(으)니까’

의 출현 빈도는 1214번으로 나타났고 전체 인과관계 표현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어에서 사용되는 ‘-(으)니까’는 연결어미의 ‘-(으)니까1’와 종결어미적 쓰

임을 보이는 ‘-(으)니까2’가 약 2.5:1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어에서는 종결

어미적 쓰임의 비중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장광군(1999:277)에서 ‘-(으)니/니까’

를 ‘구두체’라고 하였고 유효진(2003:38)은 ‘-(으)니까’를 구어에 가장 많이 사용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9)김지혜(2010:156)에서는 ‘-(으)니까’가 일상적인 인사말에 잘 사용하지 않고 구

어체에서 사용하는 종결어미적 쓰임은 격식을 갖춰야 할 때나 문어에서의 사용을 

형태·통사적 특징

문법형태(서법) 제약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 제안의문문과 함

께 사용할 수 있다.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 선행절에 ‘-았/었-이나 ‘-겠-’을 사용할 수 있다.

주어일치 제약 선·후행절에 주어 일치 제약이 없다.

서술어 제약
선·후행절 서술어에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부정문 제약 선·후행절에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의미·화용적 특징
Ÿ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실이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의 인식을

전제로 할 때뿐만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 느낌이나 추

론에 의한 이유를 주장할 때 사용된다.

Ÿ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선·후 순서 제약 없이 앞서나 뒤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Ÿ 화자와 청자가 선·후행절에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이

구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화자가 후행절에 화제의 초점을 두고 있다.

Ÿ 감사, 인사, 사과 등과 같은 습관적인 표현에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

실이면 더 공손한 느낌이 드는 반면 초면이나 친하지 않은 사이에 사용

하면 공손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

Ÿ 문어보다 구어에 많이 사용하고 비격식적인 표현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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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으)므로’

   ‘-(으)므로’는 명사형 어미 ‘-음’에 ‘-으로’가 결합하여 연결어미로 형성

화되는 표현이다. '-(으)므로는 구어에서 잘 쓰이지 않고 설명이나 논증의 

근거를 제시할 때, 즉 주로 설명문, 사설, 안내문, 학술논문, 소설 등의 격식

적이고 논리적인 문어에서 많이 사용한다.30) 

3.3.1. 형태·통사적 특징

  '-(으)므로'의 특징으로는 첫째, 후행절에 평서문만 사용 가능하고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제안의문문 등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26) ㄱ. 강사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증을 드립니다.

     ㄴ. *비가 오므로 집에 가자. 

     ㄷ. *동생이 도와 줬으므로 너도 도와 줘라. 

     ㄹ. *심심하므로 영화나 보러 갈까? 

  (26ㄱ)는 서술어에 평서문을 사용하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그러

나 (26ㄴ~ㄹ)는 각각 청유문, 명령문, 제안의문문이므로 여기서 비문이라고 

본다. ‘-(으)므로’의 후행절 서법 제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국립국어

원(2005), 백봉자(2006)에서 ‘-(으)므로’의 후행절에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

나는 문장이 올 수 없다고 하였다. 조오현(1991:71)도 ‘-(으)므로는 의향법

의 제약이 심하여 평서문과 감탄문만 쓰일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지혜

(2010)에서는 ‘-(으)므로’가 공공장소 안내문, 광고, 문구 등과 같은 청자와

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는 격식적 글에는 명령형이나 청유형과 자연스럽

게 어울릴 수 있는 주장했다. 그러므로 ‘-(으)므로’는 주로 글말(문어체)에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희자·이종희(2006:262)에서 ‘-(으)니까’는 

글말에 많이 쓰이는 ‘-(으)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말과 글말에 두루 쓰인다고 

논의하였다. 

30)김승곤(1975:10)은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으)므로’는 주로 글말(문어체)에

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 36 -

많이 사용되므로 명령형과, 청유형과 함께 어울려 쓰일 수 없다고 여겨진다.

  둘째, ‘-(으)므로’의 선행절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었’과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겠-’이 올 수 있다.31) 

 

(27) ㄱ. 열심히 공부했으므로 일등을 할 것이다. 

   ㄴ. 내일 비가 오겠으므로 시설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이          

                 다.32) 

  예문 (27ㄱ)은 선행절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었-’을 결합하여 과거

를 표현하는 문장이고 (27ㄴ)는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여 쓰

이는 표현이다. 조오현(1991:45)에서는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겠-’이 ‘-

(으)므로’의 앞에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으)므로’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주어 일치 제약이나 서술어 제약

이 없다.

(28) ㄱ. 아들이 해당 사고에서 살아남았으므로 (아들이) 상속인       

                   이다.

   ㄴ. (의사가) 진료 중이므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마세           

                   요.

 

  예문 (28ㄱ)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주어가 동일한 문장이고 (28ㄴ)에서는 

선행절의 주어는 ‘의사’이고 후행절의 주어는 ‘다른 사람’로 서로 주어가 다

른 문장을 사용했다. 예 (28)을 통해 ‘-(으)므로’는 주어 일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으)므로’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오는 서술어는 용언의 성질에 대

한 제약이 없다. 

31)조오현(1991:45)는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겠-’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효정(2011:18)에서는 추정의 의미나 미래 의미의 ‘-겠-’이 ‘-(으)므로’과 결합

하는 경우에 ‘-(으)니까’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였다. 

   예: *내일은 비가 오겠으므로(→오겠으니) 시설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조오현(1991:45)에서 제시된 예문을 다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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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ㄱ. 최근 화학 관련 경기가 좋으므로 투자하기 좋은 때라         

                  생각합니다. 

   ㄴ. 이 기계는 배터리로 작동하므로 지속적인 충전이 필요          

                 하다. 

      ㄷ. 우수한 학생이므로 상장을 수여한다. 

  예문(29)의 선행절을 먼저 살펴보면 (29ㄱ)의 서술어는 형용사, (29ㄴ)의 

서술어는 동사, (29ㄷ)의 서술어는 서술격 조사 ‘이다’이다. 후행절에는 각각 

형용사, 동사, 서술격조사로 나타났으며 ‘-(으)므로’는 용언의 성질에 제약 

없이 모든 품사와 사용 가능하다. 

  다섯째, ‘-(으)므로’를 사용한 문장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상관없이 부정

어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30) ㄱ. 이번 성적이 안 좋으므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

     ㄴ. 약속을 어겼으므로 이 옷을 못 입는다. 

 

  예문 (30ㄱ)는 선행절에 부정어가 있는 경우이고 (30ㄴ)는 후행절에 부정

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3.3.2. 의미·화용적 특징 

   

  ‘-(으)므로’의 특징은 첫째, 어떤 사실을 이유와 조건으로 하여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고, 주로 문어체에서 쓰인다.33) 이상복(1981)에서는 

‘-(으)므로’의 논리성을 삼단논법으로 제시하여 의미특징을 분석하였다. 

(31) ㄱ. 사람은 모두 죽는다. (대전제)

     ㄴ. 그는 사람이다. (소전제)

     ㄷ. 그러므로 그는 죽는다. (결론) 

33)국어학적 관점에서 ‘-(으)므로’에 대한 논의는 이상복(1981), 채연강(1985), 전혜

영(2989), 진정란(200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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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ㄱ)는 대전제이고 (31 ㄴ)는 소전제이며, ‘-(으)므로’ 구문을 사용하

여 (31 ㄷ)에서 앞에 제시된 두 문장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낸다. 이를 통

해 ‘-(으)므로’는 전제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ㄷ)에 다른 이유를 나타난 표현으로 교체 가능하지만 논리적인 문장에서 

‘조건에 대한 예외 없음’을 강조할 때 주로 ‘-(으)므로’를 쓴다.34)

  둘째, 실제 상황에서 일어난 선행절의 상태나 행위가 후행절의 결과를 이

끈 필연적인 이유나 근거가 된다. 

(32) 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므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예문 (32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필연적인 이유를 나타낸다. 

  셋째, ‘-(으)므로’는 문어성이 강한 인과표현이므로 격식적 상황과 일반적

으로 연설문, 발표문, 설명문, 공문서, 논문 등과 같이 형식적이고 논리성이 

강한 격식적인 문어체에서 사용한다. 

(33) ㄱ.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ㄱ′. ?배가 아프므로 병원에 갔어요.

  예문 (33ㄱ)는 구어체이기 때문에 비문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구어체에

서 (33ㄴ)처럼 ‘-(으)므로’를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비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으)므로’가 문어체에 더 가까우므로 구어라는 언어의 사용역을 

고려해 봤을 때 어색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상 ‘-(으)므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4)박대범(2007:59)에서 ‘-(으)니까’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고 ‘-아/어서’는 [+

객관성],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나고 있어서 논리적인 서술문에 적합하지 않

다. 그러나 ‘-기 때문에’는 [+강조], [+확실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

(으)므로’와 같이 논리성을 가진 표현과 교체했을 때 어색하지 않다고 논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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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으)므로’의 특징 

  

3.4. -느라고

 

  ‘-느라고’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나는 표현이며 ‘-고’

의 생략이 자유로워 ‘-느라’의 형태로도 쓰인다. ‘-느라고’는 다른 인과관계 

표현들에 비해 문법적 제약이 많은 문법 항목이다. 

3.4.1. 형태·통사적 특징

  ‘-느라고’의 특징은 첫째, 후행절에 명령문, 청유문과 어울리지 못한다. 

(34) ㄱ.  야근 하느라고 늦게 퇴근했다.

     ㄴ. *야근 하느라고 늦게 퇴근해라. 

     ㄷ. *야근 하느라고 늦게 퇴근하자. 

형태·통사적 특징

문법형태(서법) 제약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 제안의문문과 함

께 사용할 수 없다.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
선행절에 ‘-았/었-이나 ‘-겠-’을 사용할 수 있

다.

주어일치 제약 선·후행절에 주어 일치 제약이 없다.

서술어 제약
선·후행절 서술어에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부정문 제약 선·후행절에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의미·화용적 특징

Ÿ 논리성이 강하고 선행절의 상태나 행위가 후행절의 결과를 이끈 필연

적인 이유나 근거가 된다.

Ÿ 구어체보다 문어체에 가깝고 격식적 상황에서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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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ㄱ)는 자연스러운 문장인 반면, (34ㄴ)는 후행절에 명령문이 쓰이고 

(35ㄷ)는 청유문이 쓰이므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느라고’는 ‘-어서’와 

마찬가지로 이유를 진술하는 선행절에 초점을 맞추어 후행절에 대한 행동 

수행의 힘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후행절에 명령문과 청유문을 사용할 수 

없다.

 둘째, ‘-느라고’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상 선어말어미 ‘-았/었-’과 미래를 

나타내는 시상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여 쓰일 수 없다. 

(35) ㄱ. *시험 공부했느라고 밤을 새웠어요. 

     ㄴ. *내일 회의가 있겠느라고 바쁠 거예요. 

  (35 ㄱ)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상 선어말어미 ‘-았/었’이 나오고 (35 ㄷ)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상 선어말어미 ‘-겠-’이 나왔다. 

  장광군(1999:242)에서는 ‘-느라고’가 선행절과 후행절의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느라고’가 선·후행절의 ‘동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상 

요소와의 결합 제약이나 서법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하고 주어가 유정 주어이여야 

한다. 

(36) ㄱ. (내가) 어제 숙제를 하느라고 (내가) 드라마를 못 봤어. 

     ㄴ. *동생이 음악을 크게 듣느라고 나는 잘 수 없었어.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느라고’를 연결하는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에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36ㄱ)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주어가 ‘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36ㄴ)에서는 선행절의 주어가 ‘동생’이고 후행절의 주어가 ‘나’로 각

각 다른 주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느라고’가 사용할 수 없는 비

문이다. 그러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느라고’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윤평현(1989: 60)에서는 선행절의 주어

의 의미 특징이 [+유정물]이냐 [-유정물]이냐에 따라 주어의 제약이 달라

진다고 하였다. ‘-느라고’는 선행절의 반드시 유정 주어만 오는 경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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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선행절의 주어가 [+유정물]의 경우 위의 예문 (36ㄴ)처럼 주어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주어가 날씨 및 자연과 관련된 [-유정물]일 경우 비동일 주

어 제약을 받는다. 

(37) ㄱ. 비가 오느라고 길이 젖었다. 

     ㄴ. 해가 지느라고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다. 

  예문 (37ㄱ,ㄴ)는 주어가 [-유정물]이고 날씨 및 자연과 관련된 것이라 

주어 동일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느라고’의 주어 동일 제약이 항

상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느라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서술어 제약이 있다. 

(38) ㄱ. 공부를 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다. 

     ㄴ. 쇼핑을 하느라고 돈을 다 썼다. 

(39) ㄱ. *오래 서느라고 다리가 아프다. 

     ㄴ. *오늘 결혼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ㄷ. *고양이가 죽느라고 슬펐다.

     ㄹ. *오늘 휴일이느라고 가게 문 닫았어요. 

            ㅁ. *옷이 마르느라고 물이 빠졌다.

 

  ‘-느라고’는 예문 (38ㄱ,ㄴ)처럼 선행절 서술어가 동사일 경우에는 결합 

가능하다. 그러나 선행절 서술어가 예(39ㄱ,ㄴ,ㄷ)처럼 행위의 지속성이 없

는 ‘서다, 결혼하다, 죽다’등과 같은 순간동사의 경우 ‘-느라고’를 결합할 수 

없다.35) 그 외에 서술격 조사 ‘이다’와 과정동사 ‘마르다’와 결합하여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예문 (39ㄹ, ㅁ)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느라고’는 예문 (40)에서 제시한 것처럼 후행절의 변화의 결과로

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되다’와 서술격조사 ‘이다’, 상태를 나타나는 ‘있다’를 

쓸 수 없다.36) 그 이유는 ‘-느라고’는 앞 행위와 뒷 행위가 동시적인 [+진

35)장광군(1999:245)에서는 ‘-느라고’는 상태의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므로 

‘-느라고’의 선행절에 쓰일 수 있는 동사가 반드시 [-상태동사], [-과정동사], 

[-순간동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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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상]을 지니기 때문에 동작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서술어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이다.

(40) ㄱ. *공부하느라고, 학생이 되었다. 

     ㄴ. *공부하느라고, 고생이다.  

     ㄷ. *손님을 기다리느라고, 공항에 있었다. 

    

  이상으로 ‘-느라고’의 선·후행절에 동작성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어울려 사

용해야 한다는 제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섯째, ‘-느라고’는 부정문과 어울려 사용할 수 없다. 

(41) ㄱ. *아침을 먹지 않느라고 배가 고프다. 

     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느라고 수업에 늦었다. 

 

  위의 예문 (41ㄱ, ㄴ)에서는 선행절 서술어에서 부정을 나타나고 있다. 이

와 같이 ‘아침을 먹는 것’과 ‘일찍 일어나는 것’과 같은 선행절의 동작이 일

어나지 않았고 그 동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기 때문에 동작의 진행을 

기본 특질로 하는 ‘-느라고’와 어울려 사용할 수 없다. 

   

3.4.2. 의미·화용적 특징 

  ‘-느라고’의 의미·화용적 특징은 첫째, 선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

는 시간이 후행절의 사건이 상황이 발생하는 시간과 일치해야 한다. 즉, ‘-

느라고’는 선·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동시성을 가질 때 사용할 수 있다. 

 

(42) ㄱ. 드라마를 보느라고 숙제를 못 했어요. 

     ㄴ. 청소를 하느라고 저녁 준비를 못 했어요. 

     

36)조오현(1991:91) 참고



- 43 -

(43) ㄱ. 이번 여름에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바쁠 거예요. 

     ㄴ. 내년에 취직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겠네요. 

   ‘-느라고’는 (42)과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 같은 시간에 발생할 

때 사용 가능하다. (42ㄱ)처럼 드라마를 보는 동시에 숙제를 못 했다는 상

황과 (42ㄴ) 청소는 하는 시점에 저녁 준비를 못했다는 상황이다. 즉, ‘-느

라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43)에서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느라고’가 자연스럽

게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느라고’가 선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행절의 결과가 발생하다는 동시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다.37)

  둘째, ‘-느라고’는 선행절의 사건이나 행위의 이유로 화자가 원하지 않은 

후행절의 결과가 발생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44) ㄱ. 늦잠을 자느라고 수업을 못 갔어요. 

     ㄴ. 방학에 일하느라고 여행 못 갔어요. 

  예문(44)에서 보면 ‘-느라고’ 선행절에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후

행절의 결과는 화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행절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 동일한 시간에 후행절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이유

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그러므로 ‘-느라고’는 변명이나 핑계의 상황에 잘 

어울려 사용할 수 있는 인과관계 표현이다. 

  셋째, ‘-느라고’는 타인의 공치사를 나타내는 ‘고생하다, 힘들다, 수고하

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는 인과관계 표현이다.  

37)‘-느라고’의 선·후행절의 시간관계에 따라 ‘이유’와 ‘목적’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해

석 가능하다. 조오현(1991:125)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간 관계가 동일하는 

경우 ‘이유’의 의미로 볼 수 있는 반면 후행절의 시간이 선행절 사건의 앞서는 

경우에는 ‘목적’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예: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밤을 새웁니다. (이유: 선행절 시간 = 후행절 시간) 

      그가 탄 버스를 타느라고 황급히 뛰어갔다. 

      (목적: 후행절의 시간 → 선행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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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ㄱ.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ㄴ. 밤새 작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ㄷ. 시험 공부하느라고 힘드셨겠어요.

 

  예문 (45)과 같이 공치사와 어울려 사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느라고’는 구어체에 주로 사용한다.

  이상으로 ‘-느라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0> ‘-느라고’의 특징 

3.5. -기 때문에 

  ‘-기 때문에’38)는 명사형 전성어미 {-기}에 의존명사 {때문}, 조사 {에}

형태·통사적 특징

문법형태(서법) 제약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
선행절에 ‘-았/었-이나 ‘-겠-’을 사용할 수 없

다.

주어일치 제약 선·후행절에 주어 일치 제약이 있다.

서술어 제약
선·후행절 서술어에 행위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동사만 올 수 있다.

부정문 제약 선·후행절에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다.

의미·화용적 특징

Ÿ 선행절과 후행절의 상황이 동시성을 가질 때 사용된다.

Ÿ 선행절의 사건이나 행위의 이유로 화자가 원하지 않은 후행절의 결과

가 일어난다.

Ÿ 변명이나 핑계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Ÿ 타인의 공치사에 잘 어울린다.

Ÿ 구어체에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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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합하여 하나의 연결어미처럼 사용되는 구(phrase)형태의 표현이다. ‘-

기 때문에’는 통사적 제약이 적고 의미가 분명하여 문어나 구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과관계 표현이다. 다음은 ‘-기 때문에’의 문법적 특징을 

제시한 내용이다. 

3.5.1. 형태·통사적 특징

 

  ‘-기 때문에’의 형태·통사적 특징은 첫째, ‘-아/어서’처럼 후행절에 명령문

과 청유문, 제안의문문이 올 수 없다는 점이다. 

(46) ㄱ. *비가 오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하세요. 

     ㄴ. *날씨가 좋기 때문에 소풍 갑시다. 

     ㄷ.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한번 먹어 볼래요? 

             ㄹ. *일이 끝났기 때문에 퇴근할까요? 

