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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급 수준 한국어 학습자가 형성한 한국어 이유 표현에 대한 난이도 
측정을 바탕으로 제2언어로서 한국어 난이도 구성 요소를 파악하여 한국어 문법 
습득을 위한 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유 표현의 난이도 측정을 위해 이유 표현에 대한 피
험자의 반응 시간과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이유 표현은 문법 교육에서 사용되는 
연결 표현들의 다양성, 즉, 다양한 통사적 제약, 문법적 결합 구조, 기능-형태의 
관계를 담고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유 표현 난이도 형성 요인을 
문법 교육 내용 난이도 형성 요인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이유 표현 난이도 형성 요인을 문법 교육 내용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문법 교육 내용 습득을 위한 제시 방안을 모형으로 일반화하
였다. 

또한 학습자가 느끼는 이유 표현에 대한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학습자가 의
식하고 있는 면과 의식하지 못하는 면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식적 판단의 근거로 정확도를, 무의식적 판단의 근거로 반응 시간을 채택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을 고급 수준으로 통제하고 같은 이유 표현을 제시하였을 
때, 이유 표현별 반응 시간과 정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각 이유 표현이 갖는 
난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반응 시간 측정 검사를 한 결과 고급 학습자들의 각 이
유 표현당 반응 시간과 정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위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유 표현에 대한 난도를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반응 시간과 정확도를 선행 연구들에서 난이도라 
칭하는 노출 빈도, 통사 제약과 상관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정확도-반응 시
간은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정확도-노출 빈도 및 정확도-통사 제약은 계수로서
는 거의 상관이 없는 낮은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유 표현의 난이도를 형성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정확도가 높은데, 학습자별로 반응 시간이 일정치 않은 이유 표현은 난이
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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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사적 제약이 적은 이유 표현은 정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셋째, 노출 빈도가 높은 이유 표현은 정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 표현 난이도 형성 원리에 따라 이유 표현 난이도 모

형 및 그에 따른 교육 원리를 개발하였다. 우선 고급 학습자가 느끼는 이유 표현
에 대한 난이도는 정확도-반응 시간의 표준편차-반응 시간의 평균 순으로 기준
을 세워 목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난이도는 통사 제약과 노출 빈
도가 정확도와 상관이 있으므로 이들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 원리를 제시한다. 

이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의 난이도에 대한 가정들을 실제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기존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문법의 습득을 촉진하
기 위해 제시하였던 배열의 기준들이 실제 난이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이유 표현에 대한 난이도를 반응 시간 측정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셋째, 학습자의 제2언어 난이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난이도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 분석을 근거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문법 교
육 내용 제시 모형을 구성하였다. 

다만 한계는 언어 습득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알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관분석을 시도할 수 없었던 변인이 많았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반 패튼의 
처리 접근에서는 문법의 의미를 인지적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
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와 '
기능'과의 차이, 형태적 결합과의 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유효한 변인으
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의미 이외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언
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에 변인 파악에 대한 한계
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요어 : 제2언어 습득,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제시 모형, 이유 표현, 난이도 
측정, 학습자 인지, 반응 시간.

* 학  번 : 2012-2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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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어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학습자들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을 체화하여 상황과 의도에 맞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성인의 인지 발달은 30대를 정점으로 쇠퇴하기 때문에(Anderson, 
2011:490-492),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2언어 교육에서는 발달의 범주에서 교육
을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성인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제2언어 습
득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인의 제2언어 습득은 교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의 제2언어 습득에서 교육이 이렇듯 지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2언어 교육과정은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여러 관점으로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러한 당위에 따라 본고에서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
육과정이 학습자의 습득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일은 다양한 관점에
서, 여러 견해들의 차이를 조율한 끝에 접근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교
재 구성이나 교육과정상 문법 교육 내용의 배열에 사용하는 실제적인 목록 역시 
다양한 견해들의 조율 끝에 생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율과 합의는 각각의 
관점이 제시하는 이론적 배경과 연구 결과가 뒷받침될 때에만 정당성을 갖게 된
다.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기관별로 혹은 프로그램별로 사용하는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목록은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직관이라는 귀중한 경험적 자
산 위에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직관’에는 아쉬운 점이 존
재한다. 첫째, 그 직관이 형성된 장(場)의 구성 요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만한 이론적 배경이 미비하다. 즉, 교육과정 형성 시 조율
과 합의의 기반이 되는 각 관점들은 교수자와 연구자들의‘직관’에 기반하며, 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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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그가 형성되지 않은 다른 현장에서나, 경험적 자산이 없는 교수자에 의해서
는 용이하게 활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교육과정이나 교수 내용의 선정
을 위해 사용하는 '직관'은 '교수자'의 교실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즉, 교
육과정 내용의 구성에 있어 학습자 반응이나, 학습자의 출력물과 같은 요소는 학
습자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교수자의 시각에 의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의 
'직관'에 의해 재구성되어 교수의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위와 같이 현행 한국어교육에서의 교육내용 선정과 배열 방식에 
사용되는 '직관'이 이론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추론과 직관에 의한 판단이 아닌, 학습자 내외적 요인을 탐
색하여 객관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학습자의 직접적인 산출물을 통해 학습자가 교수 내용을 내
적으로 인지하고 처리하여 형성한 난이도를 측정하여 학습자 내적 요인을 추론한
다. 둘째,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외적 요인을 탐구한다. 본고에서는 
이 외적 요인을 노출 빈도, 통사 제약의 수로 한정하기로 한다. 민현식(2010:3)에
서는 "처리 능력 모형에 따라 습득의 위계가 심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어떤 구
조의 용이성으로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습득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파이에네만(Pienemann,1984)의 '교수 가능성 가설(the teachability hypothesis)'
을 들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특정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해 느끼는 난이도를 파
악하여 습득의 위계를 발견해 낸다면, 학습자의 습득을 촉진하는 한국어 문법 교
육 내용 배열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인의 제2언어 습득은 모어 습득과 달성의 정도가 다르다. 
즉, 성인이 제2언어를 최대로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은 고급 제2언어학습자가 달성
한 목표어 습득 수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급 한국어 학습
자의 한국어에 대한 인지처리양상을 '난이도'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다른 제2
언어학습자들의 목표로 삼아 효율적인 교육과정 구성과 학습방법을 도모하는 연구
를 하도록 한다. 이미 제2언어를 최고 정도로 습득한 고급 제2언어학습자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인지처리과정, 혹은 인지처리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를 통
해 교육의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류지헌(2006:164)에서는 "인지과정의 모형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초
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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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교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이다. 
즉, 제2언어 숙련자의 습득 및 인지 과정을 전범으로 삼아 그 상태로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초심자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습득이 어느 정도 이상 완료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인지처리 양상을 측정하여 난이도를 추정하고자 한
다. 다만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기에는 지면과 연구자의 한
계가 크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추측과 더불어 단일 기능을 가진 연결형으로는 다
수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의미와 제약이 문장 내에서 조금씩 달라 학습자
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 표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가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해 내적 처리를 거쳐 판단한 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문
법 교육 내용을 이용해 형성한 문장을 처리하는 시간을 측정1)하기로 한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유 표현의 난이도는 어떤 양상으로 형성되었

는지,
둘째, 문법 교육 내용 간의 난이도가 있다면 그 난이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셋째,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2. 선행 연구

2.1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배열에 대한 연구

제2언어 문법 교육 내용의 배열, 제시의 방법에는 여러 견해와 기준이 존재한
다. 한국어교육이 제2언어교육의 하위 분야라 생각하면,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배열에 대한 논의는 제2언어교육의 배열 문제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1)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의 한국어에 대한 인지처리 속도(혹은 정보처리 속

도)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처리를 쉽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입력이 무엇

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입력에 대한 처리 시간이 난이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난이도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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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제2언어교육 관련 논저들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 배열의 방법으로 우선 브라운

(Brown,2005:498-499)에서 제시한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의 순서대로 배열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브라운은 “'쉽다'와 '어렵다'의 기준과 단계가 무엇인
지는 실증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Brown,2005:498-499).”고 부연한다. 

힌켈 외(Hinkel et al., 2002:40-41)에서는 브라운(2005)의 논의를 더 깊게 고
찰하여 문법 교육 내용 배열의 기준을 '난이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힌켈 외
(2002:40-41)도 이 '난이도'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기존 학자들
이 일컫는 '형태적 복잡성', '기능적 복잡성', '신뢰도', '범위', '메타언어', '제1언어-
제2언어 대조'등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제
2언어교육에서 문법 교육 내용의 배열 기준으로 제시하는 '쉽고 어려운' 것은 문법 
교육 내용의 '난이도'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모호함은 한계라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제2언어교육의 하위 분야인 한국어교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난이
도를 규정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배열하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는 문법 내용 등급화의 방
법으로 '빈도, 복잡도, 난이도, 활용성, 교수․학습의 용이성,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 
기대문법2)'을 들고 있다(김중섭 외, 2011:35-37). 여기서 제2언어교육에서 제시
하는 난이도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는 복잡도와 난이도를 들 수 있다. 복잡도는 한 
문형3)이 갖는 의미적, 형태적 다양성과 통사적인 결합, 사용 제약을 일컫는다(김
중섭 외,2011:36). 즉, 언어 형태 자체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위계의 기준이다. 반
면 난이도는, 학습자 오류를 평가해 나타날 수 있는 한 문형에 대한 어려운 정도
(김중섭 외,2011:36)이다. 학습자가 내적으로 판단한 쉬움과 어려움을 오류 생성 
여부로 파악하는 것이다. 

최은규(2012:11)에서는 "개별 문법 요소가 갖는 형태적 통사적 제약, 의미적 화
용적 특성 등의 복잡성"으로 난이도를 정의한다. 이는 김중섭 외(2011)의 복잡도

2)이는 위에서 언급한 제2언어교육이 제시하는 문법 교육 내용 배열에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준다. 즉,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내용 배열은 교육적 상황이 언어적 특성보다 
더 많이 고려됨을 알 수 있다.   

3) 여기서의 문형은 본고에서 언급하는 '문법 교육 내용'과 같은 것임을 일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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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개념으로, 언어 구성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법 교육내용에 대한 '난이도' 혹은 '복잡도' 개념이 조작적으

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특정 문법 교육 내용의 난이도는 학습
자 내적 처리에 의해 결정되며, 그 처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법적 구성의 복잡
성4), 입력 및 활용의 환경 제공 여부 두 가지라고 간주한다. 즉, 본고에서는 특정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내적 처리 정도의 차이를 난이도라 칭할 것이다.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정확도와 반응 시간이며, 선행 연구들이 난이도 개념으
로 제시한 내용은 난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 처리한다. 다만 이 요인
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법 교육 내용에 얼마만큼 적용되는지, 어느 정도로 영향
을 끼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학습자의 각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반
응 시간 및 정확도와의 상관을 통해 추정하도록 하겠다. 

개별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시간을 언어적 난이도에 따른 학습
자의 내적 처리와 관련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심리학에서의 정보처리모형을 기
반으로 한다. 구체적인 선행 연구로는 정보처리시간과 제2언어 복잡성의 관계를 
고찰한 스키언(Skehan,1998), 맥러플린 외(McLaughlin et. al., 2006)등이 있다. 

2.2 이유 표현에 대한 연구

학습자 외적 기준으로 사용되는 문법적 복잡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이
유 표현의 문법적인 제약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어학의 연결어미에서만 다루던 이유의 의미기능을 한국
어교육계에서 구와 문장 단위로 확장하여 다루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나타났
다. 그 결과 본고에서 사용하는 '이유 표현'에 해당하는 개념들에 대해 다룬 연구
들이 다수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들에서 '이유 표현'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이
유의 연결 표현'(진정란,2003), '인과관계 의미표현류'(오경진,2003),'이유, 원인의 
연결 표현'(박대범,2008), '이유 표현'(진정란, 2005; 김지혜, 2010) 등이 그것이
다. 이 연구들이 다루는 연결 표현들은 모두 문장 내에서 선행하는 어휘가 후행하

4) 여기서는 통사적 제약과 형태적 합성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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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휘의 상황이나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이 
다루는 문법 형태나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각 연구의 목적에 따
라 이유 표현을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각 
연구들이 이유 표현을 수집한 범위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진정란(2003)은 이유의 연결 표현을 한국어교육 교재들에 거의 공통적으
로 수록된 표현들을 수집하여 해당 범위만을 다루고 있다. 오경진(2003)은 한국어
교육 교재 중에서도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결 
표현의 범위와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진정란(2005)에서는 국어학적, 한국어교육
적 선행 연구를 이용해 목록을 마련하고, 어휘 영역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 문
어에서만 사용되고 의미 변별이 쉬운 항목, 구어에서만 기능하고 다른 항목으로 
자유롭게 교체되는 항목, 한국어 화자에게도 사용빈도가 낮은 것은 제외하여 목록
을 제시하였다. 박대범(2008)은 한국인의 사용빈도, 선행 연구에서의 높은 비중, 
한국어교육 교재들의 계열화 결과 등을 이용하여 이유 표현을 추출해 목록화하고 
있다. 김지혜(2010)은 한국어 문법 사전, 한국어 교재 등을 이용해 한국어교육에
서 사용되는 이유 표현의 종류를 파악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파악한 이유 표현의 범위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다
음과 같이 이유 표현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다. 

첫째,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중 연결의 기능을 가진 것만을 대상으로 한
다5).

둘째, 한국어교육 교재, 한국어교육용 사전 등에서 실제로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내용만을 대상으로 한다6).  

셋째, 문법 범주는 연결어미 뿐만 아니라 의존명사 결합형, 조사 결합형, 동사구 
등의 유사연결어미류(진정란,2005:20)를 포함한다7). 

5) 종결의 기능을 가진 이유 표현은 연결의 기능을 가진 그것과는 다른 문장구성을 갖는다. 
따라서 어휘의 위치나 문장의 구성 등이 반응 시간을 측정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
로 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6) 지나치게 언중에 생활에서 떨어져있는 표현의 경우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개발 
2단계 문형 목록‘을 기준으로 목록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대 중급2의 4과에 
제시되는 ‘-로 말미암아’를 예로 들 수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개발 2단계
문형 목록‘ 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이 목록이 기존 한국어교육 관련서를 집대성하여 전문가 
판단 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7) 유사 표현 구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법 범주가 기준이 아닌, 의미기능(여기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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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응 시간 측정에 대한 연구

 학습자가 외적인 조건에 반응하여 형성한 내적인 언어 습득 정도 및 양상을 파
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반응 시간을 유표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학습자들의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Slavin, 2013:161; 류지헌, 
2006:164)을 위한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지 모형은 외
적 지식을 인지적으로 처리하여 인간 내적 구조로 형성하는 과정 및 양상을 묘사
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과정과 심성구조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류
지헌, 2006:176). 본고에서는 외적 지식을 내적 구조로 재배열한 결과를 '난이도'
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시간을 측정하도록 한다. 측정 방법과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가 될 수 있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경령(2006ㄱ)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응 시간 테스트를 이용해 
단계별, 문법 항목별, 성별, 학력별 언어 능숙도(Language fluency)를 측정하여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문법 항목별, 단계별, 성별에 따른 반응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고현숙(Ko, 2008)에서는 영어 모어 화자와 한국인 이중언어8) 화자를 대상으로 
자가 조절 문장처리에서의 반응 시간 측정과,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판단하는 척도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실시간 처리인 반응 시간 실험에서는 척도 평가
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문장 이해에서의 모어 개입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최정아(2009)는 한국인 영어 비모어 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능숙도와 반응 시간
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반응 시간을 인지처리과정 속
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선영 ․ 정해권(2012)에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의 문장 유형별 반응 시간을 측
정함으로써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내에서도 문장 유형별 반응 시간의 차이가 유
의미함을 밝히고 있다. 

이유')을 기준으로 삼았다. 
8) 여기서 한국인 이중언어 화자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며, 모어는 한국어인 화자

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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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 정해권(2013)은 앞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비모어 화자9)의 문장 유형별 반응 시간을 측정하여 집단 내 차이가 유의함을 확
인하고 있다. 또한 집단 간 반응 속도의 양상이 다른 원인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반응 시간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테
스트들이 확인할 수 없는 인지적 처리에 관련된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라
고 본다. 또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로 보아 같은 조건을 가진 피험자 집단 내에서
도 문장 유형, 혹은 각 표현별로 반응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
다. 본고에서는 그 차이가 난이도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며, 이를 토대로 난이도
를 측정하는 요소로서 피험자의 이유 표현별 반응 시간을 선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문법 교육 내용 전체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연결의 기능을 
하는 이유 표현'에 한정해 고급 학습자가 형성한 난이도를 파악, 난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문법 교육 내용 제시 모형 및 배열 원리를 형성한다. 문장을 구
성하는 연결 표현 중 동일 의미에서는 비교적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유 표현
이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사료되어, 이유 표현을 선정하였
다. 

또한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법 교육 내용 제시 원리'와 그 기준으로서의 '난이도'
를 연구한다.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을 '직관'을 기반으로 하여 배열하는 기존의 
방식은 학습자의 습득에 있어 비효율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 직관은 교육 현장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나, 한정된 장(場) 안에서 여러 변수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범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안고 있
다. 이는 학습자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2언어 습득을 저해한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직관적 문법 교육 내용 배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적 처리, 혹은 '습
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난이도'를 기준으로 문법 교육 내용을 제시
할 것이다. 난이도가 특정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내적 처리 정도의 차
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 간주한다면, 그 처리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9) 여기서는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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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이 될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고급 학
습자10)들의 한국어 이유 표현들에 대한 '반응 시간 테스트'를 통해 이유 표현들 
간의 난이도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학습자들의 데이터만을 
조사할 경우, 집단의 특수성에 의한 결과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모
어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한다11). 

반응 시간 측정(Reaction Time Test)은 심리학, 생리학, 의학, 경제학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법으로, 언어 습득 연구 방법론에서는 '실시간 처리 측정
(on-line test)'과 '이해 확인(comprehension test)'에 해당하는 연구 방법론이다. 
실시간 처리 측정법의 장점은 메타 언어적 특성12)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 자극에 대한 피험자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이끌어 
냄을 뜻한다. 이 측정 방법은 피험자들의 명시적 지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 
기억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실시간 처리 측정법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해야 하는 항목을 변인에 따라 매우 조심스럽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Blom and Unsworth, 2010:139-140).

반응 시간의 측정으로 학습자가 특정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해 형성한 난이도를 
알아낸 후에는, 난이도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을 파악13)해 문법 교육 내용을 

10)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한 것은, 제2언어 습득이 어느 단계 이상 되지 않은 

학습자에게 제2언어를 도구로 한 내용을 제시할 경우 측정하려는 내용과 별개로 언어 이

해도가 낮아 오반응과 오답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반응과 오답률이 높은 결과로

는 목표로 하는 유효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이는 제2언어의 단계적 연구가 해결

해야 하는 한계이기도 하다. 

11) 학습자 정보와 모집에 관련된 사항은 Ⅲ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반응 시간이 중요
한 실험이기는 하나, 다른 연구 내용들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론에서 자세히 다루기
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12) 학습자의 평가에 있어 메타 언어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제2언어 평가를 함에 
있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외적 지식에 익숙해
진 학습자가 전략과 같은 것에 반응하여 결과를 낼 공산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메타 언어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평가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 자체를 측정하기 어려워서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언어 교육의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던 빈 칸 추
론, 문법성 판단과 같은 오프라인 테스트에서는 학습자 언어 능력 외의 다른 요소가 개입
할 여지가 컸다면, 실시간 처리 측정은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였기 때
문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 자체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Blom & Unsworth, 
2010:155).

13)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위계화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본고에서는 이들을 난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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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범위와 목적

배열할 수 있는 원리를 추출할 것이다. 이후 이유 표현들 간의 난이도 차이를 Ⅱ
장에서의 이론과 사후 면담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 분석에 따른 결과 제시는 
교육학 연구 분야 중 '상관 연구'에 해당하며, 변인 조작 없이 그대로의 상태에서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이다. 상관 연구의 결과는 정적 상관, 부적 상관, 
무상관의 세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상관 연구의 장점은 연구자가 상황을 인위적
으로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변인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변인 
간 상관만을 이야기해줄 수 있을 뿐, 원인과 결과가 되는 변인은 알 수 없다는 것
이다(Slavin, 2013:21-22). 본고에서는 난이도를 구성하는 변인들의 상관을 파악
하여 학습자 사후 면담과 관련 이론 등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난이도 측정과 그 
분석 결과는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의 난이도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리
를 고찰하고 제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들이라 상정한다. 거칠게 '노출 빈도'와 '통사적 제약', '의미/형
태적 복잡성'을 들 수 있지만, '의미/형태적 복잡성'의 경우는 연구된 내용이 많지 않아 부
득이하게 포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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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 이유 표현 습득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배열 관련 이론

1.1 제2언어 교육과정 형성 원리와 문법 교육 내용 배열

제2언어 학습의 목적은 지식적으로 목표어의 구조나 어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언어 구조와 어휘를 습득하여 의사소통의 4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이다. 제2언어 교육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와 언어 기
능을 '사용14)'하기 위한 요소들을 여러 방식으로 연구해 왔다. 그 중 한 요소가 교
육과정15)을 통한 언어 능력의 신장을 꾀하는 것이다. 다음은 제2언어 교수요목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이다. 

이계순(1987:291-294)은 윌킨스(Wilkins, 1976)의 논의에 따라 교수요목을 구
성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는데 하나는 통합적(synthetic) 방법론
이고, 다른 하나는 분석적(analytic) 방법론이다. 통합적 방법론은 언어 체계의 부
분을 하나씩 분리하여 작은 부분부터 가르치면 전체 언어 구조를 배울 수 있다는 
관점이다. 강현화(2007:3)에서는 이를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 즉, 문법, 구조, 어
휘, 발음들을 여러 교수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결과적으로 종합되어 학습자에게 전
달되게" 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 방법론에 해당하는 교수법으로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 청각구두식 교수법, 직접식 교수법, 인지적 교수법이 있다(이계순, 
1987:291). 분석적 방법론은 학습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언어능력보다 약간 높은 언어구조를 포함하며, 학습 환경에 대해 

14) '사용'은 일반적으로 '표현'과 같이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사용'은 '표현'과 동의어가 아니
라 이해와 표현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15)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가 교수요목이라고도 불리는 교
육 내용의 목록, 둘째가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학습 경험, 셋째가 문서로서
의 교육 계획을 뜻한다(김대현, 2011:25-26). 신석홍(2010:6)에서는 교육과정이 다루는 
학습 대상, 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중 교육 내용, 교수-학
습 방법에 관련된 것들만을 교수요목이라고 정의한다. 본고에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육 내용의 제시 및 배열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배열과 제시 이외의 더 
큰 범위를 다루는 것을 '교육과정'으로, 배열과 제시만을 다루는 것을 '교수요목'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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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과제(김대현,2011:88)' 중 본고

의 논의 범위. 

엄격한 언어적 통제를 하지 않고 학습목록의 세분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의사소
통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식보다 의미 내용에 중점 둔다. 개념-기능
중심 교수요목이 이에 속한다(이계순, 1987:292; 강현화, 2007:4). 따라서 문법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적 논의16)는 통합적 방법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
2언어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문법 교육 내용 배열과 관련된 논의는 그 중에서
도 역사가 오래된 편에 속한다. 그 이유는 리차즈(2001:12)가 제시한 학습가능성
(learnability)17)부분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당위에 힘입어 본고에서는 문법적 교수요목의 설계 시 고려가 될 수 있
는 '습득 순서로 확인할 수 있는 난이도에 따른 문법 교육 내용 배열'에 관한 논의
를 해 보고자 한다. 습득 순서는 인간의 내적 발달 및 성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적 연구가 요구된다. 타일러(Tyler, 1996:45)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김
대현,2011:88, 아래 그림 2 참조.)에 따르면 학습심리학은 교육과 관련된 이해 당

16) 강현화(2007:3-4)은 이를 문법적 교수요목이라 부르며, 교육 내용을 문법항목과 어휘 
중심으로 구성하여 난이도, 사용빈도, 단순성, 규칙성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한 
구조 중심의 교수요목이라 설명한다. 

17) 리차즈(2002:12)는 "문법 구조가 자연적 순서에서 얻어진다는 것과 이 순서가 교수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응용언어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문법적 교수요목
을 계획할 때, 습득 순서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실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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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의 합의 이후 교육 철학과 함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요
소이다. 

따라서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본 연구는 학습 심
리학에 해당하는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의 제언을 하도록 한다. 

또한 앞으로 '문법 교육 내용을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방법 및 원리'에 대한 정의
에 있어 '배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문법 교육 내용의 제시 순서에 대해서는 
등급화(grading), 위계화(hierarchy), 조직화(organizing) 등 여러 용어가 있지만 
이들 용어는 객관적이고 학습자 외적 지식으로서, 지식 자체의 계열과 구조를 따
지는 경향이 있다(이관희, 2008:35-37). 또한 이는 지나치게 선형적인 순서를 지
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습득에 있어서 다양한 언어 외적 상황을 간과할 수 있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내적으로 문법에 대한 난이도를 형성했음을 가
정하며, 그 난이도 구성의 원리를 파악하여 문법 교육 내용의 배열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위계화'관련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와
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난이도 구성 원리에 따른 문법 교육 내용 제
시 방법을 나타내는 의미로 '배열'이라는 넓은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겠다.

