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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학년

별 쓰기 작문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텍스트에서 나타난 응결장치 사용 양

상을 분석하고 그 사용 양상 중 나타난 오류 원인을 밝혀내고자 했다. 또한 한

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응결장치 사용 양

상의 특성을 밝힌 후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쓰기 교육의 

응결장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사범대학교 한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총 162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주제인 ‘취미’와 ‘여행’ 중 하나를 골라 텍스트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중 한국어 작문 능력을 갖춘 인도네시아인 121명의 작문 자

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한국인 모어 필자의 응결장치 사용 양상과 

비교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필자에게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와 동일한 주제로 글

을 쓰게 한 후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바탕

으로 응결장치 사용 양상과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응결

장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어 응결장치에 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

습자의 작문 자료 분석에 사용될 한국어 응결장치 분석 틀을 제시하였고, 인도

네시아어 응결장치의 특성을 밝혀낸 후 한국어의 세부 응결장치와 대조분석하

였다. 먼저 텍스트의 개념과 텍스트성을 정리하였고 텍스트성 중에서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인 응결성과 응집성의 관계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응결성과 응집

성을 구분하고 응결성을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의 핵심 명제를 연결해 주고 통

일된 의미를 담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서 응결성이 텍스트 내에서 

활용되어 표현된 언어 장치를 ‘응결장치(cohesive device)’라고 보는 정의를 따

랐다. 이후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응결장치 사용 양상의 특성과 발현되는 오

류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먼저 한국어의 응결장치 이론을 검토하여 정리하였

고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의 특징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의 세부 응결장치를 대조분석하였다. 대조분석을 통해 학습자 작문 자료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먼저, 학습자의 쓰기 작문 자료 분석 방법을 기술하고 응결장치 

분석 틀을 기준으로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대용 응결장치, 접속 응결장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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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적 응결장치가 나타나는 사용 빈도와 그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오류와 오류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

도네시아어와 한국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응결장치는 접속 응결장치로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이 가장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대용 응결장치의 경우 대명사 ‘이/그’의 사용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장소 지시대명사 ‘여기/저기’, ‘이곳/저곳’의 사용역에 따

른 차이가 있었다. 접속 응결장치에서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

으로 하나의 의미기능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응결장치 간 혼동 양상

을 보였고, 서로 다른 의미기능 간에서도 혼동 양상이 나타났다. 언어 간 전이

에 따른 오류가 대부분이었으며 학습 환경의 원인에 따른 교수 내용 부족으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응결장치의 용법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응결장치 사용 양상 및 오류와 오류 원인을 바탕

으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쓰기 교육의 응결장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

하였다. 응결장치 교육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하고 응결장치 교육 내용

을 선정한 후 응결장치 교육 방법을 탐색하였다.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한국

어와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도록 OHE 모형을 활용하

였고, 응결장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글쓰기 실력 

향상이므로 쓰기 교육의 지도 원리 중 하나인 과정 중심 접근법을 기반으로 인도

네시아인 한국어 응결장치의 교수학습 방안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교

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응결장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응결장치는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명제를 절과 절, 문장과 문장 사이

에서 연결하고 통일된 의미를 담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텍스트 

내에서 활용되어 표현된 문법적 기제인 응결장치의 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를 텍스트 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의 쓰기 작문 자료를 분석하여 그 사용 양상과 오류 원인을 밝혀냈고 인도네시아

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 어: 응결장치, 응결성, 한국어 교육, 쓰기 교육,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학   번: 2016-2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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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인도네시

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을 밝혀낸 후, 그에 맞는 응결장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사범대학교 한국어교

육과에 재학 중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작문에서 나타난 응결장치 사용 양상

을 분석했다.

고영근(1999)에서는 한 텍스트가 단지 단순한 문장 나열이 아닌 텍스트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 주는 요소를 ‘응결장치’라고 정의하였다. 응결장치를 사용

함으로써 텍스트 생산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텍스트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줌으

로써 텍스트 수용자의 정보 처리를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응결장치를 

쓰기 교육의 한 방안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어는 한국어에 비해 문장 내에서 응결장치가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

지 않아 실제로 응결장치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인도네시아어는 절

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가 접속사 형태로 존재함으로써 응결장치의 다양성

과 의미기능 면에서 한국어와 차이점을 보여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한국어로 

작문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응결장치 교

육의 필요성은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노래와 메이크업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

터 나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노래를 부르면 별로 안 좋

아합니다. 부모님은 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그것에 대해 매

우 슬프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종

종 화장실에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I-2H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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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노래와 메이크업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

터 나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내가 노래를 부르면 별

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그것에 대해(√그것이) 매우 슬프*는데(√지만) 

영향을 받지 않*고(√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집에 없

을 때 종종 화장실에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의 밑줄 친 부분들은 문맥상 의미의 유

추는 가능하나 응결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텍스트 생산자가 전달하고

자 하는 핵심 명제인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의 응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20여 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맨 처음 한국어 교육을 개설한 학과는 1995년 UNAS(인도네시아국립대학)이

며, 2003년 UGM(가자마자대학), 2006년 UI(인도네시아대학), 2015년 UPI(인

도네시아사범대학) 순이다. 이들 대학에서 ‘쓰기’는 다른 전공 기초과목에 비해 

강의 시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배정되어 있다.2) 이를 통해 현재 인도네시

아의 대학에서 한국어 쓰기 교육이 적극적인 학습 목표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적 단계로

서 응결장치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인 한

국어 학습자의 쓰기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쓰기 교육의 응

결장치 교수학습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었다. 

1)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는 ‘I’, 한국인 학습자는 ‘K’로 표시하였고, 작문 주제인 여행은 
‘J’, 취미는 ‘H’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I-2H15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2학년 학생 
중 취미를 주제로 작문한 15번째 학습자이며, K-J2는 여행을 주제로 작문한 2번째 
한국인 모어 필자이다. 

2) 우스미(2018:76)에서는 위 대학 중 UPI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내에서 전공 기
초과목인 쓰기 과목의 강의 시수 배정이 타 기능에 비해 가장 적다는 지적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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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와 응결장치 관련 연구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는 음운과 통사적으로 한

국어와 인도네시아어를 대조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한 국내 한국인

의 연구보다 인도네시아 원어민이 연구한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이 전체 논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딘다(2001)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거의 최초로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

어 교육을 연구라 할 수 있는데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자음·모음의 체계를 

대조하여 학습자 한국어 발음 듣기 지도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인도네시아

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겪는 청취상의 어려움은 발화를 분명하게 해 

주는 음소의 정확한 구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음운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초급, 중급, 고급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

였다.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의 발화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실제적인 자료 통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에게 맞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발음에 대한 대조연구로는 피트리(2012)의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ㅓ/와 /ㅗ/ 발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와 안미애(2014)의 인도네시아인 고

급 한국어 학습자의 단모음 발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가 있다. 피트리

(2012)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단모음의 대조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인 학

습자가 /ㅓ/와 /ㅗ/를 헷갈리게 발음하여 오류를 범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후 인도네시아인과 한국인 40명을 대상으로 단모음 /ㅓ/와 /ㅗ/가 들어간 문

장의 읽게 하고 이를 녹음하여 음향 음성적으로 분석하였고 인도네시아인의 경

우 한국어 습득 기간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한국인 화자와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여 인도네시아어 모음체계 내에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모음인 /

ㅓ/와 /ㅗ/가 습득하기 어려움을 밝혀내었다. 

 안미애(2014)는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 대상으로 한국어 습득 

정도를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으로 한국인의 한국어 모음과 대조하였다. 이를 통

해 고급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임에도 한국어 단모음을 한국어 화자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사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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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통사적인 연구로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의 사동법을 대조 연구한 도나

부르한(2009)과 시간 표현을 비교하여 연구한 김나리(2015)의 연구가 있다. 

도나부르한(2009)은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모두 사동 표현을 가지며 일상생

활에서 사동 표현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에 주목하여 사동 표현의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특석을 대조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언어가 사동표현의 

실현에 있어 문장의 통사적 구성과 구성요소, 그리고 의미 관계 측면에서 차이

를 보인다는 것을 밝히었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사동법을 살

펴본 후 인도네시아인에 맞는 교수 방법을 고찰하였다. 

김나리(2015)는 인도네시아어에 문법적 시제 체계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여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시간 표현을 대조 분석하였다.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

표현을 각각 구체적으로 대조하였고,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교재에

서 보안 또는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짚어보았다. 

이후 한국어 교육에서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연구가 대조 분석적 연구와 함께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오류 분석

과 관련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오류에 관한 연구로는 박경재(2014), 우

스미·박덕유(2015), 파를리아(2016) 등이 있다. 

박경재(2014)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거의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여 오류의 유형을 밝힌 연구이다.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오류를 어휘, 문법, 발음, 철자 오류 등 유형별로 나눈 후 모국어 간섭으로 인

한 오류의 원인을 대조분석의 기준을 통해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대조분석이 기초적이며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

았다는 점, 작문 자료의 수가 적어 오류 자료의 양이 많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

다. 

우스미·박덕유(2015)는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를 분

석하였다. 먼저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의 기본 문형을 수형도로 대조하여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

생의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 사용의 오류를 분석하여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가 조사 사용에 있어 대치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함을 밝히었다.

파를리아(2016)는 인도네시아인 한습자의 한국어 연결어미 오류에 관해 연

구하였다. 인도네시아어에는 한국어 연결어미가 접속사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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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주목하여 인도네시아어 접속사와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비교·대조하였고,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연결어미 문법 테스트를 하여 오류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연구는 문법적 대조분석

의 양상을 띠어왔으며, 오류분석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학습자의 쓰기 작문자료를 수집하여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범한 문법적

인 오류를 분석한 연구는 있지만 오류 분석을 넘어 쓰기 교육 방안까지 제시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교

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재학생의 작문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양상을 

살피고 이에 맞는 교수학습을 연구하고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응결장치 관련 연구는 크게 한국어와 특정 언어의 텍스트 응결장치

를 비교한 연구와 한국어 텍스트 응결장치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황세현

(2015)에서는 이를 번역연구와 교육연구로 정의하였다. 교육연구는 다시 국어 

교육 연구와 한국어 교육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연구 분야에서 응결장치의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어 교육 분야의 응결장치 연구는 대상 언어권별 연구와 구어, 문어에서 

나타난 응결장치 연구 등으로 나뉜다. 범국가를 대상으로 한 응결장치 교육 관

련 연구로는 김은희(2007), 이수미(2010), 유민애(2015)가 있다. 

김은희(2007)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 모어 필자와 외국

인 학습자의 텍스트에서 나타난 응결장치 연구를 시도하였다. 학습자 수가 15

명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아 대표성을 띠기는 어려우나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

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밝혀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수미(2010)는 외국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응결성과 응집성을 

분석하였다. 응집성에 더 초점을 두고 텍스트에서 드러난 문법 항목보다는 텍

스트 내용의 구조화와 의미화에 주목하였다. 응결장치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학

습자 텍스트에서 나타난 지시, 접속, 어휘적 응결장치의 사용 양상을 사례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유민애(2015)는 장르-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응결장치 즉, 논설문에 

나타난 외국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논리적 응결장치의 세부 사용 

비율을 분석하였고, 한국인 모어 화자가 작성한 작문 자료와 비교하여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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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장르-텍스트 기반의 문법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언어권별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언어는 중국어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

로는 한지은(2010), 민주희(2011) 등이 있다. 한지은(2010)은 중국어와 한국

어의 응결장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학습자가 보이

는 응결장치의 사용 양상을 밝혀냈다. 민주희(2011)는 응결장치를 ‘결속기제’라 

표현하였고, 텍스트 내 결속기제 사용 비율에만 주목하지 않고, 다양성에 주목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응결장치 양상 분석

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설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부분

의 연구가 주로 ‘제시’의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설계한 연구로는 김혜정(2010)과 쑥켓싹 완

와자(2010)가 있다. 김혜정(2010)은 중국인 학습자의 설득적 텍스트에서 나타

난 결속표지를 분석하여 그 양상과 오류를 밝혀내고 교육 내용을 설계해 교육 

방안을 구안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쑥켓싹 완와자(2010)는 응결장치로 

연구에서 최초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응결장치를 분석하여 교

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지시, 접속, 어휘적 응결장치의 

사용 빈도와 비율을 구하고 한국인 모어 필자와 사용양상을 비교하였다. 하지

만 쑥켓싹 완와자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응결장치 분류 틀에 대한 비교와 세부 

응결장치 간의 대조분석이 미흡하고 사용 양상에 대한 원인 분석까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김혜정(2010)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텍스트에서 나타난 

오류는 분석하였으나 그 원인과 어려움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아쉬

움을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결장치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는 최초로 수행하는 연구이므로 지금까지 

연구된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의 응결장치 분류 틀에 대한 비교와 실제 작문 

자료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세부 응결장치 간에 대조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대표적인 양상

을 밝혀내고 오류 분석과 오류의 원인을 밝혀내는 단계까지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응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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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을 설계하여 그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응결장치 교육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 대상 자료는 인도네시아 사범대학

교 한국어교육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중 1, 2, 3학년3)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수업 시간 중에 작성한 작문 텍스트이며 개인적 에세이4) 형태의 

쓰기 시험 결과물이다. 쓰기 시험은 총 10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수업이 있

는 날 나흘 동안 학년별로 진행되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2015년 개교한 인도네

시아 사범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아직 1, 2, 3학년밖에 없기 때

문에 학습자가 부담감 없이 쓸 수 있도록 이미 학습한 주제인 ‘여행’과 ‘취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쓰도록 하였다. 총 162편 중 한국어 작문 능력을 갖춘 121

편의 작문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5) 또한, 국내 한국인 모어 필자 

26명6)에게 동일한 주제의 작문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한 자료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쓰기 자료 수는 1학년 21편, 2학년 64편, 3학년 36편, 한국인 26편으

로 총 147편이다.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필자의 쓰기 자

3) 2015년 9월 한국어교육과가 정식으로 설립되어, 현재 1, 2, 3학년이 재학 중이며 4
학년과 졸업생은 아직 없다. 

4) 이수미(2010:14)에서는 자기 표현적 쓰기의 미시적 장르로 일기, 편지, 개인적 에
세이, 자서전 등이 텍스트 유형으로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주제를 
개인적 에세이 형태의 텍스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기 표현적 쓰기 텍스트
는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때문에 학습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내용 생성에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학습자는 자
신의 학습 결과물을 만드는 창의적 과정에 스스로 뛰어들게 된다고 하였다.

5)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1인당 ‘여행’과 ‘취미’를 주제로 각 1편씩 총 2편의 작문자료
를 수집하였고, 그중 한국어 작문 능력을 갖춘 작문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
다. 