  ‘-기 때문에’는 예문 (46ㄱ~ㄹ)처럼 후행절에 명령문, 청유문, 제안의문문

이 올 경우 비문이 된다. 

 둘째, ‘-기 때문에’를 사용한 문장의 선행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

었-’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이 사용될 수 없다. 

(47) ㄱ. 비가 왔기 때문에 창문을 닫았어요.

     ㄴ. 노트북이 고장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ㄷ. *길이 미끄럽겠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ㄹ. *운동화가 비싸겠기 때문에 안 샀어요. 

38) 성낙수(1978:163)에 ‘-기 때문’은 항상 ‘에’와만 결합되어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 그가 영어를 잘 하는 것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예쁘기 때문도 아니다. 

    이상의 예문에서 보면 ‘기 때문에’의 ‘때문’은 명사이고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기 때문에’만 있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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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 (47ㄱ,ㄴ)는 선행절에 ‘-았/었-’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

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47ㄷ, ㄹ)과 같이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결

합하여 나타나지 못하다. ‘-기 때문에’는 객관적인 사실적인 내용을 인과관

계로 나타낼 때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닌 ‘-겠-’과 어

울려 사용할 수 없다. 

  셋째, ‘-기 때문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동일 제약이나 서술어 제약

이 없다. 

(48) ㄱ. 비가 왔기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요. 

     ㄴ. 동생이 춤을 잘 추기 때문에 (동생이) 인기가 많아요.  

     ㄷ.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점심을 일찍 먹었어요. 

  ‘-기 때문에’는 ‘-아/어서’와 ‘-(으)니까’에 비해 주어나 서술어 제약이 많

지 않다. 예문 (48ㄱ, ㄷ)는 주어가 동일하지 않은 문장이지만 (48ㄴ)는 ‘동

생’이라는 같은 주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또한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

어에 동사, 형용사 모두 올 수 있다는 것을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기 때문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다. 

(49) ㄱ.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없다. 

     ㄴ. 숙제를 못 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났다.  

  예문 (49ㄱ, ㄴ)를 통해 ‘-기 때문에’가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 때문에’는 형태·통사적 제약이 많지 않고 구어, 문어에 특별한 제약

이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진정란, 2006:73).

   

3.5.2. 의미·화용적 특징 

  ‘-기 때문에’의 의미·화용적 특징으로는 첫째, [+강조]의 뜻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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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사실성], [+격식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

과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 어울린다.39)

 (50)ㄱ. 비가 오기 때문에 소풍을 안 갔어요.

    ㄴ. 비가 와서 소풍을 안 갔어요.

    ㄷ. 비가 오니까 소풍을 안 갔어요. 

  위의 예문 (50)은 소풍을 못 가는 이유를 말하기 위한 문장이다. (50ㄴ)

는 비가 와서 소풍을 안 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지만 (50

ㄱ, ㄷ)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근거를 

나중에 제시함으로써 이유를 강조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기 때문에’는 

‘-아/어서’, ‘-(으)니까’등의 다른 인과관계 표현보다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

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기 때문에’는 격식적인 화용상황에서 화자의 주장

이나 상황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 그러나 화자가 사

건의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중요시하므로 청자는 그 어감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진정란, 2006:73에서 재인용).

  둘째, ‘-기 때문에’는 ‘왜냐하면’과 호응관계를 잘 이룬다.

  (51) 낱말의 사용을 그 낱말의 생명으로 본다면,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말

도 출생 성장 사멸의 길을 밝게 된다. 그러나 일반 생물계보다 언어의 생명을 

예측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언어의 생명은 생물의 생

명보다 훨씬 길기 때문이고, 다음은 언중으로부터 소외되거나 활용되는 언어적 

기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언어와 사상-언어와 문화>40)

  ‘왜냐하면’을 사용하는 경우 후행절에 이유를 나타난 표현들과 호응을 이

루어져야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반드시 후행절을 ‘기 때문에’로 한정할 필요

는 없다. 그러나 이상의 예문 (51)에서 보면 필자가 언어의 생명을 예측하

39) 진정란(2004)에서는 ‘-기 때문에’의 화용 상황을 이야기체 상황보다 대화체 상

황에서 청자의 추궁이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제시하고 있

다.(김지혜, 2010:160 재인용)

40)꼬꼬마말뭉치 ‘왜냐하면’에 대한 검색 결과 중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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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강한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할 때는 ‘왜냐하면’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김지혜(2010:161)

는 ‘-기 때문에’가 ‘-아/어서’, ‘-(으)니까’보다 격식적 성격이 강하므로 격식

적인 상황에서 왜냐하면 뒤에 ‘-기 때문에’와 호응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표 11> ‘-기 때문에’의 특징

   

3.6. -는 바람에 

  

  ‘-는 바람에’는 명사 ‘바람’이 관형사형 어미 ‘-는’, 조사 ‘-에’와  결합하

여 인과관계를 나타난 의미 기능을 하는 연결구로 굳어 버리는 문법화 과정

을 거친 표현이다.41) ‘-는 바람에’의 후행절에 주로 부정적인 사건이나 결

41)이양혜(2001:126)에서 ‘바람’이 다른 문장성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문장

형태·통사적 특징

문법형태(서법) 제약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
선행절에 ‘-았/었-이 사용할 수 있으나 ‘-겠-’을

사용할 수 없다.

주어일치 제약 선·후행절에 주어 일치 제약이 없다.

서술어 제약
선·후행절 서술어에 동사, 형용사 모두 올 수

있다.

부정문 제약 선·후행절에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의미·화용적 특징

Ÿ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이유로 강조해서 말할 때 사용된다.

Ÿ ‘왜냐하면’과 호응관계를 이루어 화자의 강한 주장이나 설명이 필요한

격식적 상황에서 사용한다.

Ÿ 문어, 구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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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42), 화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주로 화자가 예상치 못한 갑작

스러운 사실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3.6.1. 형태·통사적 제약 

 

  ‘-는 바람에’의 특징은 첫째,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올 수 없다. 

(52) ㄱ. *비가 오는 바람에 우산을 사세요. 

     ㄴ. *비가 오는 바람에 우산을 삽시다.

     ㄷ. *비가 오는 바람에 우산을 살까요? 

  ‘-는 바람에’는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원인을 나타나는 문법 표현43)이

므로 예문 (52)처럼 [+고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명령문, 청유문과 제

안의문문과 함께 어울려 사용할 수 없다. 

  둘째, ‘-는 바람에’는 선행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과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함께 사용될 수 없다. 

(53) ㄱ. *비가 왔는 바람에 옷이 젖었어요. 

     ㄴ. *회의가 있겠는 바람에 일찍 출근했어요.

 (54) ㄱ. 비가 온 바람에 옷이 젖었어요.

  

  (53ㄱ)에서는 선행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과 ‘-는 바람에’를 

어울려 사용할 수 없고, (53ㄴ)에서도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함께 

에서의 역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는 바람에’는 ‘바람’이 단독형

으로부터 변화된 의미가 아니라 뒤에 조사 ‘-에’가 가지고 있는 이유의 의미 기

능이 ‘바람’과 결합하면서 생산 것으로 주장하였고 ‘-는 바람에’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42)김지혜(2010:179)에서 ‘-는 바람에’의 의미정보에서 후행절 결과의 부정성이나 

긍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행절 결과가 화자가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은 것

이라고 하였다. 

43)안주호(1996)에서 ‘-는 바람에’는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원인이므로 ‘일부로, 고

의로’등과 공기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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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는 바람에’는 과거를 나타낼 

때 ‘-았/었-’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문 (54ㄱ)처럼 ‘-(으)ㄴ 바람

에’의 형태로도 사용될 수 없다. 

  셋째, ‘-는 바람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주어일치 제약이 없다. 

(54) ㄱ. (내가)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내가) 학교에 늦게 왔어요. 

     ㄴ. 버스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내가) 회의에 늦었어요. 

  넷째, ‘-는 바람에’의 선행절에는 동사만을 결합할 수 있다. 

(55) ㄱ. 이 근처에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차들이 많이 막혔다. 

     ㄴ. 커피숍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늦었다. 

(56) ㄱ. *입장료가 너무 비싸는 바람에 못 샀어요. 

     ㄴ. *그는 미국사람인 바람에 한국어를 못 해요. 

     ㄷ. *숙제가 있는 바람에 놀지 못했어요. 

  예문 (55)는 선행절에 동사가 오는 경우이고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는 

바람에’는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 쓰이는 표현이므로 예문 (56)처럼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상태성을 나타나는 서술어와 어울려 사용하면 부자연스

러운 문장이 된다. 

  다섯째, ‘-는 바람에’가 사용된 선행절과 후행절에는 부정문 제약이 없다.

(56) ㄱ. 예방 주사를 안 맞는 바람에 감기에 걸렸다.

     ㄴ. 운동을 안 하는 바람에 살이 쪘다.

  이상으로 ‘-는 바람에’의 형태·통사적 제약을 살펴보았다. 

 

3.6.2. 의미·화용적 제약 

 

  ‘-는 바람에’의 의미·화용적 특징은 첫째, 선행절과 후행절에 발생한 행위

나 사건이 시간적 격차가 없어야 하고 동시성이 있거나 선행절의 행위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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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후행절의 행위나 사건이 발생한 시간보다 먼저 앞서는 경우에 사용 가

능하다는 점이다. 

(57) ㄱ.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에 나무가 무너졌어요. 

     ㄴ. 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입장 못 했어요. 

     ㄷ. *내일 소풍 가는 바람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문 (57ㄱ)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고, (57

ㄴ)은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먼저 앞서 발생하고 그 후에 후행절의 결과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는 바람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57ㄷ)은 후행절의 사건이 선행절의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는 

바람에’를 사용할 수 없다.   

  둘째, ‘-는 바람에’의 후행절에는 화자가 예상치 못한 일이나, 화자가 처

음부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58) ㄱ. 전화가 고장나는 바람에 연락 못 했어요. 

     ㄴ. 홍수가 나는 바람에 기차편이 끊겼어요. 

  예문 (58)은 화자가 선행절의 사건으로 인해 연락을 할 수 없었다는 화자

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선행절의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후행절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셋째, ‘-는 바람에’는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면 화용적으로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표현이 된다. 

(59) ㄱ. 어제 왜 늦게 왔어요? 

     ㄴ.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늦게 왔어요. 

  이상으로 ‘-는 바람에’의 문법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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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는 바람에’의 특징

4.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의 특징

  

  미얀마어에서는 이유와 원인의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원인-결과’ 의미 관계로 연결해 주는 인과관계 접속 표현을 사용한다. 미얀

마어의 접속문에는 연결어미와 접속부사가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절과 후행

절을 연결하는 문장 연결 기능을 가진 인과관계 표현들을 대상으로 하여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접속 표현에 속한 접

속부사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미얀마교육부(2005)에서는 인과관계 표현의 문법적 의미를 ‘원인과 이유

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고 자주 사용하는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ywae./, ေသာေၾကာင့္
/thaw kyaunt./, သျဖင့္/tha phyint./, လုိ႕/lo./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여 논의

하고 있다.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의 특징을 형태·통사적, 의미·화용적 

형태·통사적 특징

문법형태(서법) 제약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올 사용할 수 없

다.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
선행절에 ‘-았/었-이나 ‘-겠-’을 사용할 수 없

다.

주어일치 제약 선·후행절에 주어 일치 제약이 없다.

서술어 제약 선·후행절 서술어에 동사만 올 수 있다.

부정문 제약 선·후행절에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의미·화용적 특징

Ÿ 선행절과 후행절 사건시가 동시적이거나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앞서야

한다.

Ÿ 후행절에 화자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행위가 나타난다.

Ÿ 변명이나 핑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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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처럼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은 격식적인 

상황 및 문어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비격식적인 상황 및 구어에서 사용하는 

표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Myint Myint Maw(2008:10)는 미얀마어가 

문어와 구어에 따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미얀마 인과관

계 표현은 대부분 문어성이 강한 표현들이며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으

로는 လို႕/lo./라는 표현 하나만 있다. 다음은 미얀마어의 문어체 및 구어체에 

사용하는 표현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표이다. 문어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구어체에서 사용할 수 없다. 

<표 13>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

   ‘၍/ywae./’는 아래의 예문(60)에서 볼 수 있듯이 문어체에서만 사용하는 

인과관계 표현이고 한국어에서는 주로 문어체에서만 사용하는 ‘-(으)므로’와 

비슷하다. (62 ㄴ)는 구어체에서 사용된 문장이고 이는 한국어의 ‘-아/어서’

처럼 고빈도로 사용된 표현이다. 

  (60) ㄱ. ဦးေလးသည္  ေလ့က်င့္ခန္းလုပ္ ၍ က်န္းမာ၏။ (문어)
   /u lay thi lae kyin khan loat ywae kyan mar I/

          [삼촌이 운동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요.]

        ㄴ. ဦးေလးက ေလ့က်င့္ခန္းလုပ္ လို႕ က်န္းမာတယ္။ (구어)
           /u lay thi lae kyin khan loat lo. kyan mar I/
          [삼촌이 운동해서 건강이 좋아요.]

  둘째,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이 선행절 서술어에 이유를 나타나는 어

미와 결합할 때 형태적 제약이 없다. 

문어체 표현
၍/ywae./, ေသာေၾကာင္/့thaw kyaunt./, သျဖင္/့tha phyint./
[-기 때문에, -(으)므로]

구어체 표현
လို႕/lo./
[-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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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ㄱ. မိုးရြာေသာေၾကာင့္  ထီးဝယ္လိုက္သည္။ 
          /moe ywar taw kyaunt hti wai lait tae/
          [비가 와서 우산을 샀다.]

       ㄴ. မိုးရြာလို႕ ထီးဝယ္လိုက္တယ္။ 
          /moe ywar lo. hti wai lait tae/
          [비가 와서 우산을 샀다.]

  예문 (61)을 보면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들은 선행절의 용언과 결합할 

때 형태적 변화가 없고 용언의 뒤에 바로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이 미얀마어에 형태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아서 학습자들이 한국

어의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적 제약을 배울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은 통사적 제약이 없고 의미와 기능이 유사

하므로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화용 상황에서 서로 임의적으로 바

꿔서 사용할 수 있다. 

  (62) ㄱ. ကၽြန္ေတာ္ စာေမးပြဲ ေအာင္     ၍      မိဘမ်ား ဝမ္းသာၾကသည္။ 
          /kyon taw sar mae pye aung ywae. mi ba myar wan thar          
           kya thi/
          [제가 시험에 합격해서 부모님께서 기뻐하신다.]

       ㄴ. ကၽြန္္္ေတာ္ စာေမးပြဲ ေအာင္ ေသာေၾကာင့္  မိဘမ်ားဝမ္းသာၾကသည္။ 
          /kyon taw sar mae pye aung thaw kyaunt mi ba myar             
          wan thar kya thi/
          [제가 시험에 합격해서 부모님께서 기뻐하신다.]

       ㄷ. ကၽြန္ေတာ္ စာေမးပြဲ ေအာင္    သျဖင္ ့     မိဘမ်ားဝမ္းသာၾကသည္။
           /kyon taw sar mae pye aung tha pyint mi ba myar               
           wan thar kya thi/
          [제가 시험에 합격해서 부모님께서 기뻐하신다.]

  예문 (62)처럼 ‘제가 시험에 합격해서 부모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문장에 

이유를 나타나는 문어체 표현 ‘၍/ywae./, ေသာေၾကာင့္/thaw kyaunt./, သျဖင့္
/tha phyint./, လို႕/lo./’의 인과관계 표현들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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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 바꾸어서 사용 가능하다. 
  이상으로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

에서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의 특징을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과 비교해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5. 한국어와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의 대조

  여기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

으로 양국의 인과관계 표현을 형태·통사적인 측면과 의미·화용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하겠다. 

5.1. 형태·통사적 특징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들은 선행절의 용언과 결합할 때 용언의 불규칙 활

용 제약을 받으나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들은 이와 같은 형태적 제약을 아

예 받지 않고 형태 변화 없이 사용 가능하다. 예문 (63)를 보면 한국어의 

연결어미 ‘-아/어서’는 동사 ‘춥다’의 불규칙 활용 때문에 ‘추워서’와 같이 

어간을 바꾸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미얀마어에는 이러한 문법의 형태 변화

가 없다. 

  (63) [추워서 창문을 닫았다.]

      ခ်မ္းလို႕   ျပတင္းေပါက္ကို  ပိတ္လုိက္တယ္။ 
      /chan lo. ba tin pyout go pait lait tae/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들은 각각 서로 다른 주어 제약, 서법 제약, 시제선

어말어미 제약을 받고 있고 이를 문법적으로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들은 이와 같은 통사적 제약이 거의 없다. 따라서 

미얀마어에서는 인과관계 표현을 한국어에 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

로 한국어를 습득할 때 인과관계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통사적 제약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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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ㄱ. [그가 말해 줘서 제가 알게 됐어요]

          သူ ေျပာျပလို႕ ကၽြန္ေတာ္  သိရတယ္။ 
          /thu pyaw pya lo. kyon taw thi ya dae/

       ㄴ. [어제 (내가) 숙제 하느라고 (내가) 운동 못 했어요] 

          မေန႕က  အိမ္စာ  လုပ္ေနလို႕ ေလ့က်င့္ခန္း  မလုပ္ႏုိင္ဘူး။ 
         /ma nae ga en sar loat nae lo. lae kyin khan ma loat naing         
          bu/
  
  예문 (64ㄱ~ㄴ)는 주어 일치 제약에 관한 내용이다. (64ㄱ)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이고 (64ㄴ)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이다.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 ‘-느라고’는 주어 일치 제약을 가지고 있

으나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 /lo./는 주어 일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65) ㄱ. *비가  와서  우산을  사라.

           မုိး    ရြာလို႕    ထီးဝယ္လုိက္ပါ။
          /moe ywar lo. hti wai lait bar/

       ㄴ. 저 식당이 맛있으니까 우리 거기로 가자. 

           အဲ့ဒီ ဆိုင္က စားေကာငး္လိ႕ုငါတို႕အဲ့ကုိသြားရေအာင္။     
          /ai di sai ga sar gaung lo. nar doe ei go twar ya aung/
  (66) ㄱ. *어제 비가 왔어서 길이 미끄러워요.

          မေန႕က မိုးရြာလို႕ လမ္းေခ်ာ္ေနတယ္။ 
       ㄴ.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했어요. 

          မနက္ျဖန္  စာေမးပြဲ  ရွိလုိ႕  စာၾကည့္ခဲ့တယ္။

  예문 (65)는 서법 제약에 관한 것이다.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 ‘-아/어

서’는 뒤에 명령문과 청유문이 올 수 없는 서법 제약을 가지고 있다. 예문 

(65ㄱ)는 이러한 서법 제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그러나 미

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은 서법 제약을 받지 않고 뒤에 명령문과 같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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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65ㄴ)에 ‘-(으)니까’가 청유문과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것처럼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도 서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예문 (66)는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에 관한 것이다. (66ㄱ)에서는 ‘-

아/어서’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을 받지만 미얀마어에서는 과거를 나

타날 때 ‘어제’라는 명사로 과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표현이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을 받지 않는다44). 