1.2 문법 교육 내용 배열의 경험적 원리

1.2.1 제2언어 문법 교육 내용 배열 기준과 한계

제2언어 문법 교육 내용을 배열하는 기준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

으로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까지' 선형적으로 나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통적 기준은 문법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던 채로 상

황적이고 개념-기능 중심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으로 옮아갔다(Brown, 
2005:498-499). 
그러나 기능 중심 접근 역시 문법 교수와 동떨어진 패러다임이 아니다. 특정 의

사소통 상황은 특정 구조와 기능이 자주 결합하므로 결국은 문법 내용이 고려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Hinkel, 2002:3-4).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제2언어로서의 

영어교육에서는 문법 구조가 기능적인 표시 하에서 어떻게 조직되는 것이 좋은가

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Thornbury, 1999:22-23). 따라서 의사소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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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정의 예
형태적 

복잡성

구조가 하나 혹은 더 많은 요소를 
포함하는 정도

복수접미사 -s는 형태적으로 
단순하지만 관계절은 많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기능적 

복잡성

구조에 의해 실현되는 의미가 투명한 
정도

복수접미사 -s는 투명하지만 관사는 
불투명하다.

신뢰도 규칙이 예외를 갖는 정도
3인칭 접미사 -s는 상당한 신뢰성을 
가진다. 하지만 전치사에 의한 속격은 

신뢰도가 덜하다.
범위

규칙이 넓게 혹은 좁게 적용되는 
범위의 정도

현재 단순 시제는 넓은 범위를 가지지만 
미래 완료 시제는 좁은 영역만을 가진다.

메타언

어

규칙이 최소한의 메타언어로 간단히 
표현되는 정도

복수접미사 -s는 간단하지만 
재귀대명사는 이보다 어렵다. 주어 동사 

도치는 더욱 어렵다. 
제1언어 제1언어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이 프랑스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문장에서 

에서 요구되는 기능은 문법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전통적으로 제시되었던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문법 내용을 가르치자는 기준이 지금도 활발히 연구되

고 있음을 나타낸다18). 

이에 더해 리차즈(Richards, 2001:13)는 문법의 등급화를 위해 모국어와 목표

어 간의 언어적 거리(linguistic distance), 언어 구조적 복잡성에 의한 내적 난

이도(intrinsic difficulty), 현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사소

통적 요구(communicative need), 목표어에서 나타나는 문법 항목 또는 구조의 발

생 빈도(frequency) 등의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

장 역시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문법, 혹은 기능이 쉽고 어렵게 느껴지

는 여러 환경을 단순하게 서술한 것이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힌켈 외(Hinkel,2002:40-41)에서는 제2언어 교육과정에서 문법 내용 등급화에 

대한 기준으로 '난이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난이도'라는 용어

의 사용에는 다양한 범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형태적 

복잡성, 기능적 복잡성, 신뢰도, 범위, 메타언어, 제1언어-제2언어 대조를 들 수 

있다(표 1 참조).

18) 이는 위에서 다루었던 통합적 방법론과 분석적 방법론이 실제적 현상을 다루는 응용 학

문에서는 명확히 나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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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

어 대조
그렇지 않은 특징보다 더 쉬움 부사의 위치가 어렵다. 

표 1. 문법 교수를 위한 문법 구조 난이도 결정 준거(힌켈 외, 2002:40-41)

난이도와 관련된 이 개념들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로서는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

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문법을 배열할 때 그 날의 주제와 교육 목표에 따라 

이들을 형편에 맞게 사용할 뿐이다. 다만 이 요소들 간의 공통점을 찾아 보자면, 

학습에 있어 지적 노력이 덜 필요한 것을 쉬운 것이라 전제하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교육 내용을 '어렵다, 쉽다'라고 칭할 때 '난이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교육에서 흔히 사용되는 난이도의 구체적인 개념은 평가 문항의 정답률

이다(김성훈 외, 2010:290). 그러나 제2언어의 경우, 문법적 지식이 충분함에도 

실제 사용이나 표현, 이해에 있어 장애를 호소하는 학습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목

표 언어를 충분히 습득했다고 볼 수 없다. 언어의 난이도를 단순히 정답률로만 생

각한다면, 문법적 지식의 소유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 지식이 내

재화하여 언어 습득에 이르는 정도까지를 확신할 수 없다. 또한 정답률의 측정에 

있어 언어 능력이외의 변수가 개입되어 측정치의 왜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

답률로만 난이도를 가늠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다. 문법 지식의 학습은 파지와 

주의를 거쳐 학습자가 스스로 문법 지식을 규칙화하고 내면화 할 때 비로소 효용

이 있는 것이다. 주어진 교육 내용을 '쉽다,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학습자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느끼는 외부 지식에 대한 쉽고 어려움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제2언어에서는 학습자 개인과 문법 내용이 상호작용하여 내적으로 형

성되며, 지적 노력의 필요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제까지 제2언어 교육에서 제시하는 소위 '난이도' 개념들은 단지 

내적인 언어 능력 구성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갈음하고 있을 뿐이

며, 구체성이 떨어지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지적 노

력의 요구 측면에서 어렵고 쉬움을 판단하는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제2언어 교육에서의 '난이도' 개념은 '학습자의 지적 노력이 소모되는 정

도'라고 정리할 수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없다. 

1.2.2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배열 기준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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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중심의 배열 방법을 채택하여 문법 요소의 배열에 대한 연구가 조기에 완
료된 영어교육과는 달리 한국어교육에서는 현재에도 문법 교육 내용의 배열 기준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제2언어 교수요목의 목표는 제2언어 
습득을 통한 원활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문법 교육 내용의 배열과 
제시 역시 습득과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2언어교육의 하위 분야인 한국어교육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을 배열19)하는 여러 
기준을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는 문법 내용 등급화의  
기준으로 '빈도, 복잡도, 난이도, 활용성, 교수․학습의 용이성, 일반화 가능성, 학습
자 기대문법20)'을 들고 있다(김중섭 외,2011:35-37). 이 기준들을 더 큰 범주로 
분류해 보자면, 문법 교육 내용 자체를 연구하는 어학적 측면, 문법 교육 내용과 

학습자의 상호작용적 측면, 문법 교육 내용이 적용되는 교수 환경적 측면으로 나

눌 수 있다. 제2언어교육에서의 난이도를 학습자가 외부 입력에 대해 지적 노력을 

소모하는 정도라고 위에서 제시하였으므로, 김중섭 외(2011)의 기준에서 이에 합

당한 것은 문법 교육 내용과 학습자의 상호작용적 측면인 '난이도'를 들 수 있다. 
김중섭 외(2011:36)에서 제시하는 난이도의 개념은 학습자 오류를 평가해 나타날 
수 있는 한 문형에 대한 어려운 정도이다. 학습자가 특정 단계에 학습한 내용을 
습득했는지를 오류 생성 양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학적 요소가 복잡도이다. 복잡도는 한 문형21)이 갖는 의미적, 형태적 다양성과 
통사적인 결합, 사용 제약을 일컫는다(김중섭 외,2011:36). 복잡도는 언어 형태 
자체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위계의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김중섭 외(2011)는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문형/어휘 부록'을 만들어 내었다. 문법 교육 내용 배열의 구체적 결과
19) 한국어교육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배열'에 해당하는 용어를 '등급화(김중섭 외, 

2011), 위계화(김수정, 2003; 윤혜진, 2011), 교육 내용 조직화(강남욱, 2013)'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20) 이것은 리차즈(2001)를 비롯한 제2언어 선행 연구들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21) 여기서의 문형은 본고에서 언급하는 '문법 교육 내용'의 구체적 형태로서,"'문법 형태'의 

준말로 짐작되는데,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즉시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서 문
법적이지만 단순히 문법으로서가 아니라 대체로 동일한 꼴로 자주 쓰이는 고정적이고 상
투적인 구라는 점에서 어휘에 가깝다(강현화, 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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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제시한 것인데, 이 결과물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성과물을 
만들어 낸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모형'은 귀납적 
방식으로 한국어 문법사전, 한국어교재 등에서 출현하는 문형을 추출하고, 연역적
으로는 등급화 기준에 맞게 이를 배열해 등급화 성과물을 만들어냈다(김중섭 
외,2011:34-38).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연역적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강남욱, 2013:160-162) 결과적
으로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의 배열은 직관을 넘어서는 제시를 하지 못하고, 기존
의 자의성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기존 직관을 벗어나지 못한 배열의 문

제는 배열의 기준이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이론적 성과가 없
기 때문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강남욱(2013:151-155)에서는 직관으
로 형성된 현행 한국어 교재 및 교육과정이 자의적인 문법 배열 순서를 보이고 있
으며, 이 자의성은 학습자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맥락에 맞는 표현을 사용
하지 못하게 함을 밝히고 있다. 

둘째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제시하는 '난이도' 정
의가 실제적 측정치로 제시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난
이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러나 오류 분석은 학습자 회피가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언어권별 

양상이 다를 수 있다(김청자,2012).

마지막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설명하는 형태적 

복잡도나 결합/사용제약은 기능상 초급에서 학습해야 하면 초급으로 선정하기 때

문에 기능이 여타 기준에 선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제시하는 등급화 기준은 학습자의 발달이나 습득에 집

중하기 보다는 언어 교육의 주제나 교실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교육과정의 형성에 있어 합의와 숙의의 절차가 중요하고, 국제 통

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는 이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

가 되는 측면은, 합의를 하는 주체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이 기초 연구가 미흡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수정(2003), 윤혜진(2011)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의 배열을 '위계화'라는 용어
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김수정(2003)에서는 연결어미의 위계화 기준으로 '문법적 
제약, 사용 빈도, 오류율, 격식성'을 제시하고 있다. 윤혜진(2011)에서는 사용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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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형태적 난이도(형태적 복잡도와 의미의 합성성), 통사 제약, 학습의 단계성 등
을 위계화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문법적 제약이 적을수록 먼저 제시되는 점은 두 논문이 같다. 윤혜진(2011)에만 
포함되는 형태적 난이도는, 형태소가 적고 의미의 투명성이 큰 순서로 제시할 것
을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김수정(2003)에서는 라슨-프리만(Larsen-Freeman, 
1991)을 인용하며22) 연결어미의 위계화 기준으로 통사적 제약을 주로 할 것을 주
장하고 있으며, 윤혜진(2011)은 등급화를 위한 기준으로 형태적 난이도(형태 복잡
성, 의미 합성성), 통사적 제약을 들고 있다. 이 두 논문에서 제시하는 등급화 기
준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보다는 문법 교육 내용의 언어적 
측면에 더 집중하고 있다. 양명희․  석주연(2012:69-70)에서는 언어 등급화의 기
준을 내․ 외적 기준23)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언어 내적 기준은 수치화하기 어려
우나, 객관적이고, 언어 외적 기준은 외부 영향의 결과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현 시점에서 문법 항목의 선정과 등급화 기준으로는 '문법 체계'
가 적용 가능한, 가장 객관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고 첨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수정(2003)과 윤혜진(2011)의 접근은 등급화 기준 확립의 가장 실제적 측면을 
연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들은 학습자들의 문법 교육 내용 습득에 어떤 영향이 있
으리라고 짐작되는 것들뿐이다. 즉, 직접적인 습득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습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의 연구로는 유용하나, 
이 요소가 실제적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언
어 내적 기준으로 제시된 문법 체계, 형태적 복잡도, 사용 난이도, 의미 추측도 등
도 구체적으로 습득과 관계가 없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제언에 불과하다. 결국 
22) 문법 모형은 형태 범주(음운, 문자, 형태, 통사 단위의 형성), 의미 범주(중심-주변 의

미), 화용 범주(언제, 왜 사용되는가)로 이루어진다(김수정, 2003:92).
23) 언어 등급화의 기준(양명희․ 석주연,2012:69-70).
가. 언어 내적 기준

a. 문법 체계
b. 난이도: 형태적 복잡도, 사용 난이도, 의미추측도

나. 언어 외적 기준
a. 모국어 화자의 언어사용적 측면: 빈도(교재 및 문법서 등 교육 자료의 중복도로 대체 
가능)

   b.교수․ 학습의 언어사용적 측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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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연구에서의 습득은 어학적인 내용의 복잡성이 지적 노력을 소모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어학적 내용의 복잡성 자
체가 의미론의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학적 내용
이 인지적으로 부과하는 노력의 정도가 학습자 요인별로 다른 점은 고려되어 있지 
않아 증명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강남욱(2013)에서는 '조직화'가 문법 교육 내용 배열의 원리로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접속문 시간 표현들의 관계를 '종속-독립 관계', '조장-간섭 관계'로 
나누어 문법 교육 내용 배열의 원리를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2
언어 문법교육 배열 기준들이 개별 항목들로 제시된 것과는 다르게 문법 교육 내
용 배열 시 선․후행 관계에 대한 원리를 고찰하고 있다. '종속-독립 관계'를 구분
하는 기준은 '형태적 관련성과 복잡성, 문법적 기능 및 사용 영역, 발현 비율 및 
성장비의 추이, 독립적 특성 및 선행 연구의 결과'이다(강남욱, 2013:192). 이 기
준은 다른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형태적 결합, 구조적 복잡성'과 관계가 있
다. '조장-간섭 관계'는 '의미적 관련성, 사용상의 제약 및 유표성, 발현 비율 및 
성장비의 추이, 학습자가 판단하는 난이도, 혼란도 및 오류'를 포함한다(강남욱, 
2013:196). 이 항목은 다른 연구들이 제시하는 '문법적 제약'과 '학습자 난이도'와 
관련이 있다. 각각의 다른 내용을 새로운 범주로 조직하여 제시한 점이 이 논문에
서의 주목할 점이며, 특히 '학습자가 판단하는 난이도'를 오류 분석, 교재 분석, 학
습자 면담 등을 통해 밝혀냈다는 것이 큰 성과이다. 학습자가 판단하는 난이도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 성취 정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 기
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당위를 발견해낼 수 있다.

이 논문은 비록 김중섭 외(2011)를 비판할 때 제시한 것처럼, 학습자의 발달 정
도를 오류로 판단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고, 구분되는 의미로서의 학습/습득이 
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성취 정도와 단계를 파악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제
시하고 배열하겠다는 주장은 본고의 논의와 합치하는 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따라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의 개념이 무엇인지 고찰
하여 문법 교육 내용 배열의 기준을 탐구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
에서 문법에 대한 학습자 내적 처리 측면의 연구를 통해 습득을 촉진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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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학습자와 문법 내용이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서 생성되는 개별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해 학습자의 인지적 노력의 정
도가 차이나는 원인을 규명, 보완한다면 제2언어 습득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교육적인 처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제2언어 문법에 대
해 학습자가 느끼는 쉽고 어려움의 정도를 '특정 문법 내용에 대한 난이도'라고 개
념화하며, 이 난이도를 점차 낮춰가는 것을 언어 교육의 목표라고 정한다. 

2.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 이유 표현 선정의 근거

2.1 부사적 연결 표현의 다양한 문법적 특징

본고에서는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여 습득을 촉진할 수 있는 문법 교육이 무엇

인지 고찰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1절에서는 학습자 내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난이도'를 측정하기로 결정하였고, 본 절에서는 실제적으로 난이도를 측

정하기에 합당한 문법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문법 교육 내용의 배열과 제

시를 위해서는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문법 교육 내용을 다루어야 하지

만, 그러기에는 지면과 시간, 실험의 한계로 모든 범위를 다 다룰 수는 없다. 따

라서 본 절에서는 학습자가 파악하는 난이도의 대상으로서 '이유 표현'을 지정하

기로 한다. 이유 표현이 난이도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화 하기에 적합한 문법 

교육 내용이라고 전제하는 까닭은 우선 이유 표현이 연결 표현으로서는 한국어 문

법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문법론에서는 연구 대상을 한국어의 형태와 통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

데 문장의 확대와 관련된 문법 연구에 있어 이 형태와 통사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지점이 형성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조사와 어미의 분류 문제이다. 한국어 조사와 

어미가 형태론에 속할 때와 통사론에 속할 때 나타나는 분류상의 문제는 문법 연

구에 있어 첨예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만큼 조사와 어미는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문장의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연결어미24)'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문장의 확대에 있어 

이 어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연결 구' 역시 고찰 대상에 포함할 것이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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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는 발화자가 발화를 생성함에 있어 특정 의미를 전달하려는 인지적, 언어

적 노력을 다하는 언어 활동이다. 또한 언어를 생산함에 있어 '발달'의 척도를 제

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어교육에서 사용되는 문법과 어휘를 망라해 놓은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문법의 단위를 '종결어미',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 '조사', '부사', '불규칙활용', '활용', '표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 중 어학적 전
통에는 해당하지 않는 단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표현'이라는 항목이다. 여타의 
다른 단위들은 기존 국어학과 국어교육학 등에서 연구된 내용이 다수 존재하나, 
한국어 교육문법 단위로서의 실제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미진하
다. 이 '표현'이라는 단위25)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어적 구문(백봉자, 
1999)', '표현 항목(이미혜, 2002)', '표현 문형(민현식, 2004)'에 해당하는데, 대
체적으로 명확하게 문법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그러나 문법 형태소를 포함하는 
덩어리 항목을 의미한다(이미혜, 2002:207). 본고에서 연결어미와 함께 다루기로 
한 '연결 구'는 한국어교육에서는 이 '표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사용
하는 이유의 연결어미와 이유의 연결 구는 이제부터 통칭 '이유 표현'이라 부를 것
이다. 

연결어미는 병렬 어미와 종속 어미로 나뉘고, 종속 어미는 명사형 어미, 관형사
형 어미, 부사형 어미로 나뉜다(임동훈, 2005:219). 본고에서 다루는 이유의 연결
어미는 부사형 어미에 속한다. 부사형 어미는 명사형 어미와 조사의 결합, 관형사
형 어미와 의존명사의 결합, 종결어미와 조사의 통합(왕문용, 2007:305) 등 다른 
문법 요소까지 형태적으로 포함한다. 또한 부사적 성격에 따라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의미가 다양하다. 반면 종속 어미에 속하는 다른 어미들인 명
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들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의 종류가 한정되어있으며, 통
사적 제약26)이 부사적 어미에 비해 현저하게 적고, 사용이 특수한 편이다. 또한 
부사형 어미를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한 것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항목들이 연

24) 어미의 분류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나 본고에서는 임동훈
(2005), 이익섭(2008)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25) 이 단위에 대한 선행 연구는 구재희(2007:6)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26) 명사형 어미 '-음'과 '-기'는 [결정성, 실체성] 자질의 유무에 따라 후행하는 서술어가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임동훈, 2005:239), 관형사형 어미는 시제, 양태, 상 관련 제약과 
같은 한국어에서 특수하다고 생각되는 제약과 관련이 있다.



- 22 -

결 구27)로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문법적 제약이나 의미 등이 한국어 문법 전반에 
나타나는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게 된다. 

그 중에서도 인과, 이유, 근거, 원인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시되는 이유의 어미
는 부사형 어미 가운데 수도 많을 뿐 아니라 그 의미도 복잡하게 세분되어 있다( 
이익섭․ 채완, 1999:397). 또한 연결의 역할을 하는 표현 중, 이유 표현은 다른 의
미를 가진 표현보다 그 수가 비교적 많다. 김수정(2003:96)에 의하면 국어 텍스트
의 연결어미를 의미 범주에 따라 분류해 보니 이유 표현에 해당하는 '인과'는 4위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의 다양한 속성을 담고 있는 연결
의 이유 표현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 뒤, 원리를 추출하여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다. 

2.2 기능적 유사성과 문법적 상이성

한국어 문장에서 연결의 역할을 하는 어미, 구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형태가, 혹은 여러 형태들의 결합이 문장 내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문법이 분류의 학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즉, 의미
를 중심으로 하는 문법의 분류는 문법 교육적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
운 기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의 역할을 하는 항목들을 묶어 
그들이 갖는 교육적 자질을 추출한다면, 한국어 교육 연구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문법의 배열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항목 간의 차이를 변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한
국어교육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을 등급화하는 기준 중 하나로 난이도를 들고 있

다. 여기서의 난이도는 학습자 오류분석을 통한 학습자의 제2언어 습득 양상(김중

섭 외 2011:36), 형태․ 통사적 특성 및 결합 제약과 사용제약, 의미 기능의 복잡

성(윤혜진,2011:74)의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양명희․ 석주연 (2012: 68)은 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난이도로 설정하면서 "문법 항목 등급화 기준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실제 문법 항목의 등급화에 있어서는 문법 체계나 빈도, 주

27) 명사형 어미는 '관형사형 어미+것'이외에는 연결 구라 칭할 만한 것이 없고, 관형사형 
어미는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결 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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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보다는 나중에 적용되는 기준28)이다. 따라서 난이도는 주로 하나의 문법 

항목이 다양한 기능을 하거나, 같은 의미 기능을 하는 유사한 문법 항목들이 여러 

개 존재할 때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문법적 복잡성이나 제약과 관련

된 난이도는 모든 문법 교육 내용의 배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다. 

유사한 의미 기능에 비해 각각 다른 형태와 제약을 가진 이유 표현들의 차이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 똑같이 '이유'라는 기능
을 갖는다고 알고 있는 표현을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 문장을 구성했을 때, 각
종 제약들에 의해 올바른 문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학습자로서는 의문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의어의 한계가 그러하듯 각 표현들이 갖는 '이유'의 기능은 교집
합적 요소일 뿐이다. 각 이유 표현이 갖는 고유의 뉘앙스나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타 이유 표현과 같이 이유의 기능을 하지만 '-답시고'는 비아냥의 의
미를 얹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는 바람에'는 후행절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
이나 행위가 제시되어야 하는 표현이다.

이는 김수정(2003:112)의 "같은 의미 범주 내에 있는 연결어미는 화자의 사건
과 사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서술과 궤를 함
께한다. 같은 기능 내에 포함되지만, 한 이유 표현이 담고 있는 세세한 의미는 각
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박대범(2008:2-3) 또한 학습자의 습득 측면에서 "연결
어미는 선후문장의 관계에 따라 변화가 문법적 제약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화 
환경에 따라 적합한 연결어미를 선택하는 것도 학습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
다. 또한 궁극적으로 외국어 학습의 숙달도가 높은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복잡한 
문장에 익숙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어미 학습은 더욱 중요하
다."고 밝히고 있다. 진정란(2005:4-5)에서는 이유 표현이 "한국어에서 생산적으
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의 종류가 많아 차이점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유 표현 전체를 조망하고 그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한국어교육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8) 따라서 본고에서는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문법 내용의 배열 및 제시가 습득에 큰 영향

은 줄 수 있으나, 그 배열이 기존 연구들이 언급하는 '어려울지도 모르는' 어학적 특성에 

의해 선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약 선형적인 등급 내용을 제시한

다면,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실제 교수요목이나 교육과정의 형성에 있어 연구 내용을 사

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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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면담에서도 역시 이유 표현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습득에 미치는 어려
움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이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한국어 비모어 화자들은 한국
어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ㄴ 탓에, -ㄴ 통에'와 같은 말들이 구조
(structure) 구성할 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S45)", "뜻을 배우긴 했는데 어떻
게 쓰는지 모른다(S31)", "비슷한 문법 많을 경우 정확한지 파악하려 시간이 걸린

다. 예를 들면 부정/긍정 사용이 맞는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S23)"와 같은 반응
을 보였다. 따라서 기능이 유사한 표현들을 제시할 때에는 기능적 유사성과 문법
적 상이성이 학습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
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유사 기능의 사용 시 학습 순서상 앞에 배워 익숙해진 한
두 가지 형태만을 일괄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김지혜, 2010:209). 이를 김지혜
(2010:209)에서는 사용상 차이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사용상의 오류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생각된다. 
위의 연구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이도에 의한 문법 교육 내용의 등급화는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항목 간의 차이를 변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유', '원인', '인과관계' 등의 유사한 기능을 갖고, 단일 기능으로

는 "비교적 많은 문법 형태를 포함(박대범,2008:7)"하고 있는 이유 표현이 난이도

에 의한 배열 및 제시에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유 표현은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적합한 문법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 제2언어 습득의 인지적 원리와 문법 교육 내용

습득과의 관계

3.1 제2언어 습득의 인지적 원리

에반스(임지룡 역, 2010:38)에 따르면 인지(cognition)란 "하위 층위의 사물 

지각에서부터 상위 층위의 의사 결정 과제에 이르는 다수의 전체 과제에 수반되

는 모든 정신적 사건(매커니즘과 과정)과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이른다. 인지

능력, 또는 기술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내적 능력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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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 인간의 선천적인 내적 능력은 변화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으나, 인간

이 조작할 수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인지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이 때 

조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개인의 노력, 교구의 스타일, 학습 

방법, 교육 내용의 적합한 제시 등이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의 인지 발달을 촉

진하기 위해 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조작적인 환경이라 생각할 수 있다. 

언어학사적으로 언어와 인지는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보는 쪽과, 그 둘이 

관계가 없다고 보는 쪽의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치근(2010:7-14)에

서는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의 상관관계를 사적(史的)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

고 있다.

①언어 상대성 이론: 언어가 사고를 결정짓는 언어 우위론으로 파악.

②변형 문법(생득론): 언어 능력은 내재적 능력이므로 인지 능력과는 별개.

③인지주의: 언어 발달은 인지 발달의 결과. 인지적 능력이 언어적 능력에 선

행. 

④상호의존적 관점: 일정한 시기까지는 인지 능력이 언어 능력 좌우. 이후에

는 언어 능력이 인지 능력 좌우. 

본고에서는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내적 습득의 정도와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③인지주의적 관점의 언어관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하치근(2010)의 단순화된 논의 방향과는 다르게 인지 능

력과 언어 능력을 선형적이거나 순차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발달상에서 나타나는 유사점이 있고, 인지 능력이 더 많은 

능력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 집합의 관계로 파악하기로 하였다. 

정리하자면, 본고에서는 언어의 모어 및 제2언어의 습득은 인지 기술의 범주에 

들어가는 하위 분야로 설정한다. 