6) 한국인 모어 필자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학원생 13명에게 ‘여행’과 
‘취미’를 주제로 각 1편씩 총 26편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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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문장 수를 학년별로 제시하면 <표1>과 같다. 

대상자 구분 편 수 문장 수
어절 

수

1인당 평균 문장 수

(문장당 어절 수)

인도네

시아인 

학습자

1학년
<취미> 15 124 723 8.3/(5.8)
<여행> 6 48 265 8.0/(5.5)

합계 21 172 988 8.2/(5.7)

2학년
<취미> 21 194 1,279 9.2/(6.6)
<여행> 43 338 2,290 7.9/(6.8)

합계 64 532 3,569 8.3/(6.7)

3학년
<취미> 24 195 1,423 8.1/(7.3)
<여행> 12 86 562 7.2/(6.5)

합계 36 281 1,985 7.8/(7.1)
한국인 모어 

필자

<취미> 13 184 2,401 14.2/13.0
<여행> 13 240 2,924 18.5/12.2

합계 26 424 5,325 16.3/(12.6)

<표1> 분석 대상 자료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분석 대상을 기반으로 텍스트의 자격을 갖도록 해 주는 

문법 요소 중 응결장치인 ‘지시, 접속 응결장치’와 ‘어휘적 응결장치’를 연구 대

상으로 삼아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응결장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치 특징을 한국어 응결장치와 비교하여 분

석한 후에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나타나는 응결장치의 사용 

양상을 유형화하여 이에 맞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텍스트 언어학의 구성 요소 중 텍스트와 텍스트성 그

리고 응결성과 응집성의 개념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응결

장치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이후 대조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 응결장치

와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를 살펴본다. 먼저 한국어 응결장치 분류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문헌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어 응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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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며 본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한

국어 응결장치 분석 틀을 제시한다. 그후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 또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

아어 응결장치와 한국어 응결장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용과 접속 응

결장치를 대조분석 한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어 교육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작문 자료를 수집하여 2장에서 제시한 한국어 응결장치의 분석 틀을 기

준으로 작문 자료를 분석한다. 작문 자료 수집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필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응결장치 사용 비율을 통

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양상과 드러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후 이에 맞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때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어 쓰기에 대한 필요성과 현지 인도네시아 사범대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재와 

관련된 의견을 수집한다. 이는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사용 양상의 원

인을 밝히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와 현지 교사

에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인터뷰는 설문조사와 작문 자료

와 관련한 내용으로 학습자와 ‘whatsapp’ 음성 통화로 이루어질 것이며 현지 

교수와의 인터뷰는 메일로 진행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응결장치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한국어 응결장치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한

국어 응결장치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치에 대해 살펴본 후 세부 응결장치 간  

   대조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한국어 응결장치 분류 틀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  

   문자료에서 나타난 응결장치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양상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응결장치 교육 방안을 마련한다. 

상기한 내용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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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Ⅱ장

- 텍스트와 텍스트성

- 문헌연구
- 대조분석

- 응결성과 응집성
-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치 대
조분석 

- 한국어 응결장치 분석 틀 마련

Ⅲ장 -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작문 자
료에 나타난 응결장치 사용 양상 분석 

- 학습자 작문 자료 
-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설문 자료
-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사후 인터

뷰 자료 
- 현지 교사 인터뷰 자료 
- 응결장치 사용 비율 통계 분석
- 교재 분석 

Ⅳ장 -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쓰기 교
육의 응결장치 교수학습 방안 연구

- Ⅱ장의 논의를 토대로 한 Ⅲ장 
분석 결과를 활용

<표2>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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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텍스트 언어학의 구성 요소

   

텍스트 언어학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를 고찰하는 것이 언어 연구의 시

작이자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등장하면서 텍스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

작하다(신형욱, 2004). 외국어교육에서도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중요시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최상의 언어 단위인 텍스트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한

국어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텍스트의 정의는 국내외 수많은 연구자만큼이나 다

양하다. 학자들의 정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공통점으로는 ‘텍스트가 의사소통 목적을 가지고 언어적 형식으로 표

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텍스트는 연구자에 따라 문어를 텍스트로 보는 

국외 국내
학자 정의 학자 정의

드레슬러

(Dressler, 

1972)

가장 최상의 단위인 

언어 단위로서 모든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테두리

원진숙

(1995)

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여 

구체적인 언어 행위로 실현

되는 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

할리데이와 

하산

(1976)

통일된 의미 단위의 

메시지

고영근

(1999)

사람이 어떠한 의도성을 가

지고 생성하는 언어적 표현

블링커

(Brinker, 

1994)

자체적으로 응집적이

고 전체로서 인지 가

능한 의사소통 기능을 

알려 주는 언어 기호

의 한정된 연쇄

김봉순

(2002)

하나의 통일되고 완결된 사

고 내용을 담은 문자 이상의 

언어 형식으로 된 문자 집합

<표3> 텍스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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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문어와 구어를 모두 포함하는 관점, 통사론·의미론·화용론적으로 각각 정

의를 내리는 관점 등 다양하다7). 이에 따라 텍스트의 개념을 논할 때 ‘담화

(discourse)’의 용어가 함께 대두될 수밖에 없다. 담화를 텍스트의 상위 개념으

로 보는 학자[보그랑드(Beaugrande), 1980]도 있고 텍스트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학자(박영순, 2004)도 있다. 또한 텍스트와 담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

급하는 학자(할리데이, 1973; 할리데이와 하산, 1976)도 있다. 이은희(2000)는 

텍스트를 순수 통사론적으로 정의되느냐, 의사소통적 단위인 화용론적으로 정

의되느냐의 이분법적 구분이 더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견해를 따르면서 텍스

트를 문장이 문법적, 의미적, 화용적으로 결속된 의사소통적 단위로 보는 통합

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이는 블링커(Blinker, 1994)가 ‘언어 체계 지향적 텍스

트 언어학’과 ‘의사소통 지향적 텍스트 언어학’을 상보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의 내린 것8)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담화의 개념이 

화용론까지 확장되어 혼동하여 쓰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담화와 화용론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도록 한다. 황세현

(2015)에서는 대부분의 학자가 문어 중심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텍스트라는 용

어를, 구어 중심의 연구에서는 담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

는 텍스트가 담화보다 완결성과 정체성을 더 많이 가지므로 문어에서 좀 더 많

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텍스트는 언어의 

기본 단위를 포함하면서 언어 사용 측면에서 문장의 층위를 넘어선 단위를 뜻

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문장 이상의 단위이면서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담은 의사소통적 단위로 본다. 

텍스트성(textuality)은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특성 및 자질을 의미하

는데 보그랑드 & 드레슬러(1981)에서는 응결성(cohesion), 응집성

(coherence), 용인성(acceptability), 의도성(intentionality), 상황성

(situationa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등 7가지 

텍스트성9)을 제시하며 텍스트가 언어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갖추

7) 텍스트를 언어 단위로 접근하여 문장의 응집성 연쇄로 정의 내리는 사람들을 구조
주의자, 이와는 다르게 텍스트를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의사소통적 접촉 
방식으로 정의 내리는 사람들을 기능주의자라 한다. 

8) 블링커(Blinker, 1994)는 텍스트를 ‘자체적으로는 응집적이고 전체로서는 인지 가능
한 의사소통기능을 알려 주는 언어 기호들의 한정된 연쇄’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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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특성을 제시하였다. 보그랑드 & 드레슬러(1981)는 이들 중 특히 응

결성과 응집성이 문어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응결성(cohesion)을 논할 때 응결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응집성

(coherence)이 항상 함께 제시된다. 이는 다음의 학자들이 두 개념을 비교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76)은 응결성 연구에서 최초로 이 개

념을 연구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응집성과 응결성을 구별하지 않았고 응결성을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의미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응결장

치(cohesive device)10)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응결성의 하나의 예 또는 

응결적으로 관련된 요소들의 나타남(a single instance of cohesion or one 

occurrence of a pair of cohesively related items)이라고 하였다. 할리데이와 

하산은 응결성을 텍스트의 의미론적 특질로 여겼는데 이민경(2016)에서는 그 

이유가 결국엔 이러한 표층의 언어적 장치가 텍스트 심층의 의미 관계 구축, 

곧 응집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보그랑드와 드레

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는 응결성과 응집성을 구별하여 응결성을 

의미론적 특질이 아닌 통사론적 특질로 파악하였다. 응결성을 ‘텍스트 표층의 

9) 텍스트성의 개념(보그랑드 & 드레슬러, 1981)

텍스트성 개념
의도성 텍스트 생산의 목적 및 의지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용인성 텍스트 수용자의 수용 정도에 대한 것을 뜻한다. 
정보성 텍스트가 제공하는 양과 질의 정보성에 대한 것을 말한다. 
상황성 텍스트가 반영하는 발화 상황에 적합한 배경을 말한다. 

상호텍스트성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다른 텍스트와의 연관성에 관련된 것

으로 다른 텍스트와 인용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10) 응결장치와 관련된 용어로 할리데이와 하산(1976)은 ‘cohesive tie’,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는 ‘cohesive devic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그랑드와 드레
슬러(1981)의 용어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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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가 이루는 문법적인 의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통사 구조의 연결성’이

라고 하였으며 응집성은 응결성에 의해 전달되는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나 통

일성이라 하였다. 즉, 인과 관계, 시간 관계와 같은 텍스트 내의 인지적 결속 

관계와 관련된 것이 응집성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응결장치는 텍스트에서 이미 

사용된 구조와 패턴이 어떻게 재사용, 수정, 압축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장

치(devices for showing how already used structures and patterns can be 

re-used, modified, or compacted)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보그랑드와 드레슬러

(1982)는 텍스트 내에서 통사적 응결장치가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응결장치라 

하며 응결장치를 ‘텍스트의 구성단위들 간의 문법적인 관계’로 정의하였다.    

민현식(1999)은 응결성을 “텍스트 표층 구조에 나타나는 접속, 대용, 생략, 

시상 등의 통합적 수단이 이루는 텍스트의 구조”라 하였으며, 응집성은 “텍스트 

기조 구조에 나타나는 의미, 기능상의 통합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한 주제를 

향해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의미망”이라 하였다. 이민경

(2016)에서는 위의 학자들이 응집성과 응결성을 보는 관점이 텍스트 표층의 

문법적인 통사적 구조를 가리키는가, 의미적 관계를 가리키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응결장치가 텍스트 내 언어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텍스트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언어적 장치라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하였다. 서종훈(2017)

은 글쓰기에 드러난 다양한 결속기제(본 연구에서는 응결장치)는 글의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고영근(1999)에서는 응결성이 텍스트의 논

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응집성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응집성은 텍스트의 심층에 

존재하는 의미적인 영역으로서 응결성은 응집성을 이루는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재승(2003)에서는 응결성을 결속 

구조로 표현하였으며, 결속 구조를 응집성의 종속 개념으로 보거나 이 두 개념

이 완전히 독립적인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텍스트의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데 두 개념이 모두 필요한데 결속 구조

는 텍스트의 표층 구조에서 연결 관계를 말해 주는 개념이고 응집성은 텍스트

의 심층 구조에서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의 텍스트가 조직적인 면에서 완결성을 갖게 하는 

데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결속 구조는 텍스트의 



- 15 -

미시 자질 요소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응집성은 텍스트의 거시 자질 요소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재봉(1999:59)에서는 이재승(2003)과 같이 응결성을 결

속 구조로, 응집성은 결속성이라 표현하였고 이 둘이 텍스트의 구체적인 수단

으로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결국 응결성은 단순하게 문법적인 

정확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의존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문

법적인 장치를 바탕으로 응결성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응집성이 형성된다는 견

해가 텍스트 분석 연구에서 지배적인 관점이 되었다(박혜진·이미혜, 2017). 이

수미(2010)에서도 필자의 의도성과 관련하여 텍스트에서 표현되는 필자의 태

도에 관한 연구에서 필자가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또

는 기제는 응결장치로 표현되며 결국 이러한 응결장치를 통해 응집성으로 드러

난다고 하여 응결성과 응집성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고영근(1999)의 논의에 따라 응집성과 응결성을 구분하였고 응결

성을 통해 응집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본다. 물론 응결성이 과연 

응집성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대부분 학자의 견해에 따르되 응집성보다 응결성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

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글쓰기 학습 시 응결성을 학습하는 것이 기초 단

계에서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응

결성을 토대로 한국어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텍스트의 응집성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응결성이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의 핵심 명

제를 연결해 주고 통일된 의미를 담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텍스트 내

에서 활용되어 표현된 언어 장치를 ‘응결장치(cohesive device)’라고 정의한다.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의 분류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응결장치의 분류 체계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작문 자료 분석에 사용될 한국어 응결장치 분석 틀을 제시

하고, 한국어 응결장치 분석 틀과의 차이점을 중점으로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

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다음으로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의 세부 응결장치를 대

조 분석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세부 응결장치의 대조분석은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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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치 및 한국어 응결장치와의 대조분  

석

   

 강현화(2003)에 따르면 대조분석적 연구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체계적이고 일관된 모델을 사용하여 언어의 전 분야에서 대조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개별적 사실들 간의 대조를 통해서 언어를 전체적으로 보려는 연구라고 

하였다. 박의재·이정원(1999)에서는 대조분석 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2언어 

학습 상황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과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을 분리하기 위함이

며 잠재적인 오류를 결정하기 위해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1950~60년대 나타난 대조언어학11)이라는 학문은 비교언어학12) 다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을 언어 교육에 반영하기 

위함이었으며 프라이스(Fries, 1945)와 라도(Lado, 1957)에 의해 더욱 발전되

었다. 이 이론의 주요 논리는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 언어와 모국어 

간의 차이가 클수록 언어 습득상의 어려움은 더 크다고 가정한다. 학습자는 학

습자의 목표 언어와 모국어의 차이로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목표 언어에 전이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모국어가 목표 언어 습득에 간섭(방해)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대조

분석 이론인 것이다. 대조분석 이론은 두 언어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더 중

점을 두는데, 이 차이점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시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오류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언어의 차이점을 중시하는 대조분석 이론에서 다시 강한 견해(strong 

11) 대조언어학은 언어학의 한 부류로 보는 언어학적 관점이며, 언어 교육적인 관점에
서는 대조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2) 비교언어학(comparative linguistics)이란 언어의 변화 및 언어 간의 관계를 연구
하는 통시적인 분야로 한 언어의 초기 형태와 후기 형태를 비교하고 상이한 언어
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언어의 어원적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비
교언어학은 원시언어(조어)를 찾아내기 위하여 언어 친족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며 언어를 비교할 때 주로 공통점을 찾아내는 데 역점을 둔다(강현화,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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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를 취하는 관점과 약한 견해(weak view)를 취하는 관점으로 나뉠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프라이스(Fries, 1945)와 라도(Lado, 1957) 등의 학자는 대조

분석 이론의 강한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로, 모국어와 제2언어의 차이가 학습에

서 겪는 ‘유일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조분석은 제2언어 학습에서 출

현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예측력을 지닌다. 이와는 반대로 와인리히(Weinrich, 

1953)나 호겐(Haugen, 1953)은 학습 이후에 생기는 오류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오류를 설명하는 데 대조분석이 용이하다고 본다. 즉, 단순히 두 언어의 차이점

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모든 오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류 발생 이후에 원인

을 밝히는 데 대조분석이 일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양측 대조 분석가의 

견해는 강현화(2003:35)와 같이 모두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한다고 하였다. 