  이상의 예문을 통해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이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에 

비해 수의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얀마 학습

자들은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학습할 때 다양한 형태·통사적 제약 때문

에 어려움을 느끼고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서는 미얀마어와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대조하여 형태·통사적 제약을 

자세히 설명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5.2. 의미·화용적 특징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의 의미 기능 범위는 미얀마어에 비해 넓다. 한국

어의 인과관계 표현은 주로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낼 때 화

자의 태도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은 이와 달리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고 모든 표

현들을 임의적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예문 (67 ㄱ)처럼 한국어에서 

변명과 핑계를 나타나는 상황에는 주로 ‘-느라고’를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

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상황

에서 미얀마어에서는 (67 ㄴ)에서 제시된 것처럼 모든 인과관계 표현이 사

용 가능하다. 

  (67) ㄱ. 늦잠을 자느라고 수업을 못 갔어요

       ㄴ. အိပ္ရာထ ေနာက္က်  (၍/လို႕/ေသာေၾကာင္/့သျဖင့္) အတန္း မသြားဘူး။ 

44)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15)에는 미얀마어에서 문장 내에 사용

된 시간 부사와 어휘에 따라 시제를 나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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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아/어서,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기 때문에, -는 바람에’는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 ‘၍/ywae./, ေသာေၾကာင့္
/thaw kyaunt./, သျဖင့္/tha phyint./, လုိ႕/lo./’과 일대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를 학습자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화용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문장을 만들기 

쉽다. 

  이상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비교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은 주로 선행절에서는 원인을 나타내고 후

행절에서는 결과를 나타내고 모든 인과관계 표현들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

다. 

  둘째, 미얀마 인과관계 표현은 형태·통사적 제약이 거의 없다. 그러나 한

국어 인과관계 표현은 이에 대한 제약이 많다. 

  셋째,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들은 화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 기능이 

있으나 미얀마어 인과관계 표현이 단순히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만 

있고 일대일로 대응할 수 없다.  

6.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현황  

 

  본 장에서는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미얀마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

르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현식(2000)은 교사(teacher와 

학습자(learner), 교재(materials) 언어 교육에서의 기본적인 3요소로 제시

하였다. 본고에서도 교육 현장을 분석하기 위해 미얀마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및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을 분석하였고 

교수·학습 현장에서 중요한 요소인 교사와 학습자 인터뷰를 통해 교육 현황

을 살펴보겠다. 

6.1. 교재 분석 

  이 절에서는 미얀마에서 한국어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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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교육의 특성과 교육 실태를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민현식

(2000: 5)에서는 교육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행위’로 볼 때 교

재가 바로 이 ‘무엇’을 담고 있는 총체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종학·이미향

(2007: 13)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교육 과정을 바탕으

로 이루어진 교육 내용을 교사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물리적인 실체로 교

육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총체적 도구로 교재를 정의하였다. 또한 박경자 

외(1998; 김영만 2005에서 재인용)에서는 교재가 지니는 역할을 총 3 가지

로 정리하였다. 첫째, 교재는 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구현체이다. 

둘째,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다. 셋째, 교재는 수업

의 촉진자이므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교재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미얀마에 있는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주교재로 사용된 『연세

한국어』,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경희대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교재 안에

서 인과관계 표현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했다. 분석 대상 교재들의 

서지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4> 분석 대상 교재 

  경희대와 연세대 교재에서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

되고 있는지의 제시 순서, 제시 방법 및 문법 형태의 연습 활동 등에 관하

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교재에 제시된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교재명 연도 저자 출판사

경희대학교
한국어

1-6
2000~2003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경희대학교

출판국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1-6
2007~200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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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경희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내용

단

계

단

원
문법 문법 설명 및 제시 방법

제시

상황

연습

활동

초

급

II

1 3

과
-아/어서

The ending is used when the

preceding clause is the reason of

following clause. You cannot use

the ending of preceding clause with

tense marker. You can not use

imperative and suggestive endings

in the following clauses of ‘-아/어

서’, ‘-아/어서’ represents general

causes or reasons. If a predicate of

the preceding clause is ‘-이다’, the

form ‘-이라서’ is also used.

건강관

련 상황

문장

만들기,

말 잇기

게임,

9

과

-(으)니

까

This ending is used when a

preceding clause represents a

reason for a following clause. The

forms of verbs are usually

imperative and suggestive in the

following clause. The tense marker

can be attached before ‘-(으)니까’.

The reason that -(으)니까‘

represents mainly stems from a

speaker’s own thoughts or

experiences.

날씨

관련

상황

문장

연결하

기

1 4

과

-기

때문에,

때문에

‘-기 때문에’ is attached to the stem

of the preceding clause and

represents the reason of the

following clause. Compared with ‘-

어서’ and ‘-니까’, this expression is

used to represent clearer reasons.

You can attach the past tense

marker to the verb stem of the

건강관

련 상황

문장

연결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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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듣기를 많이 활용하고 실제적인 자료를 사용함

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와 실제 생활에서의 언어 사용을 높인다. 교재에서

의 단원 구조는 주로 ‘도입, 듣고 말하기, 듣기 과제, 문법제시(설명없음), 

연습, 읽고 말하기, 쓰기, 문화’의 절차로 구성되었다. 문법에 대해 따로 설

명하지 않았고 대화를 통한 문법의 연습 내용이 없다. 또한, 이 교재에는 인

과관계 표현들에 대한 문법 설명이 매우 부족하고 실제로 문법을 사용하여 

연습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교재의 내용 조직의 계열화가 다

소 부적절해 보인다. 

  다음은 미얀마에 있는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연세

대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인과관계 표현에 관한 교육 내용이다. 

preceding clause.

명사+ 때문에, 동사+기 때문에

중

급

I

1

과
-느라고

앞말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

뒤의 사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나타

냄.

‘A를 하느라고 B를 하지 못했다’와

같이 선택적인 상황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앞절과 뒷절의 주어는 항상

같다.

면접

관련

상황

대화

완성하

기,

4

과

-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의ㅡ 뜻

원ㅇ인을 나타내며, 주로 부정적인 상

황에서 쓴다. 뒷문장은 동작동사의 과

거형이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환불관

련 상황

대화

완성하

기,

6

과

-(으)므

로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이유 등의

근거가 됨을 나타냄.

원인을 나타내는 ‘-아서/어서’의 문어

체 표현이다.

여행관

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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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연세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내용

단

계

단

원
문법 문법 설명 및 제시 방법

제시

상황

연습

활동

1

급

7

과

-아/어

서

This connective ending is used with

a verb stem to indicate that the

action of the first clause is the

reason for the action of the second

clause. The second clause cannot

contain an imperative or a

propositive(let’s)/ ‘-었/았/였-’ and ‘-

겠-’ cannot be used in front of ‘-어

서/아서/여서’

교통

문장

연결하기

문장

완성하기

7

과

-(으)

니까

This connective ending is used with

a verb stem to indicate the reason

or cause of the next clause. When

the verb ends in a vowel, use ‘-니

까’, When it ends in a consonant,

use ‘-으니까’.

교통

문장

연결하기,

여행

계획

세우기와

관련된

문장

완성하기

2

급

1

과

-기

때문에

It is used with a verb showing a

‘reason’ only when the causes and

effects are definite. It is often used

in a written form rather than in

spoken language. It cannot be used

in an imperative nor in a

propositive sentence.

It is also used to express

comparison or emphasis.

noun+copula 이다 can be used

together with this pattern.

This form can also be used with a

noun.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개하기

그림을

보고

문장

완성하기,

문장을

쓰고

말하기

4

급

9

과

-느라

고

It is used when due to the first

action the following action cannot

부탁하기

I

표를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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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교재는 1급부터 6급까지 각각 2권씩 총 12권으

로 구성되었다. 1권~3권까지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언어권의 교

재가 출시되어 있어서 학습자 모국어로 대응되어 표현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미얀마어로 출시되지 않았고 미얀마 교육

현장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 교재를 사용한다. 교재는 대화문, 어휘, 문법 

연습, 과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문법 설명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이 교

재는 다른 교재에 비해 풍부한 양의 인과관계 표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문법 제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선행 

학습했던 표현들과의 비교가 교재에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

다. 이에 더해 ‘-(으)므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문법에 대한 연습 문제

가 부족하다. 특히 문법의 형태·통사적 학습에 대한 연습이 다양하게 제시되

어 있지 않았다. 

  이상으로 2종의 한국어 교재에서 목표 문법으로 제시된 인과관계 표현들

에 대해 살펴보았고 분석한 교재에 나타난 인과관계 표현 제시와 관련한 문

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목표 문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학습자가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된다. 그러므로 문법 기술을 할 때 의 언어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경희대 및 연세대 교재에서는 문법의 의미

be done or the result is negative.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문장

완성하기,

친구에게

부탁하는

대화

만들고

말하기

8

과

-는

바람에

앞 문장이 원인이 되어 뒷 문장의 결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쓴다.

신용카드

결제관련

상황

문장

완성하기,

주어진

상황에

맞게

대화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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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단한 문법 설명없이 예문을 통해 의미

와 기능을 제시하는 귀납적인 방법은 초·중급 학습자에게 인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문법 설명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인과관계 표현들 중에서 선행 학습한 유사 표현과의 차이점과 공통

점을 비교 제시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유사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학습할 

때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 분석한 

교재인 경희대와 연세대 교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다. 교

재에서 앞서 배운 유사한 표현과 목표 표현의 차이에 대해 간단한 문법 설

명과 이해하기 쉬운 예문을 통해 비교 제시하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셋째, 인과관계 표현의 다양한 문법적 제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습활동을 제시하는 교재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인과관계 표

현의 문법적 제약을 문장이나 문형을 통해 제시하고 다양한 연습활동을 통

해 연습시켜야 한다. 

  넷째, 교재에서 제시된 연습 문제 및 활동들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

야 한다. 본고에서 분석한 세 가지 교재에 제시된 연습 활동에서는 실제성

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학습동

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짝활동, 역할극 등을 활동해야 한다.  

6.2. 교사 인터뷰 

  앞서 교재 분석을 통하여 교재에 나타난 인과관계 표현 제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에는 현재 미얀마에 있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보

고 교육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미얀마 현지 대학에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교수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만달레이 외국

어 대학교(Mandalay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에서 한국어를 교

육하고 있는 미얀마어 원어민 교사 4명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시행한 기간은 2016년 2월 18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였다. 인터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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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교사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7> 인터뷰 대상 교사 기본 정보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은 ◯1 현재 미얀마에 있는 한국어교육 기

관에서 인과관계 표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있으며, 수업할 때의 어려운 

점과 교재에 제시된어 있는 내용에 대한 건의 사항이 무엇인지와 ◯2 인과관

계 표현을 교수할 때 유사 의미를 가진 선행 표현들과 비교하여 교육하는지

가 있다. 

  먼저 인과관계 표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인과관계 표현 수업의 어려

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Burmese Teacher(미얀마 교사)의 약자로 BT를 사용하였다.

표시

번호
소속기관 교사 경력 나이 성별

1 BT145)
만달레이

외국어대학교
7년 40대 여

2 BT2
만달레이

외국어대학교
5년 30대 여

3 BT3
만달레이

외국어대학교
2년 20대 여

4 BT4
만달레이

외국어대학교
6년 40대 여

<인터뷰 참여자 BT1> 

연구자: 인과관계 표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수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무

엇입니까? 

BT1: 보통 수업할 때 교재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재에서 제

시한 문법의 내용을 번역식으로 먼저 설명해 주고 교재에 나오는 연습활동

을 통해 가르쳐 줘요. 사실 문법의 의미를 설명할 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문법의 의미를 미얀마어로 번역해서 설명할 때 미얀마어로는 이유를 말할 

때 쓰는 ‘lo.’라는 표현으로만 설명하게 되고 학습자들에게 지난 수업에 학

습한 문법과 구별해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 66 -

  위에서 응답한 BT1교사는 인과관계 표현을 교육할 때 문법 번역식 교수 

방법을 주로 사용해서 인과관계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문법의 의미를 

설명할 때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모국어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은 표현

들의 의미를 번역해서 제시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라고 본다. 

  BT2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통사적 복잡성 때문에 

이를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수업시간에 교사가 

문법적 제약을 다 가르쳤지만 학습자들은 이를 습득하지 못했고 계속 오류

를 범한다. 이에 대해 미얀마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얀마 학습자들이 문법의 형

태에 대한 규칙을 내재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들에게 유사 의미 관계를 가진 인과관계 표현들의 차

이점을 비교하여서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내용이다. 

<인터뷰 참여자 BT2> 

연구자: 인과관계 표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수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무

엇입니까?

BT2: 저는 먼저 예문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인과관계 표현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그 후에 문법의 규칙에 대해 하나 하나씩 제시하여서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교재에 제시된 문장 완성하기와 같은 연습 활동을 시켜요. 수업하는 

동안 학습자들이 문법의 제약에 대해 이해했지만 과제에는 문법의 규칙을 

이해 못해서 범하는 오류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수업에 일일이 설명했지만 

오류가 계속 나와서 어떻게 가르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참여자 BT4> 

연구자: 평소에 인과관계 표현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도 따로 가르쳐 주시

나요?

BT4: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중심으로 연습활동을 하고 표현들을 비교해

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학생이 물어볼 때, 그 때 설명해 줘요. 사실 

표현들 간의 차이점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막상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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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4 교사는 자신이 인과관계 표현들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학

습자들에게 설명할 때 어렵고 교재에서 이에 대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인

과관계 표현을 교육할 때 그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교육하지 않는다고 하였

다. 이를 통해 교재에서 인과관계 표현들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연습하는 활동 또한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교재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교재에서 

제시된 교육 내용에 대한 건의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BT2 교사는 한국어 교재에 문법적 제약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을 

많이 제시하고 문법의 제약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

다. 교사 BT1도 다양한 인과관계 표현들의 문법 설명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상황을 제시하여 예문을 많이 형성하

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하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교재에서 이에 대해 따로 제시한 내용이 없어

서 가르치지 않아요.

<인터뷰 참여자 BT2> 

연구자: 교재에서 제시되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BT2: 교재에서 문법의 형태나 통사적 제약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이 

많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습자들이 2학년 3학년인데도 아직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문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제시해야 저희도 가르칠 때 도

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교재에는 문법을 예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문법의 

제약과 의미를 영어로만 대충 설명하고 있어요.

<인터뷰 참여자 BT1>

BT1: 문법 설명문이 지금보다 더 정확해야 해요....인과관계를 나타난 표현들

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법의 설명문을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문장 

단위로만 예문이 제시되고 있어서 설명할 때 어렵고 그 문법이 사용되는 

상황을 많이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문들도 너무 적어요....문

법 항목의 다양한 의미를 보여 줄 수 있는 예문들이 많이 제시되었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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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미얀마에 있는 한국어 교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인과관계 표현 

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어려운 점을 밝혔고 교사들의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

여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3. 학습자 인터뷰 

  앞서 교사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 교육에 있어서 교사들

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절에서는 언어 교육에서 

기본적인 3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요소인 학습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인터뷰 대상 학습자들은 사후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들이고 학습자 정

보는 다음과 같다. 

<표 18> 인터뷰 대상 학습자 기본 정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들을 학습할 때 겪은 어려운 점을 분

석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의 

요구와 어려운 점들을 교사가 미리 알아두면 추후에 학습자들과 맞는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미얀마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학습하는 과정

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고 학습자들의 응답은 다

음과 같았다.  

46) IG : Intermediate level Girl student (중급 여학생)의 약자

    HG : High level Girl student (고급 여학생)의 약자

    HB : High level Boy student (고급 남학생)의 약자

겠어요. 

표시

번호
소속기관 급수 학습기간 성별

1 IG3446)
만달레이

외국어대학교

중급 3년 여
2 IG12 중급 3년 여
3 HG3 고급 4년 여
4 HB14 고급 4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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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IG34는 인과관계 표현의 문법적 제약을 학습하였지만 과제로 사

용할 때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통사적 제약이 복잡해서 습득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IG12 학습자는 인과관계 표현이 ‘이유’를 나타나는 의미 범주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모국어에 비해 목표어인 한국어가 다양한 의미 

기능의 인과관계 표현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별해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상의 학습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형태·통사

적 제약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고 각 표현들이 사용하는 상황 및 의미 기능

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교육 현장에서 반영해서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참여자 IG34> 
연구자: 인과관계 표현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IG34: 문법에 대한 규칙들을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제가 문장을 쓸 때나 문
법을 사용할 때 그 규칙은 기억이 안 나요. 규칙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과제를 할 때 자주 틀려요...

<인터뷰 참여자 IG12> 

연구자: 인과관계 표현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IG12: ....인과관계 표현이 많아요. 우리는 이유를 말할 때 /lo./ 하나만 쓰면 

되는데 한국어는 많아서 헷갈려요...그리고 문법들이 비슷비슷해서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업에서 문법을 배웠지만 밖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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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얀마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

  Ⅱ장에서 미얀마어와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들을 대조하고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을 밝혔다. 본 장에서는 미얀마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작문 자료를 

통해서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 및 오류 유형을 관찰하고자 한다. 학습자

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및 오류 양상 분석에서 초점을 맞춘 사항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미얀마 학습자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황 맥락에 맞게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둘째, 미얀마 학습자의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양상은 초급에서 중·고급 단

계로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셋째, 미얀마 학습자가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때 생산하는 오류

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에 일정한 경향이 있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미얀마 학습자들의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1. 분석 대상 및 절차 

 

  미얀마 학습자들을 위한 인과관계 표현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학습

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때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

째는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을 살피는 것이고, 둘째는 학습자 집단이 범

한 오류를 분류하고 그 원인을 제시하는 ‘인과관계 표현 오류’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얀마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연구를 진행했다.

<표 19> 연구 절차 

중·고급 학습자의 작문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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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미얀마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 79명에게 쓰기 작문 설문을 실시하고 

수집한 작문 자료를 분석하여 인과관계 표현의 사용 및 오류 양상을 파악하

였다.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설문에 

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후 인터뷰는 학습자가 과

제를 실시할 때의 생각이나 의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

법은 질적 연구로서 학습자가 작문 자료를 작성할 때 인과관계 표현들을 어

떻게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인과를 나타난 내용들을 어떤 형식으로 기

술되어 있고 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구체적으

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1. 분석 대상자 정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현재 미얀마에 있는 만달레이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다. 미얀마 4년제 대학에

서의 한국어 전공 과정이 4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급 수준의 

교육 내용에는 기본적인 문법의 학습을 이루어지고, 3~4학년(중·고급)에는 

유사 의미를 가진 문법이나 다양한 문법 표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3~4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중·고급의 한국어 숙달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대상 학습자의 평균 학습기간은 3년 6개월이며 한

국에 거주한 경험이 전무하다. 조사 대상자들 중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취득자와 미취득자가 섞여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한 

학습자의 비중이 낮았다. 시험에 응시한 학습자 중에 한국어능력시험

(사용 양상, 오류 분석)

↓
사후 인터뷰

(오류 원인 분석)

↓
교수학습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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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취득자의 평균 수준은 3급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미취득자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현재 미얀마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의 중·고급 수준 학습자들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47) 초급 학습자들의 경

우 본 연구의 대상인 모든 인과관계 표현을 학습하지 못한 관계로 설문을 

응시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타당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학습자들의 연령은 모두 20대의 성인 학

습자이다. 조사 대상인 학습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표 20>과 같

다. 