언어의 습득은 언어 능력 발달의 궁극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29). 습득의 단계

에 도달함을 나타내는 증거는 일반 인지 관련 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

적으로 인지 관련 연구에서 특정한 능력의 발달을 측정하는 지표는 자동성30)의 

29) 비록 습득 이후 언어 능력 수준의 차이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습득 이전과 이후의 언

어 능력은 양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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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보처리모형(문은식 외, 2007:209) 수정 제시

정도이다. 자동성의 정의는 "정보화 기능을 특별한 주의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

고서도 무의식적으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태(문은식 외, 2007:212)" 또

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노력이나 혹은 아무런 정신적 노력을 들이

지 않고 쉽고 빠르게 어떤 일을 해내는 것(Slavin, 2013:168)"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지 능력의 자동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들은 여러 측정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 이를 검증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지연 시간의 측정치이

다(김청택, 2012:22; Anderson, 2011:505). 지연 시간 측정은 심리학에서 인지의 

발달을 묘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모형인 '정보처리이론' 모형에 근거하여 

도출한 측정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난이도와 처리 시간을 관계짓기 위해 이 모형

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정보처리이론은 다음과 같은 모형에 의

해 가장 많이 설명된다(그림 3. 참조). 

외부 자극이 감각 등록기에 입력되면, 주의집중, 인식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많
은 내용들은 망각된다. 망각되지 않은 것들을 단기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들 역
시 정교화, 조직화, 부호화를 거치지 않으면 단기기억 단계에서 유실된다. 최종적
으로 장기기억에 남은 것들은 인지적 노력과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

30) 자동성은 인지 및 기술의 측면에서 인간의 발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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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자동화'된다.
일반 인지의 자동화 과정이 위의 그림 3과 같다면 하위 분야인 언어의 숙달 과

정 역시 마찬가지의 경로를 따른다. 따라서 제2언어 습득의 특징은 자동화31)라고 
할 수 있다. 장기기억으로 넘어간, 즉, 습득된 것들은 인지부담이 감소하여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인다. 이는 무의식적인 빠른 반응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맥러플
린 외(McLaughlin et. al., 2006)에서 제시하는 선행 실험연구들은 반응 시간으로 
대변되는 처리 속도가 자동성의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보처리
가 빠르다는 것은 특정 기능에 있어 자동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특정 
기능이 제2언어습득이라고 하면, 상당한 정도 이상의 제2언어습득은 자동화와 동
치라 이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인지적으로 부담이 큰, 즉 난

이도가 높은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증가한다. 반대로 난이도가 낮은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처리를 즉각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감소한다. 따라서 처리 시간의 빠르고 늦음은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느끼는 난이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이영, 1996:40; 

하대현, 1993:130). 

입력의 정도가 제2언어 학습자로서는 최고에 달하는 고급 학습자32)임에도 각 
문법별로 자동화된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에 있어 자동화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어떠한 요소가 있다는 뜻이다. 학습자 보편적으로 자동화된 정도에 대
해 차이가 난다면 이는 입력되는 내용에 대해 난이도 차이가 있음을 추론하게 한
다. 즉, 쉬운 것은 습득이 되었으며, 어려운 것은 습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유사한 의미와 사용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습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습득이 된 문법 내용이 난도가 낮다는 의미가 된다. 

언어 능력은 인지 능력의 하위 단위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과 마찬가지로 지연 
시간의 측정치를 이용해 인간이 특정 대상에 대해 내적으로 형성한 난이도를 추

31) "자동성의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상태에 대한 예시는 언어 사용이다. 언어 사용 기
술은 내적 작동의 복잡한 연쇄를 거쳐 획득되는 것이다(DeKeyser, 2001:125)." 

32) 학습자 개인적인 요소나 노출 환경 등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난이도 
차이를 문법 요소가 갖는 어떠한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나머지 조건을 통제하도록 한다. 또한 고급 학습자의 오류 생성 원인은 모어의 영향인지 
한국어 자체의 영향 때문인지 알기 어렵기(민진영, 2002: 92) 때문에 고급 학습자의 경우 
오류 형성에 있어 초․중급 학습자들 보다는 모어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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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제2언어 문법 교육에서 문법이란 형태의 변화를 기계적으로 암기
하거나, 한 가지 의미만을 모국어와 대조하는 것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실제
적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습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목표어 문법이 자유롭
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습득이 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학습자에게 문법 내용
이 내재화되고 자동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33).  
정리하자면, 같은 고급 수준의 학습자 전반을 놓고 보았을 때, 문법 교육 내용

의 난도가 낮은 것은 자동화의 정도가 빠른 것이므로 반응 시간이 빠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난이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정답률 이외에 '반응 시

간'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2 제2언어 교육에서의 인지 관련 연구

위에서 제시한 제2언어 습득의 인지적 원리는 제2언어의 숙달 정도가 습득에 가

까운 것을 '자동화'라는 용어의 정의를 빌어 표현하고 있다. 자동화의 정도성은 

반응 시간의 측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제2언어 교육에서 

자동화, 반응 시간, 습득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

지 파악하여 본고의 연구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제2언어 문법 교육 내용의 난이도와 반응 시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

는 아직 없지만, 관련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첫째로, 언어 교육에서의 과제(task) 배열과 관련되어 인지적 자원의 사용에 따

른 난이도를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언어 교육과 인지의 관계를 난이도를 중심으
로 연구한 내용에는 과제 중심 언어 교수(Task-based language teaching)에서 교
육적 과업을 개발하고 배열하는 문제에 봉착한 로빈슨(Robinson, 2005)과 스키언
(Skehan, 1998)이 있다. 로빈슨(2007)의 '인지 가설(cognition hypothesis)'34)은 
33) 어떤 연구자는 자동화(automatization)를 같은 과제 요소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점진적인 

양적 변화(속도의 빨라짐)라고 정의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자동화를 질적 변화(재구조
화, 과제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로 본다(DeKeyser, 2001:126-127).

34) 제2언어교육에 사용되는 과제는 학습자의 인지적 복잡성의 증가에 따라 배열되도록 고
안해야하며, 이 배열과 고안은 과제 중심 교수요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2언어 과
제 설계와 배열은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지적 부담의 
정도를 과제의 복잡도(인지적 자원의 요구 정도에 따라), 담화가 일어나는 환경(의사소통 
상대자와의 친소, 의사소통 방식),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동기, 적성)으로 나누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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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과제의 난이도를 인지적 노력이 소요되는 정도에 따라 배
열할 것을 주장한다. 스키언(1998:99) 또한 과제를 '언어35), 인지, 수행 환경'의 
세 개의 주요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과제 중심 교수법을 통해 상호

간 균형 잡힌 발달을 이루는 것은 인지 심리학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지 기술의 자
동화와 매우 유사하다(DeKeyser, 2001:148-149). 과제 복잡성36)은 주의집중, 
기억용량, 추론(reasoning) 그리고 그 외 과제의 구조에 부과되는 정보처리 요구
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과제는 복잡한 과제에 비해 인지적으
로 간단하고, 자원을 덜 사용하는 과제는 오류율이 낮거나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인
다(Robinson, 2001:29-30). 따라서 특정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반응 시간 역시 
자동화 정도에 따라 빠르고 늦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로, 제2언어 습득 정도와 반응 시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있다. 이 연
구들은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더 직접적으로 닿아있다. 학습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문법 요소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내재화 한 것을 제2언어에서는 
학습과 구분되는 문법의 습득이라고 부르며,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자동화라고 이
야기한다. 언어 수행에서 기술이 자동화된다는 의미는 언어 능숙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최정아(2009)에서는 반응 시간 테스트를 활용

하여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를 측정하면서, 자동화되어 빠른 인지처리속도

를 보이는 것만이 진정으로 습득된, 언어적으로 능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경령(2006ㄱ)은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어 문법 

항목 자극(stimuli)에 대한 반응 시간을 들었다. 김경령(KyungRyung, Kim, 2006

ㄴ)은 이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학습자 반응의 오류율과 반응 시간의 상관성에 대

해 밝히고 있다. 이선영․ 정해권(2012)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피동문이 능동문보

다 난도가 높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지연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반응 시

간을 통해 문법 구조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본고의 접근과 가

아야 한다(Robinson, 2007:193).
35) 과제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항목의 하위분야는 언어적 복잡성과 다양성, 어휘

의 다양성과 부담이 관련 요소라고 지적했다. 
36) 스키언(1998)에 따라 과제의 복잡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언어적 복잡성으로 생각한다면, 

언어 수행(과제)에서 시간 처리의 늦고 빠름은 학습자가 내적으로 형성한 언어 구조의 난
이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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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닮아있다.

난이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반응 시간을 사용하는 기존 연구들의 성과에 힘
입어 본고에서도 고급 제2언어 학습자가 습득한 한국어 이유 표현의 정도를 난이
도로 파악하고, 이를 정확도 뿐 아니라 반응 시간을 통해서도 측정하려고 한다. 따
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난이도’의 개념은 교육과정 배열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위계화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사적 제약이나 형태적 복잡성, 빈도 등이 아니다. 
이들은 난이도의 구성요소일 뿐이지 난이도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떤 관계를 통해 난이도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법 교육 내용과 난이도의 
관계를 인지 개념을 통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정리하자면, 본고에서는 특정 문법 교육 내용의 난이도는 학습자의 내재화 정도
에 의해 결정되며, 그 내재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법 교육 내용 배열 관련 선행 
연구에서 난이도에 대해 개별 항목으로 제시한 내용(문법적 제약, 빈도, 형태적 투
명성 등)들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정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내적 처리 정도의 차이를 난이도라 칭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특정 자극 표현에 대
한 반응 시간이 빠를수록 '쉽고', 반응 시간이 느릴수록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 또한 선행 연구들이 난이도 개념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만 '난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 처리한다. 다만 이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법 교육 내용에 
얼마만큼 적용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이
를 학습자의 각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반응 시간을 통해 추정하고, 분석을 통해 
파악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제2언어가 안정적으로 특정 수준 이상으로 습득 및 학습된 고급 
학습자의 문법 처리 속도와 정답률에 근거하여 문법의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다
고 본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제2언어 지식이 부족하여 겪는 이해 및 표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원어민 보다는 비원어민 학습자 중 성공적으로 의사소통
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방식을 전범으로 삼아 교육하는 것이 실제적으
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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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유 표현 난이도 양상 조사

1. 연구의 방향

연결의 역할을 하는 이유 표현의 문법적 특징은 부사적 어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종속어미들과는 달리 다양한 통사적 제약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형태적 
결합의 종류도 다른 어미나 구에 비하면 풍부한 편이며, '이유'라는 의미 하에 다
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의 연결 표현은 한국어 연결 표현의 다
양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동의어는 없기 때문에 
이유 표현들은 제각각 다른 의미를 포함하는 측면이 있고, 통사적 제약이 각각 다
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이해와 표현에 있어 기존 연구들이 '난이도'로 제시했던 
난이도 형성 요인들에 의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난이도 개념과는 달리 본고에서는 각 이유 표현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 시간과 정답률을 '난이도'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겠다. 그 이유는 정답률은 전
통적으로 난이도의 조작적 정의였고, 반응 시간은 피험자의 조건과 자극의 조건이 
통제되었을 때, 이유 표현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험자 외적으로 형성된 난이도는 정확도로 파악할 수 있으며, 피험자 내
적으로 형성된 각 이유 표현에 대한 난이도는 반응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응 시간 검사를 통해 추출한 반응 시간과 정답률의 결과는 난이도 형성 원리
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의 과정을 거친다. 분석을 위한 요소들은 문법 교육 내용을 
위계화, 등급화, 조직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실제적으로는 난이도 형성 요인인 
기존의 '난이도' 개념들을 사용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난이도 요소들은 '통
사적 제약, 형태적 복잡도, 빈도'가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형태적 복잡도는 의미 
추출도와 함께 명확한 정의가 없고, 의미 관련 연구의 부재로 신뢰할 만한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 따라서 난이도 구성의 언어 내적 기준으로
는 통사적 제약의 개수를, 언어 외적 기준으로는 노출 빈도를 선정하기로 하며, 분
석의 방법은 난이도 측정 지표들과 난이도 형성 요인들의 상관분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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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호 
외(2010)

이 희 자 
외(2010)

박 대 범
(2008)

김 지 혜
(2010)

국제통용
(2011)

1 -아/어/여서
2 -기에
3 -길래
4 -니까
5 -므로
6 -느라고
7 -더니
8 -ㄴ다고1
9 -(이)라(서)
10 -는 바람에
11 -기 때문에
12 -는 통에
13 -ㄴ 탓에

2. 연구의 자료

2.1 이유 표현 목록

 본 장에서 실험할 이유 표현 목록은 선행 연구와 한국어 교육 사전, 교재 등을 

참조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한국어교육 교재 분석과 이유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

가 다양하므로 이 연구들에서 제시한 한국어 이유 표현 중 교육용으로 적합한 것

을 추출하여 목록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유 표현 목록은 한국어 교육과 이유 표현에 대한 학위 논문 두 편(박대범, 

2008; 김지혜, 201037))과 한국어 교육 사전 및 사전에 준하는 교재(이희자 외, 

2010; 김진호 외, 2010), 마지막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2단계 부

록(김중섭 외, 2011)을 통해 추출하였다. 또한 어미 뒤에 붙은 숫자는 국립국어원

(2005)의 어미 분류 방식이다.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번호당 의미가 다른 것으로 

표기한다.

이에 따라 선정한 한국어 이유 표현 목록은 다음과 같다.

37) 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펴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김지혜의 학위 논문은 단행본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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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ㄴ 덕분에
15 -아/어/여서인지
16 -고 해서
17 -아/어/여 가지고
18 -ㄴ 결과
19 -로 인해
20 -ㄴ다니까
21 -라니까
22 -아/어/여서 그런지
23 -답시고
표 2 한국어 이유 표현 목록 추출 근거

2.2 이유 표현을 이용한 문장 형성

2.2.1 각 표현의 문장 개수는 선행 연구 참조

 
김경령(2006ㄱ)에서는 조사(particles), 어미(word ending inflection), 시제

(Tense), 존대(Honorifics), 어순(word order)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120개의 
정/오 문장을 만들었다. 따라서 다섯 항목에 60개의 정상문과 60개의 오류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술적으로는 한 항목당 12개의 정상문과 12개의 오류문이 존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한 문법 항목당 정상문 12개, 오류문 12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선영․ 정해권(2012)에서는 동사 1개당 정상문 2, 오류문 4(의미 오류문 2: 
목적어 생략 1, 주어 생략 1; 통사 오류문 2)로 처리하여 한 동사당 6개의 문장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실험에서는 채움 문장(filler)을 실험 문장과 2:1의 비율로 산
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7문장의 연습 문제를 제공하였으며, 20문
장을 기점으로 쉬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문법 항목은 연결어미와 연결 표현의 두 항목밖에 없으며, 
각 항목의 하위 형태들이 갖는 반응 시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 항목당 개수를 정상문 2개, 오류문 2개로 설정한다. 오류 문장은 어떤 변수가 
속도를 결정지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사적 오류1, 의미적 오류1’로 구성한다. 
이유 문형이 총 24개이므로 총 문장 개수는 96개이고, 채움 문장을 실험 문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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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의 비율로 구성하여 40개를 제공하면 총 문장 개수는 136개이다. 총 문장
의 개수를 고려하여 실험 시행은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시행 사이에 1분간의 쉬
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정리
한 문형당 문장 개수: 4개
오류문/정상문: 각 2개
오류문 속성: 통사적 오류1, 의미적 오류1
실험 문장 개수: 96개
채움 문장: 40개
총 문장 개수: 136개
연습 문제: 문제 유형별로 1개씩 제공하여 3개
쉬는 시간: 30개당 1번씩 1분 제공. 총 4분 제공.
예상 시간: 25~30분
 

2.2.2 문장 내 어휘 변수 통제: 초급 어휘 사용

①원칙: 어휘의 통제를 위해 대다수 교재에서 초급으로 제시되는 어휘만을 사용
한다. 대다수 교재에서 초급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는 근거는 ‘국제통용 한국어 표
준교육모형 2단계 보고서’를 따른다. 

 
②허용: ‘배고프다’와 같이 사용례와 빈도수가 높은 단어라 초급에서도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는 초급으로 간주한다. 

③기타: 범위에서 벗어나는 어휘는 숙달도 판단 검사가 끝난 후 모르는 어휘를 
알려줌으로써 본 검사의 문장 이해 시 어휘 변수를 제거한다. 

2.2.3 오류 문장의 형성

 ① 의미적 오류 문장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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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및 목적어, 술어에 부적절한 어휘 삽입. 주어 유생성 제약 등을 어기거나 
목적어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어휘 삽입, 비논리적 술어 삽입을 통해 오류 문장
을 형성하였다.

② 통사적 오류 문장의 형성(박대범, 2008:96; 진정란, 2004:27 참조)
▪통사적 제약 사용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각 이유 표현별 통사적 제약을 활용하여 통사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을 생성하였다. 시제 제약, 서법 제약 등을 이용한 오류문 형성이 
대표적이다.

▪격조사 사용의 오류, 매개모음 오류 등 이용
 연어처럼 사용되는 '격조사+서술어' 형태를 위반하는 오류를 이용하여 오류 문

장을 생성하였다. 또한 매개모음 '으'를 사용하는 연결어미와 그렇지 않은 어미, 혹
은 '어'와 헷갈리는 경우에는 그를 삽입하여 오류를 형성하였다. 

3. 연구의 내용

3.1 반응 시간

3.1.1 반응 시간 측정 기간 및 대상

 본 연구에서의 측정 기간은 2013년 7월 12일부터 2013년 7월 30일까지이다.
이 연구에서 측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크게 '피험자 숙달도 판단 검사'와 '본 검

사'로 나눌 수 있다. '본 검사'는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비모어 화자 두 집단 
모두에게 제시된다. 본 검사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피험자 숙달도 판단 검사'는 
어휘 요인이 문장의 해독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검사로서 한국어 비모어 
화자에게만 제시된다.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경우 두 검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한 번의 방문에 모든 검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의 개발은 측정 기간 이전에 완료했으며, 피험자는 
측정 도구 개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모집하였다. 피험자 모집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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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어  
            성별
연령

한국어 비모어 한국어 모어
남 여 남 여

20세-25세 3 8 13 13
26세-30세 3 8 2
31세 이상 1 3 2
소계 7 19 15 15
합계 26 30
표 3 피험자 정보 정리

는 5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집단은 한국어 비모어 화자 집단,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이다. 한국어 비모어 화자 집단은 모어가 중국어(8), 영어(3), 베트남어(3), 
일본어(2), 몽골어(2), 힌두어(1), 독일어(1), 말레이어(1), 스페인어(1), 러시아
어(1), 터키어(1), 아르메니아어(1), 체코어(1)이다. 보편적인 고급 학습자의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권을 한정하지 않았다. 한국어 
비모어 화자 집단은 총 26명으로 남자 7명, 여자 19명이며, 연령대는 20세-25세 
11명, 26세-30세 11명, 31세 이상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은 모두 대학 재
학 이상이다. 유사 의미기능을 가진 이유 표현들의 용법상, 의미상 차이점을 인식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은 고급 학습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글을 읽고 파
악하는 행위가 지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하였고, 학습자가 글을 읽어야 하
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한국 대학교 학부 재학 이상인 자를 피
험자로 모집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은 총 30명으로 남자 15명 여자 15명이며, 연령대는 20
세-25세 26명, 26세-30세 2명, 31세 이상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은 모두 
대학 재학 이상이다.

 
측정의 목적인 '정보처리 속도에 따른 이유 표현의 난이도'는 외국인 학습자가 

체감하는 난이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집단은 실험군이라 할 수 있
다. 두 번째 집단은 한국어 모어 화자 역시 모어 문법에 대해 체감하는 난이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선정하였으며, 그 양상이 외국인 학습자와 같은지 여부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비교하고자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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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표현에 해당하는 문장 개발 및 채움 문장 개발
↓

Psychology Software Tools E-Prime 2.0 프로그램에 문장 코딩 및 문장 
무작위 제시 설정

↓
피험자 모집 

↓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경우만) 피험자 숙달도 판단 어휘 검사

↓
각 문장에 대한 반응 속도 및 정확도 측정

↓
사후 면담

↓

 한국어 비모어 집단과 한국어 모어 집단의 구성을 같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한국어 비모어 화자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극히 적어 성비와 피험자 수에 
차이가 있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측정하려는 수치는 통제된 문장으로 제시되는 각 이유 표현에 대한 반응 시간과 
정답률이다. 본 검사에서 반응 시간과 정답률은 난이도를 대변한다. 

3.1.2 반응 시간 측정 절차

반응 시간이 이유 표현의 난이도만을 반영하게 하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반응 속도에 관여하는 매개 변수로는 신체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 있
는데, 신체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에 연령, 성
별이 유사한 구조를 갖게 하였다. 즉, 연령은 20세-30세로 한정하였으며38), 성별
은 남/여가 최대한 비율을 맞출 수 있게 설계하였다39).  

측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38) 31세 이상 피험자를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피험자 모집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므
로,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비모어 화자 두 집단 모두를 통틀어 5명까지 모집하였다. 

39) 비모어 화자의 경우 한국 내 고급 한국어 학습자 구성이 주로 여성이 많은 것이 현실이
기에 남성 한국어 비모어 화자 중 고급 수준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성비를 맞출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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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Excel2010으로 측정 결과 입력
↓

SPSS 20으로 ANOVA 결과 도출
↓

표준화 점수로 이유 표현 간 순위 파악
↓

원인 분석
표 4 고급 학습자의 이유 표현 반응 시간 조사 방법

(1) 피험자 숙달도 판단 검사

해당 문장에서 문형만을 반응 시간의 측정에 유효한 요소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휘 요소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급
으로 설정하여 문장에 사용된 어휘를 모두 알고 있다고 전제하였으나, 이를 증명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 검사에 앞서 피험자 숙달도 판단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하였다. 

 이 검사는 본 검사에 사용되는 이유 문형을 이용한 문장에 출현하는 어휘 중 
문장 이해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고급 학습자들이 헛갈릴만한 어휘를 추려 빈 
칸 채우기 시험으로 만들어 시행하였다.40) 

이 시험은 어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개발되었지만, 본 검사에서의 원활한 
문장 이해를 돕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으므로 시험 후 학습자가 모르는 어휘를 질
문하면 그 어휘에 대해 설명을 해 주어 본 검사에서 어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숙달도 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으며, 정답률이 1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보아 
어휘로 인해 문장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는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
서 문장 이해와 반응 시간에 어휘는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 

40) 부록 2 참조.
41) 정확도(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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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비모어 피험자 정답률(0≤a41)≤1)
S2 1
S3 1
S19 1
S21 1
S22 1
S23 0.95
S31 1
S32 0.8
S33 1
S36 1
S37 0.95
S43 1
S44 0.9
S45 0.95
S46 1
S47 1
S48 1
S49 1
S50 1
S51 1
S52 1
S53 1
S54 1
S55 1
S56 1
S57 1
S58 1
평균 0.983
표 5 정확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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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응 시간 측정 안내문

(2) 본 검사

본 검사는 위에서 개발한 문장을 E-Prime 2.0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반응 시간과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피험자에게는 한국어 문장들이 무작위로 제시되며, 제시되는 문장이 정상적이라
고 생각하면 키보드의 숫자 1을, 제시되는 문장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키
보드의 숫자 2를, 정상적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으면 키보드의 숫자 3을 누를 것을 
요청하였다. '정상적임'은 의미와 문법적 측면 모두가 정상이어야만 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으며, '비정상적임'은 의미나 문법 둘 중 하나라도 틀리는 것이라면 해당
된다고 설명하였다. 

안내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문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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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상적인 문장

②비정상적인 문장

③채움 문장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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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 면담

반응 시간 측정 이후에는 피험자에게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후 면담에서는 
반 구조적 면접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문장들이 어떠했는가? 정오를 판
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문장이 있는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 
기타 이 실험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와 같은 큰 얼개 내에서 이루어
졌다. 또한 연구자가 피험자들의 실험 참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오답이거
나 시간이 오래 걸린 항목들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사후 면담의 결과는 수기로 요약, 기록하였다. 본고에서 사후 면담의 내용을 밝
힐 때에는 피험자를 S(subject)+숫자(실험에 참여한 순서)로 표기하겠다. 

3.1.3 측정 결과

반응 시간 검사를 통해 측정된 결과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비모어 화자
의 정확도와 반응 시간 두 가지로 나뉜다. 반응 시간42)은 정확도 결과를 바탕으로 
수작업으로 모든 오반응을 제거한 뒤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의미적 오류 문장
은 상황, 맥락 등의 변수가 많아 이유 표현 '문장'의 이해만을 측정하는 데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므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이유 표현별 반응 시간 
시간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F(22,667)=2.892, p=.000)와 한국어 비모어 화자
(F(22,575)=2.579, p=.000) 모두 ANOVA 결과 이유 표현 간 반응 시간가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43).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2) 반응 시간를 측정하는 단위는 
 초, 즉, 1 millisecond이다. 