‘언어들은 서로 간의 공통점이 있는 반면 차이점도 많으며 언어 간의 유사

성과 차이점은 기술될 수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제2언어 학습자에게 긍

정적/부정적 전이가 일어난다.’ 

학습의 전이(transfer)13)는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와 부정적 전이

(negative transfer), 무전이(zero transfer)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

데14) 대조분석 가설에서는 학습의 장애 요인이 되는 부정적 전이인 간섭

(interference)을 중시한다. 부정적 전이는 외적 간섭인 언어 간의 간섭과 언어 

내의 간섭으로 나뉠 수 있다. 언어 간 간섭은 다시 배제적(preclusice) 간섭과 

침입적(intrusive) 간섭으로 나뉜다. 배제적 간섭은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어

떤 요소의 영향으로 목표 언어 학습 시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침입적 

간섭은 모국어의 어떤 요소가 목표 언어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배

제적 간섭과 침입적 간섭 모두 방해가 일어나는 원인은 ‘모국어’이다. 언어 내 

13) 학습자 모국어의 어떠한 현상이 외국어의 습득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를 ‘전이
(transfer)’라고 지칭한다. 대조분석론자들은 대조분석으로 두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와 부정적 전이
(negative transfer)를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본다(신자영 2009:62).

14) 긍정적 전이(유용, facilitation)는 두 학습의 과업이 같을 때 나타나며, 부정적 전
이(간섭, interference)는 두 학습이 연관은 있으나 다를 때 나타나고, 무전이는 두 
학습이 관련되지 않을 때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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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목표어의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어 새로 배우

게 되는 내용과 동일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신자영(2009)에서 

이는 양자 간의 불규칙성, 복잡성, 비대칭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를 위한 응결장치 교육 

방안 연구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텍스트 내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

는 문법적 결속 기제인 응결장치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

치를 공시적으로 대조분석하여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날 

오류를 예측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수한다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좀 더 정확

하고 적절하게 쓰기에서 응결장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조분석에 앞서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의 응결장치와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치와 관련한 선행연

구 및 기존의 문헌자료를 탐색한 뒤 대조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응결

장치와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응결장치의 분류는 할리데이와 하산(1976)의 틀을 따르는 것이 대부

분이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의 응결장치를 대별한 연구를 살펴본 후 대용, 접

속, 생략, 어휘적 응결장치 차원에서 구체적인 한국어의 응결장치를 기술해 보

고자 한다. 

할리데이와 하산(1976)에서는 응결장치를 크게 문법적 응결장치

(grammatical cohesion)와 어휘적 응결장치(lexical cohesion)로 나누고 그 하

위 항목으로 지시(reference)와 대용(substitution), 생략(ellipsis)과 접속

(conjunction) 그리고 어휘(lexical)를 제시하였다. 그중 지시, 대용, 생략은 문

법적 응결장치에 포함되며 접속의 경우 주로 문법적이지만 어휘적인 요소도 있

다고 기술하였다. 이후 할리데이와 하산(1985)에서는 다시 생략이 대용에 포함

된 개념으로 보아15) ‘지시, 대용과 생략, 접속, 어휘적 응결’ 등 4가지로 재정

의하였다. 

15) 할리데이와 하산(1995)에서는 생략은 동일한 단어 반복 사용을 피하기 위하여 사
용된다는 점에서 대용과 기능상의 공통점이 있다고 보아 생략을 대용에 포함하였다.



- 19 -

국내 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할리데이와 하산(1976)의 틀을 따라

온 연구가 대부분인데, 먼저 고영근(1999)에서는 응결 장치의 유형을 자소론적 

응결 장치, 음운론적 응결 장치, 형태론적 응결 장치, 통사론적 응결 장치, 의미

상의 등가성에 기댄 응결 장치, 기능상의 등가성에 기댄 응결 장치로 구분하였

다.

김재봉(1999)에서는 응결장치를 문법적, 어휘적, 혼합적 응결장치로 구분하

였고 문법적 응결장치에는 병행과 대용이, 어휘적 응결장치에는 반복과 환언이, 

혼합적 응결장치에는 접속이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16) 

안경화(2001)에서는 결속기제(본 연구에서는 응결장치)를 문법적, 어휘적, 논리적 

응결장치로 나누었다. 

구분 세부 분류

문법적 응결장치
대용과 생략, 대명사, 일부 의존명사, ‘그러하다, 이러하

다, 저러하다’
어휘적 응결장치 동일어 반복, 동의어(반의어), 상·하위어, 연어17)

논리적 응결장치 연결어미, 접속부사, 관용적 연결 표현 

<표4> 안경화(2001)의 응결장치 분류 

 

이것은 할리데이와 하산(1984)의 분류를 근거로 설정한 것으로 특히 논리적 

결속기제의 경우 의미기능에 따라 크게 설명과 확대, 강화 의미기능으로 나누

고 이를 다시 나열, 대조, 배경, 선택, 원인과 이유, 목적과 결과, 조건, 양보, 

동시,순차, 비례, 비유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안경화·양명희(2003)에서는 이를 다시 수정하여 응결장치의 유형을 문법적 

응결장치와 어휘적인 응결장치로 구분하였고 다시 반복 기능과 접속 여부에 따

라 분류하였다.18) 국내 학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법어휘체계의 틀을 

16) 김재봉(1999:66)에서는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그리고, 그러나···)와 단락을 이어
주는 연결어(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인 혼합적 응결장치는 어휘적 기능과 문
법적 기능이 모두 발휘된다고 하여 응결장치를 문법적 응결장치와 어휘적 응결장치
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17) 안경화(2001)에서는 연어란 주제와 인접하여 쓰이는 어휘들로 주제에 대한 주장
을 펼쳐 가는데에 필수적인 표현으로 학습자에게 인접 어휘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
을 말해주는 장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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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김재봉(1999)의 논의에서처럼 이 둘을 명확

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에 이민경(2016)에서는 한국어의 응결장치를 문법적

인가, 어휘적인가로 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응결장치를 재분류하였다. 국내외 

응결장치 분류 체계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응결장치를 대용, 접속, 어휘라고 보

았다.19) 본 연구에서 응결장치의 분류 체계는 앞서 살펴본 대부분 학자들의 견

해를 따르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응결장치를 분석하는 데

에는 대용, 생략, 접속, 어휘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지시와 대용을 별도

로 구분하지 않고 이 둘을 모두 대용에서 다루고자 한다.20) 이 둘의 구체적인 

관계와 개념적 정의는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생략은 텍스트 생산자의 

18) 

구분 반복 기능 접속기능 
문법적 결속기제 대용, 생략, 일부 조사 접속어미

어휘적인 결속기제
동일어, 동의어(반의어),

상위어(하위어), 연어
접속부사, 관용적 연결 표현 

<표5> 안경화·양명희(2003:200)의 응결장치 분류

19) 

구분 지시 대용 생략 접속 어휘 기타
H&H

(1976)
지시 대용 생략 접속 어휘

L&S

(1981)
한정지시 대용 생략 접속 반복, 변이

B&D

(1981)
대용 생략 접속

환언, 회기, 

부분 회기

병행, 시제와 상, 

기능적 문장투시법, 

억양
김재봉

(1999)
대용 접속 반복, 환언 병행

안경화

&

양명희

(2003)

대용 생략 접속 어휘 일부 조사

고영근

(2011)
대용 접속

명시적 재수용, 

함축적 재수용
보조사, 어미

<표6> 응결장치의 재분류(이민경, 2016:32)

    * H&H는 Halliday & Hasan, L&S는 Leech & Short, B&D는 Beaugrande &       
  Dressler를 타낸다.

20)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자들에 따라 대용을 대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용은 되풀
이되는 말 대신에 쓰이는 것을 의미하며 영어에서는 ‘that’과 ‘one’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대용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지시와 혼용되어 쓰이며 국
내 학자들의 경우 지시를 대용에 포함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영근
(1999)의 논의에 따라 지시를 모두 대용에 포함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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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문맥 의존적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토대로 생략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또한 생략이 아닌 오류

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료 분석에서는 생략을 배제하나 한국어의 

응결장치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한국어의 응결장치와 인도

네시아어의 응결장치를 비교 분석하는 데는 포함하도록 한다. 

   2.2.1. 대용 응결장치 

대용(substitute)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개념이 ‘지시(reference)’이

다. 대용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지시의 개념을 논하고자 한다. 

지시는 보통 조응21), 대용, 직시22)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김진수

(1999)에서는 지시가 전통적인 용법으로 무엇을 실제로 지시하는 기능으로서

의 의미뿐만 아니라 조응 기능과 대체 기능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쓰인다고 하

였다. 대표적인 한국어 지시어로는 ‘이, 그, 저’의 삼원체계가 존재한다. 안인경

(1998)에서는 한국어의 경우 지시(직시)와 조응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장소 지시어들인 ‘이-, 그-, 저-’를 예로 들었는데, ‘저-’ 계열의 경우 조응어

가 아닌 지시어만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지시어와 조응

어가 ‘저-’를 제외하고는 형태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지시어에 조응어를 포함

하는 경우가 많다. 장경희(1980)는 지시를 조응 개념으로 연구했고 장석진

(1984)은 조응에 담화 지시까지 포함하는 확장적 의미로 제시하는 등 학자마

다 용어 선택과 설정이 다르다. 또 “지시는 직시로 한정하여 ‘대신한다’는 의미

21) 라이언즈(Lyons, 1977:667-677)는 지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첫째, 
‘직시(dexis)’는 현장에 있는 객관적 실체를 가리킨다. 둘째, ‘조응(anaphore)’은 앞
에서 언급한 대상을 가리킨다. 그중 ‘직시’는 ‘조응’에 비해 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
고 있으며 ‘조응’은 ‘직시’가 발전된 것이라 하였다(제효봉, 2015: 45 재인용).

22) 박근영(2001)에서는 지시의 전이 과정을 아래와 같이 도표로 나타내었는데, 

 

    위와 같이 구체적 대상을 지시(직시)하는 지시성과 한정성이 강할수록 지시의 1차
적 단계인 직시 단계에 머무르며, 대용성이 추가되면 문맥에 따라 기능이 다양해지
며 관용적으로 쓰이거나 문법화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지시성                            -지시성

(+ 한정성) -----+ 대용성 ----+담화성/+관용성
직시    ---  지시의 전이 과정 ---- 문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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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지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대용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김은희 2007:19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지시를 직시와 조응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지시가 응결장치로서 중요한 이유는 지시로 가리켜진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가 서로 관계를 맺고 의미적 동일성을 유지함으로써 주제의 연속성이 지속되고 

이것이 텍스트의 응결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김은희(2007)에서는 지시어가 

‘선행 의미를 대신 받고 그 의미를 지속해 준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결속 관계

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대용의 개념은 초기 연구에서 ‘되풀이되는 말을 대신하여 쓰는 형식적인 용

어23)’라는 정의로 시작되었다. 민경모(2005)는 지시어는 대용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용은 대용언 ‘하다’와 의존명사, 수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

도 하므로 지시와 대용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박나리(2009)에서는 대용

이 언어 형식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한 명명이라면, 지시는 언어 행위 자체의 

속성적인 면을 부각시킨 개념이라고 하였다. 양명희(1998:9)는 ‘대용은 발화 

현장에 있는 대상이나 텍스트 앞 또는 뒤에 나타나는 언어 요소를 다시 사용하

지 않고 대용어라는 짧은 형식으로 대신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이렇듯 대

용의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데, 한국어 연구에서는 지시와 대용을 구

분하여 논의하기보다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와 대용을 하나로 보는 관점을 취하며24), 지시사가 선행

되어 있는 언어 형식과 지시가 선행되어 있지 않은 언어 형식 모두를 지시로 

받아들이고 대용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응결장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23) 할리데이와 하산(1976)에서는 영어의 ‘that’과 ‘one’의 기능적 차이점으로 지시와 
대용을 구분하였고, 대용을 지시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했다. 블룸필드(Bloomfield, 
1933)는 대용의 개념을 받아들여 선행사를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
하는 용어로 대용을 사용하였고 선행어의 위치에 따라서 대용을 언어적 문맥 대용
과 비언어적 상황 대용으로 분류하고, 비언어적 상황 대용은 현장을 대용하는 현장 
대용과 상맥의 개념을 대용하는 상념 대용으로 나누었다(이민경, 2016 재인용). 

24) 이민경(2016)에서는 대용과 지시가 동일한 언어 형상을 가리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로 ‘원 대상(지시 대상)을 다른 대상(지시 표현)으로 가리켜 사용한다고 할 때 
다른 대상으로 대신하는 그 쓰임에 중점을 두어 용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대
상으로 가리키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어 용어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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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영근(2011)은 다음과 같이 대용을 분류하였다.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하나, 둘(기수)

첫째, 둘째(서수)

이리하다

그리하다

저리하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그런

저런

이리

그리

저리

<표7> 고영근(2011)의 대용 분류 체계

고영근(2011:103)은 지금까지 수사를 대용어의 체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

반적이었으나 ‘그것이 사물의 수효를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기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용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경화(2001)에서는 문어와 

구어에서 나타나는 응결장치를 분석하였는데 대용을 문법적인 응결장치의 관점

에서 보아 다음과 같이 지시대명사, 지시관형사, 지시형용사 및 동사로 구분하

였다. 