<표 20> 분석 대상자 정보

  

  위의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모두 20대의 성인 학습자이

다. 그 중에서 중급 학생은 26명(32.9%), 고급 학생은 53명(67%)로 구성되

었다.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를 응시할 때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중·고급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 한국

어 교육 과정에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의 문제로 인해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초급을 취득한 학습자의 수가 많고, 한국어과에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분석 대상자 중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았다. 

1.2.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하여 자유 작문을 작성

하게 하였다. 작문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유도된 문형을 제시하여 그것에 

47)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아 학습자들이 다니

고 있는 학년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 대상 기준을 중·고급 학습자로 한정하였다. 

성별
남 11명

총 79명
여 67명

학년
3학년(중급) 26명

총 79명
4학년(고급) 53명

TOPIK급수

없음 33명

총 79명초급 31명

중급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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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답을 작성하도록 하는 설문지보다 학습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작문

이 더 자연스럽고 맥락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48). 학습자들에

게 간단한 문장을 번역하게 한다면 실험을 응시할 때 무성의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모국어와 목표어에 있는 인과관계 표현들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

기 때문에 정확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장경희(2012)

는 학습자의 문법 사용 및 오류 양상 분석할 때 작문자료가 적합하다고 하

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범한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원

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미얀마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및 오류 양상을 분석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유를 나타난 상황에 적합한 ‘설명하기’ 장르의 작문을 

수집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고는 학습자들이 인과관

계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것 외에 쓰기 

작문에 인과관계 표현들을 사용해서 맥락의 결속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유 작문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작문 자료의 주제는 ‘취미’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두 가지로 선정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작문할 때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초

급에서부터 접해 온 주제이므로 작문 주제의 난이도 면에서 적절하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아/어서, -(으)니까, -

(으)므로, -느라고, -기 때문에, -는 바람에’라는 총 6개의 인과관계 표현들

을 사용하여 최소 다섯 문장 이상의 맥락이 있는 작문을 작성하도록 하였

다.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작문 자료의 설문내용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작문 자료 설문 내용

48)남건우(2012:28)에서 장르와 문법에 관계를 밝혔고 사회적 목적에 따라 장르에 

대응하는 문법이 달라진다고하였다. 또한 장르가 없는 문법은 추상적이어서 효과

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고 하며 문법교육에 장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본고에

서는 인과관계 표현의 의미·화용적 기능에 주목하여 학습자들이 맥락 속에서 자

신의 의지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므로 작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다음의 주어진 문법 표현들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작문을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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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설문 내용으로 실험 응시자 일인당 두 가지 작문을 작성하게 하였

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6년 2월 20일까지였다. 이 

기간 동안 중급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 52편과 고급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 

103편 총 155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작문 자료의 문장 수는 총 1,033문

장이고 어절은 총 10,885어절49)이었다. 다음은 단계별 학습자들의 작문 자

료 수와 어절수를 나타난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표 22> 학습자 작문 편수 및 어절 수

  본고에서는 이상으로 수집한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49)http://www.happycgi.com/8422 어절 수 계산하기를 사용하였다.

50)3명의 학생은 좋아하는 취미에 대한 작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 

 ‘-아/어서,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기 때문에, -는 바람에’ 

1. 여러분에게 취미 활동이 있습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입니까? 

왜 그 취미를 좋아합니까? 그 취미를 좋아하는 이유를 5개 이상 포함하는 

작문을 작성하십시오. 

2.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우는 이유를 5개 

이상 포함하는 작문을 작성하십시오. 

단계 주제
작문 편수

(편)

어절 수

(어절)

문장 수

(문장)

중급
좋아하는 취미 활동 26 2141 225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26 2138 277

고급
좋아하는 취미 활동 5050) 3732 360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53 2914 210

합계 155 10,885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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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작문 자료에 나타난 인과관계 표현 양상

2.1. 학습자 쓰기 작문 자료 분석 절차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 코더(Corder, 19 81)

는 학습자 오류 분석의 절차를 아래와 같이 5가지 단계로 제시했다. 

① 언어 분석용 자료를 선정한다.

② 표본 자료에 나타난 오류를 식별한다.

③ 오류를 분류한다.

④ 오류를 설명한다.

⑤ 오류를 평가한다.

  본고에서는 코더(1981)의 오류 분석 과정을 참고하여 앞서 제시한 분석 

기준에 따라 미얀마 학습자들의 쓰기 작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의 

쓰기 작문에 나타난 인과관계 표현의 오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이 작성한 작문 자료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

집된 자료를 MS Office Excel 2010 프로그램에 문법적 오류, 철자 오류 

등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사하였다. 전사할 때 어절 수를 계산하기 위

하여 띄어쓰기만 수정하여 입력하였다. 그 후에 문장 수와 어절 수, 인과관

계 표현 출현빈도수를 추출하였다. 

  둘째, 학습자들이 작성한 작문 자료에서 인과관계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

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들이 작성한 쓰기 자료 중에서 인과관

계 표현을 사용한 문장들을 추출하여 정문과 오류문으로 분류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고급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을 상황 맥락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일회적인 오류와 교정하기가 쉽

지 않은 문장들을 오류로 판단하였다.51) 

51)브라운(2000; 신성철 역(1996:292)에서 오류 영역(domain)과 오류 범위(extent)

를 제시하였다. 오류 영역은 오류를 명백하게 만들기 위하여 문맥으로 간주되어

야 하는 음소로부터 화용에 이르기까지의 언어 단위 측면이며, 오류 범위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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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학습자들의 오류의 유형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학습자가 범

한 오류를 유형화한 후에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과 대조언어학적 관점 및 학습자 사후 인터뷰를 통해 밝힌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한 후에 

다음 절에서 분석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2.2 오류 판정 기준 

  오류(errors)란 학습자들이 제2언어를 학습할 때 그 과정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외국어 학습에서 중요한 것이다. 제2언어 연구에서 오류 연구의 목

표는 학습자들의 오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언어 학습과 습득을 

위한 교육 내용을 구축하는 것이다. Corder(1967)는 오류(error와 실수

(mistake)를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언어 능력에서 저질러진 잘못은 오류

(error)이고 이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실수(mistake)는 

언어 수행 상에서 나타나는 잘못이고 체계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오류와 실수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52)  

  이정희(2003)에서는 내용적인 접근과 형식적인 접근 두 가지 측면에서 오

류에 대해 살펴봤는데, 내용적인 접근은 오류의 원인에 따른 것이며 형식적

인 접근은 오류의 판정에 따른 것이다53). 또한 이정희(2002a)에서는 오류의 

유형을 범주별 오류, 현상에 따른 오류, 정도에 따른 오류 세 가지로 나누었

을 수정하기 위해 생략, 대치, 보충, 어순 재배열을 해야 할 언어 단위의 측면이

다. 본고에서는 오류 영역을 문장 단위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오류 여부

를 판단하였다. 

52)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일회적인 오류도 모두 오류로 판단하였다. 

53) 다음은 이정희(2003:75)에서 제시한 표이다. 

내용적인 접근 형식적인 접근

Richard

(1971)

간섭 오류(interference error), 

언어내적 오류(intralingual error), 

발달 오류(developmental error)

Burt(1976)
 전체적인 오류(global error)

 부분적인 오류(local error)

Corder 

(1977)

언어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 

언어내적 전이(intralingual 

transfer) 학습 환경 요소로 인한 

오류

Dulay, 

Burt and 

Krashen 

(1982)

언어학적 범주 유형(linguistic 

category classification)

표면 전략적 유형(surface 

strategy 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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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정희(2003:73-70)에서는 문법성(grammaticality)과 용인 가능성

(acceptability)이라는 오류의 식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문법성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 즉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완성된 형식을 갖추었을 때 

문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용인 가능성이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

회문화 구조 안에서의 사회적 용인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석주연·안경

화(2003:102)에서는 이와 같은 문법성과 용인 가능성이 낮은 모든 문장들

이 교정이 필요한 오류 문장이라고 판단하였다. 코더(Corder, 1971)는 오류

의 개념을 정형성(well-formedness)을 나타내는 적합성(acceptability)과 

맥락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적절성(appropriateness)으로 규정하였다. 코

더(1971)는 제2언어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명백한 오류(overt errors)와 숨

은 오류(covert errors)로 나누었다. 이때 명백한 오류는 문장 수준에서 비

문법적인 것이지만 숨은 오류는 문장 수준에서 문법적이나 의사소통 상황에

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코더(1971)는 문법적이라도 상황이

나 문맥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오류는 판정하였다. 즉, 오류는 학습

자가 목표어를 어색하게 사용하거나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본고는 작문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코더

(1971)의 논의에 따라 맥락에 적절하지 않은 문장들을 모두 오류로 판단하

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연결어미 오류 유형을 논의한 연구로는 김정남(2006), 

김지혜(2008), 서세정·이지혜(2011), 김경현(2015), 김수정(2003)등이 있다. 

<표 23> 선행연구에서의 오류 유형 분류 내용

이정희

(2002a)
김정남(2006)

서세정·

이지혜

(2011)

김지혜

(2008)

김경현

(2015)

김수정(2003)

범주별

오류

발음 오류
형태 중첩의

오류
철자 오류

형태·통사

적 오류

문

법

오

류

서법

시제

용언

활용

주어

어휘 오류
부동사 어미와

시제 선어말어미

통합 제약에

따른 오류

형태적

오류
문법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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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대치, 누락, 첨가에 의한 오류 분류 방식은 단순 분류일 뿐 학습자

의 문법적 오류 개선에는 미흡하며, 이와 같은 오류 유형은 외국어 학습에

서 늘 나타나는 단순 오류 유형이라 이에 대한 분석보다 형태, 통사, 의미 

범주 차원에서 오류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오류를 예방하도록 함이 실제적이

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범주별 교수학습의 대응을 위해서는 범주별 오류 

분석이 유용하여 김수정(2003), 김경현(2015) 등의 방식을 참고해 인과관계 

표현의 오류 유형을 형태적 오류, 통사적 오류, 의미적 오류로 나누었다. 형

태적 오류는 선행요소와 인과관계 표현을 결합할 때 발생한 용언의 활용 오

류와 인과관계 표현의 이형태 오류를 포함한다. 통사적 오류는 시제 오류와 

서법 오류로 나눈다. 의미적 오류는 다른 의미를 가진 문법 형태를 사용하

거나 유사 의미를 가진 인과관계 표현들을 혼동해 사용하는 오류이다. 본고

의 인과관계 표현 오류 유형 및 오류 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

에 따라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24> 인과관계 표현 오류 유형 분류54)

기타 오류

(맞춤법,

어순 등)
현상에

따른

오류

대치 오류 선행 시제

선어말어미 누락

오류

통사적

오류 의미적

오류
대치 오류

누락 오류

첨가 오류

정도에

따른

오류

전체적

오류
혼동오류

의미적

오류
부분적

오류

화용적 및

기타 오류

화용적 및

기타 오류

  형태적 오류  인과관계 표현의 이형태 오류 및 용언의 활용 오류 

통사적 오류 

(1) 시제 오류: 선행절의 시상 선어말어미 ‘-았/었-’, ‘-겠

-’과 결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오류 

(2) 서법 오류: 후행절에 명령형과 청유형을 허가하지 않

는 서법 상의 제약을 어길 때 발생한 오류 

의미적 오류
다른 의미를 가진 문법으로 대치하여 사용하거나 유사한 

인과관계 표현들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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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 

  이 절에서는 미얀마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

을 연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

얀마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연결 표현을 사용하는 데 어떤 양상이 있는지 살

펴보기에 앞서 학습자들이 문장을 연결할 때 연결어미나 연결구, 접속부사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겠다. 본고에

서 수집된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 문장 수는 총 1,073 문장, 10,885 어절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학습자들이 연결어미나 연결구로 이어진 문장은 모두 

46%이다. 또한 접속부사와 문장을 이어진 문장은 18.1%이다. 이와 같이 학

습자들의 연결표현 사용 양상을 연결어미와 연결구, 접속부사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미얀마 학습자의 연결표현 사용 양상 

  이상의 <표 25>를 통해 미얀마 학습자들이 작문을 작성할 때 주로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또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경우는 195회로, 전체 빈도의 18.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중·고급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짧은 

문장 형태의 작문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문장

을 연결할 때 연결어미와 접속부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얀마 학습자들이 문장을 어떤 방법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지 그 

양상을 알아본 후에 인과관계 표현의 사용 양상과 현황, 오류 양상을 살펴

보겠다. 또한 학습자들은 이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 각 표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그 양상을 알아보겠다. 다음은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인과관계 표현 사용 빈도수를 급별로 제시한 것이다.

54) 김수정(2003), 김경현(2015)의 오류 유형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연결표현 유형 빈도수 비율
연결어미 396 36.9%
연결구 98 9.1%
접속부사 195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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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인과관계 표현 사용 빈도

 

  <표 26>를 근거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인과관계 표현의 사용 

빈도와 사용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7> 인과관계 표현 사용 비율 

55) 김지혜(2010:55)는 ‘-(으)니까’를 연결어미의 기능을 하는 ‘-(으)니까1’과 문장

의 마지막에 나타난 종결어미 기능의 ‘-(으)니까2’ 두 가지로 작문 자료에서 나

타났고 ‘-기 때문’을 ‘-기 때문에’와 ‘-기 때문이다’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도 김지

혜(2010)의 논의처럼 이들을 각각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사용빈도

표현 항목
중급 고급 합계

-아/어서 77 158 232

-(으)니까1 35 67 102

-(으)니까255) 2 0 2

-느라고 7 16 23

-(으)므로 0 13 13

-기 때문에 17 44 61

-기 때문이다 10 31 41

때문에 3 8 11

-는 바람에 2 1 3

인과관계 표현 항목 빈도수 비율

-아/어서 232 47.5%

-(으)니까 102 20.9%

-기 때문에 61 12.5%

-기 때문이다 41 8.4%

-느라고 23 4.7%

-(으)므로 13 2.6%

- 때문에 11 2.2%

-는 바람에 3 0.6%

-(으)니까2 2 1%

합계 48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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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빈도는 <표 27>로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사용한 인과관계 표현 빈도 총 488회 중 ‘-아/어서’는 232회로 

전체 빈도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과관계 표

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으)니까’의 사용 빈도는 102회(20.9%)로 ‘-아

/어서’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다. ‘-아/어서’와 ‘-(으)니까’는 

초급에서 학습된 문법 항목들이고 학습자들이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 때문에’, ‘-기 때문이다’, ‘-느라고’의 순으로 많이 사

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들은 중·고급 단계에서 나온 문법 표현

인 ‘-는 바람에, -(으)므로’를 잘 사용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종결표현의 기능을 가진 ‘-(으)니까2’는 작문 자료의 자주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므로 전체 빈도율의 1%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라고 본다. 

  이상으로 살펴 본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양상 순서를 높은 순에

서부터 낮은 정리해 보면 ‘-아/어서 > -(으)니까 > -기 때문에 > -느라고> 

-(으)므로 > -는 바람에’이다.56) 

 그 외에도 미얀마 학습자들은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부사 ‘왜냐하면’

의 뒤에 인과관계 표현이 호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 못하여 오류를 발생

시키는 양상도 나타났다. 

 (68)  ㄱ. ?시간이 있을 때 방학에 여행을 갑니다. 왜냐하면 여행하기에 많은  

          지식을 알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기 때문입니다) (IG18)

       ㄴ. ?한국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보다 돈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기 때문입니다).(HB6)

       ㄷ. ?주말에 친구가 같이 영화보러 갑니다. 이유가 영화가 재미있       

           어요.(√왜냐하면 영화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예문 (68ㄱ~ㄴ)은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부사 ‘왜냐하면’ 구문의 후

행절에 ‘-기 때문이다’와 같은 인과관계 표현으로 호응을 이루어서 제시하

는 것이 좋지만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장이 부자

56) 여기서 종결어미 기능과 연결어미 기능 두 가지로 존재한 ‘-(으)니까1,2’과 ‘-

기 때문에’, ‘-기 때문이다’, ‘- 때문에’를 이유를 나타나는 같은 문법 항목으로 

보아 빈도수 순서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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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러운 경우이다. 그리고 (68ㄷ)은 영화 보러 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상황

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왜냐하면~기 때문에’를 사용하지 않고 두 문장으

로 나눠서 표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으로 제시한 인과관계 표현의 호응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 외

에,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나타낼 때 주로 인과관계 접속부사를 사용

하여 문장을 짧게 표현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이유를 말할 때 

이유를 나타난 접속부사를 사용하였고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인

과관계 표현의 사용을 회피하려는 양상을 다음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69) 제가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노래를 들어요. 그래서 

그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IG3)

  (70)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 일본과 미국 등가 친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어, 한

국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한국의 아름다운 곳에

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HB5)

(71) 저는 한국어 영화들과 노래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너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음악을 좋아할 뿐만 아니고 배우고 

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적인 유

명한 언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배울 만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IG2)

  위의 예문에 학습자 ‘HB5’와 ‘IG2’의 경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아니

지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접속부사만 사용하려고 하고 짧은 단문으로 작문

을 구성하는 전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용 양상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알

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의 의미를 나타나는 작문을 작성할 때 오류가 발생할까 봐 부담이 되어서 

접속부사만 사용하고 인과관계 표현의 사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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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하는 것보다 

접속부사를 사용하여서 이유를 표현하는 것이 중·급 수준의 적합하지 않고 

전체 맥락의 응집성을 떨어뜨린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미얀마 학습자들은 인과관계 표현을 다양하게 선택

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초급 단계에서 배운 ‘-아/어’, ‘-(으)니까’만을 

위주로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인데도 불구하고 중·고

급 단계에서 학습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

가 있다. 

2.4. 인과관계 표현의 오류 양상 

  이 절에서는 미얀마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떤 오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오류 빈도와 오류 발생률을 함께 알아본다. 다음은 인과

관계 표현 사용의 범주 오류 빈도이다.

연구자: 작문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만 사용했는데 왜 인과관계 표현을 사

용하지 않았나요?

IG3: 문법을 사용하면 문장이 틀릴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로 사

용하는 게 더 편해요. 잘 못 사용할 까봐 쓰고 싶지 않아요. 

연구자: 이유를 나타나는 문장들을 왜 ‘그래서’, ‘그러니까’만 사용해서 연결

하였나요?

HB5: 문장을 길게 쓰면 틀릴 것 같아요 이유를 말하는 문법이 어려워서‘그래

서’, ‘-그러니까’를 많이 사용하고 짧게 썼어요. 

연구자: 왜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HB5: 표현이 많아요. 정확히 의미를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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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인과관계 표현 사용의 범주 오류 빈도

  <표 28>를 통해 미얀마 중·고급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의 오류율을 

알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에서 인과관계 표현이 전체 488회 사용되었고 오류

빈도는 모두 139회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의 사용대비 오류

율을 보면 ‘-아/어서’의 빈도가 55회(23.7%)로 ‘-(으)니까’가 14회(30%)로 

나타났다. ‘-아/어서’과 ‘-(으)니까’는 초급 단계에서 습득되며 가장 높은 빈

도수를 보이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한 ‘-느라고’는 18회(75.2%)이고 ‘-(으)므로’는 11회(84.6%)로 학습자들이 

이러한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중·고급 단계에서 나타난 문법 표현들을 많이 사

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양상이라고 본다. ‘-는 바람에’ 같은 경우 전체

적으로 총 3회 사용하였지만 오류율이 3회(10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얀마 학습자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황에 맞

는 적절한 인과관계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인과관계 표현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상황 및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학습

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 및 활동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미얀마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에 나타난 오류를 형태적 오류, 

통사적 오류(시제 오류, 서법 오류), 의미적 오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

해 보도록 하겠다.