43) 사후 분석 결과(Tukey HSD) ‘-(이)라(서)’와 '-ㄴ 덕분에, -는 통에, -아/어/여 가지
고'는 같은 집단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반응 시간의 유효한 차이는 이들에게서 나타난 것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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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비모어 화자
　 반응 시간 　 반응 시간
반응 시간 순서 평균 표준

편차
F
/ 유 의
확률

반응 시간 순서　 평균 표준
편차

F
/ 유 의
확률

1 -(이)라(서) 1537.61 539.82 2.892 -(이)라(서) 3954.71 1225.29 2.579
2 -아/어/여서 1713.69 492.23 /.000 -로 인해 4533.07 1133.47 /.000
3 -ㄴ다니까 1728.23 627.21 -아/어/여서 그

런지
4613.35 1407.57 　

4 -로 인해 1739.73 698.58 　 -느라고 4760.9 1945.89 　
5 -아/어/여서 그

런지
1781.34 527.02 　 -아/어/여서 4884.54 1319.28

6 -ㄴ다고1 1835.48 537.86 　 -더니 4970.81 1387.74 　
7 -느라고 1991.47 905.1 　 -기에 5004.44 1338.46
8 -는 바람에 2023.26 695.49 　 -답시고 5106.76 1004.84 　
9 -답시고 2031.64 793.83 　 -고 해서 5332.44 1591.85 　
10 -ㄴ 탓에 2079.08 766.29 　 -아/어/여서인지 5570.26 1148.06 　

11 -기 때문에 2093.65 859.93 　 -므로 5610.13 887.87 　
12 -더니 2141.81 885.91 　 -기 때문에 5642.71 2292.26 　
13 -길래 2143.42 645.19 　 -ㄴ다니까 5679.98 2063.13 　
14 -고 해서 2182.21 1234.32 　 -ㄴ다고1 6089.65 1660.81 　
15 -므로 2220.54 991.42 　 -는 바람에 6103.21 1438.15 　
16 -는 통에 2228.22 720.06 　 -라니까 6230.08 2370.27 　
17 -아/어/여 가지

고
2240.95 912.74 　 -니까 6269.72 1916.06 　

18 -니까 2330.41 649.02 　 -ㄴ 탓에 6497.83 3059.32 　
19 -기에 2393.62 926.57 -길래 6699.67 2374.55 　
20 -아/어/여서인

지
2411.89 767.19 　 -ㄴ 결과 6911.32 3308.27 　

21 -라니까 2453.05 1169.38 　 -ㄴ 덕분에 7195.49 1744.3 　
22 -ㄴ 결과 2472.02 866.26 　 -는 통에 7564.31 1559.92 　
23 -ㄴ 덕분에 2578.07 1089.16 　 -아/어/여 가지

고
7680.91 2795.95 　

표 6 이유 표현별 반응 시간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비모어 화자 모두 제일 빠르게 반응한 것은 '-(이)

라(서)' 표현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일 느리게 반응한 이유 표현은 각각 '-ㄴ 덕분
에'와 '-아/어/여 가지고'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 세 표현은 모두 사후 면담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문장의 길이가 판정 시간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실험자의 
질문에 많은 피험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길이가 가장 길었던 '-라니까' 
구문의 경우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을 보아 한국어 모어 화자나 한국어 비모어 
화자는 반응 시간에 대해서는 자각하는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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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내적으로 형성된 처리 절차를 따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시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 시간은 난이도와 같은 것으로 정의하였다(Ⅱ장 3절 참조).  
이 반응 시간은 세부적으로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뉜다. 이 두 결과를 상관분석
을 통해 자세히 파악해 본 결과 피험자들의 반응 시간 평균과 반응 시간의 표준편
차는 정적 상관을 보이며,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의 반응 시간 평균-반응 시간 표준편차의 상관은 각각 '.677', 
'.541'로 다소 높은 상관을 보이며, ' .0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험자들이 이유 표현에 반응하는 시간이 느릴수록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가 증가
한다는 것은 난도가 높은 이유 표현은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모두 집단에서 소
수만이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어 비모어 화자 뿐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 사이에서도 특정 문법 내용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난이
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측정 장면을 재구하자면, 피험자들이 난도가 
높은 이유 표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심하다가 결국 추측하여 
정오를 판정했거나, 오랜 숙고 끝에 실마리를 찾아 정답을 맞히었음을 알 수 있다. 

3.2 통사 제약

각 이유 표현의 통사적 제약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또
한 각 제약의 유효 여부는 선행 연구(김지혜, 2010; 김진호 외, 2010; 박대범, 
2008; 유명희, 1997; 이희자 외, 2006,2010; 장광군, 1999; 진정란, 2005; 한국방
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2005; 허용 외, 2005)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을 참조하되, 선행 연구와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기준은 연구자가 직접 만든 문
장이나 '21세기 세종계획 한마루 2.0' 프로그램을 통해 문장을 추출하여 제약 존재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통사적 제약의 종류로는 주어 유생성44) 제약, 주어 인칭 제약, 주어 일치 제약, 
시제 제약, 서법 제약, 선행 품사 제약, 서술어 제약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약
의 종류는 이유 표현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따른 것이다. 주어 유생성 제약은 주
44) animacy를 일컫는 말이다. 번역어로 유정성, 유생성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유생성'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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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반드시 유정물(살아있는 사람, 동물, 생명체 및 단체명까지를 아우름)이 들어
가야 하는 제약이다. 주어 인칭 제약은 특정 인칭만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제약
을 뜻하며, 주어 일치 제약은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 제약을 일컫는다. 
시제 제약은 과거나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의 공기 가능성 여부를 뜻하고, 서법 제
약은 종결부에 명령, 청유, 의문이 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선행 품사 제
약은 연결 표현에 선행하는 품사에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서술어 제약은 서
술어에 사용되는 용언이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정해져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3.2.1 연결어미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총 열두 개로, '-기에', '-길래', '-ㄴ다고1', '-ㄴ
다니까', '-느라고', '-니까', '-답시고', '-더니', '-라니까', '-므로','-아/어/여서', 
'-(이)라(서)'가 있다. 이 연결어미들이 가진 제약들은 각각 다르므로, 이를 선행
절, 후행절 제약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기에

'-기에'는 '-길래'의  문어적 이형태로, 격식적 상황과 문어에서 사용된다(김지
혜, 2010: 201). 그러나 '-길래'와 '-기에'는 통사적 제약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
에 본고에서는 다른 문형으로 파악하고 달리 제시한다. 

ㄱ) 바람이 세게 불기에 창문을 모두 닫았어요(김지혜, 2010:197).
 ㄱ') *바람이 세게 불기에 창문을 모두 닫자.
 ㄱ'') *바람이 세게 불기에 창문을 모두 닫아라.
ㄴ) 너는 젊기에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ㄷ) 아직 학생이기에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ㄹ) 도대체 얼마나 잤기에 그렇게 눈이 퉁퉁 부었니?(이희자 외, 2006:82)
ㅁ) 이 음식은 자연산 재료로 만들었기에 음식 값이 좀 비싸요(김지혜, 

2010:197, 수정 참조).
ㅂ) 아이들이 북적거리면 성가시겠기에 미리 이모네 집으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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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아이들이 북적거리면 성가시기에 내일 이모네 집으로 보내겠어요.

선행절 제약에는 주어 유생성 제약, 주어 인칭 제약, 주어 일치 제약, 시제 제
약, 선행 품사 제약이 있다. '-기에'의 경우 선행절 제약은 시제 제약 1개만이 존
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문 ㄱ)은 주어가 '바람'으로 '-기에' 표현은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문 ㄱ,ㄴ,ㄷ)은 선행절에서는 각
각 3인칭, 2인칭, 1인칭의 주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에' 표현에 있어 주
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행절의 주어는 1인칭이거나, 
선행절의 주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제약은 존재한다고 한다(김진호 외, 
2010:32). 즉, 후행절의 주어 인칭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문 ㄴ)을 
보면 관련 주어가 '너'로 2인칭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예문 ㄹ, ㅁ)에서도 후행절
의 주어가 각각 '네 눈'과 '이 음식의 음식 값'으로 3인칭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기에' 표현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서는 주어 일치 제약이 존재하지 않
는다. 그러나 후행절에 선행절과 관련된 주어 및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는 후행
절 주어 제약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약이 없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 일치 제약은 선행 주어가 관련 주어를 포함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에만 1인칭을 써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따라서 주
어 일치 제약은 수의적인 제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제 제약에 대해서는 예문 ㄹ)에서 볼 수 있듯 선․후행절에서의 과거 시제 선
어말어미 '-었-'의 제약은 없다. 미래 시제의 경우는 예문 ㅂ,ㅂ')처럼 선․후행절
에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선행절에서 사용되는 '-겠
-'은 미래가 아닌 추측의 의미이고, 후행절에서 사용된 '-겠-'은 의지의 의미에 
더 가깝다. 이들은 시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절과 후행절에 형태
적으로는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가 올 수 있으나, 이들이 '미래'라는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선․후행절에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가 올 수 없다는 제약을 갖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예문 ㄱ,ㄴ,ㄷ)은 각각 선행 품사가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이므로 '-기
에' 표현은 선행 품사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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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절 제약에는 명령형 제약, 청유형 제악, 의문형 제약, 서술어 제약을 들 수 
있다. 명령형 제약은 ㄱ'')에서 볼 수 있듯 제약이 존재한다. 청유형 제약 역시 ㄱ
')에서 볼 수 있듯 제약이 존재한다. '-기에' 표현은 의문사를 수반하여야만 의문
문을 만들 수 있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문 ㄹ)에서도 '얼마-'와 같은 의
문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술어 제약은 예문들이 서술
어에서 형용사, 동사의 사용을 제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2) -길래

ㄱ) 나는 낮에 좀 심심하길래 만화책을 빌리러 갔었다.
  ㄱ') *나는 낮에 좀 심심했길래 만화책을 빌리러 갔었다.
  ㄱ'') *내일 낮에 좀 심심하겠길래 만화책을 빌리려고요.
ㄴ) 네가 빨간 색 치마를 샀길래 내가 좀 빌렸어.
ㄷ) 잡혀온 사람이 고등학생이길래 훈방조치하고 풀어주었습니다.
 ㄷ') *잡혀온 사람이 고등학생이길래 훈방조치하고 내일 풀어주겠습니다.
ㄹ) 바람이 차길래 목도리를 더욱 여미었다.
ㅁ) *그가 좀 피곤해 보이길래 마사지를 해 주자.
 ㅁ') *그가 좀 피곤해 보이길래 마사지를 해 주어라.
 ㅁ'') *그가 좀 피곤해 보이길래 마사지를 해 줄까?
ㅂ) *과장이 내가 하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길래 피곤했다.

'-길래' 역시 선행절과 후행절 제약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예문 ㄹ)은 주어가 무
정물인 '바람'이지만 예문 ㄱ,ㄴ,ㄷ)는 유정물이다. 따라서 '-길래' 표현은 주어 유
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어 인칭 제약은 ㅁ')에서 볼 수 있듯 후행
절의 인칭이 1인칭이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행절에서는 '-길래' 표
현의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 일치 제약은 예문 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고, 나머지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김지혜(2010:188)에서는 ‘-길래’의 문법적 
특징으로 선․후행절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는 제약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 주
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예문은 주어의 일치 때문이 아니라 문장 구성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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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김지혜(2010:188)의 예문(108, ㄱ,
ㄴ)45)은 선행절 자체가 후행절이 무엇이 오든 문장이 적형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
다. 나머지 예문 (108, ㄷ,ㄹ)46)은 비문이라고 제시는 했지만, 본 연구자의 판단
으로는 비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시제 제약은 예문 ㄱ',ㄱ'')를 보면 선행절에서
는 과거와 미래 시제에 대해 제약이 모두 존재한다. 후행절에서는 예문 ㄷ,ㄷ')를 
볼 때 과거 시제는 사용이 가능하나 미래 시제는 사용이 불가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길래' 표현은 시제 제약이 존재한다. 선행 품사에 대해서는 예문 ㄱ,ㄴ,ㄷ)
를 보면 '-길래' 표현은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후행절 제약은 예문 ㅁ')를 보면 '-길래' 표현은 명령형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 ㅁ)을 보면 '-길래' 표현은 청유형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예문 ㅁ'')에서는 '-길래' 표현은 의문형 제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서술어 제약 역시 존재한다. 예문 ㅂ)은 서술어가 형용사인데, 문장이 성립하지 않
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길래' 표현은 서술어가 동사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존재
한다.

3) -ㄴ다고1

ㄱ) 네가 운다고 사고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ㄴ) 영이가 혼자서 요리를 한다고 바쁘더라(국립국어원, 2005:179).
 ㄴ')영이가 내일 혼자서 요리를 한다고 바쁘겠더라. 
ㄷ) 첫눈이 왔다고 학교 전체가 떠들썩하다.
 ㄷ') 내일 첫눈이 오겠다고 학교 전체가 떠들썩하겠다.
ㄹ) 나는 성적을 올린다고 어제 밤을 샜다.
 ㄹ') *성적을 올린다고 밤을 새자.
 ㄹ'') *성적을 올린다고 밤을 새라.
ㅁ) 요새 바쁘다고 운동을 아주 안 하니?
ㅂ) 친한 사람이라고 막 대해서는 안 된다. 

45) 108, ㄱ) *나는 숙제를 했길래 (나는) 밖에 나갈 수 있는 줄 알았다.
     108, ㄴ) *우리가 모두 그 여자를 좋아했길래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46) 108, ㄷ) 철수가 서울에 가길래 영수가 그 일을 부탁했어요.
     108, ㄹ) 시간이 많이 늦었길래 수미는 택시를 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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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다고1'을 사용한 예문 ㄷ)은 '-ㄴ다고1' 표현이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
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문 ㄱ,ㄴ,ㄹ)를 볼 때 '-ㄴ다고1' 표현의 주어 인칭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예문 ㄱ)은 선행절 주어가 '너', 후행절 주어
가 '사고'이기 때문에 주어 일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제 제약에 대해 예문 
ㄷ,ㄹ)은 선․ 후행절 모두 과거 시제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예문 ㄴ',ㄷ')는 선․ 후
행절 모두 미래 시제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선행 품사 제약은 '-ㄴ다고1' 표
현은 '명사+이다'형태와 형용사가 선행할 때 '-이라고'라는 이형태가 존재한다. 따
라서 선행 품사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후행절 제약은 ㄹ'', ㄹ')예문을 보면 명령형 제약과 청유형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47). 그러나 예문 ㅁ)은 의문형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의문형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술어 제약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동사만 서술어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문 ㄴ,ㄷ)의 서술어는 
형용사인 것으로 보아 서술어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ㄴ다니까

 
'-ㄴ다니까' 는 주로 구어체로 사용된다. 또한 아래에서 볼 선행 품사 제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행절 서술어의 품사에 따른 이형태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통사적 제약이 다르면 다른 항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라니까'는 
'-ㄴ다니까'와는 다른 항목으로 생각한다. 또한 '-다니까'는 문형 목록 선정 시 나
타나지 않은 항목이므로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ㄱ) 내가 학생이라니까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었다(표준국어대사전). 
ㄴ) 네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바쁘겠다니까 모두가 너를 불쌍하게 생각했다.
ㄷ) 손님이 오신다니까 청소 좀 하자(표준국어대사전).
ㄹ) 아래 지방에 비가 많이 왔다니까 무사하신지 외가에 가 보자. 
ㅁ) 분위기를 살리는 명환이가 온다니까 내일 모임은 즐겁겠다.
ㅂ) 내가 청소에 참여하지 않겠다니까 사람들이 화를 냈니?

47) 부정형 '-지  말라', '-으면 안 되다'는 명령형이지만 사용이 가능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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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절 제약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예문 ㄹ)은 주어가 '비'로 유정물이 아
니다. 그러나 그 외 예문들은 주어로 유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ㄴ다니까' 표현
은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문 ㄱ,ㄴ,ㄷ)는 각
각 주어의 인칭이 다르기 때문에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
문 전체를 볼 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달라야 하므로 '-ㄴ다니까' 표
현은 주어가 선행절과 후행절이 달라야 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선행절에서는 예문 
ㄴ,ㄹ)에서 볼 수 있듯이 시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후행절은 예문 ㄴ,ㅁ)이 
각각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ㄴ다니까' 표현은 시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표현은 선행 품사가 동사일 때는 '-ㄴ/는다니까', 선행 품사가 형
용사일 때는 '-다니까', 선행 품사가 '명사+이다'일 때는 '-라니까'의 이형태를 갖
는다. 따라서 '-답시고'의 전례를 따라 '-ㄴ다니까'는 선행 품사로 동사만을 허용
하지만, 이를 기본형으로 보았을 때를 생각하여 선행 품사 제약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겠다. 

후행절 제약은 우선 예문 ㄹ)은 명령형을 사용한 문장이므로 '-ㄴ다니까' 표현
은 명령형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후로는 예문 
ㄷ)이 청유형의 사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ㄴ다니까' 표현은 청유형 제약이 존
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문 ㅂ)을 볼 때 의문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ㄴ다니까' 표현은 의문형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예문들은 서술어에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ㄴ다니까' 표현은 서술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5) -느라고

'-느라고'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선, 후행절 사건 중 한 쪽을 포기하는 의미를 
갖는다. 후행절에는 부정적 어휘나 부정문이 공기한다. 

ㄱ) *비가 오느라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다. 
ㄴ) 어머니는 아이들을 챙기느라고 정작 당신은 우산도 쓰지 못해 옷이 다 젖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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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ㄷ) 나는 숙제를 하느라고 축구를 못 봤어(김지혜, 2010:168 수정 참조).
 ㄷ') *나는 숙제를 하느라고 동생은 축구를 못 봤어(김지혜, 2010:169 수정 참

조).
 ㄷ'') *나는 숙제를 했느라고 축구를 못 봤어.
 ㄷ''') *나는 숙제를 하겠느라고 축구를 못 볼 거야.
ㄹ) 네가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늦었단 말이지?(김지혜, 2010:168 수정 참조).
ㅁ) *학생들은 방학이느라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김지혜, 2010:170).
ㅂ) *요즘 일이 바쁘느라고 연락을 못 했어요(김지혜, 2010:170).
ㅅ) *저녁을 먹느라고 요리를 하세요(김지혜, 2010:171).
ㅇ) *옷을 사느라고 쇼핑하러 가자(김지혜, 2010:171).
ㅈ)주말에 밀린 빨래를 하느라고 힘들었어요(김진호 외, 2010:22).

선행절의 제약인 주어 유생성 제약은 예문 ㄱ)에 따라 제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느라고'는 화자의 의지나 목적이 이유가 되므로(김진호 외, 2010:22) 
의지나 목적을 나타낼 수 없는 주어가 올 수 없다. 또한 '-느라고'는 예문 ㄴ,ㄷ,
ㄹ)에서 볼 수 있듯,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문 ㄷ')와 같이 반드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느라고' 표현은 예문 ㄷ'', ㄷ''')에서 볼 수 있듯, 선행절에 과거 선어말어미 
‘-었-’, 미래 선어말어미 ‘-겠-’ 결합이 불가하며, 반드시 동사의 현재형만 쓰이
는 제약이 존재한다. 후행절은 이와 같은 제약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김지혜
(2010:173)은 '-느라고'가 사용된 문장에서 선․후행절의 동시성이 존재하지 않으
면 '이유'의 의미보다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며, 선․후행절 상황의 동시성이 유지된
다면 후행절 시제는 과거 및 미래 시제의 어미 및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후행절에서의 시제 제약은 필수적이지는 않다. 

또한 '-느라고' 표현은 반드시 행위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동사만이 선행할 수 
있는 선행 품사 제약이 존재한다. 예문 ㅁ,ㅂ)에서 볼 수 있듯 형용사나 '-이다'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결합할 수 없다. 

후행절 제약은 예문 ㅂ,ㅅ)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명령형과 청유형 제약이 존재
한다. 그러나 예문 ㄹ)이 적격 문장이기 때문에, 의문형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 52 -

그러나 서술어 제약은 예문 ㅈ)은 형용사가 가능한 경우이고, 이외의 예문은 동사
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6) -니까

'-니까'는 구어 격식체,  문어에서의 사용은 피하는 편이다. 또한 이 어미와 감
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예: 미안하다, 고맙다, 반갑다)

ㄱ) 날씨가 맑으니까 소풍이나 가자.
ㄴ) 나는 네 친구니까 말해도 괜찮아. 
ㄷ) 너는 많이 먹으니까 이 정도는 옮겨라.
ㄹ) 어제 청소했으니까 오늘은 안 할래.
 ㄹ') *내일 청소하겠으니까 오늘은 안 할래.
 ㄹ'') 이 문제는 알겠으니까 설명은 넘어가요.
ㅁ) 내가 사랑의 노래를 불러 주니까 영숙이가 울음을 터뜨렸다(김지혜, 

2010:151).
ㅂ)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내일은 코트를 입고 가겠어요.
ㅅ) 결혼하니까 행복하니?

선행절 제약은 예문 ㄱ)이 우선 '-니까'가 반드시 주어가 유정물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또한 예문 ㄱ,ㄴ,ㄷ)은 각각 주어가 3인칭, 1인칭, 2인
칭을 나타낸다. 따라서 '-니까' 표현은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 
제약 역시 예문 ㄷ)이 주어가 '너'로 선․후행절이 같음에 비해, 예문 ㄴ)은 선․후행
절 주어가 각각 '나', '너'로 다르기에 주어 일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시제 제약
선행절에서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는 사용할 수 있지만,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는 사용할 수 없다. '-겠-'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
닌 추정, 또는 완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후행절에서는 예문 ㅁ, ㅂ)을 보건대 제
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니까' 표현은 시제 제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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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문 ㄱ,ㄴ,ㄷ)은 선행 품사가 각각 형용사, 명사+이다, 동사로 '-니까' 표
현은 선행 품사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후행절에서는 예문 ㄷ,ㄱ,ㅅ)이 각각 명령형과 청유형, 의문형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 예문들의 서술어는 형용사와 동사가 모두 사용되고 있
다. 따라서 '-니까'는 서술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7) -답시고

연결어미 '-답시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주체에 대한 화자의 평가절하 상황이 개입된다.
• 긍정적 부사와 공기할 수 없다
• '보고' 등에 사용될 수 없는 구어체 연결어미이다.
• 후행절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
• 부정형 '-지 말다', '-으면 안되다'는 명령이지만 제약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

하다.
•또한 본고에서는 주어 유생성 제약이나 주어 일치 제약, 서술어 제약에서 '-답

시고'와 '-랍시고'의 제약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제부터 
통사 제약이 다른 이형태가 존재하면, 이는 다른 항목으로 분리하여 다룰 것이다. 
따라서 '-답시고'는 '명사+이다' 형태가 선행하는 '-랍시고'를 다른 항목으로 보
며, '-답시고' 항목 내에서의 '-랍시고' 문장 사용은 선행 품사 제약 해소를 위한 
정보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ㄱ) 그것도 운동이랍시고 온 몸이 피곤하다(유명희, 1997:171).
ㄴ) 내일 그 가수를 보겠답시고 새벽 한 시부터 집 앞에서 기다린단다.
 ㄴ') *내일 그 가수를 보겠답시고 새벽 한 시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자.
 ㄴ'') *내일 그 가수를 보겠답시고 새벽 한 시부터 집 앞에서 기다려라.
ㄷ) 너도 좀 배웠답시고 나서는 거냐?(표준국어대사전)
ㄹ) 영미는 얼굴 좀 예쁘답시고 되게 튕긴다(유명희, 1997:171).
ㅁ) 나는 설거지를 한답시고 온 사방에 물을 튀겨 놓았다. 
ㅂ) 네 처가 내일 제사를 모신답시고 집을 또 난장판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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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절 제약은 우선 '명사+이다'가 선행하는 경우(여기서는 예문 ㄱ))를 제외하
고는 주어 유생성 제약과 주어 일치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예문 ㄴ,ㄷ,ㅁ)을 볼 
때,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답시고'는 형태상으로는 선행절에서는 
시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예문 ㄴ,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ㄴ)에서 사용되는 '-겠-'이  미래를 나타내는 것인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
지 알기가 어렵다. 후행절에서 역시 예문 ㅁ, ㅂ)을 본 결과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예문 ㅂ)이 추측인지 미래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선어말어미가 시제의 의미를 확실히 갖지 않는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에
서는 시제 제약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선행 품사의 경우 예문 ㄱ)은 선행 품사
가 '명사+이다'형이고, 예문 ㄴ,ㄷ)는 선행 품사가 동사이다. 예문 ㄹ)은 선행 품
사가 형용사이다. 따라서 '-답시고' 표현은 선행 품사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후행절 제약은 예문 ㄴ' ㄴ'')이 각각 청유형과 명령형을 사용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예문 ㄷ)은 의문형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답시고'는 예문 ㄱ)
과 같은 '명사+이다'형을 제외하고는 후행절 서술어로 형용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어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랍시고'와 '-답시고'의 제약을 구분하여 형용사
를 사용할 수 없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8) -더니

ㄱ) 온종일 날이 흐리더니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이희자 외, 2010:443). 
ㄴ) *나는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다니더니 감기에 걸렸어요(김진호 외, 

2010:19, 수정 참조).
ㄷ) *형에게 대들더니 얻어맞겠구나.(표준국어대사전 예문, 수정 참조). 
ㄹ) 성적이 괜찮은 학생이더니 결국 좋은 대학교를 갔구나. 
 ㄹ') *성적이 괜찮은 학생이더니 좋은 대학교를 갔니?
ㅁ) 동생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더니 배탈이 났다(김진호 외, 2010:19). 
ㅂ) *아버지는 열심히 운동을 하시더니 건강해져라(김진호 외, 2010:19, 수정 

참조).
ㅅ)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더니 피아노과에 들어가자(김진호 

외, 2010:19, 수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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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ㄱ)은 '날씨'라는 유정성이 없는 주어를 사용한 것이 적형 문장임을 보여준
다. 따라서 '-더니'는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예문 ㄱ)에서 확
인할 수 있다시피, '-더니' 표현은 주어 일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주어나 관련 주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또한 예문 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인칭
에는 사용할 수 없는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한다. 그와는 반대로 '-았/었/였더니'
는 2,3인칭은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더니' 표현은 예문 ㄷ)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의 사
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미래 시제의 제약이 존재48)한다. 선행절에 '-겠-'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는 앞 상황과 뒷 상황의 '대조'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가능하
다. 즉, '이유'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겠-'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어교육에서는 '-더니'와 '-았/었/였더니'를 구분해서 다른 문법 교육 내용으
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의미가 전체적으로는 같고 다만 주어 인
칭에 대한 통사적 차이만 존재하며, 전체적인 통사적 개수와는 관계가 없기에 본
고에서는 '-더니'와 '-았/었/였더니'를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선행 품사는 예문 ㄱ,ㄹ,ㅁ)에서 볼 수 있듯이 형용사, 명사+이다, 동사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더니'는 선행 품사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후행절 제약은 예문 ㅂ,ㅅ)으로 판단해 보건대 명령형 제약과 청유형 제약이 존
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문형 제약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장광군(1999:189)
은 이유를 나타내는 '-더니'는 "회상보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결 서
법은 평서문만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만약 의문형으로 문장을 끝내게 된다면 
화자의 관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장을 구성하게 되므로, 이유의 기능을 하
는 '-더니'의 의미적 영역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더니'는 
의문형을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는 예문 ㄹ')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 제시한 모든 예문을 볼 때, '-더니' 표현은 서술어에 동사
만 가능한 제약이 존재한다. '-았/었/였더니'는 후행절 서술어에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더니' 자체로는 사용할 수 없다. 