품사 분류
대명사 이것/이거/이게, 이, 그것/그거/그게, 그, 거기
관형사 이, 그, 

동사/형용

사

그러하다(그런, 그렇게, 그렇지, 그러한, 그렇고, 그렇죠, 그런

가, 그래서)

이러하다(이런, 이렇게, 이러한, 이러니까)

<표8> 안경화(2001)의 대용 분류 체계

안경화(2001)에서는 고영근(2011)의 분류체계와 다르게 ‘이런/그런’과 ‘이렇

게/그렇게’를 관형사나 부사로 보지 않고 ‘이러하다’와 ‘그러하다’의 활용형으로 

보았다. 양명희(2006)에서는 지시사의 유무에 따라 대용어의 어휘 항목을 구분

하였는데25) 수사와 의존명사, ‘-하다’를 비지시 대용어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

다. 김은희(2007)에서는 응결장치를 기능에 따라 화제 유지 기능, 화제 아우름 

기능, 화제 상기 기능, 담화 연결 기능, 화제 강조 기능으로 분류하였고, 이는 

지시에 대한 화용적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화용적 기능은 다루

지 않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고영근(2011), 안경화(2011), 양명희(2006)의 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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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대용 응결장치의 분석 틀을 작성하였다. 

구분 응결장치
대명사 이/그, 이것/그것, 이곳/그곳, 여기/거기
관형사 이/그+명사, 이런/그런
부사 이렇게/그렇게  
수사 첫째, 둘째, 셋째26)...

<표10> 대용 응결장치 분석 틀

먼저 앞서 제시한 고영근(2011)의 논의를 받아들여 수사를 대용어의 체계에 

포함했다. 수사를 대용어에 포함한 학자로는 최현배(1995)와 서정수(1996) 등

이 있는데 최현배(1955)는 대이름씨와 함께 셈씨를 실질 체언인 바탕 임자씨

로 보지 않고 형식 체언인 꼴임자씨로 분류하였다. 이후 서정수(1996)에서도 

수사가 대용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 ㄱ: 오늘, 내가 참석할 행사가 몇 개지?

     ㄴ: 참석할 행사가 세 개 있습니다.

     ㄱ: 첫 번째가 몇 시지?

(나) ㄱ: 미스터 션샤인은 언제 하지?

     ㄴ: 미스터 션샤인은 토요일 밤 10시와 일요일 밤 10시에 방영합니

         다.

구분 체언 용언 수식언

지시 대용어

이/그/저것

이/그/저분

이/그/저이

이/그/저곳

여기. 저기, 거기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그런,

그렇게

비지시 대용어
것, 분, 이, 곳 

-하다 -
첫째, 둘째.../하나, 둘, 셋... 

    <표9> 양명희(2006)의 대용어 분류 체계

26) 수사에는 서수사 ‘첫째, 둘째, 셋째’와 기수사 ‘하나, 둘, 셋’ 등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 주제인 ‘여행’을 고려하였을 때, 작문 자료
에서 기수사보다 서수사의 응결장치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여 기수
사는 분석 틀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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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둘 다 녹화해 둬.27)

(가)와 (나)의 ‘첫 번째’와 ‘둘’은 서수사와 기수사의 대용적 기능을 보여 주

는 것으로 ‘첫 번째’는 3개의 행사 중 가장 빠른 행사를 말하며 ‘둘’은 토요일 

밤 10시에 하는 미스터 선샤인과 일요일 밤 10시에 하는 미스터 선샤인을 가

리킨다. 또한, 대용의 체계를 품사별로 분류하여, ‘이런/그런’은 ‘이러하다/그러

하다’의 관형사형으로, ‘이렇게/그렇게’를 ‘이러하다/그러하다’의 부사형으로 구

분하였다.

   2.2.2. 접속 응결장치 

텍스트에서 접속어는 문장의 요소나 명제 사이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

다. 김은희(2007)에서는 접속의 관계가 언어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로 접속 

관계를 통해 의미를 관련지음으로써 화제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결속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접속 응결장치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것은 형태적

인 측면만이 아닌 의미기능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은희(2000)도 이와 

같은 관점을 취하였는데, 접속어는 비교적 가까운 인접 문장끼리의 의미 관계

를 연결하는 접속어 기능을 하므로 층위가 다른 문장이나 단락 사이를 연결하

는 접속어 기능에 따라 같은 형태의 접속어라도 그 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접속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와 

지시어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것들인데, 국어 접속사가 ‘이, 그’ 결부 형태로 실

현되어 어원상 접속어인지 용언의 활용형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예로 김은희(2007)에서는 ‘그러하다’에서 파생된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러

니까’ 등을 접속부사로 보기도 하고 대용언의 활용형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였는

데, 민현식(1999:89)에서는 접속부사 ‘그리고, 그러나’ 등은 접속이라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고 수식은 부차적인 기능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접속사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은희(2000)는 ‘이미 어휘화되어 접속부사로 고정된 

것에서 언어적으로 대용의 측면을 부각시킬 수는 없으며 접속부사의 의미는 어

원적 특성이 어떻든지 대용성이 아닌 접속관계의 언어화라는 측면에서 찾아야 

27) 조은경과 서정연(2005: 85; 앙명희, 20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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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 또한 위 논의의 관점과 그 맥을 같이하여 ‘그’계 접

속부사를 대용이 아닌 접속의 응결장치로 보기로 한다. 

한국어의 접속 응결장치로는 먼저 형태적인 측면에서 접속조사, 접속어미, 접

속부사, 구절적 표현(본 연구에서는 관용적 연결 표현) 등이 있는데(이은희, 

2000; 김미선, 2001) 텍스트 언어학에서 연구의 공통점으로는 문장 이상의 관

계와 전체 텍스트 형성 과정에서 접속의 역할에 주목하여 접속 응결장치를 분

류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가) 엄마와 아빠는 어제 부산으로 여행을 가셨다. 

(나) 언니는 요리를 했고, 나는 공부를 했다.

(다) 언니는 요리를 했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했다.28)

그런데 여기서 (가)의 조사 ‘와’는 두 체언을 연결할 뿐이지만 두 문장을 결

합하는 것은 (나)와 (다)의 연결어미 ‘-고’와 접속부사 ‘그리고’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나)와 (다)와 같이 두 문장의 결속을 형성하는 접속의 응결장치만

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고영근(1999)에서는 특별히 접속 응결장치를 분류하지 않았지만 접속의 응

결장치를 형태·통사론적 응결장치로 나누었고 조사와 어미, 논리적 접속부사와 

시간적 접속부사를 접속 응결장치에 포함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문장 이상

의 단위가 텍스트 형성의 기본 조건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하여 접속의 분석 

범위를 문장 이상의 층위로 설정하여 연결어미를 문장 이하의 언어 단위를 문

법적으로 연결시킬 뿐 그 이상의 단위에 응결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분

석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핵심 명제’를 담고 있고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로 문장이 이뤄지는 과정에 주목하여 연결어미 또한 접

속 응결장치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기갑(2006)에서도 연결어미를 담화의 연

쇄29)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결장치로 보았다. 또한 연결어미는 한국

어의 교착어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며 인도네시아어와 가장 큰 구별점을 가진 

28) 황세현(2015, 예를 수정)
29) 담화의 연쇄란 선행 발화의 초점 요소가 후행 발화에서 배경 요소로 바뀌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초점 요소를 첨가하여 담화가 진행되는 방식을 말한다(이기
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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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결장치로 접속 응결장치 분석에서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안경화(2001)는 영어에서 and, but 등의 접속사와 접속부사 및 접속부

사구(moreover, besides, also, in any case 등)도 접속 관계를 가지고 있듯 한

국어 ‘그러나’, ‘그래서’ 등의 ‘그’계 접속부사뿐 아니라 ‘이와 반대로’, ‘예를 들

면’ 등의 관용적 연결표현도 문장 간의 접속 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국어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관용적 연결표현을 포함해 연결

어미, 접속부사, 관용적 연결 표현으로 접속 응결장치를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

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접속 응결장치를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많은 학자

의 경우 문장의 의미적 관계에 주목하여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였

는데 할리데이와 하산(1976)은 접속 응결장치를 첨가, 역점, 인과, 시간으로 분

류하였으며 할리데이(1985)에서는 상술, 확장, 강화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한 후

에 이를 다시 두 개의 층위로 구분하였다. 한국어의 접속 응결장치는 안경화

(2001)의 분류체계30)가 이후 많은 한국어 접속 응결장치 분류 틀에 영향을 미

쳤는데 접속 응결장치를 의미기능별로 설명, 확대, 강화로 크게 나눈 후 각각의 

세부 기능 설명에는 부연과 상술을, 확대에는 나열·대조·배경·선택을, 강화에는 

시간·인과·조건·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은희(2001)와 연동숙(2005)은 접속 응결

장치를 첨가, 상술, 대조, 인과, 전환, 시간 등 6가지로 분류하였고 이석규 외

(2001)에서는 접속 구조를 상황 간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는 기반으로 설명

30) 

기능        형태 연결어미 접속부사 관용적 연결어

설명

부

연

환언 - 그러니까, 즉, 곧
말하자면

달리/바꿔/다시 말하자면

예시 - 예컨대, 이를테면
이와 같이

예/보기를 들(자)면

상

술

한정 - 다만, 특히 적어도
요약 - 결국 요약하면, 간략히 말하자면
증명 - 사실 사실상

보류 -

어쨋듯, 하여튼, 

하여간, 아무튼, 

어떻든

-

전환 - 그런데 -

<표11> 안경화(2001)의 설명을 나타내는 논리적 응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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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등위접속, 이접적접속, 역접속, 종속접속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처

럼 한국어의 접속 응결장치를 분류한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황세현(2015)에서

는 국내 학자별 접속 응결장치의 의미기능별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비

교하였는데 접속의 분류체계가 점차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능  형태 연결어미 접속부사 관용적 연결어

확대

나열 -고, -며
또한, 그리고, 아울러, 

게다가, 더욱, 더욱이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ㄹ 뿐만 아니라/뿐더러

대조
-지만, -면서, 

-라

그렇지만, 그러나, 하지

만

-ㄴ 반면에, 이와 반대

로, 그런가 하면, 한편으

로
배경 -는데 그런데 -

선택
-든지, -든가, 

-거나
차라리, 오히려, 도리어 아니면 

<표12> 안경화(2001)의 확대를 나타내는 논리적 응결장치 

기능          형태 연결어미 접속부사 관용적 연결어

강화

시

간

동시 -고(동시), -면서 그러면서 -ㄹ때/적에, -ㄴ 채

순차

-어서, -고(순차), 

-자, -자마자, 

-다가

그리고 그러자, 그러다가

전후 -

우선, 먼저, 

이제, 지금, 

아까

나중에, -기 전에, -ㄴ 후/

뒤/다음(에), 끝으로

지속 - -
-ㄹ 때까지, -는/-ㄹ 동안

에

인

과

이유

원인

-어서, -니까, -

느라고, -기에

그 러 니 ( 까 ) , 

그래서, 그러

기에, 그러므

로

그러느라고, 그러기에, 왜냐

하면, 때문에

결과 -게, -도록 따라서 그렇게, 그리도록
목적 -러, -려고 - 그러려고

조

건

조건
-면, -어야, -거

든
그러면 그러거든, 그래야

양보
-어도, -지만, -

ㄴ들

그래도

하물며

그렇더라도, 그럴망정, 그럴

지언정, -ㅁ 에도 불구하고
방

식

비유 -듯이 - 이/그와 같이
비례 -ㄹ수록 - 그럴수록

<표13> 안경화(2001)의 강화를 나타내는 논리적 응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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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경화(2001)와 민주희(2010), 한지은(2010)의 분류 틀로 그 

의미와 범주를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연결어미의 경우 국립국어원(2005)을 참조하

고 위 학자들의 분류 틀을 기반으로 재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한국어의 접속 응결장치의 분류 틀은 아래와 같다.

김은희(2007) 김성경(2009)
민주희(2010)

한지은(2010)

상술

부연

설명

부연
환언
예시

요약

상술

요약
보류

- 증명
전환 전환

전환 강조 한정
- - - - 인용

인과 인과

강화

인과
이유·원인

- - 결과·목적
- -

조건
조건

- 양보 양보

시간 시간
시간

동시
순서
전후

- - 지속
- -

방식
비유

- - 비례
첨가 첨가

확대

나열
대조 대조 대조

- - 선택
- - 배경

<표14> 학자별 접속의 분류 체계(황세현, 2015)

         형태

의미기능
연결어미 접속부사 관용적 연결어

설

명

부

연

환언 - 그러니까(1), 즉, 곧 말하자면

제시 - 예컨대, 이를테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표15> 접속 응결장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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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술

한정 - 다만, 특히 무엇보다
요약 - 결국 요약하면
증명 - 사실 사실상

보류 -

어쨌든, 하여튼

하여간, 아무튼, 

어떻든

-

전환 - 그런데 -

확

대

나열
-고(1)31), 

-(으)며(1)

또한, 그리고(1) 

아울러, 게다가, 더욱, 

더욱이

-ㄹ 뿐만 아니

라/뿐만 아니라, 

-ㄹ 뿐더러

대조

-(으)나, 

-지만, 

-(으)ㄴ/는데(1) 

그렇지만, 그러나, 

하지만

-ㄴ 반면에, 

이와 반대로, 

한편으로 

배경
-(으)ㄴ/는데(2), 

-(으)니(1) - -

선택 -거나, -든지 
차라리, 오히려, 

도리어
아니면

강

화

시

간

동시

-(으)면서, 

-(으)며(2), 

-자, -자마자

-ㄹ때, 적에

순서

-고(2), 

-아서/어서(1), 

-다가

그리고(2) 그러자

전후 - -

나중에, 

-기전에, 

마지막으로,

- ㄴ 후에, 

뒤에, 다음에

인

과

이유·

원인

-아/어서(2), 

-(으)니(2),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그러니까(1), 그래서, 

그러기에, 그러므로,

그러느라고, 

그러기에, 

왜냐하면~때문에

목적·

결과

-(으)러, 

-(으)려고, 

-도록, -게

따라서
그러려고, 

그러도록

조건 -(으)면, 그러면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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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고, -(으)며, -(으)ㄴ/는데, -아서/어서, 그리

고’ 등의 특정 접속어가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지닌다. 이에 학습자 작문 자료 

분석 과정에서 절과 절, 그리고 문장과 문장의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접속의 중

의적 의미기능을 구별하여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황세현(2015)에서는 ‘접속

부사, 접속어미, 관용적 연결 표현’과 더불어 이들과 호응하는 관용적 종결 표

현32) 또한 함께 살펴보았다. 이수미(2010)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왜냐하면 ~

기 때문이다’의 호응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수·학습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자가 한국인과 비교하여 ‘왜냐하면’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였다(황세

현, 2015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용적 종결 표현을 따로 분석 틀로 제

시하지는 않으나 ‘왜냐하면’과 같은 접속부사의 생략을 용인하고 ‘~기 때문이

다’ 같은 관용적 종결 표현만이 사용된 경우도 접속 응결장치의 사용 양상으로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김성경(2009), 민주희(2010), 최정희(2012) 등에서

는 강화 의미기능의 접속부사 응결장치인 ‘우선, 먼저, 이제, 지금’ 등의 부사어

를 접속부사에 포함해 다루었으나 고영근·구본관(2018)에서는 문장 내의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를 성분부사로,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를 문장부사

라고 구분하였고, 시간부사는 성분부사 중 지시부사에 속하게 되어 접속부사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접속부사로 보지 않고 

분석의 틀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2.2.3. 생략 응결장치 

생략은 대용의 과정을 거쳐 일어나므로 학자에 따라 생략을 대용에 포함하여 

31) 의미기능이 다른 접속 응결장치의 동일한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뒤
에 작은 번호를 매겨 이를 구분하고자 한다.