57) ‘-기 때문에’, ‘-기 때문이다’, ‘ 때문에’의 빈도수 모두 포함된다.

인과관계

표현

사용

빈도

형태적

오류

통사적

오류

의미적

오류

전체

오류

빈도

오류율

-아/어서 232 16 31 8 55 23.7%
-(으)니까 104 9 - 5 14 30%
-(으)므로 13 2 6 3 11 84.6%
-느라고 23 - 14 4 18 75.2%
-기 때문에57) 113 8 9 5 22 19.4%
-는 바람에 3 - 3 - 3 100%

합계 488 35 63 25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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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형태적 오류 

  학습자들은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할 때 용언의 활용 오

류와 문법 항목의 이형태 오류가 나타났다.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때의 

형태적 오류는 ‘-아/어서 > -(으)니까 > -기 때문에 > -(으)므로 > -는 바

람에’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형태적 오류를 다음의 예문과 인터뷰 내

용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 29>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적 오류율 

  <표 29>를 통해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 형태적 오류를 알 수 있다. 

인과관계 표현 중에서 ‘-아/어서’의 형태적 오류율이 16회(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으)니까’와 ‘-기 때문에’의 오류가 각각 9회

(25.7%), 8회(22.8%)로 나왔고, ‘-(으)므로’는 2회(5.7%)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형태적 오류율 순서는 ‘-아/어서 > -(으)니까 

> -기 때문에 > -(으)므로’로 나타났다. 

 

 (72) ㄱ. *3월이 여름이아서(√여름이어서) 날씨가 덥고 여행가기 안 좋아    

             요.(HG19)

         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국인이아서(√외국인이어서) 말하기가 어려  

              워요.(IG50)

     ㄷ. *몸이 아프고 감기가 걸러서(√걸려서) 여행 못 갔어요.(IG19) 

     ㄹ. *한글이 예쁘서(√예뻐서) 배우고 싶었습니다.(IB11)

         ㅁ. *생각이 많고 마음이 괴롭아서(√괴로워서) 여행 갔어요.(IB2)

  이상의 예문 (72)은 인과관계 표현의 이형태 오류를 나타나고 있다. 학습

자들의 오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학습자들이 초급 수준에서 ‘-아/어

인과관계 표현 오류 빈도수 오류율

-아/어서 16 45.7%

-(으)니까 9 25.7%

-(으)므로 2 5.7%

-기 때문에 8 22.8%

합계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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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대해 학습하였으나 이에 형태적 제약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형태적 

제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예문 (72ㄱ, ㄴ)처럼 ‘이다’와 ‘-아/어서’를 결합할 때의 제약에 대해 학습자

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문 (72ㄷ)도 ‘걸리다’의 ‘걸리-’와 ‘-아/어서’가 결합할 때 ‘-걸려서’가 

되어야 하는데 ‘걸러서’로 (72ㄹ)에서도 ‘예뻐서’가 되어야 하는데 ‘예쁘서’

로 사용하였다. 또한 (72ㅁ)과 같이 ‘괴롭다’와 ‘-아/어서’를 결합할 때 ‘괴

롭아서’라는 ‘ㅂ’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

용할 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다음의 인터

뷰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형태적 제약이 많은 ‘-아/어서’

를 습득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형태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은 모국

어인 미얀마어의 영향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 왜 ‘여름이아서’를 사용했어요? 

HG19: 여름과 ‘-아/어서’를 붙일 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예요? 

연구자: ‘-아/어서’의 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름이어

서’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맞아요. 

HG19: ‘가다, 먹다’와 같은 단어들이랑 많이 쓰는데 ‘이다’는 잘 안 써서 몰

라요. 그냥 바꾸지 않고 ‘이다’뒤에 ‘-아서’를 붙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한글이 예쁘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문장에 왜 ‘예쁘서’로 사용했

나요? 

IB11: 저는 ‘-아/서’를 사용할 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예쁘다’와 ‘-아/어서’

붙일 때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몰라서 그렇게 썼어요. 

연구자: ‘마음이 괴롭아서 여행 갔어요’ 거기에 왜 ‘괴로워서’로 안 쓰고 ‘괴

롭아서’로 썼어요?

IB2: ‘괴로워서’로 써야 되는 거네요. 제가 ‘-아/어서’를 사용할 때마다 어려

워요. 우리 나라 언어는 바로 붙이면 되는데 한국어에는 계속 바꿔 써야 

되고....문장 쓸 때 미얀마어로 생각하면서 써서 미얀마어처럼 그냥 붙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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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ㄱ. *엄마가 선생님 때문에(√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 하고 싶  

              습니다. (IG4) 

          ㄴ. *제 꿈이 큰 때문에(√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IB2)  

          ㄷ. *그 취미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원래 장애인이나 노인 등 도움  

             이 필요한 분들에게 챙겨주고 싶기 때문에입니다(√기 때문입니   

             다).(IG32)

          ㄹ.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한국어가 유행이기 때문습니다.(√유행이  

             기 때문입니다)

  예문 (73)도 형태적 측면에서 보면 ‘때문에’와 ‘기 때문에’, ‘-기 때문이다’

의 형태적 결합에 대해 잘 몰라서 범한 오류이다. 그러나 언어의 현상에 따

라 오류를 분석하는 경우 (73ㄱ)은 ‘선생님이기 때문에’에서 ‘이기’를 빠트린 

누락 오류이며, (73ㄴ)은 ‘크기 때문에’를 ‘큰 때문에’로 하여 잘못된 형태를 

사용한 대치 오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오류를 분석하면 학

습자들의 현상에 따른 오류만 알 수 있고 정확한 오류 양상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형태적 측면의 관점에서 (73ㄱ, ㄴ)은 ‘때문에’

가 명사와 함께 나타나야 하고 동사인 경우 ‘-기 때문에’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형태적 결합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자들이 잘 몰라서 범하는 오류라

고 본다. 이러한 오류문에 대한 학습자들에게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학습자

들이 ‘-기 때문에’와 ‘때문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 때문에’의 사

용이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의 형태만을 사용하여 과잉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3ㄷ)도 마찬가지로 언어의 현상에서 보면 ‘싶기 때문에입니다’로 불필요

연구자: ‘제 꿈이 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에 왜 ‘큰 때문에’로 사용하였

나요?

IB2: ‘때문에’는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했어요.

연구자: 왜 ‘기 때문에’을 사용 안 했어요? ‘-기 때문에’와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IB2: ‘때문에’, ‘-기 때문에’ 모두 이유를 말하는 문법이고 비슷한 것 같아

요. ‘-기 때문에’는 ‘-기’가 있어서 사용하면 왠지 오류가 생길 것 같고 어

려워서 그냥  ‘때문에’를 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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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를 넣은 첨가 오류이다. (73ㄹ)은 ‘때문입니다’를 ‘때문습니다’로 잘못

된 형태를 사용한 대치 오류라고 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형태적 측면에서 

오류를 분석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73ㄷ)에는 ‘-기 때문에’의 종

결어미 형태인 ‘-기 때문이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로 판단

하였다. 또한, (73ㄹ)의 경우 ‘-습니다’의 과잉 사용으로 인한 ‘-기 때문에’

의 형태적 오류를 보여 주고 있다. 이상으로 학습자들의 형태적 오류에 대

해 살펴보았는데 학습자들은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은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의 형태적 제약을 배울 때 각 형태별 표현의 제약을 잘 습득하지 못하고 어

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2. 통사적 오류 

  (1) 시제 오류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들 중에서 ‘-(으)니까’를 제외하여 대부분 선행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을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시상 제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범하는 오류를 살피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시제 선어말

어미 오류율은 다음과 같다. 

 <표 30> 인과관계 표현의 시제 오류율 

 <표 30>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의 시제 선어말어미 오류율 중에

서 ‘-아/어서’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시제 선어말어미 

오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과관계 표현 오류 빈도수 오류율

-아/어서 26 52%

-느라고 14 28%

-기 때문에 7 14%

-는 바람에 3 6%

합계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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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ㄱ. *1학년 때 한국말을 잘 못 했어서(√해서) 힘들었어요. (IG14) 

   ㄴ. *한국어보다 영어와 일본어를 더 관심이 많지만 결과가 안 좋았어서  

           (√좋아서)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HB6)

       ㄷ. *2학년에 열심히 공부 못 했서(√해서) 후회해요. (IG21)

       ㄹ. *고등학교에는 친한 친구가 없었어서(√없어서) 외로웠어요.(IG26)

       ㅁ. *다음 달에 한국어능력시험이 있겠어서(√있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HG18) 

       ㅂ. *여행 갔는 바람에(√가는 바람에) 한국어능력시험 못 봤어요.(HG32)

       

  (75) ㄱ. *학교 다녔느라고(√다니느라고) 취미 생활을 못 한다.(HB18)

       ㄴ.*매일 한국어 공부를 했느라고(√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IG45)

       ㄷ. *여행 준비 하겠느라고(√하느라고) 바빠서 수업 안 갔어요.(HB1)

       ㄹ. *중국어가 어렵겠기 때문에(√어렵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공했어     

          요.(IG26)

       ㅁ. *다음 달에 삼촌이 오겠기 때문에(√오기 때문에) 같이 여행해       

          요.(IG21) 

  예문 (74)은 ‘-아/어서’와 ‘-는 바람에’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을 지키지 

않은 오류문이다. (75)도 마찬가지로 ‘-느라고’와 ‘-기 때문에’의 선행절에 

시제 선어말어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을 어기고 있는 문장이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인과관계 표현의 문법적 제약

에 대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연구자: ‘1학년에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서 후회해요’ 거기에 ‘했어서’를 사

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IG21: 1학년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지금 3학년이니까 끝난 일이예요. 그래

서 ‘했어서’를 사용했어요. 

연구자: ‘-아/어서’의 문법적 제약에 대해 배웠나요? 

IG21: 네 배운 것 같은데 사실 제약이 많고 문법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말로는 그런 규칙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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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목표어의 복잡성 때문에 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

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수 학습 시

에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습

을 해 줄 필요가 있다.

 

  (2) 서법 오류 

  앞서 제시한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 외에 학습자들은 인과관계 표현의 서

법 제약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학습자들이 범한 인과관계 표현의 

서법 제약 오류율은 다음과 같다. 

<표 31> 인과관계 표현의 서법 오류율 

  인과관계 표현의 서법 오류 중에서는 ‘-아/어서’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는 설명하기 장르에 가까운 작문 자료이므로 명

령문과 청유문이 자주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오류 빈도가 낮게 나왔다

고 본다. 학습자들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76) ㄱ. *여러분, 운동이 피곤하지만 건강이 좋아서(√좋아지니까) 취미로 꼭  

           하세요.(HB4) 

        ㄴ. *여행가면 기분이 좋아져서(√좋아지니까/좋아지기 때문에)시간 있으

           면 한 번 가 보세요.(HG39)

        ㄷ. *만달레이 시내에 멋있는 경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있으니까) 

           한 번 오는 거 어떨까요?(IG43)

인과관계 표현 오류 빈도수 오류율

-아/어서 5 55%

-느라고 2 22.2%

-기 때문에 2 22.2%

합계 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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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ㄱ~ㄴ)은 ‘-아/어서’가 명령형과 잘 어울려서 사용하지 못하는 서법 

제약을 지키지 못해 나타난 오류이다. 또한 (76ㄷ)은 ‘-기 때문에’가 청유형

과 같이 사용될 수 없다는 서법 제약을 지키지 못한 오류이다. 

  이에 대해 인터뷰에서 학습자와 나눈 위의 대화는, 학습자들이 ‘-아/어서’

와 ‘-기 때문에’의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오지 못한다는 서법 제약

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시켜 준다.

2.4.3. 의미적 오류 

  

  학습자들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가진 다른 연결어미와 혼동하여 사용한 오류가 나타난다. 학습자들

은 이와 같이 문법 항목의 의미·화용적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오

류를 범한다. 학습자들이 다른 의미·화용적 기능을 가진 문법 표현들을 사용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과관계 표현을 대치하여 사용하거나, 인과관계를 사

용해야 하는 상황에 다른 연결어미를 대치하거나, 유사한 인과관계 표현 간

에 있는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표현 간 

대치 오류로 나타난다. 다음은 학습자의 대치 오류빈도 및 오류율을 정리한 

내용이다. 

연구자: ‘건강이 좋아서 꼭 가세요’ 그 문장에 왜 ‘-아/어서’를 사용했나요? 

HB4: 이유를 말하고 싶어서 썼어요.

연구자: ‘-아/어서’를 사용하는 문장 뒤에 명령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

하세요? 

HB4: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이유를 말하는 문법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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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인과관계 표현의 의미적 오류율 

  인과관계 표현이 아닌 다른 의미·화용적 기능을 가진 문법 표현들을 사용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이에 대해 이해 부족으로 인과관

계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고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의

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려고’와 ‘-기 위해’가 사용되어야 하는 데 인

과관계 표현이 나타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77ㄱ~ㄷ)에서는 학습자들이 ‘-아/어서’, ‘-기 때문에’를 의도를 나

타내는 ‘-(으)려고’와 ‘-기 위해’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오류이고 이는 고급 

학습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77ㄹ~ㅁ)처럼 ‘-(으)

면서’가 나타나야 하는 자리에 ‘-아/어서’가 나타나서 발생한 오류이다. 

 (77)  ㄱ. *저는 주말에 산책을 하고 사진 찍어서(√찍으려고/찍기 위해공원에 

           가요.(IG11) 

       ㄴ. *저는 유학을 준비하기 때문에(√준비하려고/준비하기 위해 수업 외

          에 한국어 학원 다니고 있어요.(HB6)

       ㄷ. *외국어를 배워서(√배우기 위해) 외국어대학교를 신청했  다.(IG21)

       ㄹ. *저는 시간 있으면 노래를 들어서(√들으면서) 운동을 했어요.(IG50)

       ㅁ.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고무줄 놀이를 해서(√하면서) 놀았어요.  

           (HG40)

  다음은 인과관계 표현이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에 다른 의미·화용적 기능

을 가진 연결어미를 대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에는 예문 (78)처

럼 ‘-는데, -고, -지만’ 등과 같은 연결어미와 인과관계 표현의 의미를 혼동

하여 나타난 ‘의미 인식 실패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예문 (78ㄱ)은 인과

인과관계 표현 오류 빈도수 오류율

-아/어서 8 32%

-(으)니까 5 20%

-(으)므로 3 12%

-느라고 4 16%

-기 때문에 5 20%

합계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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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표현 ‘-기 때문에’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다른 연결어미 ‘-는데’가 

나타난 경우이다. 또한 (78ㄴ)에서는 학습자가 단순히 자신이 여행가는 것

을 좋아하는 이유를 나타나고 있어서 ‘-는데’를 사용하여 나타나는 것보다 

‘-아/어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58) (78ㄷ~ㄹ)은 선행절에는 후행

절에 대한 이유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를 사용할 수 없다. 

 (78) ㄱ.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대해 아주 관심 있는데(√관심이 있었기 때

         문에) 고등학교가 끝난 후 외국어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

         다. (HB5)
     ㄴ. *저는 자연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이어서) 여행을 가는 것을 좋

        아합니다.(IG9)

     ㄷ. *여름에 휴일이 있고(√있어서) 여행갈 수 있어요. (IG20)

     ㄹ. *한국어는 발음이 우리와 다르고(√달라서) 외국인에게 어려워         

         요.(HG32)

  

  마지막으로는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이 표현

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인과관계 표현을 선택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유사 

의미를 가진 인과관계 표현들과 대치하여 사용하는 오류를 살펴보겠다. 

  (79) ㄱ. *저는 일본어와 맞지 않느라고(√않아서/기 때문에) 한국어를 선택했

           습니다.(IG34)

       ㄴ. *제 취미가 드라마 보는 것이에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느라고(√좋

           아해서) 자주 봐요.(IB24)

       ㄷ. *한국 드라마에 빨리 말하느라고(√말해서) 이해 못 해요.(HG12)

       ㄹ.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하느라고(√해서) 말하기가 안 좋아요.(HG37) 

58) 백봉자(2006)에서는 ‘-는데’가 청자에게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드

러운 표현이라고 하였다. 서정수(2006)는 ‘-는데’는 인과관계 표현에 비해 후행

절에서 요구하는 제안이나 권유에 대한 이유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 가. 길이 밀리는데 지하철을 탈까요? 

        나. 길이 밀리니까 지하철을 탈까요? 

   이상의 예문을 보면 (가)는 후행절에 대한 청자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반면에 

(나)에서는 후행절의 행동을 청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이유를 선행절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김호경,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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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 (79)는 ‘-느라고’, ‘-아/어서’와 ‘-기 때문에’의 의미를 혼동해서 나

타난 비문이다. 이와 같은 오류는 학습자들이 ‘-느라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에 대해 정확히 이해 못하고 단순히 이유를 말하는 표현이라고 인식해

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수업 시간에 인과관계 표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이와 같은 학습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표현이 사용하는 

상황 및 의미·화용적 기능에 대해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아/어서’와 ‘-(으)니까’를 대치하여 사용하는 오류를 예문 

(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0) ㄱ. ?차가 많으니까(√많아서) 길이 막혔다.(IG16)

       ㄴ. ?시험 문제가 어려우니까(√어려워서) 시험을 잘 못 봤어요.(IG34)

       ㄷ.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시니까(√주셔

          서)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졌어요.(IG4)

       ㄹ. ?말하기 시험도 떨어졌으니까(√떨어져서) 선생님께 혼났어요.(HG33)

  위의 예문에서는 ‘-(으)니까’의 사용이 ‘-아/어서’보다 약간 어색하게 나타

난다. 예문 (80ㄱ~ㄹ)에서 모두 화자가 청자가 모르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

고 있는 의미를 나타낸다. ‘-아/어서’는 주로 객관적인 원인에 쓰인다면 ‘-

(으)니까’는 주관적인 이유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예문 (80)에서는 ‘-

(으)니까’보다 ‘-아/어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아/어서’에 비해 

‘-(으)니까’가 형태·통사적 제약이 심하지 않아서 학습자들이 주로 ‘-(으)니

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연구자: ‘한국 드라마에 빨리 말하느라고 이해 못 했어요’ 그 문장에 ‘-느라

고’를 왜 선택해서 사용했어요?

HG12: ‘-느라고’는 이유를 말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수업에 그렇게 배웠

는데요.

연구자: ‘-느라고’가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

아/어서’나 ‘-기 때문에’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고 자연스러워요. 

HG12: 다 같은 문법 아닌가요?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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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의미·화용적 기능의 혼동으로 인한 대치 오류 현상으로서 학습

자들의 의미·화용적 오류와 그 오류가 범하는 오류 원인을 인터뷰 내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문법적 제약이 다양한 표현

보다 간단한 문법 형태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장에서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사용 및 오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얀마 학습자들은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때 다

양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제2언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오류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학습자의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

상으로 봐야 한다(이정희, 2003).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사용할 때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는 것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

을 마련하거나 학습자들을 위해 교재를 편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

가 될 수 있다(고석주 외, 2004:350). 셀린커(Selinker, 1977:121)는 학습

자의 오류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건설적

인 자료로 보았고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이정희, 2003:85).