48)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인 '-았-'은 사용 가능하나, '-더니'와는 다른 통사적 제약 및 의
미적 차이를 갖는다. '-았/었/였더니'는 화자의 경험을 이유로 하며, 주어가 1인칭만 가능
하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반면 '-더니'는 화자의 관찰을 이유로 하며, 주어는 2,3인칭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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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라니까

'-라니까'는 '-ㄴ다니까'와는 다른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다른 두 표현으로 파악하여 제시한다. 따라서 각종 제약은 '-라니까' 표현에만 
해당하는 것을 파악하여 제시하겠다. 

ㄱ) 아침이 식빵이라니까 모두가 울상을 지었다.
 ㄱ') 아침이 식빵이라니까 우리 모두 울상을 짓자.
 ㄱ'') 아침이 식빵이라니까 너희는 울상을 지어라.
ㄴ) 내가 새로운 선생님이라니까 놀랐니?
ㄷ) 네가 승진이라니까 내 맘이 다 즐겁다.
 ㄷ') *네가 승진이라니까 네가 다 즐거운가보다.
ㄹ) *이것이 문제의 답이라니까 모두가 감탄하겠다.

선행절 제약인 주어 유생성 제약은 예문 ㄱ)는 주어가 '아침 식사'로 유정성을 
갖지 않기에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 ㄱ,ㄴ,ㄷ)는 각각 3인칭, 2인칭, 1인칭
의 주어를 갖는다. 따라서 '-라니까'는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라니까'는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는 제약이 있다. 예문 ㄷ')는 이를 어김으
로써 비문을 생성한다. 

'-라니까'는 선행절에서는 시제 관련 선어말어미를 사용할 수 없으며, 후행절에
서는 과거 시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는 사용할 수 없는 제약
이 존재한다. 선행 품사에는 '-이다/아니다'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ㄴ/
는다고, -다고'와는 다른 통사적 특징을 가지므로 선행 품사 제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후행절 제약은 예문 ㄱ'', ㄱ')를 볼 때 명령형 제약과 청유형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 ㄴ)은 '-라니까'가 의문형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서술어 제약은 동사 '짓다'와 형용사 '즐겁다'가 서술
어로 사용된 것을 보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0) -므로

'-므로'는 주로 문어체, 격식체에 사용한다(김진호 외,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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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겨울 날씨는 건조하므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ㄱ') 겨울 날씨는 건조하므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라.
 ㄱ'') 겨울 날씨는 건조하므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자.
 ㄱ''') *겨울 날씨는 건조하므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니?
ㄴ) 너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
ㄷ) 우리는 친구였으므로 서로를 깊이 신뢰했다.
 ㄷ') 우리는 친구이므로 서로를 깊이 신뢰하자.
 ㄷ'') 너희는 친구이므로 서로를 깊이 신뢰해라.
 ㄷ''') *너희는 친구이므로 서로를 깊이 신뢰하니?
ㄹ) 내일은 비가 오겠으므로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ㅁ) 지금은 부재중이므로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ㅂ) 그래도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으므로 행복합니다.

'-므로'는 선행절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우선 예문 ㄱ)의 주어는 
'겨울 날씨'로 유정성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므로' 표현은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 인칭 제약 역시 예문 ㄱ,ㄴ,ㄷ)이 각각 주어가 3,2,1인칭을 
나타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 일치 제약은 예문 ㄱ,ㄱ',ㄱ'')를 볼 때, 선행절 
주어 '겨울 날씨'와 후행절 주어로 올 수 있는 '너, 나, 우리, 그'등의 주어가 일치
하지 않는 것을 보아 주어 일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예문 ㄴ,ㄷ)을 볼 
때 과거 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미래 시제는 예문 ㄹ)을 볼 때 가능한 것
으로 생각된다. 후행절은 예문 ㄷ)을 볼 때 과거 시제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고, 
예문 ㅁ)을 볼 때 미래 시제 역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므로' 는 시제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품사 제약은 예문 ㄱ,ㄴ,ㄷ)은 선행 
품사가 각각 형용사, 명사, 동사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므로'의 후행절 제약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2005:711)과 김진호 외
(2010:15-16), 오경진(2003:387)에서 '-므로'는 명령형과 청유형 제약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예문 ㄱ',ㄱ'')를 보면 거부감 없이 명령형과 청유형이 쓰임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지혜(2010:203)는 '-므로'의 격식성이 일반적 발화에 사용되는 
명령형과 청유형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공장소 안내문, 공익광고 문구 등은 격식적임에도 명령형과 청유형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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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제약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므로'의 명령형, 청
유형 사용은 완벽하게 적형인 문장인지의 여부를 아직까지는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예문 ㄱ''',ㄷ''')에서 볼 수 있듯이 '-므로' 표현은 의문형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는 후행절의 내용이 결과를 나타내기(김진호 외, 2010:15) 때문에 결과가 확정되
지 않은 것을 질문하는 형태인 의문문은 의미상 성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서술어 제약은 예문 ㅂ)에서 서술어로 형용사를 사용하고, 그 외에
는 모두 동사를 사용하므로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아/어/여서

ㄱ)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표준국어대사전, '-아서3' 예문).
ㄴ) 네가 집을 나가서 엄마가 걱정하신다(이희자 외, 2006:356, 수정 참조).
ㄷ) 저는 지금 아이를 가져서 몸이 무겁습니다(장광군, 1999:197, 수정 참조).
ㄹ) *비가 왔어서 학교에 못 갔어요.
ㅁ) *오후에 비가 오겠어서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ㅂ) *영화가 정말 재미있어서 꼭 보세요.
ㅅ) *배가 고파서 밥을 먹자.
ㅇ)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난 거예요?

'-아/어/여서' 표현은 예문 ㄱ)이 무정물 주어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이 예문 ㄱ,ㄴ,ㄷ)
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주어에 1,2,3인칭 모두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주어 일치 제약에 대해서는 이익섭․채완(1999:397)의 논의를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익섭․채완(1999:397)에서는 '-어서'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한다. 

•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가 다르다.
예문 ㄱ)을 보면 일견 맞는 명제처럼 보이나, ㄷ)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 선행절 서술어49)가 형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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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는 선행절의 서술어가 동사라 하더라도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르
면 '이유'의 의미가 성립될 수 있다(김지혜, 2010:142). 예문 ㄱ,ㄴ)이 이에 해당
하고, 심지어 예문 ㄷ)은 선행절 서술어가 동사임에도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은 것
을 보아 절대적 제약은 아니고,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 같다. 

• 선행절이 부정문이다. 
 위 예문들을 보아 이는 문장 형성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개

별 문장에 해당되는 예시인 것 같다. 

이를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은 선행 품사가 형용사인 
경우 주어는 동일하다. 그러나 선행 품사가 동사인 경우 '이유'의 표현을 나타내고 
싶다면 선․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 따라서 '-아/어/여서'의 주어 일치 제약은 
특정한 경우(동사가 선행 품사)일 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수의적인 제약을 갖는
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제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어/여서' 표현은 선행절
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와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존재
한다. 이는 예문 ㄹ,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후행절은 언급할만한 시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행 품사 제약은 분류의 문제 때문에 복잡한 논의를 반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어/여' 어미는 기본적으로 용언 활용형 어미이나, 용언으로 
제약을 한정할 경우 '-이다'를 용언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다'
를 조사로 파악하는 학교문법의 입장을 따르자면 '-아/어/여서' 앞에 용언 이외의 
것이 붙기 때문에 선행 품사 제약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다'
를 용언으로 파악한다면 용언만 가능한 선행 품사 제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다'를 조사라고 보는 학교문법의 관점을 따르고 있으므로 
'-아/어/여서'의 선행 품사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아/
어/여서' 표현은 선행 품사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후행절 제약은 예문 ㅂ,ㅅ)에 따라 명령형 제약과 청유형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예문 ㅇ)은 의문형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문형 제약이 존재하

49) 본고에서는 '⑤선행 품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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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예문을 볼 때, 서술어에 동사나 형용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아 서술어 제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12) -(이)라(서)

'-(이)라(서)' 표현은 '-아서'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나 더 친숙하고 일상적 상
황, 특히 구어에서 자주 쓴다.

ㄱ) 이 제품은 전시제품이라 판매할 수 없어요.
ㄴ) 저는 요즘 방학이라서 별로 바쁘지 않아요(이희자 외, 2006:271 수정 참

조).
ㄷ) 네가 학생이라서 할인을 받았나보다.
ㄹ) *우리 집은 아파트라서 쉽게 찾자.
ㅁ) *너희 집에서 보내준 것이라서 잘 먹어라.

‘-(이)라(서)’ 표현은 주어 관련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예문 ㄱ)을 보면, 
주어가 '이 제품'이기 때문에 주어가 유정물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라(서)’는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 예문 
ㄴ)은 주어가 1인칭인 경우를 나타내고, 예문 ㄷ)에서는 2인칭 주어가 가능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 ㄱ)은 3인칭 주어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어 일치 제약은 예문 ㄱ)을 통해 파
악한 결과, '이 제품은 전시제품이라 (제가) 판매할 수 없어요'와 같이 주어가 일
치되지 않아도 문장 구성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머지 선행절 제약은 제약이 존재한다. 시제 제약은 선행절의 경우 품
사가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선행 시제 제약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나 후행절에 
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 사용이 불가한 
시제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이)라(서)’는 선행 품사에 ‘이다, 아니다’만 가능한 
제약이 존재한다. 

 후행절 제약은 예문 ㅁ)을 볼 때, 명령형을 사용하면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을 
보아 ‘-(이)라(서)’ 표현은 명령형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예문 
ㄹ)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이)라(서)’ 표현은 청유형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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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의 연결
어미  

통사적 제약 합
계선행절 후행절

주어
유생성 

주어
인칭

주어
일치

시
제

선행
품사

명 령
형 

청 유
형 

의 문
형 

서 술
어

1 -기에 x x △ o x o o o x 4.5
2 -길래 x o x o x o o o o 6
3 -ㄴ다고1 x x x x x o o x x 2
4 -ㄴ다니까 x x o x x x x x x 1
5 -느라고 o x o o o o o x x 6
6 -니까 x x x o x x x x x 1
7 -답시고 o x o x x o o x o 5
8 -더니 x o x o x o o o o 6
9 -라니까 x x o ㅇ ㅇ x x x x 3
10 -므로 x x x x x △ △ o x 2
11 -아/어/여

서
x x △ o x o o x x 3.5

12 - ( 이 ) 라
(서)

x x x o o o o x x 4

표 7 이유 연결어미의 통사적 제약의 수

나머지 의문형 제약이나 서술어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결어미의 모든 제약들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제약 표시(o:있음 x: 없음  △: 수의적)50)

3.2.2 연결 표현

1) -고 해서

'-고 해서' 표현은 언급한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언급한 이
유를 우선적으로 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희자 외, 2010:88)이다.

ㄱ) 운동화가 값도 싸고 해서 한 켤레 사 봤어요.

50) 제약의 표시는 O, X, △로 나타내는데,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O: 제약이 있다. 
X: 제약이 없다. 
△: 상황에 따라 제약이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1/2개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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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번에는 명절이고 해서 넉넉히 넣었어요.
 ㄴ')*이번에는 명절이고 해서 넉넉히 넣자.
 ㄴ'')*이번에는 명절이고 해서 넉넉히 넣어라.
 ㄴ''')*이번에는 명절이고 해서 넉넉히 넣었니?
ㄷ) 저녁도 먹었고 해서 후식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ㄹ) 추석 당일에는 차도 밀리겠고 해서 새벽에 출발하려고요.
 ㄹ') 추석 당일에는 차도 밀렸고 해서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ㅁ) 시험 준비도 해야 하고 해서 내일 새벽에 출발하겠어요.
ㅂ) 너는 지병도 있고 해서 무리하면 안 돼.

예문 ㄱ)의 주어는 무생물인 '운동화'이다. 따라서 '-고 해서'는 주어 유생성 제
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문 ㄱ,ㄷ,ㅂ)의 주어는 각각 3인칭, 1인칭, 2인칭
이므로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예문 ㄱ)을 볼 때 선행절 주어는 
운동화, 후행절 주어는 '나'이기 때문에 주어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고 해서' 
는 주어 일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해서'는 선행절의 경우 예문 ㄹ,ㄹ')를 통해 본 결과 시제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후행절의 경우에는 예문 ㄱ,ㄴ,ㄹ')를 보았을 때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는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문 ㅁ)은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가 의지
를 나타내는 것인지 시간상 미래를 나타내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래의 
의미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제 제약은 없는 것으로 결정한
다. 

또한 '-고 해서'는 예문 ㄱ,ㄴ,ㄷ)가 선행 품사를 형용사, 명사+이다, 동사를 갖
는 것을 볼 때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후행절 제약인 명령형, 청유형 제약은 각각 예문 ㄴ'',ㄴ')을 통해 제약이 존재함
을 보여준다. 또한 '-고 해서'는 예문 ㄴ''')을 볼 때, 문장의 어색함으로 인해 의
문형을 만들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문 ㄷ, ㄹ')는 서술어
가 형용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이기 때문에 서술어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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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유를 제시할 때 사용하며, 격식적인 상황에서 '-니까'를 
대치하여 사용된다. 

ㄱ)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꾸몄습니다.
ㄴ) 너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ㄴ') *너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지 마라.
 ㄴ'') *너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지 말자.
 ㄴ''') *너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니?
ㄷ) 간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젖어 있는 것이란다.
 ㄷ') *내일 비가 오겠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할 것 같아요.
 ㄷ'') 간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젖어 있었다. 
 ㄷ''') 내일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겠어요.
ㄹ) 네가 전과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는 거야.
ㅁ) 나는 직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 

 '-기 때문에'의 주어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 ㄷ)은 '비'가 유정물이 아니
기 때문에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고, 예문 ㄱ,ㄴ,ㄷ)은 1,2,3인칭 모두가 
가능한 것을 보아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문 ㄹ)은 
선․후행절의 주어가 각각 '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 주어 일
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기 때문에'는 시제 제약이 존재하는데, 선행절에서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사
용이 가능하나,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의 사용은 불가하다. 후행절에서는 예문 ㄷ'',
ㄷ''')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와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모두를 사
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 때문에'는 선행절에서의 미래 시제 제약이 존재한다.

예문 ㄱ,ㄴ,ㄹ)은 각각 선행 품사가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형태이다. 따라서 
'-기 때문에'는 선행 품사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후행절 제약에는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예문 ㄴ', ㄴ'')
를 보면 '-기 때문에'와 명령형, 청유형이 공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
문 ㄴ''')를 통해 '-기 때문에'는 의문형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술
어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데, 예문 ㄱ)과 예문 ㅁ)은 각각 서술어가 동사와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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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기 때문에' 표현은 서술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3) -ㄴ 탓에

  '-ㄴ 탓에'는 후행절이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ㄱ) 네가 준비해 놓은 음식을 다 먹은 탓에 먹을 것이 없다. 
ㄴ) 내가 네 친구인 탓에 이 고생을 한다.
ㄷ) 날씨가 덥고 습한 탓에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높다(김진호 외, 2010:28).
ㄹ) *정신이 없었는 탓에 휴대 전화를 집에 놓고 왔다.
 ㄹ') *정신이 없겠는 탓에 내일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ㅁ) 대기자가 밀려있는 탓에 당신은 내일도 지원할 수 없겠네요? 
ㅂ) *우리가 가난한 탓에 억울함을 겪자.
 ㅂ') *너는 가난한 탓에 억울함을 겪어라.

 '-ㄴ 탓에'는 주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 ㄷ)는 주어가 유정물이 아니
기 때문에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문 ㄱ,ㄴ,ㄷ)은 각각 2인칭, 1
인칭, 3인칭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예문 
ㄱ)은 선행절 주어가 '너', 후행절 주어가 '사람들이, 내가, 우리가' 등으로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문 ㄴ)은 선․후행절 주어가 모두 '나'로 일치한다. 따라
서 '-ㄴ 탓에'는 주어 일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시제는 선행절에는 과거 선어말어미 ‘-었-’과 미래 선어말어미 '-겠-' 모두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는 예문 ㄹ,ㄹ')을 보면 알 수 있다. 후행절에
서는 과거 시제는 사용할 수 있으나(예문 ㄱ)), 미래 시제는 사용이 가능한 것처
럼 보인다(예문 ㅁ).

선행절의 마지막 제약인 선행 품사 제약은 예문 ㄱ,ㄴ,ㄷ)을 볼 때, '-ㄴ 탓에' 
표현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행절 제약은 예문 ㅂ', ㅂ)에서 볼 수 있듯, 명령형 제약과 청유형 제약이 존
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문 ㅁ)은 의문형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모
든 예문들의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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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4) -ㄴ 결과

ㄱ) 저는 열심히 운동한 결과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ㄴ) 네가 성실히 일한 결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ㄴ') *네가 성실히 일한 결과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ㄴ'') *네가 성실히 일했는 결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ㄴ''') *네가 성실히 일하겠는 결과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ㄷ) 지난 주 황사가 불어닥친 결과 전국의 안과가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ㄷ') *지난 주 황사가 불어닥친 결과 전국의 안과가 환자들로 북적이자.
 ㄷ'') *지난 주 황사가 불어닥친 결과 전국의 안과가 환자들로 북적여라.
 ㄷ''') *지난 주 황사가 불어닥친 결과 전국의 안과가 환자들로 북적이니?
ㄹ) *어제 비가 온 결과 오늘 서울의 하늘이 맑다.
ㅁ) *날씨가 맑은 결과 소풍이 재미있었다. 

'-ㄴ 결과'는 주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예문 ㄷ)은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문 ㄱ,ㄴ,ㄷ)은 각각 주어가 1인칭, 2인
칭, 3인칭으로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예문 ㄱ)의 선․후행절 
주어는 '저'로 동일한데 반해 예문 ㄷ)은 '황사'와 '안과'로 동일하지 않기에 '-ㄴ 
결과'는 주어 일치 제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ㄴ 결과'는 후행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미래 및 과거 선어말어미인 '-겠-, -었-'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예문 ㅁ)은 '-ㄴ 결과' 표현이 선행 품사가 동사만 가능한 제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후행절에는 모든 종류의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예문 ㄷ'',ㄷ')를 볼 때 '-ㄴ 결
과' 는 명령형과 청유형 제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예문 ㄷ''')는 의문형 제
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예문 ㄹ)은 서술어 때문에 비문이 형
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ㄴ 결과'는 서술어에 동사를 써야 하는 제약이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5) -ㄴ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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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나는 아버지가 부자인 덕분에 일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ㄱ') *우리는 아버지가 부자인 덕분에 일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자.
 ㄱ'') *너는 아버지가 부자인 덕분에 일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아라.
 ㄱ''') 너는 아버지가 부자인 덕분에 일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ㄴ) 과거의 몰락이 관광 도시를 만들고 관광 도시가 된 덕분에 과거는 더욱 완

고하게 보존된다(세종말뭉치 수정 참조).
ㄷ) 네가 도와준 덕분에 일이 잘 처리되었다.
 ㄷ') 네가 도와준 덕분에 내년 일이 잘 처리되겠다. 
ㄹ) 정화는 태생이 부유한 덕분에 자라는 내내 모자란 것 없이 풍족했다. 

'-ㄴ 덕분에'는 주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 ㄴ)의 선행절 주어가 '관광 
도시'인 것을 보아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문 ㄱ,ㄴ,ㄷ)을 보면 각 
선행절 주어의 인칭이 1인칭, 3인칭, 2인칭으로 주어 인칭 제약 역시 존재하지 않
는다. 예문 ㄱ)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고, 예문 ㄷ)은 선행절 주어가 '너', 
후행절 주어가 '일'로 주어가 다르다. 따라서 주어 일치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ㄴ 덕분에'는 선행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 사용이 불가하다. 후행절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와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문 ㄱ,ㄷ,ㄹ)은 각각 선행 품사가 명사, 동사, 형용사로 '-ㄴ 덕분
에' 표현은 선행 품사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후행절 제약에는 예문 ㄱ'',ㄱ')가 어색한 문장인 것으로 보아 명령형 제약 및 청
유형 제약이 있다. 그러나 예문 ㄱ''')는 의문형 제약이 없음을 보여주고, 예문 ㄹ)
은 서술어에 형용사를 사용하고 나머지 예문들은 동사를 사용하므로 서술어 제약
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는 바람에

 '-는  바람에' 는 선행절에 동사만 올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형태는 '-는'으
로 고정된다. 또한 의미적으로는 선․후행절 내용이 모두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선․
후행절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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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눈이 오는 바람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했다.
 ㄱ') *눈이 왔는 바람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했다.
 ㄱ'') *눈이 오겠는 바람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할 것 같다. 
ㄴ) 내가 잠을 자는 바람에 그 장면을 못 봤어.
 ㄴ') *우리 잠을 자는 바람에 그 장면을 못 보자.
 ㄴ'') *네가 잠을 자는 바람에 그 장면을 못 보아라.
 ㄴ''') *내가 잠을 자는 바람에 그 장면을 못 볼까?
ㄷ) 네가 지갑을 두고 오는 바람에 입장 시간에 조금 늦겠다. 
ㄹ) * 내가 학생인 바람에 돈이 없어요.
ㅁ) * 옷이 너무 비싼 바람에 사지 못했어요. 

 '-는  바람에'는 주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 ㄱ)은 주어가 무정물인 '
눈'이기에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문 ㄱ,ㄴ,ㄷ)는 각각 3,1,2인칭
을 나타내므로 주어 인칭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예문 ㄱ)에서 선행절 주
어 '눈'과 후행절 주어 '비행기'가 각기 다른 것으로 보아 '-는  바람에'는 주어 일
치 제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는 바람에'는 선행절에 미래 및 과거 선어말어미인 '-겠-, -었-'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존재한다(예문 ㄱ',ㄱ'') 참조). 그러나 후행절에서는 이와 같은 제
약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다(예문 ㄱ, ㄷ) 참조).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는  바람에'는 선행절에 동사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예문 ㄹ,ㅁ)은 각각 선행 품사가 명사 및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들은 비문을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후행절 제약은 예문 ㄴ'',ㄴ')를 보았을 때, 명령형 제약과 청유형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 ㄴ''')는 '-는 바람에' 표현이 의문형 제약이 있음을 나타낸
다. 마지막으로 예문 ㄴ,ㄷ)이 비문이 아닌 것을 볼 때, '-는 바람에' 표현은 서술
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7) -는 통에

 '-는 통에'는 선행절이 부정적이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일 때 사용한다. 또한 후
행절은 사건이 완료된 상태이거나, 혹은 완료되지 않더라도 화자의 판단상 완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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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라 생각되는 상태를 뜻한다. 

ㄱ) 내가 오늘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 통에 정신이 없었어.
ㄴ) 윤 초시는 하 반가운 통에, 하마터면 색시 손을 덥석 잡을 뻔하였다≪박태

원, 윤 초시의 상경≫(표준국어대사전).
ㄷ) 네가 형제와 유산을 두고 싸우는 통에 모두가 혀를 찼다. 
 ㄷ') *네가 형제와 유산을 두고 싸웠는 통에 모두가 혀를 찼다. 
 ㄷ'') *네가 형제와 유산을 두고 싸우는 통에 모두가 혀를 차겠다. 
ㄹ) 벼락이 심하게 치는 통에 무서워서 혼났다. 
 ㄹ') *벼락이 심하게 치는 통에 무서워서 혼나자.
 ㄹ'') *벼락이 심하게 치는 통에 무서워서 혼나라.
 ㄹ''') *벼락이 심하게 치는 통에 무서워서 혼났니?
ㅁ) 쉬지도 못하고 뛰어 다니는 통에 하늘이 노랗다. 

 '-는 통에'는 주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 ㄹ)을 볼 때, 주어 유생성 제
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문 ㄱ,ㄴ,ㄷ)에서는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문 ㄴ,ㄷ)을 보면 선․후행절 주어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아도 문장은 적형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어 일치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는 통에'는 선행절에 과거와 미래 시제 모두를 사용할 수 없다. 후행절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미래 시제는 시제 제약(예문 ㄷ'')이 존재한
다. 

'-는 통에'의 선행 품사 제약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는 통에' 표현
은 선행 품사가 동사만 가능하다고 한다(김진호 외, 2010:42). 그러나 예문 ㄴ)에
서 볼 수 있듯이 '반갑다'와 같은 형용사가 선행 품사로도 쓰이는 것을 보아 선행 
품사 제약은 동사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사+이다'형태
는 선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동사와 형용사만이 선행 품사로 올 수 있는 제약
이 있는 듯하다. 