32) 황세현(2015: 52)은 ‘즉 ~는 것이다’나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으)려면 ~해
야 한다’와 같이 특정한 접속어와 결합하여 함께 사용되는 종결 표현을 관용적 종결 
표현이라 보았다. 

-(으)려면, 

-어야/아야, 

-아/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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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기 하였다. 또 생략은 영대용, 영조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선행어와의 관계가 텍스트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임지

룡 외(2005:369)에서는 한국어에서 표현의 경제성과 정보성 때문에 생략이 나

타난다고 하였다. ‘노력 경제 현상’으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과감하게 

생략하여 노력을 덜려는 이유이며, 중요하지 않은 성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정

보를 더욱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생략은 응결장치 중에서 응

결성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니지만 김은희(2007)는 생략이 언어적으로 가시화된 

선행어와의 관계를 통해 맥락에 결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응결장치로서의 영

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천수(1999)는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생

략은 동일성의 조건에서 수신인과 발신인 간의 이해 공유가 전제된 상황에서 

원문으로의 복원이 가능할 경우에 일어나고, 언어 표현에서 생략 현상은 전달 

내용의 이해를 촉진하며 맥락 의존에 따른 정보 가치의 감소가 생략의 요인이 

되고 생략에 따라 시간적,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단축해 텍스트의 응집

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는다고 보았다. 

한국어는 생략 현상이 잘 일어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33) 한국어에서는 

통계적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목적어보다 주어의 생

략이 더 많이 일어난다. 박청희(2012)는 한국어의 생략현상을 영어와 비교하여 

통계적 수치로 나타냈다.34)

김은희(2007:36)에서는 한국어의 생략 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표로 수정 및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33) 한국어는 상황을 중시하는 언어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위해 생략 현상이 보편적으
로 나타난다. 또한 박청희(2012)는 ‘언중은 가능하면 적은 단어를 이용하여 의사소
통을 하고 싶어하는 경제적 욕구가 있고 그에 잘 부합하는 현상이 생략 현상’이라고 
하였다.

34) 박청희(2012)는 한국어의 생략 현상을 영어와 비교하여 통계적인 수치를 구하였
는데,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67.82%, 목적어가 13.78%로, 주어의 생략이 31.5%와 
목적어의 생략이 7.67%인 영어와 비교하여 한국어에서 생략이 자주 일어나는 현상
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품사별로는 목적어의 생략보다 주어의 생
략이 더 많이 일어남을 주장하였다. 

구분 김일웅 김성훈 양명희 황미향
<표16> 한국어 생략 응결장치 분류(김은희, 2007, 수정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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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1993)에서는 독일어와 비교하여 한국어 텍스트에서 생략되는 현상을 

연구하였는데 보통 문장의 의무적 성분이 그 문장 내에서 되풀이되어 사용될 

때 혹은 콘텍스트36)나 상황에서 추론될 수 있을 때 생략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생략은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만 생략

으로 인정하고, 수용자의 인식과 이해를 전제로 판단하여 그 기준이 애매하

다37). 텍스트 필자가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인지, 오류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생

35) 인접쌍 생략이란 다음의 예시 (1)과 같이 질문-대답-연쇄체에서의 생략이나 (2)
와 같이 계속해서 어떤 주장에 맞장구를 치거나 보충할 경우의 생략을 말한다(클라
인, Klein 1985:4; 김성훈, 1999 재인용).

(1) A: Wer hat wem geholfen? [누가 누구를 도왔지?]
             B: Franz Ø Maria Ø. [프란츠가 마리아를 도왔어]

(2) A: Dieses Buch ist fur Peter. [이 책은 페터 것이야] 
             B: Nein, Ø Ø fur Maria. [아니야, 마리아 것이야] 
36) 김성훈(1999:391)에서 ‘Kontext’는 흔히 우리말로 문맥, 맥락, 상황맥락, 화맥(話

脈) 등으로 번역되어 쓰인다. 이들 각각의 용어가 타당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오늘날 
글말이나 입말, 언어 외적인 의사소통 상황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
로 사용된다.

37) 김은희(2007)에서는 생략의 대상을 시대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먼저 과거 

(1982) (1993) (1998) (1998)

언어적 

생략

생략된 

요소의 

해석과 

단서가 

문맥에 

드러나 있는 

경우 

병렬

문

순행생략
접속문과 

내포문

문장 안 생략

역행생략

글분절 경계 

안에서 문장 

간 생략

텍스

트

순행생략
초점 아닌 

담화의 대답

글분절 이상 

층위에서의 

생략 

역행생략
인접쌍생

략35)

비언어

적 생략

현장 생략

생략된 요소가 

상황에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 

서술어의 

필수요소 

생략 비언어적 

생략

개념 생략

참여자의 인식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

의식 속 

사실 생략



- 34 -

략 여부의 판단 기준도 텍스트 상황과 문맥일 수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

상인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는 생략을 제외하고자 한다. 

   2.2.4. 어휘적 응결장치

어휘는 앞서 제시한 대용, 접속, 생략 응결장치와는 달리 ‘반복’을 통해서 텍

스트의 응결성에 영향을 주는데 텍스트 내에서 동일한 어휘나 반대되는 어휘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제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응결성와 응집성을 실현하게 

되므로 어휘적 응결장치는 응결장치의 한 부류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38) 이민경(2016)에서는 한국어 어휘 응결장치의 분석 틀에 영향을 준 해외 

학자들의 응결장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39) 

 

전통문법에서는 생략의 대상으로 문장 성분이 대표적이라고 보고 생략의 조건, 제약 
등을 규명했고, 1980년대 이후 텍스트 문법에서는 문장 이상 단위를 대상으로 연구
했으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통사적 완결성 중심이었다.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완전
한 대등 구조일 때만 생략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통사적 규칙성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의사소통 목적인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의사소통상 장애가 안 되는 경우만 
생략으로 인정하고 있다. 

38) 민주희(2010)에서는 어휘적 응결장치가 ‘문법적 결속기제와 달리 어휘가 의미 관
계를 형성하고 반복을 통해 화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전체 텍스트의 의미구조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결속성과 응집성을 실현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39) 할리데이와 하산(1976)은 어휘적 응결장치를 ‘반복’과 ‘연어’로 구분하였고, 반복
에는 어휘 항목 간의 동일 지시성(co-reference)에 근거하여 응결성이 형성되는 것
으로 동일어, 유의어, 상하위어, 일반어 등이 있다고 하였다. 스톳스키(Stotsky, 
1983)는 어휘적 응결성을 의미적 관련어(semantically related word)와 연어적 관
련어(collocationally related words)로 재분류하였고 의미적 관련어는 텍스트에서 
체계적 의미 관계를 갖는 어휘적 응결을 의미하며 동일어, 유의어, 상하위어, 반의
어, 파생어, 유순집합 구성어, 무순집합 구성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았다. 하산
(1984)은 텍스트의 본질은 의미의 일관성에 있으며 이러한 텍스트적 일관성은 응결
장치의 수량화에 따라 표시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구분
할리데이와 

하산(1976)
스톳스키(1983) 하산(1984)

동일어 0 0 0
유의어 0 0 0

상하위어 0 0 0

<표17> 어휘적 응결장치의 유형(이민경, 2016:52 재인용)



- 35 -

  

이중 연어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다른데, 할리데이와 하산(1976)에서는 연어는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빈번한 공기(co-occurrence)에 따라 어휘 요소 간에 

응결성이 형성되며 특정한 주제와의 연합어, 반의어, 유순집합 구성어(membership 

of ordered set), 무순집합 구성어(membership of unordered set) 등이 해당한다고 

하였다. 하산(1984)에서는 연어가 주관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다

고 하며 연어를 응결장치에서 제외하였고 ‘텍스트 내에서만 응결 관계가 성립되는 

일시적 어휘 관계(instantial lexical)’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고 대등성

(equivalence), 명명(naming), 유사성(semblance)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40). 한국

어 학자들의 어휘적 응결장치 분류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0) 한경운(1989: 13)은 하산(1984)의 어휘적 응결장치를 소개하면서 일시적으로 형
성되는 어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소개하였다.

   (1) 대등성: The sailor was their daddy 에서 sailor와 daddy사이에 일시적으      
           로 성립되는 대등한 관계.

   (2) 명 명: The dog was called toto에서 dog와 toto 사이 관계
   (3) 유사성: The deck was like a pool에서 the deck과 pool의 관계 등이 있다.    
41) 임지룡 외(2005)에서 ‘유의관계는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둘 이상의 단어가 

일반어 0 x x
반의어 0(연어) 0 0
파생어 x 0 x

연어

반의어

주제적 연합어

유순집합 구성어

무순집합 구성어

연어적 관련어

대등성

명명

유사성

안경화

(2001)

김은희

(2007)

김성경

(2009)

민주희

(2010)

황세현

(2015)

이민경

(2016

)
동일어 0 0 0 0 0 0

유의어
0(동의어

41))
0 0 0 0 0

상·하위어 0 0 0 0 0 0
반의어 0 0 0 0 0 0

연어 0
텍스트 

대등어42)
0

텍스트 

대등어

텍스트 

대등어
X

<표18> 한국어 어휘적 응결장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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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자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동일어, 유의어, 상하위어, 반의어

이다. 연어에 대해 기언급된 정의로, 안경화(2001:149)는 연어란 ‘인접하여 쓰이는 

어휘들로 주제와 관련한 주장을 펼쳐 가는 데 필수적인 표현들로 언어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인접 어휘의 이해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연어란 학자마다 이견이 있고 또 객관화가 어렵다는 면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어,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

어를 어휘적 응결장치 분석 틀로 삼았다. 어휘적 응결장치의 분석 틀은 다음과 같

다. 

종류 예시

동일어
(가) 발리는 인도네시아 섬 중 하나이다. 발리는 한국에서          

      신혼여행지로 알려져 있다.

유의어
(나)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봐야 한다. 

반의어
(다)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이다.
상·하위어 (라) 우리 집에는 책이 많다. 그중 소설책이 제일 많다.

<표19> 어휘적 응결장치 분석 틀

위의 분석 틀을 살펴보면 먼저 동일어 반복은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며 텍스

트의 통일성에 기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응결장치이다. 이수미(2010:91)에서 

“동일어 반복은 텍스트의 주제 및 단락의 화제와 관련된다. 필자는 주제를 드러

내기 위해 핵심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기도 하고, 한 단락 내에

서 화제를 유지하고 아우르는 기능으로서 동일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였

다. 동일어 반복에서 위 예시 (가)와 같이 반복되는 두 단어는 형태와 의미상 

맺는 의미 관계를 말하며, 이런 관계에 있는 단어를 동의어 또는 유의어라고 부른
다’고 하였다.

42) 텍스트 대등어는 김은희(2007:43)에 따르면 ‘할리데이의 일시적 대등어, 스톳스키
(Stotsky, 1983)의 연어적 관련어와 유사한 개념이고 류웅달(1991)에 따르면 어휘
체계에서 의미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동일 대상, 개념을 가리키는 텍스트 맥락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어휘항목으로 제시했다. 즉, 텍스트 안에서만 형성되는 관계이
므로 텍스트를 떠나서는 의미적 관련성이 없거나 약해진다.’라고 하였다. 

(주제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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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이루어 이 두 단어가 있는 문장을 의미적으로 관련되게 만들게 되어 

이 두 단어 사이에서 의미적 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김은희, 2007: 40).

유의어43)는 이들의 어휘관계로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며 이러한 

동일성을 바탕으로 유사한 의미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관련해서 예시(나)의 ‘외

모’와 ‘겉모습’은 문장 내에서와 문맥을 떠나서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텍스트 내에서 일시적으로 그 유사성이 성립되는 텍스트 대등어와는 차이가 있

다. 반의어는 선행된 어휘와 의미적으로 대립 관계를 나타내며 의미상 결속을 

이루는 어휘 응결장치이다. 이때 어휘들은 동일한 의미영역 내에 속하며 하나

의 의미적 자질이 다른 것을 말한다. 예문 (다)의 ‘전통’과 ‘현대’가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상·하위어는 ‘단어 의미의 계층적 관계로 한 쪽이 의미상 다른 쪽

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임지룡 외 2005). 예문 

(라)에서 소설책은 책의 하위어, 책은 소설책의 상위어이다. 

    

인도네시아어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하며 교착성을 가지고, 다양한 접사

가 존재하고 중첩(reduplication)의 방법을 사용하여 복잡한 어휘를 형성하는 

문법적 특징을 가진다. 또한, ‘SVO’ 어순으로 한국어와는 교착성 외의 공통점이 

많지 않다(허용·김선정 2014).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치 분류 기준은 우리나라

와 비슷하게 할리데이와 하산(1976)의 틀을 따라 다르조위조조(Dardjowidjojo, 

1986), 몰리오노(M oeliono at al.,1988), 수고노(Sugono, 1995) 등에서 논의

되어 왔으나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의 종합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한 연구로는 

사르위지 수완디(Sarwiji Suwandi, 2003)가 유일하다.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

치는 수완디(2003)의 견해에 따라 대명사(pronouns), 대용(substitution), 생략

(ellipsis), 접속(conjunction), 어휘적(lexical) 응결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44)

43) 할리데이(Halliday, 1985:310)에 따르면 ‘어휘 결속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는 반복
이며 유의 관계는 선행하는 것과 비슷한 유의적 느낌이 있는 것으로 반드시 동일어
와 같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44) 수고노(1995)는 인도네시아의 응결장치를 생략, 대명사, 대용, 접속, 동일어 반복
으로 분류하였고, 삼수리(Samsuri, 1987)는 원인과 결과 관계, 대명사, 대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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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대명사 응결장치

한국어에서는 양명희(2006)과 고영근(2011) 등이 품사별로 대용의 체계를 

분석하여 대명사를 대용의 분류 중 하나로 다루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어는 

대명사 자체를 하나의 응결장치로 보고 대용과는 다른 개념으로 분리하여 사용

하였다45). 그만큼 인도네시아어는 담화(본 연구에서는 텍스트)46) 내에서 대명

사의 쓰임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47) 인도네시아어 ‘대명사(pronouns)’ 

응결장치는 아래 표와 같이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분류된다. 