① 모국어(the native language) 

② 교육 과정(training procedure) 

③ 교육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the learner’s approach to the 

materials)

연구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 문

장에 ‘-(으)니까’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아/어서’를 사용하지 않

았어요?

IG4: 저는 사실 ‘-(으)니까’를 많이 사용해요. ‘-(으)니까’가 쉽고 사용하기가 

편해요. ‘-아/어서’는 복잡하고 오류가 나올 까 봐 걱정이 돼서 잘 안 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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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자의 접근(the learner’s 

approach communicating with native speakers)

⑤ 목표어 규칙의 과잉일반화 (over-generalization of target language 

rules) 

이정희(2003)는 셀린커(1977)에서 분류한 이상의 다섯 가지의 오류 원인

을 압축하여 첫째, 모국어 영향에 의한 오류, 둘째, 목표어의 학습 과정에서 

목표어의 규칙을 학습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 셋째, 교육 과정의 영향에 

의한 오류로 제시하였다. 

  앞 장에서 미얀마 학습자들이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때 형태적 

오류와 문법적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

의 문법적 제약이나 형태적 제약이 한국어에 비해 수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및 오류 양상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3.1. 모국어의 간섭 

  제2언어 습득에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공통점이 많으면 긍정적인 전이가 많

아 언어 학습할 때 용이하고, 반면에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공통점이 적으

면 부정적인 전이가 나오고 학습이 어려워진다. 모국어의 체계나 특성이 목

표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오류를 언어 간 전이 오류라고 하였다(코더 

1967, 이정희 2003). 

  미얀마어는 한국어에 비하면 형태적 제약, 문법적 제약이 복잡하지 않다. 

그러므로 미얀마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때 는 문법 

항목의 이형태, 시제 선어말어미, 서법, 선행 용언 등과 같은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81) *한국어를 알으니까(√아니까) 드라마 보면 재미있어요. (HG34)

 (82) *1학년에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서(√해서) 후회해요.(I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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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예문은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의 이형태 및 시제 선어말어미 제

약을 인식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한 비문이다. 이에 대한 학습자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의 ‘ㄹ’의 불규칙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하고 어간과 어미를 결합할 때 모두 형태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국어에 시제 선어말어

미 제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아/어서’의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을 주의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

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문법적 제약이 많은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배울 때는 교사가 이를 모국어와 대조하면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필

요가 있다. 

  (83) ㄱ. *한국어를 가장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한국 드라마므로입니다(√때문

입니다). (HG5) 
       ㄴ.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운 이유는 재미있으니까요(√재미있기 때문입

           니다).(IG10)

  또한,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문장을 생성하기 전에 모국어의 입말로 먼저 

구상하기 때문에 작문에 한국인이 보기에 어색한 표현들이 나타났다. 위의 

예문 (83ㄱ)에는 ေၾကာင့္  ျဖစ္တယ္ /kyaunt pyit dae/를 나누어서 미얀마어로 

연구자: ‘한국어를 알으니까’로 사용하였는데 왜 그렇게 사용하였나요? 

HG34: 미얀마어로 /lo./는 한국어의 ‘-(으)니까’와 비슷해요. 그래서 /thi/ 

‘알다’와 /lo./ ‘-(으)니까’를 번역하고 그 두 개를 합해서 ‘알으니까’로 썼

어요. 

연구자: ‘1학년에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서 후회해요’ 거기에 ‘했어서’를 사

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IG21: 1학년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지금 3학년이니까 끝난 일이예요. 그래

서 ‘했어서’를 사용했어요. 

연구자: ‘-아/어서’의 문법적 제약에 대해 배웠나요? 

IG21: 네 배운 것 같은데 사실 제약이 많고 문법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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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모국어 화자가 보기에 어색한 표현이 된다. 

그리고 (83ㄴ)에서도 드러나듯이, 학습자들은 한국어에서도 미얀마어처럼 

문어와 구어의 사용역을 고려하여 표현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

식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간섭을 받아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사

용할 때 어색한 문장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2. 목표어 복잡성 

  제2언어를 학습할 때는 목표어와 모국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따라 학

습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하게도 유사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2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모두 SOV언어이므로 학습

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다른 언어권 학습자에 비해 수월하다. 그러나 II 

장에서의 대조 분석을 통해 드러났듯이,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

현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은 형태적 제약,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 서법 제

약, 주어 일치 제약, 서술어 제약, 부정문 제약과 같은 다양한 문법적 제약

연구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를 말할 때 ‘한국 드라마므로입니다’라고 

사용하였는데 왜 그렇게 썼어요?

HG5: /darama kyaunt pyit dae/라는 문장에 /kyaunt/는 이유를 나타나는 

거라서 ‘므로’, /pyit dae/는 ‘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생각하고 번역해서 

‘드라마므로입니다’라고 썼어요. 

연구자: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운 이유는 재미있으니까요’라고 사용하였는데 

작문에 ‘(으)니까요’라고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IG10: 평소에 말할 때도 ‘(으)니까요’를 써요.  

연구자: ‘(으)니까요’를 말할 때나 글 쓸 때 언제 많이 쓰는지 알아요?

IG10: 말이나 글 다 써도 된 것 같아요. 다 이유를 말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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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 또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내용에 따라 인과관계 

표현을 다르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얀마어에는 이와 같은 문법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습자

들이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위의 학습자 

자료 분석과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다양

한 인과관계 표현들을 모두 ‘이유’만 나타내는 것으로 보며 다른 의미 기능

이 존재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어의 복잡성 때

문에 인과관계 표현 사용에 대한 오류가 나타난다.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들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표현들만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의 문법적 제약과 의미 기능에 

대한 차이를 잘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표현을 선택해서 사용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적절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단순한 감각적으로 판단하여 인과관계 표현들을 

선택하였다. 

연구자: 작문 자료 작성할 때 ‘-아/어서’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왜 다른 표

현을 안 썼어요? 

IG12: 다 이유를 나타나는 문법인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아/서’를 사용

했어요. 

연구자: 그럼, ‘-아/어서’,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기 때문에‘, ’-

는 바람에‘ 그 문법들의 의미 차이를 알아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

어요?

IG12: 정확히 잘 모르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어서’와 ‘-(으)니까’, 

‘-기 때문에’는 그냥 이유를 말할 때 쓰고, ‘-느라고’는 많이 안 써서 잘 몰

라요. 그것도 이유를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그 차이를 말할 수 없을 것 같

네요..

연구자: 방금 얘기한 인과관계 표현들이 언제 사용하는지 그 차이점을 배워 

본 적 있어요? 

IG1: 수업 시간에 그 문법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차이점은 없는 것 같고 

가끔 헷갈려요.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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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은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에 비해 통사적 제약이 거의 없으며 화용적 기능도 많지 않

다. 따라서 미얀마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의 복잡한 문법적 제약과 다양

한 의미 기능을 접할 때 인과관계 표현들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직관으로 임의적으로 문법 표

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인과관계 

표현의 문법적 제약과 의미·화용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

다.   

3.3. 교수·학습 방법의 영향 

  

  위에서 살펴본 모국어의 영향 및 목표어의 영향 이외에 학습자들이 한국

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의해 발생되는 

학습자 오류도 존재할 것으로 본다. 이정희(2002)는 교육 과정이란 교수·학

습 전체의 목표, 방법, 평가, 학생 및 교수자의 역할을 총칭한다고 하였고 

교육 과정이 학습자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교수·

학습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학습자의 언어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미얀마에 있는 한국어학과 현지 교사들에게 인

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어 수업에 청각구두교수법과 문법번역교수법

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주로 문법 항목에 초점을 두고 모국어로 된 범주를 

목표어로, 목표어로 되어 있는 것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설명하는 교수법이

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범주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특히 문법을 설명할 때 모국어에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고 각 표현들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교사들은 주로 교재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법을 설명하고 교재 속에서 제시된 연습 문제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6.2.에 제시한 교사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현재 미얀마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교재인『연세한국어』에서는 

인과관계 표현들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예문을 함께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인과관계 

표현들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여 교육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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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은 유사 표현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이

를 유사 표현들 간의 의미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사용할 때 여

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문법의 형태·통사적 제약에 대

해 잘 몰라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만 사용하다는 것을 다음의 학습자 인

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현재 미얀마에 있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인과관계 표현을 가르칠 때는 

교재에 제시된 연습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하고 표현들을 비교하여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학습할 때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재도 중요한 요소이다. 교재는 

학습자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II장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재 내에서는 인과관계 표현에 대

한 설명과 제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재에는 인과관계 표현

들의 문법 설명이 부족하고, 유사 표현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제시하

지 않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

고 이로 인해 오류를 일으킨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의 교사 인터뷰 내용

연구자: 평소에 수업에 인과관계 표현을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인과관계 표

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도 따로 가르쳐 주나요? 

BT4: 보통 교재에서 제시된 문법 설명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미얀마어로 번

역해서 설명을 해 줘요.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중심으로 연습활동을 하고 

표현들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학생이 물어볼 때 

그 때 설명해 줘요....

BT1: 먼저 문법을 설명하고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가르쳐요. 교

재에서는 인과관계 표현들의 차이점을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IG14: 수업에 문법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

려워요...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문법도 있고 규칙도 많아서 헷갈려요... 

어떤 거 써야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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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현재 미얀마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서 인과

관계 표현의 설명이나 제시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 항목의 예문이 문장 단위로만 제시되어 있고 문법의 사용을 연습하는 

활동 및 연습문제를 교재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학습

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유사 표현

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

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 활동 및 문법을 사용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한국어 교재에서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문법적 설명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문법에 대한 설명을 예문과 문장 

완성하기와 같은 연습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문을 통

해서 학습자가 문법적 규칙과 통사적 정보를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

려운 일이라고 본다. 

  둘째, 주로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사용하여 문법을 설명한다. 한국어 교재

에서는 문법 형태가 사용된 대화문, 예문이 들어 있고 그 뒤에 문법 형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재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대화문이나 예문들을 모두 모국어로 번역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 그러나 II장에서 대조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

연구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 인과관계 표현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

해 만족하시나요? 

BT1: 문법 설명문이 지금보다 더 정확해야 해요.... 인과관계를 나타난 표현

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법의 설명문을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문

장 단위로만 예문이 제시되고 있어서 설명할 때 어렵고 그 문법이 사용되

는 상황을 많이 제시하면 좋은 것 같아요...그리고 예문들도 너무 적어

요.... 문법 항목의 다양한 의미를 보여 줄 수 있는 예문들과 연습 활동들

이 많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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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문법을 번역하여 

설명하는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학습자들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인과관계 표현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제

시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은 실제 교실에서는 상황 맥락을 이용하여 유사 

의미간의 차이를 수업의 도입 부분이나 학습자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제

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하다. 학습자들은 유

사 의미를 가진 인과관계 표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중·고급 단계에서 

새로 배운 인과관계 표현보다 초급 단계에서 배운 인과관계 표현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황 맥락에 맞게 다양한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인과관계 표현의 차이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인과관계 표현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

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에서 문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가 보충설명을 통해 지식적인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다

양한 상황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학

습자들의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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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교수·학습의 실제

  

  미얀마의 인과관계 표현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은 매우 다

양하며 화자가 표현하고자하는 의도와 상황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

어야 하므로, 미얀마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얀마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표현들을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의미·통사적 오류 또한 많이 범한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배우는 미얀마 학습

자들에게 적합한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내용을 구축하고 이를 맥락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III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얀마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사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얀마 학습자들이 중·고급 단계에 서도 여

전히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통사적 제약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초

급에서 배운 인과관계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문법 지식의 부재와 인과관계 표현 간들의 의미 및 용법 차이

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므로 미

얀마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인과관계 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할 때는 먼저 

문법적 제약이나 형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친 후에 맥락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미얀마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인과관계 표현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III장의 내

용을 바탕으로 하여 인과관계 표현 교육의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후에 교

육 목표를 토대로 하여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과관계 표현 교육의 목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설

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 목표에 따라 실제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도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 교

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마련하고자 한다. 

  III장에서 본 바와 같이 미얀마 학습자는 인과관계 표현의 문법적 제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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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제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과관계 표현들이 사

용하는 상황 맥락 및 사용역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과관계 표현들의 다양한 문법적 제약 및 의미기능을 이해하고 자신이 표

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황 맥락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여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고,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목

표를 그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다59). 

  첫 번째는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통사적 제약에 대한 학습 내용의 제공이

다. III장에서 확인하였듯이, 미얀마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모국어와 달리 복

잡한 제약을 가진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문법적 학습 내용이 선행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과관계 표현들의 의미·화용적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맥락과 

언어의 사용역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60). 미얀마 

교육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문법적 측면에서만 주로 교수하고 의미·화용적 기

능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상황 맥락에 맞게 문법 

표현을 선택하고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인과관계 표현들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각 표현들을 변별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다양한 인과관계 

표현들을 학습할 때 유사 표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유사 표현들에 대한 변별 인식을 향상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다. III 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인과관계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

지 못하며, 인과관계 사용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인과관계 표현대신에 접속부사를 사용하는 회피 양상도 나타났다. 접속부사

59) 민현식(2008:279)에서 목적은 교육 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여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것이며 목표는 목적

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교육 목적은 교육의 최종적인 도달점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교육 목표는 목

적이 도달하기 위한 이루어내는 구체적인 과정이다. 

60) 김수정(2003:193)에서는 고급 단계에 오면 문법 교육은 더 복잡한 문장을 생선

하고, 언어 사용역에 따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이 

놓여져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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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체 문장의 결속성을 떨어뜨리

고 있고, 접속부사의 과잉사용이 중·고급 수준에 적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실제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작문을 통해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II장에서 기술한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미얀마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33>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목표

2. 인과관계 표현 교육의 내용 

  앞 장에서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체화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의 II장과 III장의 내용을 바

탕으로 하여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기로 한다. III장에서 분석된 학

습자의 인과관계 연결어미 사용 및 오류 양상을 보면 사용 양상 면에서는 

의미·통사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두드러졌고, 시제 선어말

어미, 서법, 선행 용언, 공기 제약과 관련된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미얀마 학습자들의 오류를 고려하여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교육을 위한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겠다. 학습자들의 오류 원

인을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복잡성, 모국어의 영

1.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적, 통사적 제약에 대해 이해하고 의미 기

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들을 다양한 상황 맥락에서 적절히 시용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른다. 

3. 유사 의미 기능을 가진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각 표현들을 변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사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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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인과관계 표현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

한적이므로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을 통해 문법 항목의 사용 지식, 형태, 의

미에 대한 내용을 선정되어야 한다. 라센프리먼(Larsen-Freeman, 2003; 

유민애(2012)에서 재인용)은 문법 기술의 모형으로서 다음과 같이 형태, 의

미, 화용(사용)의 ‘삼차원의 문법틀(A three-deminsional grammar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먼저 형태는 형태변화, 문장 내의 형태 및 통사 

제약에 대한 것이고, 의미는 문법이 나타내는 기본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화

용 범주는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어 

표현과 문어 표현, 격식적 표현과 비격식적 표현, 공손한 표현과 비공손 표

현 등으로 문법 항목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 화용 맥락에 대한 전제 조건

을 말한다.

[그림 1] 삼차원의 문법 틀

  [그림 1]과 같이 문법을 기술할 때 형태, 의미, 사용하는 규칙(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손베리(Thornbury, 1999)는 문법 기술 원칙을 사실성, 

제한성, 명료성, 간결성, 친숙성 총 5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

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내용을 형태·통

사적 측면과 의미·화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문법 교육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형태(form)

정확성

의미(meaning)

유의미성

사용(use)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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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태·통사적 측면의 교육 내용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인과관계 표현들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및 제약을 

제시하였다. III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오류 양상을 보면 중·

고급 단계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태·통사적 제약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이형태,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때나 공

기 제약에 관한 오류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

통사적 특징에 유의하여 학습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형태·통사적 특징은 주로 초급, 중급 단계에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자세히 익히고 고급 단계에 들어가면 화용적 지식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겪은 어려운 점과 교재를 고려해 봤을 때 체

계적인 형태·통사적 교육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손베리(Thornbury, 

1999)는 문법 기술의 5가지 원칙은 사실성, 제한성, 명료성, 간결성, 친숙성

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인과관계 표현

의 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제시할 것이

다. 

(1) 문법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 

(2)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에 초점을 두어 교육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3) 유사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얀마 학습자에게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본고의 II장

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과관계 표현 교육 내용을 형태적 제약, 문

장형태(서법) 제약,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 주어일치 제약, 서술어 제약에 관

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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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태적 제약에 관한 내용 

  작문 자료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미얀마 학습자가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

적 제약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얀마어에 형태

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는 형태적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므

로 학습자들이 형태적 제약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형태적 결합 시 

오류를 범하는 것을 III 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형태 및 형

태적 제약에 대해 학습자들이 숙지해야 하고 교육 내용으로 자세히 다루어

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적 제약에 관한 교육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표 34> 형태적 제약에 관한 내용  

인과관계 표현 교육 내용

-아/어서

▶ 형태:
동사/형용사 + -아/어서/여서

명사 + 이어/여서

▶ 형태 결합:
모음 ㅏ, ㅗ → 아서 (예: 만나다 → 만나서, 오다 → 와서)
그 외 → 어서 (예: 있다 → 있어서, 쓰다 → 써서)

-(으)니까

▶ 형태:
동사/형용사 + -(으)니까
명사 + (이)니까

▶ 형태 결합:
받침 있는 경우 → -(으)니까
받침 없는 경우 → -니까
불규칙 동사: 덥다 → 더우니까

알다 → 아니까

-(으)므로
▶ 형태:
동사/형용사 + -(으)므로
명사 +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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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장형태(서법) 제약에 관한 내용   

  미얀마 학습자들은 인과관계 표현의 통사적 제약에 대해도 어려움을 느끼

고 있다. 이에 따라 서법 제약에 대한 오류가 빈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서법 제약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미얀마 학습자들에게 인과관계 표현의 서법 제약을 가르칠 때 명

▶ 형태 결합:
‘ㄹ’ 있는 동사/받침 없는 동사/형용사 + 므로
(예: 만들다 → 만드므로, 가다 → 가므로)

‘ㄹ’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형용사 + -(으)므로
(예: 찾다 → 찾으므로, 좋다 → 좋으므로)

명사 + (이)므로
(예: 학생 → 학생이므로)

-느라고

▶ 형태:
동사 + -느라고
형용사/명사와 ‘-느라고’ 결합하지 않음

▶ 형태 결합:
불규칙 받침: 만들다 → 만드느라고

졸다 → 조느라고

-기 때문에
▶ 형태:
동사/형용사 + -기 때문에
명사 + -(이)기 때문에

-는 바람에

▶ 형태:
동사 + -는 바람에
형용사/명사와 ‘-는 바람에’ 결합하지 않음

▶ 형태 결합:
불규칙 받침: 만들다 → 만드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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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종결어미와 함께 제시하여 하며 미얀마 학습자들에

게 문장 형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의하게 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서법 

제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미얀마 학습자에게 인과관계 표현

의 서법 제약에 대해 교육할 때 제시해야 하는 내용이다. 