후행절 제약은 예문 ㄹ'', ㄹ, ㄹ''')을 볼 때 명령형 제약과 청유형 제약, 의문형 
제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문 ㄱ,ㅁ)은 서술어가 형용사이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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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어가 동사인 까닭에 '-는 통에' 표현은 서술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8)-아/어/여 가지고

'-아/어/여 가지고' 표현은 '-아서' 의미를 강조하며, 구어체로 사용되는 표현이
다. 예시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ㄱ) 내가 오늘은 바빠 가지고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ㄱ') *내가 오늘은 바빴어 가지고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ㄱ'') *내가 내일은 바쁘겠어 가지고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ㄴ) 그때 네가 나를 욕해 가지고 나도 순간 욱했어.
ㄷ) 내일부터는 날씨가 추워 가지고 난방 기기를 가동하겠습니다.
 ㄷ') *내일부터는 날씨가 추워 가지고 난방 기기를 가동하자.
 ㄷ'') *내일부터는 날씨가 추워 가지고 난방 기기를 가동해라.
 ㄷ''') 내일부터는 날씨가 추워 가지고 난방 기기를 가동하겠지?
ㄹ) 사랑하던 남자가 그 지경이 되어 가지고 가슴이 아프니?
ㅁ) 이 코트는 원래 50만 원이었는데 세일해서 30만 원이어 가지고 냉큼 사 왔

지.

'-아/어/여 가지고' 표현은 주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 ㄷ)은 '날씨'가 
선행절의 주어이나, 예문 ㄴ,ㄷ)는 그렇지 않으므로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예문 ㄱ,ㄴ,ㄷ)은 주어가 각각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문 ㄱ)은 선․후행절 주어가 같고, 예문 ㄴ)은 주
어가 같지 않으므로 주어 일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어/여 가지고' 표현은 선행절에 과거 선어말어미 ‘-었-’, 미래 선어말어미 
‘-겠-’ 사용이 불가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예문 ㄱ', ㄱ''). 후행절에는 과거 선어
말어미, 미래 선어말어미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아/어/여 가지고' 표현은 선행 품사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 ㄴ,ㄷ,
ㅁ)을 보면 각각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
써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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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절 제약은 예문 ㄷ'', ㄷ)를 볼 때, 명령형 제약과 청유형 제약이 있다. 그러
나 예문 ㄷ''')와 예문 ㄹ)을 볼 때, 의문형 제약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 ㄹ,ㅁ)은 서술어가 각각 형용사, 동사로 '-아/어/여 가지고' 표현은 서술
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9) -아/어/여서 그런지

김지혜(2010:187)에 따르면 '-아/어/여서 그런지' 표현은 선행절 상태, 혹은 행
위가 후행절 결과를 확신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ㄱ)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쌀쌀하네.
ㄴ) 내가 화를 내서 그런지 태호가 조용히 일만 하네요(김지혜, 2010:186).
ㄷ) 너는 대가리 속에도 빠다만 잔뜩 들어서 그런지 나하곤 언어가 전혀 안 통

하네(세종말뭉치 수정 발췌).
ㄹ) 다이얼이 오래 되어서 그런지 약간의 조작 끝에 손쉽게 풀렸습니다(세종말

뭉치 수정 발췌).
ㅁ) *이 옷이 작아서 그런지 입을래요?(김지혜, 2010:185)
ㅂ)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1등 해라(김지혜, 2010:185).
ㅅ) 뭐가 못마땅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지 알게 뭐야?

'-아/어/여서 그런지'는 주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 ㄱ)을 볼 때 주어가 
'비'이므로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문 ㄱ,ㄴ,ㄷ)은 각각 주어의 인
칭이 다르기 때문에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 예문들의 주어는 
선․후행절이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모두 구성 가능하다. 따라서 '-아/어
/여서 그런지' 표현은 주어 일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아/어/여서 그런지' 표현은 선행절에 과거 선어말어미 ‘-었-’, 미래 선어
말어미 ‘-겠-’ 사용이 불가한 시제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후행절의 경우 김지혜
(2010:187)에서 "후행절 결과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이어야 자연스럽다"라
고 언급한 바와 같이 후행절에는 '-겠-'의 사용이 어색하다. '

마지막으로 '-아/어/여서 그런지' 표현은 선행하는 단어의 품사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아/어/여'형 어미 결합 표현들이 모두 갖는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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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절 제약은 예문 ㅂ,ㅁ)을 볼 때, 명령형 제약과 청유형 제약이 존재한다. 그
러나 예문 ㅅ)은 '-아/어/여서 그런지' 표현이 의문형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
여준다. 마지막으로 예문 ㄱ)과 ㄴ,ㄷ,ㄹ)을 보면, 서술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아/어/여서인지

ㄱ) 네가 와서인지 마음이 놓인다.
 ㄱ') *네가 왔어서인지 마음이 놓인다.
 ㄱ'') *네가 오겠어서인지 마음이 놓인다.
ㄴ) 아이들이 즐거워서인지 집에 가자고 조르지 않는다. 
ㄷ) 맑은 날이어서인지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많다.
 ㄷ') 맑은 날이어서인지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ㄷ'') ?맑은 날이었어서인지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ㄷ''') *맑은 날이어서인지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많겠다.
ㄹ) 내가 취직한 날이어서인지 모두가 아름다워 보인다. 
ㅁ) 운동을 끝낸 직후여서인지 밥을 잘 먹었다. 
 ㅁ') *운동을 끝낸 직후여서인지 밥을 잘 먹자.
 ㅁ'') *운동을 끝낸 직후여서인지 밥을 잘 먹어라.
 ㅁ''') *운동을 끝낸 직후여서인지 밥을 잘 먹니?

 '-아/어/여서인지' 는 주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선 예문 ㄷ)과 같은 경
우에는 주어가 '맑은 날'로 유생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문 ㄱ,ㄴ,ㄹ)는 각각 2인칭, 3인칭, 1인칭이 주어인 문
장을 나타내므로,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예문 ㄱ)은 선행절 주
어인 '네'가 와서 후행절 주어인 '내 마음'이 놓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아/어/
여서인지' 표현은 주어 일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어/여서인지' 표현은 선행절에서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의 사용이 불가한 시제 제약이 존재51)한다. 후행절에서는 
51) 그러나 예문 ㄷ'')는 적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므로 추후에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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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의 사용은 가능하나,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의 
사용은 불가하다. 

또한 예문 ㄱ,ㄴ,ㄷ)를 볼 때, '-아/어/여서인지' 표현은 선행 품사 제약이 존재
하지 않는다.

후행절 제약은 예문 ㅁ'',ㅁ'.ㅁ''')를 볼 때, 명령형 제약, 청유형 제약, 의문형 제
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술어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데, 예문 ㄷ)처럼 
서술어가 형용사인 것도 있고, 예문 ㅁ)처럼 서술어가 동사인 것도 있기 때문이다.

11) -(으)로 인해

ㄱ) 나로 인해 고통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는 유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괴로
움은 어디에도 비길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세종말뭉치 추출).

ㄴ) 너는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
 ㄴ') 너는 어떤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었니?
 ㄴ'')*너는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어라.
ㄷ) 그들은 전문성을 위한 자기계발에 투자할 시간을 업무환경으로 인해 자신할 

수가 없다고 했다(세종말뭉치 추출 내용 수정).
ㄹ) 내일은 중국에서 내려온 대륙성 고기압으로 인해 오늘보다 날씨가 추워지겠

습니다.
ㅁ) 때 아닌 겨울비로 인해 날씨가 쌀쌀하다. 
ㅂ) 우리는 태풍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ㅂ')*우리는 태풍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자.

'-(으)로  인해'는 주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 ㄱ,ㄴ,ㄷ)은 주어가 유정
물이고, 예문 ㄹ)은 주어가 무정물이기 때문에 표현은 주어 유생성 제약이 존재하
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문 ㄱ)은 '(나는) 네가 나로 인해…'로 시작하기 때문에 1
인칭 주어 사용이 가능하다. 예문 ㄴ)는 2인칭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예문 ㄷ)은 
3인칭 주어 사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으)로  인해' 표현은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예문 ㄹ)으로 볼 때, 주어 일치 제약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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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의 
연결 표현  

통사적 제약 합
계선행절 후행절

주어
유생성 

주어
인칭

주어
일치

시
제

선행
품사

명 령
형 

청 유
형 

의 문
형 

서 술
어

1 -고 해서 x x x x x o o o x 3
2 -기 때문

에
x x x o x o o o x 4

3 -ㄴ 탓에 x x x o x o o x x 3
4 -ㄴ 결과 x x x o o o o o o 6
5 -ㄴ 덕분

에
x x x o x o o x x 3

6 -는 바람
에

x x x o o o o o x 5

7 -는 통에 x x x o o o o o x 5
8 -아/어/여  

가지고
x x x　 o x　 o o 　x x 3

9 -아/어/여
서 그런지

x x 　x o x o o x x 3

10 -아/어/여
서인지

x 　x x o 　x o o o　 x 4

11 - ( 으 ) 로  
인해

x 　x x x o o o x x 3

표 8 이유 표현별 통사적 제약

시제 제약은, 선행절의 경우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행절의 
경우는 예문 ㄴ,ㄹ)을 볼 때 시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품사 제약에서는 '-(으)로  인해' 결합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만 붙을 수 있다. 따라서 조사 
결합형인 '-(으)로  인해' 표현은 선행하는 품사가 반드시 명사여야만 하는 것이
고, 따라서 선행 품사가 명사만 가능한 제약이 존재한다.

후행절 제약에서는 예문 ㄴ'', ㅂ')로 판단해 보건대, 명령형 제약 및 청유형 제
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예문 ㄴ')로 판단한 결과, 의문형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서술어는 주로 동사가 사용되는 것 같으나, 예문 ㅁ)에서 볼 수 있듯, 특정 
품사로 서술어가 제약되지는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약 표시(o:있음 x: 없음  △: 수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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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출 빈도

노출 빈도는 주로 고급 학습자들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입력들을 뜻하는데,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의 입력 빈도는 일반적으로 교재에서의 빈도를 
측정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이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한국에서 학부 이상 재
학 중인 자들이다. 피험자 중에는 어학원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자들이 피험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현대 한국인들
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빈도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52). 또한 피험
자들 대부분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운 경우가 많아53), 국내 한국어교육 프로그
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수강하기보다는 한두 단계 정도만 짧게 수강하
거나, 아예 수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들의 한국어수업을 대부분 담당
하고 있는 것은 교재가 정해지지 않은 대학(학부, 대학원)의 교양이나 전공 수업
이었다. 따라서 입력 빈도는 어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
이 속한 집단, 공부하는 장르, 연령별 언어 사용의 스타일 등에 따라, 빈도수가 달
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입력 빈도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어 빈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한국인들의 실제 사용 빈
도를 조사한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는 비교적 많은 현대 한국어를 모아 놓은 말뭉치이
기 때문에 이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출 빈도의 추출에는 '21세기 세종계획'의 '한마루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첫째로 세종 말뭉치의 '한마루 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각 이유 표현의 문․ 구어 말뭉치 빈도를 검색하여 추출한다. 각 이유 표현을 검
색할 수 있는 방법은, 이들 각각을 불러올 수 있는 검색식을 입력하여 전체 검색 
값을 추출하는 것이다. 검색식 입력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52) 그러나 피험자들이 노출되는 집단을 정밀하게 설정할 수는 없었다.
53) 즉, 자국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온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교재는 대체로 자

국어로 쓰여진 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마다 입력 내용이나 형태가 다른 경우가 많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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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표현 구어 말뭉치 빈도 문어 말뭉치 빈도 합계
1 -아/어/여서 1589 21813 23,402
2 -ㄴ다고1 483 9291 9,774
3 -기 때문에 505 8561 9,066
4 -더니 527 3954 4,481
5 -니까 197 3330 3,527
6 -므로 8 2739 2,747
7 -고 해서 16 1469 1,485
8 -로 인해 6 1042 1,048
9 -는 바람에 15 785 800
10 -느라고 29 615 644
11 -ㄴ 결과 2 624 626
12 -(이)라(서) 122 471 593
13 -아/어/여 가지고 166 288 454
14 -길래 57 119 176
15 -ㄴ다니까 24 67 91
16 -는 통에 1 87 88
17 -라니까 13 71 84

명사로 끝나는 구 조사로 끝나는 구 연결어미 결합형 명사 검색 
가능 형태

#[?,?,ㄴ]/ETM 결과
#기/ETN 때문*
#[?,?,ㄴ]/ETM 덕분*
#[?,?,ㄴ]/ETM 통*
#[?,?,ㄴ]/ETM 탓*

#아/어/여서/EC #[?,?,
ㄴ]지/EC

어절 검색→
인해 

#연결어미/EC
 ①연결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의 검색식 입력

    
② 연결 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검색

 이 추출 값을 txt파일로 저장,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본고에
서 지정한 이유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직접 골라 파악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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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어/여서 그런지 1 75 76
19 -ㄴ 덕분에 0 65 65
20 -기에 5 58 63
21 -ㄴ 탓에 0 39 39
22 -아/어/여서인지 0 2 2
23 -답시고 0 1 1
표 9 세종 말뭉치에서 추출한 이유 표현의 빈도

그러나 말뭉치를 통한 빈도의 추출은 한계가 있다. 발화가 일어나는 장르와 대
화 참여자 등이 다양하지만, 말뭉치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조남호 외
(2002)에서 빈도수 14개로 연결어미 158개 중 122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음에도 말뭉치에서는 '-답시고'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말뭉
치의 자료가 되는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원시 말뭉치는 63,632,472어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어절의 원 출처는 신문, 
잡지, 책, 전자 출판, 화면 있는/없는 방송, 기타 녹음, 비 출판물, 희곡, 구어 등의 
매체에서 다루어진 한국어54)이다. 그러나 언중의 발화 상황과 장르의 전체 목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말뭉치 추출 목록이 전체 목록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분야의 말뭉치를 추출
하여 세밀한 분류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언중의 언어를 대표성을 
확보하여 담은 말뭉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종 말뭉치는 현재까지로서
는 축적된 말뭉치 중 가장 대중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축적하였으므로 
그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위의 빈도 결과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분석의 방법

본 절에서는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반응 시간 시간으로 표현되는 난이도 양상을 
54) 세종 말뭉치 목록 출처에서는 이를 보도․해설, 칼럼, 기타, 자연과학, 생활, 예술, 영화, 

인터뷰, 철학, 인류학, 심리, 강연, 의학, 인문, 지리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이들의 분
류 체계가 부실해 정리해 실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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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는 원인을 고찰해 보겠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측정 결과는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결과와 비교할 때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난이도의 구체적인 양상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난이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의 상관을 통해 파악해 보도록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난이도 형성 
요인들에는 '통사적 제약, 형태적 복잡도, 빈도'가 있다. 언어 능력의 습득에 영향
을 끼치는 변인은 현재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를 구성하는 요소
들을 여기에서는 모두 제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문법 체계와 관련된 요소55) 중 
구체적으로 연구가 된 요소인 문법적 제약과 사후 면담 결과 분석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외적 요인인 노출 빈도를 토대로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기존에 난이도
로 간주하였던 정확도 역시 난이도 형성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파악해 볼 것이
다. 분석 기준으로 삼은 것들 외에도 기타 변인56)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선행 연구들이 미진하고, 연결의 표현보다는 종결의 표현을 연구할 때 더 
유용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반응 시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난이도’ 개념으로 제시한 내
용 중 측정 결과와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는 요소만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
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는 반응 시간 평균, 반응 시간 표준편차, 정확도, 노출 빈도, 
통사 제약 간의 상관분석을 해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피험자들의 사후 면
담을 통해 알아낸 단서들로 상관분석 결과들을 해석해 보았다. 따라서 난이도 양
상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모두의 사용을 통해 설명될 것이다. 

4.2 결과 분석

4.2.1 정확도와 반응 시간의 관계

55) 의미․ 형태의 다양성, 통사 결합, 사용 제약 등
56) 예를 들어, 한 형태가 갖는 기능이 다양할 수 있다. '-아/어/여서'는 이유의 기능을 제외

하고라도 '순서, 방법,…'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이것이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서술어에 따른 문장 내 필수 성분의 개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문장의 길이를 결정짓기 때문에 처리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러나 반응 시간 측정에서는 이들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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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비모어 화자
　 이유 표현 평균 표준편차 　 이유 표현 평균 표준편차
1 -는 바람에 1 0 1 -아/어/여서 0.91 0.18
2 -아/어/여서 그런지 1 0 2 -아/어/여서 그런지 0.87 0.21
3 -아/어/여서 0.98 0.08 3 -기 때문에 0.86 0.19
4 -ㄴ 덕분에 0.98 0.08 4 -(이)라(서) 0.83 0.25
5 -고 해서 0.98 0.08 5 -아/어/여 가지고 0.82 0.22
6 -느라고 0.97 0.13 6 -ㄴ 탓에 0.81 0.25
7 -(으)로 인해 0.97 0.13 7 -ㄴ 덕분에 0.81 0.21
8 -라니까 0.97 0.1 8 -니까 0.78 0.27
9 -(이)라(서) 0.96 0.12 9 -는 바람에 0.78 0.21
10 -기 때문에 0.96 0.12 10 -느라고 0.77 0.26
11 -는 통에 0.96 0.12 11 -고 해서 0.74 0.29
12 -ㄴ 탓에 0.96 0.12 12 -ㄴ다니까 0.73 0.27
13 -니까 0.94 0.15 13 -더니 0.72 0.28
14 -답시고 0.94 0.15 14 -(으)로 인해 0.71 0.24
15 -ㄴ다고1 0.93 0.14 15 -ㄴ 결과 0.68 0.26
16 -아/어/여 가지고 0.93 0.14 16 -길래 0.67 0.28
17 -ㄴ 결과 0.93 0.14 17 -ㄴ다고1 0.67 0.28
18 -길래 0.91 0.17 18 -아/어/여서인지 0.67 0.3
19 -더니 0.91 0.17 19 -라니까 0.63 0.34
20 -ㄴ다니까 0.9 0.16 20 -므로 0.58 0.28
21 -아/어/여서인지 0.87 0.19 21 -는 통에 0.55 0.28
22 -므로 0.86 0.18 22 -기에 0.5 0.32
23 -기에 0.82 0.21 23 -답시고 0.42 0.33
표 10 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그에 따른 순위

각 이유 표현에 대한 한국어 모어 집단과 한국어 비모어 집단의 정확도57)를 추
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확도 측정 결과 거의 모든 이유 표현의 처리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높은 정
확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정확도의 표준편차가 크지 않
고, 정답률이 모두 과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표에서 볼 수 있듯 정
확도 순위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것과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것이 다른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고급 학습자라 할지라도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문법 판단 능력
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문법 판단 능력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반응 시간과 정확도 상관을 알아보도

57) 이 결과는 피험자 보고 결과 '의미 오류' 문장이 애매했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의미 오
류'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추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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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겠다.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반응 시간의 평균, 반응 시간의 표준편
차와의 상관이 유의하기는 하나 관계가 거의 없거나 낮은 상관관계 계수를 보였
다. 우선 반응 시간의 평균과 정확도는 .05수준에서 유의하나 '.092'로 상관이 거
의 없다. 표준편차와 정확도는 낮은 정도이기는 하지만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333). 즉, 표준편차가 클수록 정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간 이유 표현 습득 정도에 있어 차이가 클 때에는 고급 중에서도 수준이 
높은 피험자들의 정답률이 높게 나온다. 이는 고급 학습자들 가운데서도 잘 모르
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접근했거나, 학습자 보고대로 ‘어디서 들어본대로
(S45)’,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은(S58)’ 수준의 선택을 한 그룹이 있는 
반면, 자동화가 되어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확신하여 문장을 판단한 학습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학습자 간 이유 표현의 자동화 정도가 크게 차
이나는 경우 해당 이유 표현은 난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난이도의 외적 파악 지표인 정확도와 내적 파악 지표인 반응 시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반응 시간 평균과 정확도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비모어 화자
가 각각 부적 상관, 정적 상관으로 정 반대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집단 모
두 상관이 유의하기는 계수 자체로서는 상관이 거의 없는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
어 모어 화자는 반응 시간의 평균이 느릴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정도의 방향성만
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어 비모어 화자는 반응 시간의 평균이 느릴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와 상관이 있고, 거의 없는 정도이기는 하나 반응 시간의 평균과도 정적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느리고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가 큰 것이 정확도
도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난도가 높은 것이 정확도가 높은 결과가 나오는 것
이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반응 시간과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측정
할 수 있는 도구인 반면,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반응 시간이 느리고, 학
습자마다 반응 시간에 있어 고르지 않은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
만큼 신뢰도가 높게 정확도와 난도를 관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다
만 한국어 비모어 화자가 반응한 시간의 표준편차가 크고 정확도가 큰 항목은 난
도가 높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다. 



- 80 -

비모어 화자58)의 
이유 표현 반응 
시간 순위

통사적 제약 합
계선행절 후행절

주어
유 생
성 

주어
인칭

주어
일치

시
제

선행
품사

명 령
형 

청유
형 

의 문
형 

서 술
어

1 -(이)라(서) x x x o o o o x x 4
2 -(으)로 인해 x 　x x x o o o x x 3
3 -아/어/여서 

그런지
x x 　x o x o o x x 3

4 -느라고 o x o o o o o x x 6
5 -아/어/여서 x x △ o x o o x x 3.5
6 -더니 x o x o x o o o o 6
7 -기에 x x △ o x o o o x 4.5
8 -답시고 o x o x x o o x o 5
9 -고 해서 x x x x x o o o x 3
10 -아/어/여서 인지 x 　x x o 　x o o o　 x 4
11 -므로 x x x x x △ △ o x 2
12 -기 때문에 x x x o x o o o x 4
13 -ㄴ다니까 x x o x x x x x x 1
14 -ㄴ다고1 x x x x x o o x x 2
15 -는 바람에 x x x o o o o o x 5
16 -라니까 x x o ㅇ ㅇ x x x x 3
17 -니까 x x x o x x x x x 1
18 -ㄴ 탓에 x x x o x o o x x 3
19 -길래 x o x o x o o o o 6
20 -ㄴ 결과 x x x o o o o o o 6
21 -ㄴ 덕분에 x x x o x o o x x 3
22 -ㄴ 통에 x x x o o o o o x 5
23 - 아 / 어 / 여  

가지고
x x x　 o x　 o o 　x x 3

표 11 비모어 화자의 이유 표현 반응 시간별 통사적 제약

4.2.2 통사적 제약과 난이도의 관계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문법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는 '통사적 제약'이 기준
으로서 큰 역할을 차지한다(김수정, 2003; 윤혜진, 2011). 따라서 문법적 차이가 
이유 표현의 난이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각 이유 표현의 통사적 제약 수를 난이도와 관련하여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
은 Ⅲ장 3절의 2항에서 연구한 통사적 제약의 개수를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반응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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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이유 표현의 통사적 제약은 1개에서 6개까지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반응 시간 순위와 제약의 개수는 어떠한 경향성
도 나타내지 않는다. 예를 들면 통사적 제약이 제일 적은(1개) '-니까'가 23개 중 
17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통사적 제약이 많은 편에 속하는 (6개) '-느라고'가 23
개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사적 제약은 난이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끼치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통사적 제약을 토대로 다른 요소들과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이
다. 상관분석 결과 통사적 제약은 비모어 화자의 경우 정확도, 노출 빈도와만 유의
한 상관관계59)가 포착되었는데, 두 결과 모두 상관관계 계수가 관계가 거의 없는 

모어 화자 반응 시간 순서 통사 제약 개수
1 -(이)라(서) 4
2 -아/어/여서 3.5
3 -ㄴ다니까 1
4 -로 인해 3
5 -아/어/여서 그런지 3
6 -ㄴ다고1 2
7 -느라고 6
8 -는 바람에 5
9 -답시고 5
10 -ㄴ 탓에 3
11 -기 때문에 4
12 -더니 6
13 -길래 6
14 -고 해서 3
15 -므로 2
16 -는 통에 5
17 -아/어/여 가지고 3
18 -니까 1
19 -기에 4.5
20 -아/어/여서인지 4
21 -라니까 3
22 -ㄴ 결과 6
23 -ㄴ 덕분에 3

58) 이와 대비하여 모어 화자의 반응 시간 순서에 따른 통사 제약 개수는 다음과 같다. 그러
나 모어 화자의 반응 시간-통사적 제약의 개수 또한 특정한 양상을 보여주지 못함은 매
한가지이다. 

59) •정확도-통사적 제약의 개수: .05 수준에서 ‘-.091’의 계수가 도출되었으며, 상관이 거
의 없는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

    •노출 빈도-통사적 제약의 개수: .01수준에서 ‘-.127’의 계수가 도출되었다. 이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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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표현 　빈도 수
1 -(이)라(서) 593
2 -로 인해 1,048
3 -아/어/여서 그런지 76
4 -느라고 644
5 -아/어/여서 23,402
6 -더니 4,481
7 -기에 63
8 -답시고 1

정도로 낮았다. 모어 화자는 통사적 제약과 노출 빈도만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으며, 수치는 .01 수준에서 -.127로 계수로서는 상관이 없는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어 비모어, 한국어 모어 화자 모두 통사적 제약의 개수와 반응 시간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법 교육 내용의 난이도는 통사적 제약의 개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0).