 인도네시아어 인칭대명사가 한국어의 인칭대명사와 비교하여 갖는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삼인칭 단수 대명사의 성 구분이 없는 것이다. 또한 ‘dia’와 ‘ia’는 

어휘로 분류하였는데, 두 학자 모두 ‘대명사’를 하나의 응결장치로 분류하여 살펴본 
것이 공통점이다. 

45)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에서 대명사와 대용을 분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항 ‘대
용’에서 다루고자 한다.

46) 인도네시아어에서 응결장치 연구는 Wacana bahasa indonesia(담화)에서의 연구로 
대부분 이루어져 왔는데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단편소설, 소설, 신문, 동화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와 텍스트의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텍스트’라는 용어를 대등하
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47) 수완디(2003)은 대명사가 텍스트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데 주된 기능을 하며 인도
네시아 텍스트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48) 진영내(1993)에서는 반다이크(T. A. van Dijk, 1980)와 바터(Vater, 1991)의 논
의를 받아들여 사람, 사물의 지시뿐만 아니라 사건들도 지시가 될 수 있다고 하였
다. T. A. van Dijk(1980)는 문장을 근거하여 구성된 명제가 사물을 지시하는 것뿐
만 아니라 사건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종류 세부 분류 해당 유형

인칭대명사
일인칭대명사 복수 kami(우리(들))
삼인칭대명사 단수 dia/ia/nya(그/그녀)
삼인칭대명사 복수 mereka(그들)

지시대명사  

일반지시 ini(이, 이것)/itu(그/저, 그것/저것)

장소지시
di sini(여기), di situ(거기), dari sana

(저기)

사건지시48) 
begini(이런/이렇게), begitu(그런/그렇

게), demikian(그런/그렇게) 등

<표20> 인도네시아어 대명사 응결장치 분류 



- 39 -

문장에서 주어 기능을 한다. 하지만 ‘nya’의 경우 그 자체로 목적어 기능이나 소유

대명사 기능을 한다.

(가)

Arista suka bahasa Korea.
아리스타 좋아하다 한국어

Dia akan datang ke korea bulan depan.
그녀 미래조동사 오다 에 한국 달 다음

번역: 아리스타는 한국어를 좋아한다. 그녀는 다음 달에 한국에 올 것이다.

(나)

Suamiku datang terlambat hari ini.
내 남편 오다 늦게 오늘

Aku menunguinya sambil baca buku.

나 그를 기다리다
-(으)면

서
읽다 책

번역: 오늘 남편이 늦게 온다. 나는 책을 읽으며 그를 기다렸다. 

(다)

Pak Yanto mengari kebunnya dengan kawat berduru.
얀또 씨 울타리하다 그의 정원 으로 선 가시 

번역: 얀또 씨는 그의 정원을 가시 철망으로 울타리를 쳤다. 

예문 (가)에서 후행절의 대명사 ‘Dia’는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며 선행

절 명사 ‘아리스타’를 가리킨다. 대명사 ‘Dia’는 선행절이 없다면 ‘그’인지 ‘그녀’

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독자의 추측이 필요하다. 예문 (나)의 경우 대명사 

‘nya’는 ‘기다리다’의 동사 뒤에 붙어 그 자체로 목적어 기능을 하며 선행절의 

‘남편’을 가리키는 지시어 기능을 하고 있다. 예문 (다)의 ‘nya’는 선행 명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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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또 씨’를 지시하나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소유대명사로서 기능

을 한다. 즉, 한국어에서 ‘대명사+소유격 조사’의 형태로 소유대명사를 표현하

는 반면에 인도네시아어에서는 ‘nya’라는 대명사 자체에 대명사와 소유격의 기

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지시대명사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한국어의 지시대명사에 ‘이-, 그-, 저-’

의 삼중 체계가 있는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어의 지시대명사는 ‘이-’가 ‘ini’로, 

‘그-, 저-’가 하나의 형태인 ‘itu’에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소 지

시대명사의 경우 한국어의 장소 지시대명사와 같이 ‘여기, 거기, 저기’ 등 세 가

지로 분리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어의 지시대명사에는 사건 

지시대명사에 ‘이런/그런, 이렇게/그렇게’ 등의 응결장치가 분류되어 있다. 다음 

지시 응결장치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라)

Aku terbangun oleh dentang jam penjagaan. Mataku tertumbuk kepada 

tingkap kecil di dinding kamarku. Sinar bulat pagi yang terang jatuh 

dari sana terus ke lantai. (HYD, 98, h.69)

번역: 나는 시계 소리에 잠이 깼다. 내 눈은 내 방의 벽에 있는 작은 창문    

에 이르렀다. 밝은 아침의 햇살이 거기로부터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

Azan magrib berkumandang dari arah kampung. langit senja berwarna 

merah dan kuning. Daerah rawa di dekat kampung itu sudah gelap dan 

sunyi. Itu karna pohon-pohon rumbia tumbuh cukup lebat di situ. 

(Bono, 15-11-01)

 번역: 사원의 기도 소리가 마을 방향에서 울려 퍼졌다. 황혼의 하늘은 붉    

 고 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마을 근처의 늪지대는 어둡고 조용했다. 왜냐하     

면 대나무가 그곳에서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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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라)에서 ‘dari sana’는 선행절의 ‘내 방 벽에 있는 작은 창문’을 가리키

며 예문 (마)의 ‘di situ’는 ‘마을 근처의 늪지대’를 가리킨다. 다음은 사건 지시 응

결장치의 예이다. 

(다) 

 Aku mulai tidak bisa mengendalikan ketenangank. Tanganku erat 

memegang kemudi. Resah dan perasaan-perasaan aneh mencengkamku. 

Beginikah49) perasaan orang yang akan mati? (HYD, 9, h.33)

번역:　나는 내 침착함을 제어할 수 없기 시작했다. 운전대를 꽉 붙잡았다. 

불안하고 이상한 느낌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곧 죽을 사

람이 느끼는 감정일까?

예문 (다)에서 ‘begini’는 인도네시아어에서 대명사로 분류되며 사건 지시대명

사로 어떠한 ‘사건’을 가리키는데, ‘begini’가 가리키는 것은 ‘ketidakmpuan 

mengendalikan ketenanan dan mengatasi perasaan dan yang mencekam 

dihantui perasan aneh(감정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없으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

잡힌 무능력함)’이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어의 대명사 응결장치는 품사별로 분류

된 한국어의 응결장치와는 다르게 각각의 응결장치가 모두 대명사로 분류되며, 

사건지시를 대명사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3.2. 대용 응결장치

인도네시아어의 대용 응결장치는 한국어의 대용 응결장치가 지시를 포함하고 

형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품사별(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등)로 분류하는 것

과 달리 구나 절이 ‘명사 대용’과 ‘동사 대용’이라는 어떠한 품사를 대용하는가

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다. 수완디(2003:240)는 대용을 ‘단어 이상의 구나 

절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언급된 하나의 문장 요소로 교체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49) 인도네시아어 ‘begini’에서 뒤에 붙은 접미사 ‘kah’는 주로 의문문에서 사용되며, 의
문문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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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대용된 언어요소(Substituted constituens)와 대용한 언어요소

(Substitutuing constituens)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고 ‘명사 대용’의 

경우 ‘단어가 아닌 구나 절로 대용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먼저 명사 대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위 예문 (가)에서 ‘이 대학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은 명사구로 ‘대용한 언어 

요소’를, ‘그/그녀’는 대용된 언어 요소를 가리킨다. 이 또한 위에서 언급된 것처

럼 지시(직시)의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대용을 한 요소 ‘이 대학에서 가장 총

명한 학생’과 같은 구나 절이 아닌 단어(명사)일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의 분

류 체계상 명사 대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Sebelum menjalani pemeriksaan, seperti biasannya Tommy dibawa dari 

ruang tahanan sekitar pukul 11.35 menuju ke kamar pemeriksaan di 

ruang kasatserse Ekonomi Polda metro Jaya. Tersangka dalam kasus 

pembunuhan hakim agung dan kepemilikan senjata api serta bahan 

peledak tersebut, saat dibawa ke tempat penyidikian mengenakan baju 

tahanan biru dengan nomor 095 dan selana panjang warna gelap serta 

sandal gunung.

Dia akan pergi ke Amerika bulan depan.
그/그녀 미래조동사 가다 에 미국 달 다음

Mahasiswa paling pintar dalam Unversitas ini,
대학생 가장 총명하다 안 대학교 이

dapat kesempatan belajar di luar negeri.
얻다 기회 공부하다 에서 밖 국가

번역: 그/그녀는 다음 달에 미국에 간다. 이 대학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이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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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조사받기 전, 토미는 평소와 같이 오전 11시 35분경 구금실에서 자

카르타시의 경찰서 취조실로 옮겨졌다. 판사의 살인 혐의와 총기류 및 폭발

물 소지 사건의 용의자는   095번의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길고 짙은 바지와 샌

들을 신고 취조실로 옮겨졌다.

위 예문 (나)에서 ‘토미’는 명사구 ‘판사의 살인 혐의와 총기류 및 폭발물 소지 

사건의 용의자’로 대용되었다. 이 두 요소는 문장 내에서 주어로 같은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어 대용 응결장치 중 동사 대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예문 

(다)와 같이 동사 ‘berdiri(서다)’가 후행절에서 ‘perbuatannya(자세)’로 대용되었다. 

(다)

Ia berdiri. Seolah-olah perbuatannya itu

그/그녀 서다.
마치~인 

것처럼
자세 그

dilakukan sebagai protes.
(수동태)-을 하다 같은 저항

번역: 그/그녀는 마치 그 자세가 저항을 하려는 것처럼 서 있다. 

대용의 분류 체계를 예문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21>과 같다. 

종

류
예문

구분

대용된 언어요소 대용한 언어요소

명

사 

대

용

(가)
Dia Mahasiawa paling pintar dalam Universitas ini

그/그녀 이 대학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나)
Tommy

Tersangka dalam kasus pembunuhan hakim 

agung dan kepemilikan senjata api serta bahan 

peledak tersebut,

토미
판사의 살인 혐의와 총기류 및 폭발물 소지 

사건의 용의자

동 (다) berdiri perbuatannya

<표21> 인도네시아어 대용 응결장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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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접속 응결장치

인도네시아어 접속 응결장치를 한국어의 접속 응결장치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어의 연결어미가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접속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는 것이며, 한국어의 접속 응결장치가 형태별로 연결어미, 접속부사, 관용적 연

결 표현으로 분류된 것과는 다르게 형태적인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 

대신 ‘문장’을 기준으로 문장 내에서 쓰이는 접속사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이

는 접속사로 나뉜다. 인도네시아 언어학자들의 접속사 정의를 살펴보면 압둘 

찌에(Abdul Chae, 1999)는 ‘접속사는 절과 절 또는 문장과 문장 등 2개 이상

의 문장구조를 대등적으로 또는 종속적으로 연결해 더 넓은 범위의 문장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는 말’이라고 하였으며 깬조노(Kentjono, 2004)는 ‘접속사는 

문장 안에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단어와 구를 연결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수완디(2003)는 ‘단어와 단어, 두 개의 절이나 그 이상을 연결하는 역

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그 종류로는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 문장 간 접속사50)

가 있다고 하였다. 수완디(2003)의 견해에 따라 접속사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50) 수완디(2003)에서는 문장 간 접속사를 ‘다른 접속사와는 다르게 하나의 텍스트 내
에서 하나의 문장과 다른 문장을 접속시켜 주는 접속사’라고 정의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문장 간 접속사는 새로 시작하는 문장의 서두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구분 접속사의 종류

문장 내 

쓰이는 

접속사

등위접속사

(konjungsi 

Koordinatif)

dan51)(-와/과, -고, 그리고), 

sedangkan(-지만, 그러나)

시간 ketika(- 할  때 ), sebelum(-기 전에), 

<표22> 인도네시아어 접속 응결장치 종류

사 

대

용

서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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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어 접속 응결장치는 문장 내에 쓰이는 

접속사와 문장 간에 쓰이는 접속사로 나뉜다. 문장 내에서 쓰이는 접속사는 하

나의 완결된 문장 내에서 절과 절 또는 그 이상을 이어주며 등위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분류된다. 문장 간에 쓰이는 접속사는 절이 아닌 하나의 문장과 문장

을 텍스트 내에서 이어주는 겹문장 접속사가 있다. 이 접속사는 문장 내에 쓰

이는 접속사와 다르게 하나의 완결된 문장과 다른 하나의 완결된 문장을 텍스

트 내에서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후행 문장(새로 시작하는 문장)의 

서두에서 ‘대문자’로 시작한다. 즉, 문장 간 접속사는 문장 내에서 절과 절을 이

어주는 접속사로는 쓰일 수가 없는 특징이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그 차이점

을 구별해 보도록 한다. 

(가)

 kita tidak ingin mencari-cari kesalahan dan memperlebar             

permasalahan.

 번역: 우리는 잘못을 찾고 문제를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51) 인도네시아어 등위접속사 ‘dan’은 단어, 절, 문장을 모두 이어주어 한국어의 접속
조사(-와/과), 연결어미(-고), 접속부사(그리고) 기능이 모두 포함된 접속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접속조사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종속접속사

(Konjungsi 

Subordinatif)

setelah(-(으)ㄴ 후에), sejak(-(으)ㄹ 때부

터), sementara(-하는 동안)
조건 jika/bila(-(으)면, -(으)려면)
원인 karena(-아서/어서, -(으)니까)
결과 sehingga/hingga/maka(-한 결과 (되다))
목적 agar(-(으)려, -(으)려고)
수단·

방법
dengan(-(으)로, -아서/어서)

양보 meskipun/meski(-아도/어도, -더라도)
설명 bahwa(-다고 하다)
가정 kalaupun((만약에) -(으)면)

문장 간 

쓰이는

접속사 

문장 간 접속사

(Konjungsi 

Antarkalimat)

Namun(그러나, 하지만), Bahkan(심지어), 

Sebaliknya(이와는 반대로), Selain itu(그 

외에도), Apalagi(더군다나), Kemudian(그

다음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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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Jangan menyalahkan dia sebelum terbukti kesalahanya

 번역: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그를 비난하지 마라. 

(다)

  Anak itu wajahnya sangat tampan. Bahkan ayahnya juga buagus. 

  번역: 그 아이는 매우 잘생겼다. 심지어 그 아이의 아버지도 잘생겼다. 