<표 35> 문장형태(서법) 제약에 관한 내용

(3)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에 관한 내용 

   III장에서 미얀마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의 사용 양상을 밝혔듯이 학습

자들이 ‘-아/어서’가 ‘-았-’과 ‘-겠-’과 같은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

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습자들에게 각 인과관계 표현의 시제 선어말어미 제

약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에 관한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6>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에 관한 내용

인과관계 표현 명령문 청유문
-아/어서 있음 있음
-(으)니까 없음
-(으)므로 있음 있음
-느라고 있음 있음
-기 때문에 있음 있음
-는 바람에 있음 있음

인과관계 표현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아/어서 있음 있음

-(으)니까 없음 없음

-(으)므로
있음

있음
-느라고

-기 때문에 없음

-는 바람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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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어일치 제약에 관한 내용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중에서 ‘-느라고’는 주어일치 제약을 가지고 있으

나 나머지 문법 표현들은 모두 주어일치 제약이 없다. 학습자들에게 인과관

계 표현을 교육할 때 ‘-느라고’가 주어일치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

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느라고’의 주어일치 제약을 다른 인과관계 표

현들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쉽게 습

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는 주어일치 제약에 관한 교육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37> 주어일치 제약에 따른 내용

  

 2.2. 의미·화용적 측면의 교육 내용 

  

  학습자들의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새롭게 학습되는 형태들이 실제 생활

에서 사용되는 빈도수나 과제 수행 시 사용 가능성이 낮다. 그러므로 학습

자들은 처음 단계에서 학습한 형태만 계속 사용하고 새로운 학습한 형태에 

문법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같은 인과관계의 의미 범주에 있는 

표현들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각 표현들이 사용되는 상황 및 의

미를 정확히 몰라서 회피하여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는 동

일한 의미 범주에 속한 항목들을 제시할 때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시점에서 

문법적, 의미적, 화용적 기능이 유사한 특정 항목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

인과관계 표현 주어일치 제약

-아/어서

없음-(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있음

-기 때문에
없음

-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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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 표현들의 의미·화용적 정보를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표 38> 의미·화용적 제약에 따른 교육 내용

3. 인과관계 표현의 교수·학습 방법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된 미얀마 학습자를 위한 인과관계 표현 교육 목표

인과관계 표현 의미·화용적 기능

-아/어서

Ÿ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유

Ÿ 새로운 정보 제공

Ÿ 인사, 감사, 사과 표현에서 사용됨

Ÿ 구어나 문어에서 모두 사용됨

-(으)니까

Ÿ 화자의 개인적인 생각 및 판단에 따른 이유

Ÿ 구정보 제공

Ÿ 구어에서 주로 사용됨.

-(으)므로

Ÿ 선행절의 상태나 행위가 후행절 결과를 이끈 필연적인

이유

Ÿ 글을 쓸 때나 연설, 발표 등의 격식적 문어에서 사용됨

-느라고

Ÿ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나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행절의 결과가 발생하고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

Ÿ 변명, 핑계를 말하는 상황에서 사용됨

-기 때문에

Ÿ 객관적, 사실적, 확정적인 내용으로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됨

Ÿ 주장이나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격식적 구어나 문어에서

사용됨

-는 바람에

Ÿ 선행절 행위나 사건으로 인해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후

앵절 결과가 발생함

Ÿ 변명, 핑계를 말하는 상황에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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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하고,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장에서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하는데 문법적 오류와 형태적 오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과관계의 유사 의미 기능을 가진 표현들을 사용할 때에 대치 오류가 발생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

계 표현들의 다양한 형태·통사적 제약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인과관계 표현들 간에 있는 미묘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

지 표현만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황 맥락

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

현을 가르칠 때 문법 형태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의미 기능 및 화용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교육하는 교수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미얀마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인과관계 표현 교육 방법을 형태 초점 교수법을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교

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들은 격식적, 비격

식적, 공손성, 비공손성과 같은 화용 상황 및 구어와 문어와 같은 언어의 사

용역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형태 초점 교수법은 학습자들

에게 문법 형태를 가르치면서 문법의 의미와 기능까지 연결하여 교수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미얀마 학습자들에게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적 제약 

및 문법적 제약을 교육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는 입력 강화를 통한 인과관

계 표현의 이해 교육을 선택하였다. 또한, 유사한 의미 차이를 가진 인과관

계 표현들을 변별하여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한 유사 

표현 변별 교육 방법을 사용하겠다.

3.1. 입력 강화를 통한 형태·통사 교육

  

  입력(input)은 제2언어 습득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학습자

에게 노출되는 언어 자료이며,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일루어진 목표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Sharwood Smith, 1993; 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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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에서 재인용).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는 암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며 학습자가 특정한 언어 형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제시하는 

언어 자료들을 다양하게 조작하여 교육하는 방법이다. 밴패튼(VanPatten, 

1996)은 입력 과정 모델을 ‘입력(input)→수용(Intake)→발달 체계

(Developing System)→생산(Output)’와 같이 제시되었다. 모든 입력이 습득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입력만이 수용

(intake)되어 학습자에게 내면화된 언어 자료는 생산(output)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Wong, 2004). 그러므로 학습자들게 제시할 입력 자료를 통해 문법 

형태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미얀마 한국어 학습자들이 인과

관계 표현을 학습할 때 형태적, 통사적 제약에 대한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법 형태의 문법적 제약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입력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문법의 형태·통사적 제약을 이해하고 습득된 후에 문법의 

자세한 의미적 기능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입력 강화 방법을 통해 

문법 항목을 제시할 때 글로 된 텍스트의 경우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 항목

을 이탤릭체, 볼드체로 표시하거나 글자를 크게 표시하거나, 밑줄 굿기, 색

깔 다르게 하기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구어인 경우 발음을 크

게 해 주거나 느리게 말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주목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앞서 제시된 형태 초점 교수법의 기법 중에 하나인 입력 강화(Imput 

enhancement)를 사용하여 본 절에서는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징

에 대한 제약을 중점으로 하여 먼저 입력한 후에 문법에 대한 기본적 의미

를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교육하고자 한다. 다음은 인과관계 표현들 중에서 

형태·통사적 제약이 가장 많고 미얀마 중·고급 학습자들이 문법에 대한 의

미와 제약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문법을 선정하여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장에서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 오류 중 ‘-느라고’의 

오류율은 75.2%였다(총 23회 중 18회의 오류) ‘-느라고’는 인과관계 표현

들 중에서 문법적 제약이 가장 많다. 미얀마 중·고급 학습자들이 ‘-느라고’

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다른 문법으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느라고’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수업 모델을 제

시하였다.61)

61) 인과관계 표현의 난이도를 형태·통사적 제약, 의미적 용법을 참고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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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입력 강화를 통한 형태·통사 교육 수업 모델.

1단계 

Ÿ 교사가 문법 형태의 형태·통사적 특징이 잘 드러나고, 교육 대상 문법이 

읽기 자료에 여러 번 빈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읽기 자료를 직접 준비한

다. 입력 자료를 준비할 때 학습자들이 이미 학습한 어휘들을 주로 사용

하고 학습자들이 모르는 어휘가 있는 경우 교사가 설명해 준다.

Ÿ 학습자들에게 준비된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문법의 형태·통사적 제약 및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 입력시킨다.

  [그림 2] 입력 강화 수업 읽기 자료(정윤정 2014:36에서 재인용)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인과관계

표현
형태

선행용언제

약
서법제약 시제제약 주어제약 화용정보

-아/어서 ○ ○ ○
-(으)니까 ○ ○ ○
-(으)므로 ○ ○ ○
-느라고 ○ ○ ○ ○ ○
-기 때문에 ○
-는 바람에 ○ ○ ○ ○

▶ ‘-느라고’의 문법적 특성을 제시한 읽기 자료

월슨 : 수지 씨,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수지 : 어제 친구의 결혼식에 가느라고 학교에 못 왔어요. 

월슨 : 친구 결혼식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수지 :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지만 저는 결혼식 사진을 찍느라고 음식을 

못 먹었어요. 월슨 씨는 어제 수업 잘 들었어요?

월슨 : 아뇨, 저도 어제 늦잠을 자느라고 수업에 늦었어요. 

수지 : 왜 늦잠을 잤어요?

월슨 : 요즘 밤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수지 :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월슨 : 돈이 많이 있었지만 여자 친구에게 선물을 사 주느라고 다 돈을 다 

써 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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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Ÿ 입력 자료를 통해 문법 규칙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서로 토론을 하게 한

다. 이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3단계 

Ÿ 학습자들이 토론을 통해 문법을 유추한 후에 교사가 문법 형태 제약 및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준다62). 

Ÿ 학습자들에게 ‘-느라고’의 문법적 제약 및 의미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자의 오류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설명

해 준다. 

4단계

Ÿ 문법 설명 후에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시

킨다. 

Ÿ 학습자들에게 짝 활동을 통해 서로 이유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대화를 

통해 ‘-느라고’를 실제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Ÿ 교사는 학습자들이 만든 예문에서 나타난 오류를 바로 수정해 주고 피드

백을 준다. 

Ÿ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는 자가 교정의 시간을 거쳐서 정확한 문법

을 사용할 수 있다. 

62) 암시적 방법인 입력 강화만 제시한 경우보다 입력 강화와 명시적 규칙 설명 방

식을 병행했을 때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Alanen, 

1995).

다음 중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피곤해요.  (   ) 

2. 어제 나는 영화를 보느라고 동생이 축구를 못 봤어요. (   )

3. 요즘 바쁘느라고 전화를 못 했어요. (   ) 

4. 어제 나는 숙제를 하느라고 못 쉬었어요. (   ) 

5. 손님이 오겠느라고 요리를 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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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활동은 교사가 문법을 설명할 때 제시 단계에서 문법적 특성과 

의미 특성에 대해 설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형태·통사적 제약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입력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통해 학습자가 먼저 스스로 인과관

계 표현의 제약 및 기능에 대해 발견하게 한 후에 교사가 설명해 주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3.2. 탐색-설명-표현 지도법을 활용한 의미 이해 교육

  학습자들에게 문법 지도를 하는 데에는 다양한 교수법과 접근법이 존재

한다. 교사가 학습자들의 상황에 알맞은 지도법을 결정해야 하고 이는 교수 

학습 상황에 매우 중요하다. 시쏘예브(Sysoyev, 1999)는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형식과 의미를 둘 다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탐색-

설명-표현이’라는 교수법(Method)을 제안하였다. 이 교수법은 학습자들이 

문법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귀납적 발견학습 형태로 목표 문법을 제

시하는 탐색(Exploration), 탐색 단계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교

사나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명시적인 설명(Explanation)단계와 의미 중

심의 과제를 통해 문법에 대한 지식을 학습자들의 머릿속에 내재화시키는 

의사소통 활동 단계인 표현(Expression)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김선미, 

2007:16). 이 교수법은 문법의 형태 및 의미를 동시에 교수하는 방법이며 

문법 항목을 정해서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문법 규칙을 발견하게 하는 귀납

적 방법과 문법에 대해 교사가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연역적 방법을 절충

한 지도 방법이다.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은 형태·통사적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다양하게 존재하다. 학습자들에게 문법의 형태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교육

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미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특히 중·고급 단계 학습

자들은 인과관계 표현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탐색-설명-표현’ 지도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김선미(2007:16)에서 ‘탐색-설명-표현’의 문법 지도단계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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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탐색-설명-표현’의 지도법63)

  

  본고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단계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들에게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통사적 내용, 의미·화용적 내용을 통합적으로 교육하고자 한다. 

탐색(Exploration) 단계에서는 귀납적 발견학습 형태의 문법 의식을 강화하

도록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 후에 설명(Explanation)단계에서는 학습자

가 스스로 발견한 문법의 규칙과 유사 의미의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 교사의 

63) 김선미(2007:16)에서 제시된 내용을 다시 인용하였다.

단계 내용

탐색(Exploration)

Ÿ 귀납적 학습을 특징으로 하며, 학생들은 특정한 문

법 항목에 대한 규칙을 담고 있는 주어진 문장들을

보고 그룹별로 규칙을 만들어 낸다.

Ÿ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법 패턴을 찾아본다.

Ÿ 필요할 때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Ÿ 초기에 과제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문법

형식은 표시를 해서 제공할 수 있다.

설명(Explanation)

Ÿ 학습자들이 탐색단계에서 주어진 예문을 통해 특정

한 문형들을 발견한 후에 그 내용을 요약하게 한

다.

Ÿ 이 단계에 교재에 있는 문법 규칙과 탐색 단계에서

찾은 결과와 예문들을 관련지어 보게 한다.

Ÿ 교사의 명시적인 설명에 대한 규칙을 학생들이 인

지하고 있어야 한다.

Ÿ 학생들의 능력, 실제수행정도에 따라 이 단계는 생

략될 수 있다.

표현(Expression)

Ÿ 의사소통 중심의 상호 작용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통해 유의미한 문장들을 만들어 내는 연습을 한다.

Ÿ 학생들에게 습득한 문법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Ÿ 학습자 동기부여에 중요한 단계이다.

Ÿ 학습자가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소통 연습을

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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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활동과제를 통해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인 표현(Expression)에서는 

짝활동이나 그룹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맥락에서의 문법 학습이 될 수 있도

록 설계한다. 

n ‘탐색-설명-표현’ 지도 모형 

탐색(Exploration) 

Ÿ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인과관계 표현이 다양하게 쓰여진 상황을 제시한 

문장이나 대화들을 보여 주고 학습자들이 문법 형태의 규칙 및 의미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이때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을 활용할 수도 있

다.)

Ÿ 학습자들에게 해당 문법이 쓰이는 상황에 대해 조별로 토론하도록 한다. 

Ÿ 주어진 글을 읽거나 대화를 듣고 글 속에 나타난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형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그 의미와 쓰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한다. 

설명(Explanation)

Ÿ 탐색 단계의 자료로 규칙을 살펴본 후,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의미를 제시하고 문법적 규칙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

해 준다. 이때 교사가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제시한다.

Ÿ 교사가 문법에 대해 설명한 후에 문법성 판단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한 후

에 정답과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Ÿ 유사 의미를 가진 표현들의 차이점을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들

에게 귀납적으로 설명해 준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숲속이었다. 한쪽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소나무를 끌어 안았다. 뒤에 있는 친구가 소리 질렀다. 

수미: 어제 왜 세미나에 안 왔어요?

민수: 일이 좀 있어서 못 왔어요.

수미: 못 오면 연락이라도 해야죠 

민수: 연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나는 바람에 연락 못  

      했어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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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Expression)

Ÿ 선행절의 행위나 사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학습자에게 알맞은 

내용으로 문장을 완성시켜 보고 '-는 바람에'를 사용하는 다양한 의사소

통 상황을 속에 학습자가 '변명이나 핑계'를 대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 

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연습을 시킨다. 

3.3 인과관계 표현의 교수·학습 모형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에 있다. 커넬과 스와

인(Canale and Swain, 1977)은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문법적 능력, 화용적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나누어서 의사소통 능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문법적 능력이라고 하였다. 최문석(2004)에서는 한

국어 연결어미의 교육 시 의미 전달 및 결합하는 동사 종류의 구분, 형태·통

사적 제약, 화용적 제약, 해당 연결어미가 사용되는 상황 및 문제와 같은 다

양한 사용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인과관계 표현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더 큰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교육에서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

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화용 상황에서 인과관계 표현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오류 원인에 따라 인과관계 표현 교육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과관계 표현을 가르칠 때 문법적 제약을 비중 있게 가르쳐야 한

다. 주어 제약, 서법 제약, 서술어 제약, 시제 제약, 부정문 제약 등이 있다. 

  둘째, 인과관계 표현을 제시할 때 선행절은 원인이나 이유가 되고 후행절

은 결과가 된다고만 설명하지 않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맥락에 

쓰는지를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 비슷한 의미 관계를 가진 인과관계 표현들 간의 차이를 교재에서 

언급하지 않아서 학습자들이 유사 표현 간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

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교사가 문법을 설명할 때 유사 문법의 차이점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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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제시하여 연습 활동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인과관계 표현을 교수할 때 앞에 학습했던 항목들도 교수하고 있는 

항목과 관련이 있다면 연결해서 지도하는 반복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인과관계 표현의 교수·학습 모

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외국어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업 

모형을 고찰하여 제시하고 미얀마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인과관계 표현 수업 

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윤기옥 외(2002)에서는 수업 모형이란 수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가진 얼개로서 교사의 수업의 구조를 결정

하고, 수업을 설계하여, 그 설계된 수업을 여러 수업 기법을 사용하면서 실

질적으로 수업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수업 모형은 수업의 목표 

즉, 교수·학습 목표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김수정(2003)에서는 한국어의 연결어미 교육에서 학습 문법을 먼저 보여

주고 규칙이 적용되는 예를 보여주는 연역적 접근과, 말뭉치(corpus)와 같

은 문장 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언어적 상황이 전달되는 드라마 대본 등

을 주고 학습자들에게 문법의 일반 규칙을 도출하도록 하는 귀납적 접근법, 

의사소통 상황을 강조하는 의사소통적 접근법으로 3가지 나누어서 기술하였

고 초·중급 단계의 문법 교수요목은 연역적 접근과 PPP모형이 적용되며, 고

급 단계의 문법 교수요목은 귀납적 접근과 TTT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조영희(2015:45)에서는 초급 단계의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수업의 

모형을 교사 중심의 수업 모형인 PPP모형과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되는 

의식 고양 과제를 결합한 ‘주목·인식-비교·발견-확인-연습-사용’이라는 단

계로 제시하였다. 손경애(2015)에서는 ‘-아도’와 ‘-(으)ㄴ데’의 연결어미 교

육을 PPP 모형과 TTT 모형을 절충한 TPP (Task-Presentation-Pratice)

의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WTPPF(Warm-Task-Presentation-Pratice

-Follow-up)모형을 창안하여서 과제를 통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활

동을 사용하였고, 그 방안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앞서 제시된 미얀마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에 관한 교육을 할 때 필요

한 방법들은 다시 정리하면 인과관계 표현의 문법적 제약 및 규칙, 인과관

계 표현들이 사용하는 화용 상황 및 유사 관계를 가진 표현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상의 다양한 교육 모형을 살펴본 후에 본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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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법의 정확성을 강조하고 문법 항목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PPP모형과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유창성을 초점으로 하여 귀납적으로 접근한 

TTT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손경애(2015)에서 제시된 ‘도입(Warm)-과제

(Task)-제시(Presentation)-연습(Pratice-정리(Follow-up)’의 순서로 이루

어진 WTPPF 모형이 문법 형태의 정확성 및 유상성을 학습할 수 있는 모형

이다. 본고에서는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 의미, 사용의 적절성을 모두 통합

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도입-과제-제시-연습-마무리’라는 단계

로 구성된 WTPPF 모형을 변형해서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수업을 구성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을 연습하는 단계가 끝난 후에 학습자들이 

문법 형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통해서 문법을 사용하

도록 하는 사용(Use) 단계를 추가하였고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3]인과관계 표현의 교수·학습 모형

도입

(Warm up)

문법 항목에 대해 사고하도록 학습자의 동기 유발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 목표 제시

과제

(Task)

교사가 문법 형태에 대한 과제를 제시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 수행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자가 문법 표현의 특성과 용법을

발견하고 귀납함

제시

(Presentation)
교사의 문법 표현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 및 제시

연습

(Pratice)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문법 사항을 정확히 학습하도

록 하며 학습자의 이해 증진

(단문 짓기, 짝 활동, 상황극, 쓰기 작문 등)

사용

(Use)

과제 수행을 통해 문법을 사용하게 함

화용 상황 및 맥락을 고려하여 문법을 사용하게 함

정리

(Follow up)

오류 수정 및 피드백 제공

목표 문법의 요점 정리

학습한 문법 사항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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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문법 항목을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문법의 사용을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를 이끌어 내

는 단계이다. 교사가 문법 형식이나 규칙을 부각하기보다는 학습자가 해당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을 제

시하거나 동영상 자료를 보여 주고 질의 응답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제 단계: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육할 인과관계 표현이 포함된 과제를 제시하고 학

습자들이 개인별로 혹은 소그룹별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과

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소그룹의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함

으로써 혹은 학습자 스스로가 해당 문법의 특성과 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단계에는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유사 의미를 가진 인과관계 표

현들이 포함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문법 표현들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

도록 한다. 