그러나 정확도가 높을수록 통사적 제약이 많은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재고해볼만
한 사실이다. 반응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크고 정확도가 높은 항목이 난도가 
높은 것이라 생각할 때, 통사적 제약의 개수가 정확도에 주는 영향은, 통사적 제약
의 개수가 난이도와 연결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4.2.3 노출 빈도와 난이도의 관계

사후 면담에서는 빈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보고가 가장 많았다. '많이 들어보
지 못하였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말하지 않는다'는 종류의 보고가 그것인데, 이
를 증명하기 위해 실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빈도를 참조하도록 한다. 아래 표 12
는 비모어 화자의 반응 시간 순서에 따른 말뭉치 빈도 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거의 없는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 
60) 예를 들어, 두 요소가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 측정되었기 때문에 노출 

빈도가 낮을수록 통사적 제약이 높다든가 하는 해석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강
남욱(2013:155)의 학습자 오류분석에 의하면 기존 연구들의 제언과는 달리 형태적 복잡
성이나 문법적 제약은 적절한 처치만 제공된다면 학습자의 제2언어 습득에 큰 영향을 주
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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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 해서 1,485
10 -아/어/여서인지 2
11 -므로 2,747
12 -기 때문에 9,066
13 -ㄴ다니까 91
14 -ㄴ다고1 9,774
15 -는 바람에 800
16 -라니까 84
17 -니까 3,527
18 -ㄴ 탓에 39
19 -길래 176
20 -ㄴ 결과 626
21 -ㄴ 덕분에 65
22 -는 통에 88
23 -아/어/여 가지고 454
표 12 비모어 화자 반응 시간에 따른 이유 표현의 노출 빈도

이에 따르면 각 이유 표현별 빈도 수는 반응 시간과는 눈에 뜨이는 연관성을 찾
기 힘들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노출 빈도를 기준으로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 
한국어 비모어 화자는 노출 빈도에 있어 정확도 평균, 통사적 제약(각각 .01 수준
에서 '.156', '-.127')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 계수로는 거의 상관이 없는 
정도이다. 즉, 한국어 비모어 화자에게 노출 빈도는 내적 처리의 결과 형성된 난이
도 지표인 반응 시간의 평균,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 그 무엇과도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 한국어 모어 화자는 노출 빈도가 반응 시간의 평균, 반응 시간의 표준편
차, 통사적 제약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노출 빈도-반응 시간 평균의 상관은 
.01 수준에서 '-.098'이었으며, 노출 빈도-반응 시간 표준편차의 상관은 .05수준
에서 '-.087'로 둘 다 유의하다. 이들은 모두 거의 상관이 없는 수치이다. 노출 빈
도-통사 제약과의 상관은 한국어 비모어 화자와 같이 .01수준에서 '-.127'의 계
수를 보이며, 이 계수 역시 거의 상관이 없는 수치이다.

한국어 비모어/모어 화자의 노출 빈도 상관분석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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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출 빈도와 통사적 제약의 개수가 인간 외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련성을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출 빈도와 정확도
의 아주 희미한 정적 상관은, 큰 노출 빈도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경
향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아/어/여서'와 같이 빈도상 압도적인 숫자를 차
지하는 특수한 것들은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노
출 빈도는 반응 시간과는 상관이 없어 난이도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정
확도와는 상관이 있기에 난이도와의 관련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분석을 정리하여 난이도 구성 요소에 따라 고급 학습자의 이유 표현
에 대한 난이도 양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도가 높은데, 학습자 별로 반응 시간이 일정치 않은 이유 표현은 난이
도가 높다. 

둘째, 통사적 제약이 적은 이유 표현은 정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셋째, 노출 빈도가 높은 이유 표현은 정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상관분석은 기본적으로 두 변수 간의 상관만을 제시할 뿐, 두 변수의 인과는 설
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의 상관은 역(逆)으로도 해석 가능하며, 인과를 확언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정확도가 높은 것은 노출 빈도의 높음에 영향을 끼친다든가,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통사 제약이 적다는 명제 역시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
에서는 피험자가 판단한 문법의 정확성이 노출 빈도나 통사 제약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인과의 방향은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정확도나 난이도는 인간 
내적인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사적 
제약이나 노출 빈도는 인간의 판단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인간 외적이고 객관적인 
틀을 통해 도출된 변수이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한 난이도나 정확도에 의해 변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사적 제약과 노출 빈도가 인간이 판단하는 정확
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행한 상관분석은 인과 관계
를 명확히 통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상관 중 하나의 방향만을 
택해 논의의 내용을 좁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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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유 표현 난이도 형성 모형 및 난이도 해소 방안

1. 난이도 형성 모형에 따른 이유 표현 배열 목록

1.1 난이도 형성 모형

이유 표현의 난이도 지표는 의식적 난이도 지표인 정확도와 무의식적인 난이도 
지표인 반응 시간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정확도와 반응 시간이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두 항목 모두로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
나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정확도와 반응 시간이 정적 상관을 보이며, 이
는 정확도가 높아도 해당 문법 교육 내용이 내적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반응 시간과의 상관
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좀 더 정치하게 난이도를 표현할 수 있다. 즉, 고급 한국어 
비모어 화자는 측정 및 분석 결과 정확도가 높고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가 큰 이유 
표현일수록 난도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비모어 화자
가 갖는 이유 표현에 대한 난이도 상태이며, 초급 학습자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어 습득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즉, 초급 학습자들이 달성의 목표로 삼
고 있는 단계의 난이도가 위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고급 학습자의 난이도의 상태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 학습이 실제적 목표로 하는 
난이도 구성 요소들의 결합이 어떤 것인지 추정하도록 한다. 교육적 내용을 구성
하기 위해 난이도를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난이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정확도는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 노출 빈도, 통사 제약 모두와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 시간의 평균은 정확도와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보다는 상관 계수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반응 시간의 
평균보다는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를 난이도를 결정하는 더 큰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출 빈도와 통사 제약은 인과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정확도와 상관이 있는 변
수이다. 통계적으로는 정확도가 노출 빈도와 통사 제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방향은 위에 설명한대로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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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난이도 형성 모형

빈도와 통사 제약은 정확도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처리한다. 이
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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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가 인간 외적인 것과 인간 내적인 것들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고 했을 
때, 교육은 이 내외적인 것들을 조정하여 난이도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인간 내 ․ 외적 분석의 결과 
나타난 난이도 형성의 원인을 살펴 그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인간 
내적인 요소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고, 외부 자극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많지 않다. 본고에서도 반응 시간으로 내적 처리의 결과만 파악했을 뿐이지 
그 요소에 대해서는 정의한 바 없고, 내적 조작은 살펴본 변인들로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내적 측면은 추후 다루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교육적인 
처치는 외적 요소를 조정하여 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위의 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확도는 노출 빈도 및 통사 제약과 각각 정
적, 부적 상관이 있다. 즉,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정확도가 높고(혹은 정확도가 높
을수록 노출 빈도가 높고), 통사 제약이 적을수록 정확도가 높다(혹은 정확도가 
높을수록 통사 제약이 적다).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노출 빈도와 통사 
제약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육적 처치를 위해 이들 외
부 조건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 원리를 제시할 것이다. 

1.2 이유 표현의 난이도 목록

위의 난이도 형성 모형을 바탕으로 이유 표현 23개의 난이도를 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정확도를 기준으로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을 분류한다. 정확도의  
ANOVA 사후분석 결과(TukeyHSD)는 여섯 개의 집단을 형성61)한다. 이 집단의 
형성 결과 '-답시고', '-기에', '-는 통에', '-므로', '-라니까'는 정확도가 제일 높
은 집단 6에 속하지 않는다. 즉, 이들은 집단 6에 속한 정확도가 높은 집단과는 
정확도에 있어 확실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을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난이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
하면 다음과 같다. 

61) 사후분석에서 사용하는 '집단'은 특정 이유 표현이 다른 이유 표현과 유의한 통계적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정확도가 높은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이
유 표현을 변별하는 데 사후분석 결과 도출된 집단을 이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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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표현 정확도
1 -답시고 0.42
2 -기에 0.5
3 -는 통에 0.55
4 -므로 0.58
5 -라니까 0.63
표 13 정확도에 따른 이유 표현 난이도 순위 

　 이유 표현 반응 시간의 평균
6 -아/어/여 가지고 7680.91
7 -ㄴ 덕분에 7195.49

… …
23 -(이)라(서) 3954.71
표 14 반응 시간 평균에 따른 난이도 순위

2차적으로는 '-답시고', '-기에', '-는 통에', '-므로', '-라니까'를 제외한 나머
지 표현을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로 재배열한다. 그러나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는 
사후 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아 집단 차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유효하게 나눌만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는 3차 기준인 반응 시간의 평균을 기준으
로 하여 사후 분석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다. 반응 시간 평균의 사후 분석 결과
(TukeyHSD)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집단이 두 개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라(서)'와 '-ㄴ  덕분에, -는  통에, -아/어/여 가지고' 항목이 통계적으로 
반응 시간 평균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이미 사용된 '-는 
통에'를 제외하고 반응 시간의 평균이 큰 순서대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표가 형
성될 수 있다. 이는 두 번째 기준에 의해 난도가 큰 순서대로 배열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들 외 8부터 22까지의 순위는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정하도록 한
다. 이는 다음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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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표현 반응 시간의 표준 편차
8 -ㄴ 결과 3308.27
9 -ㄴ 탓에 3059.32
10 -길래 2374.55
11 -기 때문에 2292.26
12 -ㄴ다니까 2063.13
13 -느라고 1945.89
14 -니까 1916.06
15 -ㄴ다고1 1660.81
16 -고 해서 1591.85
17 -는 바람에 1438.15
18 -아/어/여서 그런지 1407.57
19 -더니 1387.74
20 -아/어/여서 1319.28
21 -아/어/여서인지 1148.06
22 -(으)로 인해 1133.47
표 15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에 따른 난이도 순위

　 난도 순 이유 표현 목록
1 -답시고
2 -기에
3 -는 통에
4 -므로
5 -라니까
6 -아/어/여 가지고
7 -ㄴ 덕분에
8 -ㄴ 결과
9 -ㄴ 탓에
10 -길래
11 -기 때문에
12 -ㄴ다니까
13 -느라고

위의 작업을 통해 도출한 최종적인 이유 표현의 난이도 순위는 아래와 같다. 배
열은 난도가 큰 순서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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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니까
15 -ㄴ다고1
16 -고 해서
17 -는 바람에
18 -아/어/여서 그런지
19 -더니
20 -아/어/여서
21 -아/어/여서인지
22 -(으)로 인해
23 -(이)라(서)
표 16 이유 표현 최종 난이도 목록

표 16 이유 표현의 목록은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한국어 고급 학습
자가 확립한 자동성 및 정확성의 정도인 것이다.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은 기존의 교재 내 배열이나 교육과정 내 배열을 통해 선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난이도를 형성하는 데 끼친 영향을 살펴보아 그를 제거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모형에 따라 난이도 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
확도에 변화를 주는 방법과 반응 시간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2. 난이도에 따른 이유 표현 교육 원리

2.1 정확도의 증진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확도는 난이도와 상관이 있는 변수이다. 난이도는 
학습자의 언어 습득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변인이므로 제2언어 교육의 목표
는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될 수 있다. 

정확도가 낮으면 단순히 학습자의 정오만을 판단하게 되므로 난이도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확도가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반응 시간의 편차에 
따라 이유 표현의 난이도를 계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은 이유 표현의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측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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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정확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노출 빈도, 통사 제약의 관점에서 제시
하도록 한다. 

2.1.1 노출 기회의 증가

(1) 비의도적 입력에 의한 암시적 학습

학습자가 제2언어 문법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물리적 형태인 음향이나 기호
로 입력을 제공받는다면, 그 입력은 습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입력일 뿐이다. 그
러나 이러한 물리적 노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면, 해당 문법을 명시적으로 인
식하기 이전에 암시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이유 표현 
중 빈도수가 1위인 '-아/어/여서(23,402)'가 이에 해당하는데, 2위 '-ㄴ다고
1(9,774)'보다 2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는 
학습자들의 정답률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출 빈도가 정확도
와 상관이 있다는 본고의 분석 결과와도 합치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노출되는 
입력의 빈도는 낮은 정도이지만 습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문법의 '노출 빈도'라는 것은 학습자가 교실 상황이든, 현실 상황이든 어떠한 문
법을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 또는 상황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 노출
의 상황이나 기회는 제2언어 습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례로 고전적인 크라셴
(Krashen, 1981:100)의 입력 가설에서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충분히 제공한다면 
교사는 다음에 나오게 되는 구조를 일부러 먼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i+1만 주어지면 문법이나 어휘를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습득의 단계에 도달한다
는 것이다(Brown,2005:327). 또한 이때의 입력은 '이해 가능한'이라는 단서를 갖
고 있다. 크라셴과 테렐이 정의한 자연적 접근법의 세 단계62)를 참조하자면, 이 
62) 자연적 접근법의 세 단계(Krashen and Terrell, 1983; Brown, 2007:33 재인용)
a. 발화 이전 단계는 듣기 이해 기술을 발달시키는 단계이다.
b. 초기 발화 단계는 대개 학생이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오류를 많이 만드는 

것이 특색이다. 교사는 이 단계 동안에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형태에 초점을 맞추지 않
으며,…(중략)…학생들의 오류를 수정하려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c. 마지막 단계는 보다 복잡한 게임, 역할극, 결말이 개방형인 대화, 토의, 연장된 모둠 활동 
등을 포함하는, 보다 길어진 담화로 발화를 확대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교사는 오류 수정을 아주 드물게 하여야 한다(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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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가능한 입력은 형태에 관련된 것이 아닌, 의미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구진희(2013:20-23)는 "입력중심 활동은 
의도된 언어습득보다는 우연적 언어습득에 좀 더 비중을 두도록 계획된 것"이고 "
의미에 초점을 두는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입력중심 형태 초점 교수법의 목적은 
의미 중심 활동의 맥락에서 목표 언어 형식을 눈치 채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
서 물리적 노출 빈도는 문법 교육 내용의 의미에 학습자들이 노출되는 것을 뜻하
며, 이러한 방법이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출되는 입력에 대한 학습자의 처리나 방법에 따라 습득으로의 전이가 
가능한 기억을 형성하는 데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력, 노출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잦은 노출로 인한 입력이 감각등록기에서 사라지는 것
이 아니라 단기 기억으로나마 진입을 하려면, 어떠한 수준이든지 처리 기회가 있
어야 한다. 해당 표현을 사용한 의사소통 상황에 노출이 되거나, 읽어야 하는 텍스
트에 제시가 되거나 어쨌건 해당 표현에 노출과 처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개
인이 재료를 처리할 때 동일한 심적 활동에 관여하면 학습 의도가 있거나 없거나 
동일한 기억 수행을 보인다(Anderson, 2010:208). 즉, 목표로 하는 것이 실제 행
하는 행위와 맞닿아 있다면 기억이 훨씬 잘 된다는 뜻이다. 앤더슨(2010:208)에
서는 그 예로 '학습'이라는 목표와 '암송'이라는 행위가 동일한 심적 활동에 속하므
로 학습을 위해 암송을 하는 행위가 우수한 기억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특정 입력에의 반복적인 노출은 어떤 형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
는 정도의 노력, 또는 행위가 투입이 되어야 양적인 발달로서 효과가 있다. 즉, 노
출 빈도가 학습이나 기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노출된 문법의 의미를 학
습자가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경험
들을 통해 학습자는 단기간일 수는 있지만, 어떤 입력에 대한 '기억'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입력이 단순히 많다는 것으로만 학습자의 습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
다. '빈도가 높아서 학습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제2언어 상황에서 학습자가 주의
할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뜻과 같다. 

(2) 언어 사용의 동기 제공

2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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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신이 속한 세계 안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소통과 표현,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자주 쓰이는 도
구는 '언어'가 대부분이다. 또한 본 연구의 사후 면담에서 한국어 비모어 화자인 
피험자들이 밝힌 것과 같이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문법은 학습자의 이해 및 사
용을 욕망하게 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도 한다. 반면 한국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문법들은, 학습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 
파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출 빈도는 위에서 다룬 것처럼 그 자체로 문법 지식을 내재화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우연적 학습의 내용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우연적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단기기억으로도 저장되지 
않는 수가 많다. 노출 빈도가 언어의 학습에서 질적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노출 빈도가 큰 문법 내용은 학습자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에 의해 이미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학습자가 제2언어 환
경 내에서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한 동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라(서)'는 '-아/어/여서'보다는 빈도수가 낮지만 '-아/어/여서'의 구어 표현
이라 피험자들이 실생활에서 이해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빈도수가 높
은 ‘-아/어/여서’의 의미는 입력으로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이)라(서)'를 흡인 및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후자가 더 빨리 내재화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라(서)'는 ‘-아/어/여서’보다 학습자들이 더 쉽
게 여기고 습득한다고 할 수 있다.  

노출 빈도 그 자체가 문법 지식을 내재화하기 보다는, 노출 빈도가 큰 문법 내
용은 학습자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에 의해 이미 사용되고 있
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습자가 제2언어 환경 속에 있다면,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한 동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노출 빈도가 높
은 문법이 자주 사용되는 상황과 같은 외부의 자연스러운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채 제2언어 학습자들로만 구성된 교실 환경 내에서 학습자의 의식적인 주의를 요
구하는 것은 학습자의 문법 내용에 대한 내재화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해 문법 
교육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학습자의 파지를 위해서
는 학습한 문법 내용의 필요성과 사용가능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즉, 제2언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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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환경에서의 노출 빈도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주의를 이끌어 빈도가 높은 문법을 
더 빨리 습득하려는 자발적 주의를 만들어낸다. 

노출 빈도는 장르와 상황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요소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특정 문법을 교육할 때 자발적 주의를 위한 동기를 마련해 주려면, 노출 빈도가 
높을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또래의 친구들
과 이야기할 때는 ‘-아/어/여서’나 ‘-니까’에 더 자주 노출되지만, 대학 수업의 과
제물을 작성할 때는 ‘-므로’, ‘-기에’ 등의 문어를 더 자주 이해, 사용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이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노출 빈도로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특정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주의와 그로 인한 장기적 파지를 
원한다면 노출 빈도를 조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2언어의 습득을 위해서는 자동성을 기를 수 있는 학습자 내외적 환경을 조
성할 수 있도록 교실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DeKeyser, 2001:145). 기존 연구들
은 교실 활동, 혹은 과제의 실제성 및 학습가능성의 단계와 관계에 대해서 중요
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이 완료된 이후의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
습의 영역을 벗어난 실제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회적 압력을 반드시 겪어볼 필요
가 있다. 외부로부터의 적격 문법 사용 요구는 교육 외적 상황에 노출될 때 주로 
일어날 수 있다. 교실 환경은 통제되어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느끼는 긴장이나 주
의의 강도가 낮으며, 비교 대상이 같은 제2언어 화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사회적 압력을 덜 받는다. 따라서 과제의 실제성은 압력을 경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학습에 참여하는 구성원도 제
2언어 학습자만이 아닌 목표어가 모어인 화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는 것이다. 즉, 어느 순간부터는 외국인성63)이 관대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예로는 대학교 학부 수업의 조별 과제나 
직장 내 업무 수행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제2언어 교실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 
조성이나, 학습자 구성을 조직하기가 어렵다면, 실제 한국인들의 반응을 연기하
거나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있다. 

63)본고에서 원어민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목표어에 대한 외국 악센트, 외국인 같은 통사 
오류 또는 외국인이 일으킬 수 있는 화용적 오류 등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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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통사 제약의 조절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 한국인 모어 화자 역시 문장의 호응이나, 문단의 구성 등
을 그 문장과 텍스트의 장르 및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전통에 따라 구성하도록 
교육받고 연습해야 한다. 즉, 통사는 모어 화자에게나 비모어 화자에게나 명시적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모어 화자와는 달리 비모어 화자는 목표어에 대한 직관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학습한 통사적 제약에 대한 내용을 습득 및 이해와 사용으로 전환하기
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역시 학습자에게 의미를 노출시켜 우선 사용상의 예시와 의
미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문법적인 연습을 하게 하는데, 이는 문장의 
호응을 반복적으로 학습(drill)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파악한 난이도 양상을 생각해 보았을 때, 통사 제약은 정확도와 부적 상
관이 있었다. 즉, 통사 제약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모든 문법 교육 내용의 통사 제약을 동일한 강도와 횟수로 반복 연습하는 것이 
온당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사 제약이 적은 것과 많은 것은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사 제약이 적은 것과 
많은 것은 구분되어 제시 및 연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통사 제약이 많은 것
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사 제약의 수
가 많은 문법 교육 내용에서 그 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습의 강도를 높여 우
선 기계적으로나마 인식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급별 제시를 통해 반복의 횟수를 
증가시킨다든지 연습의 강도 등을 높여 통사 제약의 학습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습 후 활동 등을 통해 실제 사용역64)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64) 첨언하자면, 통사 제약과 노출 빈도는 .01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는다. 낮은 정도이
기는 하지만, 통사 제약이 많을수록 노출 빈도가 떨어지거나, 노출 빈도가 클수록 통사 제
약이 적다는 분석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가 통사 제약이 적은 문법
을 더 많이 쓴다는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 정도
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한국어 
모어 화자가 통사 제약이 적은 문법을 더 많이 쓴다는 명제가 성립한다면 이에 따라 문법 
교육 내용의 배열을 더욱 치밀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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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정확도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하자면, 학습자는 
문법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문법이 사용되는 상황에 노출되어야 하며, 외부로부
터의 목표 문법 사용/이해 요구 강도는 목표 문법의 사용/이해 및 파지의 동기가 
된다. 이와 더불어 통사적 제약은 명시적 학습을 요구하며, 직관이 부족한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반복 연습 등을 통해 우선 익숙해지도록 한다. 또한 통사적 제약의 
수는 각 문법 교육 내용마다 차이가 있고, 통사 제약이 많을수록 노출 빈도가 떨
어질 수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통사 제약이 많은 것에 더 많은 연습량을 부과하
여 이를 보충한다. 이 모든 내용은 아래 그림 6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목표어 사용 요구 상황
통사 제약 多

학습자 사용 압력

학습자 사용 압력  목표어 사용 요구 상황
통사 제약 中

그림 6 문법 교육 내용 배열과 교수를 위한 사용 압력, 학습자 상황, 통사 제약의 수, 연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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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어 사용 요구 상황
통사 제약 少

학습자 사용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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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동성의 촉진

위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성은 장기 기억 장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
으며, 장기 기억장치는 단기 기억장치를 거친 기억들만 도달할 수 있는 저장소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법 교육 내용의 
단기 기억장치로의 저장과 장기 기억장치로의 이동 모두를 다루도록 한다. 

2.2.1 단기 기억에의 저장

일반적으로 그것이 예술이든, 운동이든, 언어이든, 수학이든 어떠한 단계까지는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초보자가 전문가가 되려는 과정에는 연습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이는 디키저(DeKeyser, 2001:145-146)의 자동성과 제2언어 습득에 관한 
다음과 같은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자동화를 위
해 계속적인 연습의 양 이외에 피드백과 연습의 분산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역할
을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는 응용 언어학에서의 과제가 어떻게 지
속적인 연습, 연습의 분배, 커리큘럼과 협응할 수 있는 피드백의 질, 교실 활동에
서 필요한 것(의사소통성과 다양성)들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문법의 자동화가 
어휘의 자동화와 융합될 것인가를 포함한다." 즉, '연습을 하자'는 제언에서 더 나
아가 어떻게 연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억에의 저장이나 습득을 촉진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연습의 방법에 대해 스미스(Smith, 2013:25)에서
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습의 방법을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통해 목표가 확실한 연습을 한다.
•학습자 개인의 수행에 근거해 교정을 위한 실시간 피드백을 한다.
•규칙적으로 집중적인 연습을 한다.
•전문가적 수행에 다가가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활동을 오랜 기간

에 걸쳐 분산하여 연습한다.
•교수자가 없을 때 자기 주도적으로 연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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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디키저와 스미스의 의견에서 연습의 공통적 속성으로 '분산 연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산 연습의 방법으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완전히 자동화할 때
까지 하나의 문법 의미를 지속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것이다. 한국어교육 수업에서
는 전시 학습 복습과 같은 형태로 전에 배웠던 문법 형태를 재인하게 하는 시간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단지 한 번의 반복으로, 교사의 언어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분산 연습은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해당 문법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원
형적 구조로, 지속적으로 문법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과정 이론에서처럼 지식의 구조에 따라 객관적인 지식 내용을 배열하
는 것과는 달리 본고에서 제시하는 원형적 배열은 고급 학습자의 반응 시간 측정
을 통해 파악한 난이도를 근거로 한다. 즉, 지식의 구조가 아닌 학습자의 인지를 
근거로 배열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문법에 대한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학습자에게는 반복의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단기기억의 
용량이 7±2라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문법 내용과 기존 문법 내용의 개수를 반
복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분산 연습의 재료로 사용하는 문법 교육 내용은 지속적으로 개별적인 형태
소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 이상부터는 덩어리 표현65)이나, 의미 단위 결
합과 같은 덩어리 짓기의 방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단기 기억의 용량에 최대
한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덩어리 짓기(chunking)와 같은 방법으로 
부호화함으로써 다소 확장할 수 있다(문은식 외, 2007:211). 따라서 구 단위의 묶
음으로 언어 재료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산출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해를 위해 단기 기억에 저장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2.2 장기 기억으로의 이동

인지 기술의 습득은 단순한 지식의 앎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기억으로 이동
해 자동성을 획득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습득이라 할 수 있다. 학습된 내용이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자동적으로 인출되는 자동화의 과정, 곧 제2언어에서는 ‘습

65)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표현 문형’은 이 덩어리 짓기에 해당하나, 기억에의 저장이라
는 목표가 반영이 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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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입력된 내용을 ‘심도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
로’(Anderson, 2010:185) 재구성하는 '재구조화66)'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Ⅱ장의 
그림 3에서의 '조직화, 부호화, 정교화'로 표시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본 항에서
는 직접적 사용을 통해 학습자가 문법을 내재화하게 되는 방법으로서의 재구조화
를 다룰 것이다. 비록 브레이디(1999:178)는 "학습자의 지식에 대한 증가된 분석
이나 재구성은 그 구조에 대한 학습자의 의식적 인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나, 
재구조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2언어교육 연구에서는 제시하는 재구조화의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차용할만한 것을 추려보았다. 재구조화의 첫 번째 방법은 형태-의미의 사상(思想, 
mapping)이다. 이를 반 패튼(1996)은 입력이 흡인으로 변화하게 하는 '소화67)'라
고 칭하며, 이 '소화'의 단계는 '적응, 발달 체계 재구성'으로 이루어진다(Braidi, 
1999:180). 소화는 학습자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자신이 입력에 
의해 구성하였던 중간언어체계를 목표어 체계로 다시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일컫는
다68).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형태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형태에 상응하는 의미를 
사상하는 작업을 통해 제2언어를 총체적으로 파악,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는 것이다. 반 패튼(1996)에서는 형태와 의미의 사상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화된 
입력(structured input)과 명시적 설명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후 교육 

66) 일반적으로 제2언어에서의 재구조화(reconstructuring)는 제2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학습
자들이 자신이 구성한 중간언어 규칙을 유창하고 효과적 언어 사용을 위해 재구성하는 것
을 뜻한다(Bialystock, 1994; 강혜옥, 2006:25 재인용).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하는 재구조
화는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외부에서 받아들인 입력을 학습자 개인이 
자신의 규칙에 따라 정렬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바이알리스톡(1994)의 재구조화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입력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두 이론은 입력된 내용을 
인간이 자신이 생각하는 구조로 변환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67) 입력 처리의 과정(VanPatten, 1996:7).
    Ⅰ               Ⅱ
입력(input)      흡인(intake)     발달 체계(developing system)
Ⅰ=입력 처리(input processing)
Ⅱ=소화(또는 적응, accommodation), 재구조화(restructuring)
68)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와는 달리 입력된 목표어 문법을 장기기억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

법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조화의 내용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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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실험 연구에서는 명시적 설명만으로는 형태-의미 사상을 촉진할 수 
없고, '구조화된 입력+명시적 설명', 혹은 '구조화된 입력'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재구조화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구조화된 
입력'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력된 내용의 재구조화를 통해 장기기억에의 
접근을 돕는 교육적 처치는 '구조화된 입력69)'으로 볼 수 있다. 