예문 (가)에서 등위접속사 ‘dan’은 ‘kita tidak ingin mencari-cari kesalahan

(우리는 잘못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와 ‘(kita tidak ingin) memperlebar 

permasalahan[(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문제를 키우는 것을]’을 접속한다. 이때 

두 번째 절은 앞 절과 의미 관계가 대등하다. 예문 (나)의 종속접속사 

‘sebelum’은 앞뒤 절의 의미가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앞 절과 뒤 절의 위치가 바뀌면 그 의미도 바뀌

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문 (다)에서 문장 간 접속사 ‘Bahkan’은 두 번째 문장인 

‘그 아이의 아버지도 잘생겼다’의 완결된 문장 앞에 쓰여 앞 문장의 ‘그 아이는 

매우 잘생겼다’의 의미를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Bahkan’은 예문과 같이 

후행 문장의 서두에서 대문자로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2.3.4. 생략 응결장치

수완디(2003)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어의 생략 응결장치는 대용의 형태를 기

반으로 하며 주요 요소의 대용을 없음(ø)으로 표시한다52). 인도네시아어의 생

략 응결장치 연구는 앞서 살펴본 한국어의 생략 응결장치의 분류와 비교하여 

언어적 생략53)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중에서도 문장성분(주어, 

52) 할리데이와 하산(1976)에서는 생략을 ‘표현되지 않고도 이해되는 것’으로 정의하
여 생략이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으로 대치되는 것과도 같이 때문에 생략을 대
용의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53) 한국어의 생략 응결장치 연구로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략된 요소를 문
맥에서 찾을 수 있는 언어적 생략과 상황이나 참여자의 인식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비언어적 생략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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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 등)의 생략에 따라 이를 분류한 연구54)와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성분

이 통사론적으로 어떠한 문법단위(절, 문장)에서 생략이 되었는지를 분석한 연

구로 구분된다. 수완디(2003)는 인도네시아의 생략 응결장치에 ‘주어’만을 포함

했는데 이는 한국어와 같이 인도네시아어에서 생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장 

성분이 주어이기 때문이다. 절과 문장의 종류에 따라 생략되는 주어를 분류하

여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뚜끼란(Tukiran, 2008:144)은 생략은 맥락을 기반으

로 이해될 수 있으며 표현되지 않은(생략된) 언어 요소가 원래의 요소로 복구

될 수 있는 경우로 선행조응과 역행조응의 관계를 통해 표현된다(pelesapan 

elipsis dapat dipahami berdasarkan kriteria kotekstualnya karena unsur 

lingual yang tidak diekspresikan dapat dikembalikan utuh berdasarkan unsur 

yang mendahului secara anaforis dan yang mengikutinya secara kataforis)라

고 하였다. 

문장성분의 생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어 생략이 인도네시

아어의 절과 문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수완디(2003)에서 연구된 바를 

한국어 문법 용어를 기준55)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완디(2003)에 따르면 인

도네시아어의 생략 응결장치는 문장 간의 생략과 문장 내 생략으로 나누어진다. 

문장 내 생략은 홑문장에서 문장성분 생략을 의미하며 문장 간의 생략에는 대

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안은 문장에서 문장성분의 생략

을 의미한다. 먼저 문장 간에서 나타난 주어의 생략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54) 인도네시아어에서 생략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서술어와 목적어에서 나타난다(뚜
끼란, 2008).

55) 인도네시아어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오역의 소지가 있어 임지룡 외(2005)
의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에 나온 용어와 개념을 기준으로 대응되는 인도네시
아어 생략 응결장치를 살펴보았다. 임지룡 외(2005)에서는 아래와 같이 문장의 유
형을 나누었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장, 두 번 이상 나
타나는 것을 겹문장이라고 하였다. 

    
<그림1> 한국어 문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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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홑문장(kalimat tunggal)에서 주어 생략

(가) Murid-murid pergi mengunjungi museum. Kemudian ø kembali     

   ke kampus lagi. 

     번역: 학생들은 박물관에 갔다. 그다음에 ø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예문 (가)는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 모두 홑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 문

장의 주어인 ‘Murid-murid(학생들)’이 후행 문장에서도 주어로 쓰이며 생략되

었다. 그다음으로는 문장 내에서 나타나는 주어의 생략이 있다. 

   (2)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kalimat majemuk setara)에서 주어 생략

(나) Semua bentuk kekerasan tersebut menginjak-injak nilai     

     kemanusiaan serta ø menyebutkan penderitian. 

     번역: 언급한 모든 유형의 폭력은 인간의 가치를 밟았고, ø 고통을    

         낳았다.

예문 (나)에서는 ‘serta(-고, 그리고)’를 중심으로 절과 절이 대등하게 이어

진 문장 내에서 선행절의 주어인 ‘Semua bentuk kekerasan tersebut(언급한 

모든 유형의 폭력)’이 후행절 주어 자리에서 생략되었다.

   (3)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종속절: klausa subordinatif)56) 내에서 

주어 생략

(다) Sebelum ø masuk mobil, dia sempat menjawab beberapa   

     pertannyaan wartawan. 

     번역: ø 차에 올라타기 전, 그/그녀는 기자의 몇몇 질문에 대답했     

56) 인도네시아어로 ‘klausa’는 절, ‘subordinatif’는 종속을 가리켜 이를 번역하면 ‘종속
절’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내에서 문장성분 주어의 생략은 접속사가 포함된 절
에서만 생략이 가능하므로 ‘종속절’을 제목에 따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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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문 (다)는 ‘Sebelum(-기 전)’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선행 문장성분과 같은 요소인 주어 ‘dia(그/그녀)’가 생략되었다. 종속

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홑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지 않

기 때문에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때 한국어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어에서는 ‘ø 차에 올라타기 전, 그/그녀는 

기자의 몇몇 질문에 대답했다.’와 ‘그/그녀는 차에 올라타기 전, ø 기자의 몇몇 

질문에 대답했다.’ 두 문장 모두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주어의 생략은 

접속사가 있는 절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어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다시 ‘종속절 내에서’라는 

범위로 좁혀 주어 생략을 분류하였다. 위의 예문 (가), (나), (다)는 모두 절이나 문

장에서 언급된 요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문장성분인 주어가 생략된 것을 보여 준

다. 

   (4) 안은 문장에서의(kalimat majemuk bertingkat) 주어 생략 

(라) Reformasi itu memiliki perspektif jangka panjang untuk               

       mempersiapkan bangsa Amerika agar ø memiliki daya saing       

       yang kuat di berbagai aspek percaturan global dunia. 

      번역: 그 개혁은 (미국인들이) 세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경    

    쟁력을 갖추도록 미국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     

   지고 있다.

 예문 (라)는 ‘미국인들이 세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도

록’이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다. agar(-도록, -하기 위하여)’의 인도네시아

어 접속사가 붙어 안긴문장인 ‘미국인들은 세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 가지고 있다’를 부사절로 만들어 주어 ‘bangsa Amerika(미국인들)’

이 생략되었다. 이때 주어인 ‘bangsa Amerika(미국인들)’이 선행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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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로 쓰여 문장성분이 바뀌었다. 

   2.3.5. 어휘적 응결장치

인도네시아어의 어휘적 응결장치는 한국어에서 논의된 응결장치와 마찬가지

로 할리데이와 하산(1976)의 틀에 따라 동일어 반복, 유의어, 상·하위어, 연어 

등으로 거의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분류 틀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

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수고노(2003)에서 분류한 어휘적 응결장치 

중 한국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분류가 있다. 바로 ‘부분-전체’ 응결장치이

다. 다음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

 Amerika adalah negera adidaya yang memiliki komitmen tinggi 

terhadap pembangunan pendidikan bagi bangsanya. Bahkan bangsa itu 

sepakat, kemajuan dan keadidayaan mereka karena ada pembangunan 

dan reformasi pendidikan yang terus-menerus, berkelanjutan, tersistem 

rapi dan accopuntable. Semua presidennya memiliki komitmen tinggi 

terhadap dunia pendidikan...

번역: 미국은 국민을 위한 교육 발전에 높은 의지를 가진 초강대국이다. 심

지어,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최상의 시스템과 수용 가능한 교육을 개혁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발전과 강력한 힘에 국민조차 동의한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교육 세계에 대한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위 예문 (가)에서 단어 ‘Amerika(미국)’와 구 ‘Semua presidennya(미국의 모

든 대통령들)’가 어휘적 응결장치인데, 미국은 연방공화국 체제로 하나의 연방

정부와 50개의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주정부에는 각 주를 통치하

는 주의 대표자가 있으므로 ‘Semua presidennya’는 ‘Amerika’의 부분이 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어의 ‘부분-전체’ 어휘적 응결장치는 ‘부분’을 이루는 어휘가 

모여 ‘전체’의 뜻과 같아지면 이를 ‘부분-전체’ 응결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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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치가 각 나라와 학자별로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

서 응결장치 분석 틀로 제시한 대용, 접속, 어휘적 응결장치 중 대용과 접속에 

한정하여 제시된 분석 틀을 기준으로 한국어의 응결장치와 인도네시아어의 응

결장치를 대조분석해 보고자 한다. 어휘적 응결장치의 분류 체계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가 거의 동일하고 응결장치에서 어휘적 응결장치는 보조적 장치이

며 어휘 자체를 대조분석하는 것은 또 하나의 광범위한 주제이므로 본 연구에

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생략 응결장치의 대조분석은 주로 번역문이나 연설문 

텍스트에서 연구되는데, 그 이유는 생략 현상은 이미 필자가 쓴 문어 자료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략 응결장치는 대용과 접속 응결장

치와 같이 문어 자료 없이 형태론 또는 통사론적인 문법적 비교를 할 수 없으

므로 본 연구에서 대조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생략 응결장치 또한 본 연구의 대조분석에서 제외하고 대

용과 접속에 한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2.4.1. 대용 응결장치 대조분석

한국어 지시어가 기본적으로 ‘이, 그, 저’의 삼원 체계로 되어 있어서 특정 대

상(대용 지시 대상)이 화자와 가까울 경우 ‘이’를, 청자와 가까울 때는 ‘그’를, 

구분 한국어 응결장치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

대명사

이/그,

 이것/그것,

 이곳/그곳,

 여기/거기

이/그(ini/itu),

 이것/그것(ini/itu),

이곳/그곳(sini/situ, tempat itu), 

여기/거기(sini/situ)

관형사
이/그+명사, 

이런/그런

명사+이/그(ini/itu), 

이런/그런(begini/begitu)
부사 이렇게/그렇게  이렇게/그렇게(begini/begitu)
수사 첫째, 둘째, 셋째... pertama, kedua, ketiga... 

<표23> 대용 응결장치 대조분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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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청자 모두에게 가깝지 않을 경우 ‘저’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인도네시아어

는 ‘ini, itu’의 이원 체계로 되어 있어 ‘화자’만을 기준으로 특정 대상(대용 지시 

대상)이 화자와 가까울 때는 ‘ini’를, 화자에게 멀 때는 모두 ‘itu’를 사용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어 대명사가 한국어와 비교하여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지시대명사에서 인도네시아어는 이원 체계를 가지나 장소 지시대명사에서는 

‘sini, situ, sana’의 삼원 체계로 되어 있다57).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틀에서는 

지시사 ‘저’ 형을 제외하였으므로 세부적으로 지시사 ‘저’ 형의 비교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58) 

   ① 대명사

먼저 대용 응결장치 중 일반 지시 대명사를 살펴보면, 한국어 ‘이/이것’은 인

도네시아어에서 ‘ini’로, ‘그/그것’은 인도네시아어에서 ‘itu’로 대응된다. 인도네

시아어에는 한국어 지시대명사의 단독형 ‘이’, ‘그’에 조사가 결합하여 격이 실

현되는 형태59)에도 ‘ini’, ‘itu’가, ‘이것’과 ‘그것’에도 ‘ini’, ‘itu’가 모두 대응되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텍스트 내에서 언급한 내용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가리키는 것

으로 지시대명사 ‘이것’이 사용될 수 있고60) 지시사 ‘이’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

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오류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급 과정에서 학습자가 ‘이것/그것/저것’의 삼원 체계를 학습하여 지시어 단독

형 ‘이’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의 쓰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학습자가 회피할 

57) 인도네시아어 장소 지시대명사는 삼원 체계로 되어 있는데, 대용 지시 대상이 화
자와 가까울 경우 ‘sini(여기/이곳)’ 청자와 가까울 경우 ‘situ(거기/그곳)’를,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멀 때 ‘sana(저기/저곳)’를 사용한다. 

58) 대용 응결장치 분석 틀에서는 한국어 지시대명사의 ‘이, 그, 저’ 삼중 체계 중 지시
사 ‘저’는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학습자의 ‘작문 자료’가 분석 대상이므로 상황 대
용에서 즉,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지시사 ‘저’ 형태는 학습자의 작문 자료
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분석 틀에서 제외하였다. 

59) 한국어에서는 격조사에 따라 문장성분이 실현되는 반면, 인도네시아어는 격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단어의 위치에 따라 격이 실현된다.

60) 이수미(2010:62-63)에서는 ‘이것’이 앞의 특정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
급한 내용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때 한국어 텍스트다운 
표현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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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어의 장소 지시대명사에서는 구어에서 주로 쓰이는 ‘여기/거기’, 문어에서 

주로 쓰이는 ‘이곳/그곳’이 구분되어 있는 반면에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이 둘의 

구별이 없이 ‘여기’와 ‘이곳’이 ‘sini’로, ‘거기’와 ‘그곳’이 ‘situ’로 대응된다. 그러

나 ‘그곳’의 경우 직역하여 인도네시아어 ‘tempat itu’로 대응될 수 있으나 ‘소

설’이나 ‘뉴스 기사’ 같은 특정 장르에 국한되어 사용되며 일반적인 문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학습자가 한국어 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그곳’을 ‘거기’로 사용하는 대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부

정적 전이이며 학습자의 모국어인 인도네시아어와 목표어인 한국어 간의 차이

로 전이된 언어 간 간섭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어의 구어와 문어

에서 사용되는 장소대명사의 규칙이 한국어에는 존재하나 인도네시아어에는 존

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언어 간 간섭 중에서도 배제적 간섭에 따른 부정적 전이

로 볼 수 있다. 

(가) 한국어: A: 책상을 어디에 놓아 드릴까요?

            B: 거기에 놓아주세요.

    인도네시아어: A: Di mana Anda ingin meletakkan meja Anda?

                 B: Silakan tinggalkan di situ.

(나) 한국어: 얀또 씨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인도네시아어: Pak Yanto meninggal di situ.