제시 단계:

  학습자가 스스로 도출한 결론이나 법칙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그 후에 

교사는 문법에 대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이때 문법의 

의미를 번역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언어가 사용하는 상황을 제시하며 설명

해 주는 것이 좋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대조를 통해 한국어에 있는 문법적 

특징이나 의미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

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학습자가 문법에 대해 이해했는지를 여러 

질문을 통해 교사가 확인한다. 모든 내용을 설명한 후에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문법을 연습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연습 단계:

  연습 단계에서는 문법의 형태에 초점을 두고 이를 반복하면서 연습을 통

해 내재화시킨다. 교사는 단문 짓기, 문장 연결하기, 빈칸 채우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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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활동을 통해 인과관계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어체, 구어체가 나타난 상황을 통해 문법을 연습시킨다. 학습자들이 작성

한 대화문이나 작문을 발표하게 하거나 학습할 인과관계 표현이 쓰인 대화

문을 제시하여 짝활동이나 역할극을 하면서 문법의 용법을 정확히 익히도록 

한다. 

사용 단계:

  교사가 학습자들이 문법 형태를 실제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제

를 수행하면서 문법 지식을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방성원 외(2005)에 사용 

단계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합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 하였다. 짝활동(pair play), 역할놀이(role play), 상황극,  등과 같은 활

동들을 통해 문법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단계:

  교사가 학습자들이 생산한 내용에 나타난 오류를 수정해 주고 오류에 대

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4. 인과관계 표현 교육을 위한 수업 구성

  이 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미얀마 한국어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한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수업 모형은 실현 방식에서 통사적 제약이 많고 다른 인과관계 표현

과 비교해 보면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대비 오류율에 (75.2%)로 나타난 고난이도의 ‘-느라고’를 중심으

로 하여 구성하겠다. 



- 126 -

l 수업 구성

l 수업 절차 

 1) 도입 단계 

  교사가 학습자에게 일반적인 질문을 하여 수업을 시작한다. ‘-느라고’의 

의미 기능을 가르칠 때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주말에 뭐 했는지에 대해 이야

기하며 ‘-느라고’를 대화에서 사용한다. 

 2) 과제 단계 

  ‘-느라고’의 기본적인 의미와 형태·통사 특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또한 소그룹을 통해 과제에 나오는 

‘-느라고’의 문법적 내용에 대해 스스로 유추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느

라고’의 문법적 내용을 입력 자료를 읽은 후에 이해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문제를 제공하여 풀어보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주어진 문제를 푼 다음에 다

른 학습자와 서로 토론을 하고 자신이 발견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학습 대상 미얀마 한국어 학습자 (중·고급)

학습 내용 ‘-느라고’를 중심으로 한 인과관계 표현 학습

학습 목표

1) ‘-느라고’의 통사적, 의미·화용적 기능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다.

2) ‘-느라고’와 ‘-는 바람에’를 통해 각 인과관계 표현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3) 유사 표현들을 변별할 수 있고 상황 맥락과 자신의 의

도에 맞게 인과관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느라고’의 시제 제약 및 의미적 특징에 대한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문제

다음에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대화식 도입(예시)

교사: 수미 씨,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학생: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교사: 그럼 주말에 친구랑 못 만났어요? 

학생: 네.. 못 만났어요.

교사: 아..수미 씨는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친구랑 못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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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라고’에 대한 스스로 발견한 의미를 기존의 이미 학습한 ‘-아/어서, 

’-(으)니까‘과의 의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법 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3) 제시 단계

   학습자들이 과제 수행을 통해 ‘-느라고’와 기타 문법와의 차이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할 때 잘못 추론한 규칙에 대해 교사가 명시적으로 형태·통사적 

제약과 의미 기능을 제시한다. 

64) 정윤정(2014:38)참고하여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1. 나는 아르바이트를 ( 하느라고 / 했느라고 ) 피곤해요. 

2. 어제 ( 자느라고 / 잤느라고 ) 숙제를 못 했어요. 

3. 나는 방학에는 시험 공부 ( 하느라고 / 하겠느라고 ) 바쁠 거예요. 

4. 아침에 방청소하느라고 밥을 ( 먹었어요 / 못 먹었어요 ) 

5. 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 재미있어요 / 힘들어요 ) 

6. 음악을 크게 듣느라고 ( 기분이 좋아졌어요 / 전화 오는 것을 몰랐어요 ) 

▶ 문법적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과제

다음 보기를 보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1. 가: 오늘 영화 보러 갈까요? 

   나: 오늘 일이 너무 ..................... 영화 볼 수 없어요. ( 많다 ) 

2. 가: 이 옷이 어때요? 

   나: 색깔이 예쁘고 잘 .................... 그 옷을 사세요. (어울리다)

3. 가: 왜 오늘 수업 안 갔어요? 

   나: 친구를 ............................... 못 갔어요. (도와 주다)

<보기64)> 

가. 우리 오늘 햄버거 먹을까요? 

나. 저는 어제 햄버거를 먹어서 오늘 먹기 싫어요.

가. 우리 오늘 햄버거 먹을까요? 

나. 저는 어제 햄버거를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을 먹읍시다. 

가. 우리 오늘 햄버거 먹을까요?

나. 저는 어제 햄버거를 먹느라고 냉면을 못 먹었어요. 오늘은 냉면

을 먹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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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제시 

  ‘-느라고’는 선행절 때문에 후행절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를 

나타낸다. 교사가 ‘-느라고’ 문법이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카

드를 사용하여 ‘-느라고’의 의미를 제시한다. 

              (병원에 가다)               (축구를 못 한다.) 

▶ 형태·통사적 제약 제시

  다양한 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은 제약들을 이해하도록 제시해

야 한다. 

1. 동사와 결합한다. 

2.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예: (내가) 일을 하느라고 (내가) 잠을 못 잤어요. (O) 

      동생이 음악을 크게 듣느라고 (내가) 공부를 못 했어요. (X) 

3. 선행절의 행동을 하는 데 일정 시간이 요구되는 동사와 결합한다. 

  예: 늦게 일어나느라고 지각했어요. (X)

     늦게까지 자느라고 지각했어요. (O)

4. ‘-았/었-’, ‘-겠-’등과 결합하지 않는다. 

동사 + ‘-느라고’ 

가다 + ‘-느라고’ → 가느라고  (받침X)

읽다 + ‘-느라고’ → 읽느라고  (받침O)

þ (‘ㄹ’ 받침을 연결할 때 학습자에게 주의하도록 가르친다.)

만들다 + ‘-느라고’ → 만드느라고

열다   + ‘-느라고’ → 여느라고 

병원에 가느라고 축구를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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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습 단계

  ‘-느라고’는 의미적인 제약이 많은 표현으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이 단계는 학습자가 ‘-아/어서’와 ‘-(으)니까’, ‘-느라고’에 대해 잘 이해했는

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인과관계 표현들

은 차이점이 드러나는 문장을 통해서 각각 용법을 구별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예: 어제 일했느라고 못 잤어요. (X) 

5. 후행절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바쁘다, 힘들다, 정신없다’ 등과 주로 결합

한다. 

  예: 이사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6.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사용하지 못한다. 

  예: 영화 보느라고 영화관에 갈까요? (X) 

    저녁을 먹느라고 식당에 가세요. (X) 

▶ 제약 설명 

 이전에 배운 인과관계 표현인 ‘-아/어서’와 ‘-(으)니까’의 제약을 복습하여 

그 표현들의 변별 내용을 공부한다. 

항목 형태 주어제약
선행용언 

제약

시제제

약

서법제약

(명령형, 

청유형)

-느라고 X O O O O

-아/어서 O X X O O

-(으)니까 O X X X X

▶ 문장 연결하기

이유 못 하는 일

학교에 가다 약속을 지키다.

자다 친구를 만나다.

게임을 하다 숙제를 못하다.

친구 만나다 잠을 못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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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들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 학

습자들은 배운 문법 표현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

친구를 만나느라고 숙제를 못 했어요. 

학교에 가느라고 ........................................

....................................................................

▶ 대화문 완성하기 

다음의 대화를 완성하고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1. 가: 왜 피곤해 보여요? 

   나: 어제 시험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2. 가: 왜 약속에 늦었어요? 

   나: .....................................................................

3. 가: 어제 축구 봤어요?

   나: ....................................................................

▶ 문장 고치기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적절하게 고쳐 보세요. 

1. 영화를 봤느라고 숙제를 못 했어요. 

  .................................................................... 

2. 방학에 시험 준비하겠느라고 바쁠 거예요. 

  ....................................................................

3. 동생이 게임 하느라고 나는 못 잤어요. 

  .....................................................................

▶ 빈칸 채우기

수미: 어제 왜 결혼식에 안 왔어요?

민수: 미안해요. 친구를 마중하러 공항에 .......(가다).......... 못 갔어요. 

수미: 그렇구나...친구은 유학 온 거예요?

민수: 네, 장학금을 .....(받다)......... 한국으로 유학 왔어요. 

수미: 그래요? 장학금을 ...........(받다)........... 친구가 공부 잘하겠네요. 

민수: 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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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야 한다. 짝활동이나 게임을 통해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느라고’를 사용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에게 직접 문장을 작

성할 수 있도록 하고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연습 활동을 진행한다. 

인과관계 표현은 문어적 구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문법 표현에 대한 모든 학습이 끝난 후 말하기 활동이나 단문 쓰기나 실생

활에 필요한 쓰기 활동을 통해 문법 표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6) 마무리 단계

  이 단계에서 ‘-느라고’, ‘-아/어서’, ‘-(으)니까’의 문법적 제약과 의미의 

특징을 다시 정리한다. 학습자가 전체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자들의 오류 발생이 많았던 부분이나 잘 못 이해하

고 있는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복습 숙

제를 내어 수업을 마무리한다. 

▶ 글쓰고 말하기 활동 

1) 여름 방학 때 자신이 하지 못했던 후회되는 일에 대해 적어보세요. 

자신이 메모한 내용으로 옆 친구와 함께 대화해 보고 친구가 후회되는 일도 

메모하세요. 

친구의 후회되는 일에 대해 메모한 내용을 보고 발표해 보세요. 

2) 오늘 학습한 ‘-느라고’, ‘-아/어서’, ‘-(으)니까’를 사용하여 친구에게 메일

을 써 보세요. 

예시) 

저는 여름 방학에 수영을 못 배웠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일 아르

바이트를 하느라고 못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행도 못 갔습니

다. 매일 일하느라고 친구들과 놀지 못했습니다. 

예시) 

요즘 잘 지내? 그동안 내가 좀 바빠서 자주 연락 못 했어. 나는 요즘 

시험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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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미얀마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 교육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 중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아/어서’, ‘-(으)니까’, ‘-(으)므

로’, ‘-느라고’, ‘-기 때문에’, ‘-는 바람에’ 총 6개를 추출하여 연구 대상으

로 삼았다. 그 후에 각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화용적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고는 미얀마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미얀마어의 인과관계 표현의 특징을 먼저 제시하였다. 그 후에 한국어와 미

얀마어 양 언어의 특징을 형태·통사적, 의미·화용적 측면에서 비교·대조하였

다. 이러한 양 언어 간의 있는 특징의 대조를 통해 미얀마 중·고급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미얀마의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 교육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미얀마 교육기관에 사용하고 있는 주교재 및 부교재를 분석하고 이

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후에 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 미얀마 교육기관에 있는 미얀마 원어민 교사 및 학습자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이후 미얀마 중·고급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와 관한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학

습자들에게 ‘설명하기’ 장르의 작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에게 ‘한

국어를 배우는 이유’, ‘좋아하는 취미’의 주제로 작문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이유와 관련된 표현을 할 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인과관계 표현의 사용을 사용할 때 오류가 발생할 것 

같아서 회피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작문자료에 나타난 오류 양상을 크게 형태적 오류, 통사적 오류, 의미적 오

류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형태적 오류는 인과관계 표현의 이형태 및 용언

의 활용에 대한 오류이며, 통사적 오류는 시제 오류와 서법 오류이며, 의미

적 오류는 다른 문법 형태로 바꾸어 쓰거나 유사 의미를 가진 인과관계 표

현과 바꾸어 쓰는 오류였다. 학습자들이 중·고급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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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표현의 문법적 제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법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은 모국어의 간섭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진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다른 표현들

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인과관계 

표현 사용 및 오류 양상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크게 모국어의 간섭, 목표

어의 복잡성, 교육과정의 영향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앞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미얀마 학습자에게 적

합한 인과관계 표현 교수·학습 방안의 목표를 설계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인과관계 표현의 교육 내용을 제시한 후에 미

얀마 학습자들에게 이를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

하였다. 먼저 입력 강화를 통한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통사 교육과 ‘탐색-설

명-표현 지도법’을 활용한 인과관계 표현의 의미 이해 교육 두 가지로 나누

어서 제시하였다. 그 후에 이에 대한 인과관계 표현 지도 모형을 마련하였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은 미얀마 

중·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화용적 내용

을 학습하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한국어의 

인과관계 표현에 대해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미얀마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직 이루

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얀마 학습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전체 인과관

계 표현의 사용 양상과 구어 화용에서 사용하는 양상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본 연구의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할 것을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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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n 작문 자료 수집 내용

다음에 주어진 문법 표현들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게

선택 사용하여 작문을 작성해 주십시오.

 ‘-아/어서,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기 때문에, -는 바람에’ 

1. 여러분에게 취미 활동이 있습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

입니까? 왜 그 취미를 좋아합니까? 그 취미를 좋아하는 이유를 5개이

상 포함하여 작문을 작성하십시오. 

2.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우는 이

유를 5개이상 포함하여 작문을 작성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수난달

입니다. 본 설문의 응답은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의 연구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시해 주셔

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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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 Education 

for Myanmar Intermediate·High Level Learners 

Su Nanda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are prerequisite for narrators 

to provide listeners with information on reasons during a 

conversational situation. However, since there exist numerous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in Korean, the learner must choose and use 

adequate expressions fit for one’s intention and for the actual 

situation of conversation. There are also many grammatical 

constraints in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in Korean. 

Nevertheless,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in 

Burmese(Myanmarlanguage) do not contain complex grammatical rules 

or semanticfunctionindiscourse . Due to such linguistic difference, 

Myanmar learners learn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experience 

difficulties toward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This hardship felt 

by the learners are also shared by the teach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ducate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to intermediate·high level Myanmar learners. In this research, instead 

of without presenting all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in Korean, 

six representative expressions: ‘-ah/uh-so(so)’, ‘-(eu)ni-ka(since)’,

‘-(eu)mu-ro(due to)’, ‘-nu-ra-go(owing to)’, ‘-gi tae-mun-ae(because)’,



- 142 -

‘-nun ba-ram-ae(as)’ , that are most frequently used as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in previous studies review, Korean learner’s 

dictionary, and Korean textbooks are presented. Effective education 

methods of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are to be found, from the 

aspect of ‘form’, ‘meaning’, and ‘adequacy of usage’ of the six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as subjects of this research. Thereby it aims 

to enhance the ability of learners to understand and to use the 

expressions with variation depending on situational contexts. The 

flow of conten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I,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research is 

mentioned. And after setting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methodology, in Chapter II, respective characteristics of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in Korean and Burmese are studied in terms 

of morphologic and syntactic, meaning and discourse aspects. 

Afterwards,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Burmese by contrasting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of the two 

languages are handled. It was found through comparing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in Korean and Burmese, that there were 

morphologic constraints in Korean grammar, whereas none was found 

in Burmese. In addition, contrary to how there were various syntactic 

constraints in Korean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there was 

hardly any limits in Burmese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While 

Korean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contain various semantic 

functions, ‘reason’ was the only semantic function in Burmese. 

Although there exist numerous discrepancies between the two 

languages, there is a commonality that both has limitations of 

discourse in its ‘written, spoken language’, which shows the register 

of a language. As expressions that emphasize written language exist 

in Korean, such as ‘-(eu)mu-ro(due to)’, there is a similar expression 

in Burmese, /thaw kyaunt./, which is only used in writte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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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language features, Korean and Burmese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cannot correspond to each other in many 

cases. Sinc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teach·learn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for intermediate·high level learners of 

Myanmar, it exerts to grasp the reality of how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are actually taught in Myanmar. Accordingly, by 

analyzing three types of textbooks, one from the main textbook used 

by Korea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Myanmar, and two used in 

Korea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grammatical explanation, 

proposing methods of grammatical expressions, presentation of 

situations, and practice activities were screened. Though, it is 

insufficient to apprehend the current educational status only by 

analyzing textbooks. Thereby, interviews with teachers and learner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interviewing teachers, it was found 

that most teachers answered that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must be presented to learners through diverse practice activities, and 

that similar expressions must be proposed in comparison with its 

differences. Moreover, it was found by learners’ interview that they 

felt difficulties while learning grammatical constraints of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and that learners desired to communicate 

using proper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in various situations.

In Chapter III, analysis of learners’ usage patterns of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and errors was conducted after collecting 

155 writings from 79 intermediate·high lever learners currently 

attending Mandalay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in Myanmar, and 

206 writing samples from 51 exam answer sheets from the 36th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Learners’ errors were assessed 

after being classified into morphological error (allomorph usage error, 

morphic combination error), syntactic error (tense prefinal ending 

error, mood error, preceding predicate error, co-occurrenc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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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error (meaning recognition failure error, semantic similarity 

confusion error), and discourse error (over-usage error). To 

understand the cause of learners’ errors, post-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was revealed that main cause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mother tongue, target language, and influence of the 

educational process.

Chapter IV presents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ntents of 

Korean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with basis on theoretical 

studies overviewed in Chapter II, and usage, error patterns and 

analysis results discussed in Chapter III. For educational methods of 

Korean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for Myanmar learners, WTPPF 

model was used, which is a combination of TTT model that 

inductively approaches with fluency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PPP model that deductively approaches with accuracy of grammar. 

Numerous studies have been made on Korean educational research. 

Studies centrally on Chinese, Japanese, and English learners take the 

majority, and studies on Myanmar learners are yet insufficient. This 

research focused its study on Myanmar learners. Thus, its 

comparative study on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s of Korea and 

Myanmar has significant meanings. Since this research only analyzed 

written references of learners, affluence in the research is expected 

to be found if spoken materials were also screened. Considering the 

above contents, further studies on Korean education in more diverse 

areas of education research are expected.

Keywords: Causal relationship expression, Myanmar learner, 

    Korean education, WTPP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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