재구조화의 두 번째 방법은 제2언어의 맥락적 사용이다. 제2 언어의 사용은 제2
언어 교육의 최종적 목표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될 수 있다. 본
고의 '-(이)라(서)' 예시70)에서는 사용 기회만을 자동화를 위한 질적 상승의 실례
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동화를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고에
서는 분석 결과를 따라 '사용 기회71)'를 재구조화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본고에서 일컫는 '사용'은 맥락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과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일컫는 넓은 범위의 용어이다. 장기 기억에 정보를 저장하고 회상할 수 있는 방법
으로는 전술했듯, 정교화, 조직화, 부호화를 들 수 있다. 이 방법들을 모두 포함하
는 것이 언어 기술에서는 '사용'이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다. 상황과 상대, 자신
의 의도, 사회적 규범 등 복잡하고 다양한 규칙들에 맞추어 알맞은 발화와 이해를 
하는 행위는, 평면적으로 학습했던 문법 내용을 고도로 정교화하여 처리한 것이다. 
또한 언어의 발화와 이해는 학습자 자신이 문법이나 어휘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의미와 상황에 맞게 재정리하고 그 중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므로 조직화와도 관련이 있다.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해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모형에서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일반적
으로 학습한 내용도 그러할진대,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지식
인 언어의 경우는 더더욱 '사용'이 습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학습자들이 학습한 문법 내용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게 하려면 해당 
문법의 사용상 의미(기능)를 적확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 해당 
69) 구조화된 입력은 처리 교수 시 사용하는 활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이다. 구조화된 

입력은 의미를 내포하는 입력일지라도 의사소통적인 자유 담화는 아니다(VanPatten, 
1996:63-64). 즉, 구조화된 입력은 주로 문법의 기능(VanPatten은 '의미'로 표현)을 학습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70) (1)에서는 같은 이유 표현에 대해 제2언어 환경 목표어 모어 화자가 주위에서 많이 사
용하는 문법이 습득에 용이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출 자체가 갖는 동기
와의 관련성이라 여기서 다루는 직접적 사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71) 여기서의 사용이란 입력과 출력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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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을 겪어보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반응 시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반응 시간이 빠른 순서로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문법들은 2위 '-로 인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어에 속한다. 또한 각각은 학습자의 생활에서 설명(-
(이)라(서)), 감정에 대한 이유 설명(-아/어/여서 그런지), 변명(-느라고), 다양
한 용법(-아/어/여서)을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유 표현 전체에 대한 사
용 여부와 사용역을 피험자에게 질문하지 못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5개 중 4개가 
구어, 혹은 구어도 가능한 표현이고, 이유 이외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표
현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타당성이 있는 추론이라 생각한다. 

3. 문법 교육 내용 난도 해소를 위한 과제 설계 모형

본고에서는 모든 문법 교육 내용의 난도를 해소하여,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
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난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 역시도 모어 문법에 대해 난이도를 다르게 인식
하고 있기 때문에 비모어 화자에게 모든 문법의 난이도 수준을 같게 인식하도록 
강요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문법 교육 내용의 난도 형성 요인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난도를 해소하게 할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난도를 해소하게 할 방안은 상술한 원리들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들을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교수하기 위한 실제적 방법 및 내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언어 
내외적인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
각된다. 

예를 들어 난도가 가장 높았던 '-답시고'는 화자가 이유가 되는 내용을 얕잡거
나 못마땅하게 여길 때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답시고'의 난도를 낮추기 위해
서는 우선 학습자를 대상을 '얕잡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그러나 노출 빈도 수로 보아 한국어 모어 화자 역시 '-답시고'를 사
용하는 상황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계적이라 할지라도 '-답시고' 
연습의 분량과 횟수 및 반복의 정도가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답시고'가 
사용되는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고 구두 또는 지필로 계속 연습할 것을 학습자에게 
요구한다. 또한 단순 연습은 학습자가 '-답시고' 표현을 사용하도록 압박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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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실 내에서의 짝 활동을 통해 '-답시고'라는 표현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이)라(서)'표현을 학습 목표로 제시할 때에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포함
된 집단에서의 사용례가 많아 강한 사회적 압력을 수차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 및 반복의 횟수가 '-답시고'보다 훨씬 덜 필요72)해진다. 즉, '-(이)라(서)'가 
사용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학습자를 노출시키는 것이 단기 기억을 뛰어넘어 바
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난도가 높은 문법 교육 내용은, 난도가 낮은 문법 교육 내용에 비해 
사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을 통해 재구조화되어 습
득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즉, 자연스러운 상황 내에서 난도가 해소될 수 있는 대
안이 적은 것이다. 따라서 난도가 높은 문법 교육 내용은 과제에 부과하는 연습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난도를 해소시킬 수 있다. 다만 과제가 실제적 
상황이 아닌 교실 상황에서 강한 사용의 압력을 받는다면 연습의 양을 비교적 적
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실제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압력이 압도적이지 않다면 제2언어의 문법 교육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동기와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
서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유사 상황과 압력이 필요하다. 이 유사 상황과 압력을 
본고에서는 비모어 집단 내에서의 활동, 그 중에서도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반드
시 사용해야 하는 교실 상황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정확도와 자동성 등 본고에서 다룬 요소들을 종합하여 각 문법 교육 
내용의 난도를 낮출 과제 설계의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하자면 아래의 표 17과 같
다. 

72) 통사적 제약의 개수는 이 두 이유 표현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답시고' 5개, '-(이)라
(서)' 4개), 통사 제약의 수가 비록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노출 빈도와 상관이 있으므로 
역시 '-(이)라(서)'는 '-답시고'보다 더 적은 수의 반복과 연습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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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학습자의 

참여 간접 경험 직접 경험
사회적
압력 약한 사회적 압력 강한 사회적 압력 약한 사회적 압력 강한 사회적 압력
집단 

구성원 비모어 집단 모어 집단 비모어 집단 모어 집단 비모어 집단 모어 집단 비모어 집단 모어 집단 

과제 
제시 

상황의 
예시

다른 제2언어 
학습자가 교실 
상황에서 문법 
내용을 이해하
기를 요구 받는 
상황에 함께 참
여

동료 제2언어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문법 
내용을 이해하
기를 요구 받는 
상황에 함께 참
여

자신의 차례 
이전에, 다른 
제2언어 학습
자가  교실 
상황에서 문
법 내용 생산
을 요구 받음

 제2언어 화자
인 동료가  실
제 상황에서 
문법 내용을 
생산하기를 요
구받는 상황에 
함께 참여

자신이 교실
상황에서 목
표어 문법 
내용에 대해 
처치를 요구
받지 않음

자신이 실제 
상황에서 목
표어 문법 
내용에 대해 
이 해 하 기 를 
요구 받음

자신이 교실 
상황에서 목
표어 문법 
내용을 생산
하기를 요구 
받음

자신이 실제 
상황에서 문
법 내용을 
생산하 기를 
요구 받음

반복의 
필요 정도 多 多 中 中 多 中 中 少

표 17 과제 설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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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한국어 문법을 습득한 정도를 파악하
고, 그 이유를 고찰하여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에게 전범이 될 수 있는 모
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그간 한국어 문법 교육 배열의 

기준으로 모호하게 사용하였던 '난이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를 형성하는 요

소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습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인 반응 시간 시간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

존에는 다루지 않았던 측정 방법을 통해 제2언어 습득 연구들이 제시하였던 형태 

초점, 의식 상승, 입력 처리 등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어려워하는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여, 한

국어 문법 교육 내용 배열의 원리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한국어 교

육 과정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습 심리학적 기초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Ⅱ장에서 관련 이론을 다루고, Ⅲ장에서 실제 한국어 고
급 학습자의 습득 정도를 '난이도' 개념을 통해 파악,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
에서는 고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난이도 형성 원리를 파악
하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 방법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교육과정 수립에 있어 본 연구가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면서 관련 
이론들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고 있다. 1절에서 교육과정 구성에서의 '난이도'가 기
존에 제시하고 있던 범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짚어보았다. 기존 교육
과정에서의 난이도는 정의하기 쉽지 않아 여러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육 과정
의 수립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하였다. 2절에서는 난이도 파악
을 위해 사용한 대상 문법이 왜 이유 표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였
다. 여기서는 부사적 연결어미, 혹은 연결 구인 이유 표현이 갖는 통사적 구성의 
다양성과 기능의 단일성이 주는 혼란이 연구 가치가 있기 때문임을 밝혔다. 3절에
서는 난이도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반응 시간와 자동성 관련 이론을 
사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이유 표현 난이도의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반응 시간 테스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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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법 교육 내용을 습득하였는지 여부를 무의식적이고 순
간적인 반응을 통해 측정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같은 수준의 고급 학습자들이 같
은 문법 교육 내용을 내재화한 정도가 다르다면, 해당 문법 교육 내용은 난이도에
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반응 시간가 빠른 것은 습득에 가까운 
것이고, 이는 곧 자동화가 빨리 된 것이므로 난이도가 낮은 것이라 판정하였다. 그
러나 옳게 반응하였음에도 그 시간가 느린 것은 자동화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학습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고 판정하였다. 이 반응 시간 결과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난이도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상관분석하여 특
정 문법에 대해 학습자가 난이도를 형성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Ⅳ장에서는 양상 조사 결과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법에 대한 난이도 형성 원리를 
기술하였다. 난이도 형성 원리는 양적 팽창과 질적 상승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다. 우선 양적 팽창을 통해 학습자가 느끼는 난도를 낮추려면 노출에 의한 우연적 
학습, 연습을 통한 단기 기억에의 저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학습된 내용들을 습득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억으로 단기 기억에 저장된 것들을 전달할 수 있
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주의 동기로서 노출 빈도를 활용하는 것이고, 재구
조화를 통해 입력의 내재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2절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파악
하여 실제적인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형성하였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들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는 추후에 더 연구
할 수 있도록 연구의 범위를 넓혀주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문법에서 
'의미'란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화용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의미'가 지시하는 언어 현상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도 제2언어 습득에 있어 
기존 학자들이 사용하는 '의미'에 대한 정의가 문법에서의 그것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
하게 설정하기 어려워 습득에 있어 큰 축이 될 수도 있는 '의미'의 기술이 부족하
였다. 제2언어 습득 연구를 위해서라면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학자들이 간
주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게 고찰하여 습득과 의미의 관계를 자세히 고찰해
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의미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 문법의 형성에 대해 기존 
연구의 미흡한 점을 들자면 형태 및 기능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
이다. 문법 내용의 위계화를 위해 사용하는 기준들 중 문법 체계를 대상으로 한 
것들은 국어학 연구가 현재 많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가 부족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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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 형태의 복잡도란 투명성과 관련하여 의미 대상 연구와 구분될 수 있는 지
점이 있는지, 기능은 또한 기존 언어학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각각의 영역을 밝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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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실험 안내문>

1. 한국어 모어 화자용 실험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한국어 문장 중 오류가 있는 문장과 정상적인 문장을 얼마나 빨리 

판정해내는지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장들이 무작위로 제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시되는 

문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키보드의 1번 숫자를,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키
보드의 2번 숫자를,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면 3번 숫자를 누르시면 됩
니다. 

 이 연구에는 약 30분이 소요되며, 이는 중간에 1분 간 두 번씩 주어지는 쉬는 
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셨으므로 자유롭게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석사학위논문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여
러분의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 7월 15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이지연 올림

--------------------------------------------
 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및 연구 참여 거부의 자유,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설
명을 듣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허락합니다.

참여자:          (서명)
참여 동의 일자: 2013년 7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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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비모어 화자용 실험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한국어 문장 중 오류가 있는 문장과 정상적인 문장을 얼마나 빨리 판

정해내는지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빈 칸에 알맞은 한국어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장들이 무작위로 제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시되는 문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키보드의 1번 숫자를, 오류가 있다고 생각
하면 키보드의 2번 숫자를,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면 3번 숫자를 누르
시면 됩니다. 

 이 연구에는 약 30~40분이 소요되며, 이는 중간에 1분 간 세 번씩 주어지는 
쉬는 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셨으므로 자유
롭게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석사학위논문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여
러분의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 7월 15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이지연 올림
--------------------------------------------
 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및 연구 참여 거부의 자유,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설
명을 듣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허락합니다.

참여자:          (서명)
참여 동의 일자: 2013년 7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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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피험자 숙달도 판단 검사>

단어 시험 문제
다음의 빈 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찾으세요.1. 먹어도 먹어도 배가 ( ) *

• nmlkj  고파요
• nmlkj  살아요

2. 물을 못 마셨더니 ( ) *
• nmlkj  목이 마르다
• nmlkj  집이 어둡다

3. 아이들이 떠들어서 ( ) *
• nmlkj  향기롭다
• nmlkj  시끄럽다

4. 오늘은 아침에 일찍 ( ) *
• nmlkj  즐거웠다
• nmlkj  일어났다

5. 아버지는 화를 잘 내는 무서운 ( ) 이다. *
• nmlkj  연필
• nmlkj  성격

6. 수업이 끝나고 커피를 ( ) 가요. *
• nmlkj  마시러
• nmlkj  들으러

7. 내일은 남산으로 ( )을/를 갈 거예요. *
• nmlkj  소풍
• nmlkj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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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가 오는 날에는 ( )을/를 써야 합니다. *
• nmlkj  책상
• nmlkj  우산

9. 저번 주말에 집을 깨끗이 ( ) *
• nmlkj  청소했어요
• nmlkj  더러웠어요

10. 밥을 먹고 나서 접시를 모아 ( )을/를 했어요. *
• nmlkj  설거지
• nmlkj  쓰레기

11. 이번 주말에는 친구와 ( )을/를 보러 갈 거예요. *
• nmlkj  등산
• nmlkj  영화

12. 영화를 보려고 ( )을/를 미리 샀어요. *
• nmlkj  표
• nmlkj  컵

13. 기숙사 신청을 못 해서 학교 앞에 ( )을/를 구했어요. *
• nmlkj  책
• nmlkj  집

14. 이 쌀로 만든 ( )이/가 더 맛있어요. *
• nmlkj  과자
• nmlkj  시계

15.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 ) *
• nmlkj  화가 났어요
• nmlkj  살이 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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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수를 하다가 옷이 ( ) *
• nmlkj  떠났어요
• nmlkj  젖었어요

17. ( )을/를 자서 수업에 늦었어요 *
• nmlkj  늦잠
• nmlkj  다리

18. 오늘 ( )에 친구가 늦었어요. *
• nmlkj  수업
• nmlkj  우산

19. 우리 학교에는 한국에서 제일 책이 많은 ( )이/가 있어요. *
• nmlkj  도서관
• nmlkj  휴대폰

20. 어두운 밤에는 ( )을/를 잘 살펴보면서 길을 건너야 해요 *
• nmlkj  친구
• nmlkj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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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용 문장 유형
1 잠을 늦게 잔기 때문에 피곤하다. 통사적 오류
2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다. 정 문장
3 배가 아파서 밥을 먹었다. 의미적 오류

 정 문장 오류 문장
1 - 아 / 어 /

여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라서 밥을 먹었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라.

2 -기에 비가 오기에 우산을 샀어요
일찍 일어났기에 청소를 했어요.

비가 오기에 밥을 먹었어요.
일찍 일어났기에 청소를 합시다.

3 -길래 날씨가 좋길래 소풍을 갔어요.
친구가 늦게 오길래 걱정했어요.

날씨가 좋길래 비가 왔어요.
친구가 늦게 오길래 걱정하겠어요.

4 -니까 밥을 다 먹었으니까 설거지를 해요.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집에 가요.

비가 오니까 배가 불러요.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집이 가요.

 정 문장 오류 문장
1 -는 바람

에
과자를 많이 먹는 바람에 살이 쪘어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수업에 늦었어요.

과자를 많이 먹는 바람에 우산을 샀어요.
비가 올 바람에 옷이 젖었어요. 

2 -기 때문
에

늦잠을 잤기 때문에 수업에 늦었어요.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요.

늦잠을 잤기 때문에 배가 불러요. 
밥을 먹는기 때문에 배가 불러요.

3 -는 통에 주위가 시끄러운 통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사람이 많은 통에 친구를 못 찾았어요.

주위가 시끄러운 통에 맛있게 먹었어요.
사람이 많을 통에 친구를 못 찾았어요.

 정 문장 오류 문장
1 과자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거예요. 과자를 많이 먹은 살이 찔 거예요.
2 침대에서 잠을 잘 거예요. 침대가 잠을 잘 거예요. 
5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음식을 많이 먹면 배가 불러요. 
6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져요.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자. 
7 주위가 시끄러우면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부록 3: 이유 표현별 문장 목록>

1. 연습 문제
각 유형별로 한 문장씩 제시

2. 시행1
<연결어미>

<연결 표현>

<채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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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문장 오류 문장
5 -므로 시험이 끝났으므로 집에 갔어요.

시간이 늦었으므로 집에 갔어요.
시험이 끝났으므로 비가 왔어요.
시간이 늦었으므로 집은 갔어요.

6 -느라고 잠을 자느라고 수업에 늦었어요.
숙제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책상이 잠을 자느라고 늦었어요.
숙제를 했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정 문장 오류 문장
4 -ㄴ 탓에 주위가 시끄러운 탓에 이야기를 못 들었어

요.
밥을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배가 아파요.

주위가 시끄러운 탓에 배가 불러요.
밥을 너무 많이 먹었 탓에 배가 아파요.

5 -ㄴ 덕분
에

친구가 표를 준 덕분에 영화를 봤어요.
엄마가 아침을 만들어준 덕분에 맛있게 먹
었어요.

친구의 표가 젖은 덕분에 영화를 봤어요.
엄마가 아침을 만들어준 덕분에 맛있게 
먹자. 

6 -아/어/여
서 인지

음식이 비싸서인지 맛이 있어요.
음식이 맛있어서인지 사람이 많아요.

음식이 비싸서인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음식이 맛있어서인지 사람이 많아라.

7 -고 해서 비도 오고 해서 수업에 안 갔어요.
사람도 많고 해서 일찍 집에 갔어요.

비도 오고 해서 돈이 없어요.
사람도 많은고 해서 일찍 집에 갔어요.

 정 문장 오류 문장
3 비가 오면 우산을 사요. 비가 그치면 우산을 사요. 
4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아요. 열심히 잠을 자면 좋은 점수를 받아요. 
7 밥을 다 먹거든 설거지를 하세요.

잠을 다 잤거든 일어나세요.
밥을 다 먹거든 수업에 늦으세요.
잠을 다 잤거든 일어났어요.

8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요. 날씨가 좋면 소풍을 가요. 
9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영화를 본 가요.
10 손님들이 돈을 내고 있어요. 손님들이 청소를 내고 있어요. 
11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밥을 맛있게 먹을 있어요. 
12 돈을 벌면 집을 살 거예요. 돈을 벌으면 집을 살 거예요.
13 영화 표가 있으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영화 표를 있으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7 주위가 시끄러우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정 문장 오류 문장
8 -더니 일을 했더니 돈을 벌었어요. 과자를 많이 먹더니 우산을 샀어요.

3. 시행2
<연결어미>

<연결 표현>

<채움 문장>

4. 시행3
<연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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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갔더니 영화가 다 끝났어요. 내일 갔더니 영화가 다 끝났어요.
9 -ㄴ다고1 늦게까지 일한다고 무척 힘들었어요.

손님들이 온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늦게까지 일한다고 옷이 젖었어요.
손님들이 온다고 열심히 준비하자.

10 -(이)라(서)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요.
학교라서 학생이 많아요.

학생이라서 날씨가 좋아요.
학교라서 학생이 많아라.

 정 문장 오류 문장
10 - 로 

인해
감기로 인해 수업을 못 갔어요.
더위로 인해 잠을 못 잤어요.

감기로 인해 비가 왔어요.
더위로 인한 잠을 못 잤어요.

11 - ㄴ 다
니까

비가 안 온다니까 소풍을 가요.
친구가 온다니까 기다립시다.

비가 안 온다니까 돈이 없어요.
친구가 올다니까 기다립시다.

12 - 라 니
까

그런 나쁜 사람이 선생님이라니까 화가 났어요.
내 친구가 그 예쁜 선생님이라니까 모두 놀랐어요.

내가 학생이라니까 모두 먹었어요.
친구라니까 성격을 잘 알자.

13 - 어 서 
그런지

비가 와서 그런지 기분이 안 좋아요.
비가 그쳐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요.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을 마셨어요.
비가 그친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요.

14 - 답 시
고

공부를 한답시고 도서관에 앉아있었어요.
잠을 잔답시고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공부를 한답시고 감기에 걸렸어요.
잠을 잘답시고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정 문장 오류 문장
14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해야 해요. 밥을 먹었으면 소풍을 해야 해요.
15 음식이 맛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음식이 맛있어면 기분이 좋아요.
16 친구는 학교 주위에 살고 있어요. 친구는 아침 주위에 살고 있어요. 
17 시간이 늦으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시간이 늦어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18 시끄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시끄럽게 기분하면 안 돼요.
19 친구는 성격이 좋을 거예요. 친구는 성격이 좋고 있어요.
20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비를 많이 벌 거예요.

<연결 표현>

<채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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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cquiring Korean L2 Grammar 
in accordance with the Difficulty of 'Reason Expression'.

Jeeyeoun, Lee.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odel for acquiring Korean L2 
grammar according to constituents of 'Reason Expression Difficulty'. 

The first part of the method to be done for the modelling was measuring 
the Reaction Time and Accuracy of 'Reason Expression' from the highest level 
learner. The Korean 'Reason Expressions' were given equally to all the 
participants, and the participants are restricted to the highest level Korean 
learner, who has taken more than four-year university level education. The 
result showed that each 'Reason Expressions' has different reaction time.

In cogn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 reaction time is related to 
Automaticity. Consider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s an automaticity, 
reaction time for certain second language grammar can suggest the degree of 
the expression's difficulty. 

The second part of the modelling was analysing correlations between 
reaction time and other factors referring to the composition of difficulty when 
learning second language in the previous studies. The factors used in 
correlation analysis are accuracy, frequency of grammar exposure and the 
numbers of syntactic restriction.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difficulty, operationally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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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eaction time(implicitly measured difficulty) and accuracy(explicitly 
measured difficulty), was correlated to the numbers of syntactic restrictions 
and frequency.  

Therefore, constructing second language grammar difficulty can be explained 
as follows. 

(1) High accuracy and uneven deviation of the reaction time shows that 
reason expressions can be highly difficult.

(2) The less syntactic restrictions of the reason expression, the accuracy 
becomes higher.

(3) When frequency is high, the accuracy tends to become higher.

This study follows these principles that develops second language education 
model. The list of the difficulty of the reason expression can be made from 
these three criteria: accuracy, deviation of a reaction time, average of a 
reaction time.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paper reaffirms that preexisted factors authentically affects 

difficulty by conducting reaction time measurement.  
Second, constructing 'Grammar Presentation Model' using the results and  

correlations of reaction time measurement.
Third, by operationally defining 'acquisition' as 'reaction time' and 'accuracy', 

this paper connects second language difficulty into automaticity of cogn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 It suggests that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curriculum modelling as a field of Learning Psychology.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factors of constituting grammar 
difficulty was not found. Thus all variables were not concerned in this study. 
For example, semantics is considered important when acquiring second 
language, however, the meanings of semantics, Functions and transparency of 
morpheme combination had not been clearly studied in Korean educational 
fields. Therefore the research about other factors affecting difficulty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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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d afterwards. 

* Key words: Cognition, Language difficulty measuring methods, Sentence 
processing time, Reaction time test, Reaso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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