위 예문 (가)는 구어에서 화자와 청자의 대화로 한국어의 장소 지시대명사 

‘거기’가 인도네시아어에서 ‘situ’로 대응되었다. 예문 (나)는 텍스트 내에서 쓰

인 문어적 표현으로 ‘그곳’에 구어적 표현인 ‘거기’가 올 경우 오류이다. 예문 

(나)에서도 인도네시아어는 ‘situ’로 대응되었다.

 

   ② 관형사

관형사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어의 ‘이/그+명사’가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명사+

이/그’로 대응되어 어순의 차이가 나타난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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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어: 그 친구는 토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인도네시아어: Teman itu adalah alumni sekolah dasar Tommy.

위 예문 (다)와 같이 지시관형사가 명사와 함께 쓰이는 어순이 다르다. 한국

어는 ‘지시관형사+명사’ 순이나 인도네시아어는 ‘명사+지시 관형사’ 순으로 나

타난다.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대명사의 어순 ‘지시관형사(이/그/저)+때

(명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 한국어: 그때 나는 학교에 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어: Waktu itu aku sedang pergi ke sekolah.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이러한 어순 차이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는 

작문 시 인도네시아어의 어순이 한국어 어순에 간섭받아 오류가 나타날 수 있

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장소 지시대명사와 달리 침입적 간섭으로 모국어(인도네

시아어)에 있는 어떠한 요소(지시관형사의 어순)가 학습 대상의 언어(한국어)

의 어순과 달라 방해를 일으켜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부사

한국어 대용 응결장치에서 ‘이런/그런’과 ‘이렇게/그렇게’를 각각 지시관형사와 

지시부사로 분류한 것과 같이 한국어는 품사의 형태로 구분된다. 그러나 인도

네시아어에서는 모두 대명사이다. ‘이런/이렇게(begini/seperti ini)’와 ‘그런/그렇

게(begitu/seperti itu)’로 대응된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begigni 이런/이렇게
begitu 그런/그렇게

(가)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Surat itu berbunyi begini.

(나) 그것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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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uk hal itu, begini saja.

(나) 가격이 그렇게 높을 수 있어?

Masa harganya begitu tinggi?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Bagaimana bisa begitu?

이와 같이 ‘begini’와 ‘begitu’는 각각 모두 한국어의 이런/이렇게, 그런/그렇게

를 자유롭게 문맥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지시대명사로 쓰이는데 지시사 

‘ini’와 ‘itu’의 차이만 존재한다. 따라서 ‘begini’와 ‘begitu’는 한국어로 지시관형

사(이런/그런), 지시부사(이렇게/그렇게) 중 어떤 품사로 해석되어도 무방하다. 

   ④ 수사

수사의 경우 인도네시아어에도 기수사와 서수사로 구분되며 한국어의 기수사

인 하나, 둘, 셋이 인도네시아어로는 ‘satu, dua, tiga’로, 서수사 ‘첫째, 둘째, 셋

째’의 경우 ‘pertama, kedua, ketiga’로 대응된다. 고영근·구본관(2018)에서는 

서수사를 양수사에 ‘-째’61)가 붙은 것이라는 의견과 수관형사에 ‘-째’가 붙은 

것이라는 논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열한째, 열두째’ 등을 고려하면 수관형사에 

‘-째’가 붙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어 서수사의 경우에는 첫

째를 나타내는 ‘pertama’62)를 제외하고 모두 접두사 ‘ke’에 기수사가 붙는 형태

를 취한다. 그러나 한국어 수사와 차이점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서수

사가 보통명사에 후행하여 단계 또는 순서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규

칙이나 명사에 선행하여 사용될 경우 서수사가 무리를 나타내는 기수사로 해석

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가) 그는 길가 두 번째 집에서 산다. 

61) 구본관(2001)에서는 서수사를 만드는 접미사가 “기원적으로 (의존)명사인 ‘-자히’
에서 온 것”으로 15세기에서 ‘-차히, -자히, -채, -재, -자’로 다양하게 나타났으
나 16세기 이후 ‘-재’를 거쳐 사잇소리와 결합돼 ‘-째’로 단일화되었다고 보았다. 

62) ‘pertama’는 접두사 ‘per’와 으뜸을 나타내는 형용사 ‘utama’가 결합되어 첫째라는 
수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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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 tinggal di rumah kedua dari simpang jalan. 

(나) 저기 두 사람이 나의 친구이다. 

     kedua oarng itu teman saya. 

예문 (가)는 서수사의 일반적인 쓰임으로 명사인 ‘rumah(집)’에 후행하여 ‘두 

번째 집’을 가리킨다. 그러나 예문 (나)의 경우 명사인 ‘orang(사람)’에 선행하

여 ‘두 명의 무리 집단’을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 

   2.4.2. 접속 응결장치 대조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속 응결장치의 분류 체계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한국어의 접속 응결장치가 연결어미, 접속부사, 관

용적 연결어와 같이 형태적으로 구분한 것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

치는 문장을 기준으로 문장 내의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 문장과 문장 간 접

속사로 구분하였다. 의미기능에 따라 나눈 분류 체계 또한 한국어와 인도네시

아어가 각각 다르다. 인도네시아어 접속 응결장치와 한국어의 접속 응결장치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아 대조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접속 응결장치의 

경우 그 분석 대상을 두 접속 응결장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어를 대조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결어미의 분류 기준은 국립국어원(2005)을 따랐으며 그중에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교과과정에서 기학습한 연결어미만을 분류하였다.63) 먼

저 한국어 접속표현의 경우 인도네시아어 접속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연

결어미로 한정하였고 그중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중에서 이와 일대일 대응되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두 나라 언어 접속 응결장치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냄으로써 두 언어를 연구하고 또 학습하는 교육자 

및 학습자가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63)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대상이 현지 인도네시아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1, 2, 3학년
이 작성한 작문 자료이므로 학습자가 학습한 연결어미를 대상으로 대조분석을 수행
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 및 오류 같은 결과가 실제 자료와 매우 근접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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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나열 의미기능 응결장치 

한국어 연결어미 ‘–고’에 대응하거나 관련성이 깊은 인도네시아어 접속사로는 

‘dan’이 있다. 연결어미 ‘-고’는 두 가지 이상의 행위나 상태, 사실을 연결하는 

어미로 그중 나열은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행위나 상태, 사실을 나열함을 나

타낸다(국립국어원, 2005:33).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

ㄱ. 얀또는 학생이고 그의 동생도 역시 학생이다.

ㄴ. Yanto seorang pelajar dan adiknya juga. 

위 예문에서 한국어 연결어미 ‘-고’는 인도네시아어에서도 나열의 의미를 나

타내는 ’dan’에 대응된다. 연결어미 ‘-고’와 ‘dan’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대등

하게 연결되며 두 절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문장의 주어나 서술어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어 접

속사 ‘dan’은 단어, 구, 절,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dan’은 한국어에서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조사 ‘-와/과’의 기능도 한다. 

구분 한국어 연결어미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나열 -고(1) dan

대조 -지만, -(으)ㄴ/는데(1) tetapi, sedangkan, 
배경 -(으)ㄴ/는데(2) berhubung, dan, jadi 
선택 -거나 atau

시

간
동시 -(으)면서 sambil

순서 -고(2), -아서/어서(1) dan, lalu, kemudian 

인

과

이유·

원인
-아/어서(2), -(으)니까 karna, sebab

목적 -(으)려고 agar, untuk, supaya

조건 -(으)면, Jika/bila, kalau

<표24> 접속 응결장치 대조분석 항목



- 58 -

공통점으로는 연결어미 ‘-고’는 절과 절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

미로 하나의 문장 내에 쓰이고 인도네시아어 나열 의미기능 접속사 ‘dan’ 또한 

언제나 문장 내에서만 쓰인다는 것이다. 문장 내에서만 쓰이므로 예문 (가)의 

‘ㄴ’을 ‘Yanto seorang pelajar. Dan adiknya juga.’로 바꾸어 쓸 수 없다. 그러

나 한국어에서는 같은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접속부사 ‘그리고’가 존재하며 ‘그

리고’는 문장 간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인 학습

자의 작문 자료에서 ‘그리고’를 문장 내에 쓰는 통사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② 대조 의미기능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응결장치로는 연결어미 ‘-(으)ㄴ/는데(1)’와 

‘-지만’이 있으며 이 둘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나 제약의 차이가 있다. 연결어

미 ‘-지만, -(으)ㄴ/는데(1)’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중에서 문장 내에 쓰일 

수 있는 ‘tetapi’와 ‘sedangkan’에 대응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가) ㄱ. 철수는 영리하지만 게으르다.

     ㄴ. 철수는 영리한데 게으르다.

(나) ㄱ. 나는 수업에 가지만 친구는 안 간다. 

     ㄴ. 나는 수업에 가는데 친구는 안 간다. 

(다) ㄱ. Anak itu cerdas tetapi malas.

        (철수는 영리하지만(데) 게으르다.)

    ㄴ. Anak itu cerdas *sedangkan malas.

(라) ㄱ. saya pergi ke klas tetapi teman saya tidak pergi.

        (나는 수업에 가지만 친구는 안 간다.)

    ㄴ. saya pergi ke klas sedangkan teman saya tidak pergi. 

위 예문 (가)에 나타난 ‘-지만, -(으)ㄴ/는데(1)’는 앞 절과 뒤 절인 ‘철수는 

영리하다’와 ‘철수는 게으르다’를 대조의 의미 관계로 연결해 주고 있다. 이때 

이들은 큰 의미 차이 없이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문 (나)는 문장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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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가 2개인 경우로 ‘나는 수업에 간다’와 ‘친구는 수업에 안 간다’의 앞 문장

과 뒤 문장을 대립의 의미로 연결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대조의 연결어미 ‘-

지만, -(으)ㄴ/는데(1)’는 주어가 1개일 때와 주어가 2개일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어 접속사를 살펴보면 예문 (다)의 ‘ㄱ’과 (라)의 ‘ㄱ’같이 ‘tetapi’

는 문장 내에 사용하여 주어가 1개일 때와 2개일 때, 즉 주어가 같을 때와 다

를 때 모두 앞 절과 뒤 절의 대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나 접속사 ‘sedangkan’

의 경우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즉, ‘sedangkan’은 문장 

내에서 주어가 2개일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주어가 1개인 문장에

서 사용한 (다)의 ‘ㄴ’은 오류이다. 

다음으로 ‘-(으)ㄴ/는데(1)’는 앞 절이 뒤 절의 배경 상황이 되고 대립되는 

배경 상황 제시의 의미가 존재하며, 연결어미 ‘-지만’보다 대립의 의미가 약하

다. 따라서 후행절이 생략되면 ‘-(으)ㄴ/는데(1)’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마) ㄱ.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에 떨어졌다. 

    ㄴ. saya belajr dengan rajin tatapi saya jatuh ke ujian.

(바) ㄱ.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시험이 취소됐다. 시   

        험문제가 이상하게 나왔어요.)64)  

    ㄴ. saya belajr dengan rajin tatapi saya jatuh ke ujian.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ㄷ. saya belajr dengan rajin sedangkan ujiannya dibatalkan.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취소됐다.

    ㄹ. saya belajr dengan rajin sedangkan pertannyaannya aneh.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문제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위 예문과 같이 인도네시아어에는 한국어와 같이 약간의 의미 차이가 존재하

지 않고 문장 내에서 대립의 의미가 존재하며 주어가 1개일 경우엔 ‘tetapi’를, 

주어가 2개일 경우엔 ‘sedangkan’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어는 한국

64)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https://kcent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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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비교하여 대조 응결장치의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

자의 작문 자료에서 비교적 대립의 의미가 분명한 ‘-지만’과 연결어미 ‘-은/는

데’의 의미 구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③ 배경 의미기능 연결어미 

한국어 배경 의미기능 연결어미 ‘-(으)ㄴ/는데’는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일 수 

있는데 파를리아(2016)에서는 한국어 배경의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어의 접속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가) ㄱ. 마트에 가는데 무엇을 사올까요? (제안)

     ㄴ. Berhubung saya pergi ke pasar, apa yang saya akan beli?

(나) ㄱ.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갑시다. (이유)

     ㄴ. Cuaca hari ini bagus, jadi mari kita ke taman.

(다) ㄱ. 요즘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사실)

     ㄴ. Belakangan saya belajar bahasa Indonesia dan sangat     

         menyenangkan. 

한국어의 배경 연결어미 ‘-(으)ㄴ/는데’는 (가)와 같이 제안이나 명령에 앞서 

그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할 때, (나)와 같이 뒤 행동의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때, (다)와 같이 어떤 사실을 소개하기 전 앞선 상황을 소개할 때 등 하나의 

형태로 여러 상황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상황에 

따라 쓰이는 접속사가 전부 다르다.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예문 (가)에서 ‘ㄱ’의 접속사 ‘berhubung’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질문에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이며 (나)에서  ‘ㄴ’의 경우에는 

후행절 제안을 하게 된 선행절의 이유를 나타낼 때 접속사 ‘jadi’를 사용한다. 

접속사 ‘berhubung’은 앞 절의 처음에 위치하며 접속사 ‘jadi’의 경우 절과 절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위치한다. (다)에서 ‘ㄱ’의 ‘-는데’가 어떤 사실(요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을 소개하면서 ‘정말 재미있다’라는 주어의 느낌을 제

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다)에서 ‘ㄴ’의 접속사 ‘dan’은 ‘인도네시아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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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한다’와 ‘인도네시아어가 정말 재미있다’를 단순히 연결하는 나열의 접속사

이다. 한국어에서는 나열의 연결어미가 ‘-고’에 해당하므로 예문 (다)와 같이 

사실을 소개하는 문장 작성 시 인도네시아 학습자는 배경 연결어미 ‘-(으)ㄴ/

는데’가 아닌 연결어미 ‘-고’를 사용하여 오류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미 차이에서 오는 언어 간 간섭에 따른 오류로 볼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를 이유·원인 연결어

미 ‘-(으)니까’와 바꾸어 쓰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크다. 이는 배경 의미기능 

응결장치에서 언어 간 의미 범주에 따른 차이로 모국어(인도네시아어)에 있는 

의미기능별 접속사의 세부 분류(berhubungan, jadi, dan)가 한국어에서는 형태

적으로 하나의 접속사인 ‘-(으)ㄴ/는데’에 대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네시

아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배경 연결어미 ‘-(으)ㄴ/는데’의 여러 가지 의미 차이

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④ 선택 의미기능 응결장치 

연결어미 ‘-거나’는 둘 이상의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함을 나타내는데 앞엣것

이나 뒤엣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을 나타낸다(국립국어원, 2005:4). 한국어 

연결어미 ‘-거나’는 인도네시아어 ‘atau’에 해당할 수 있다. 

(가) ㄱ. 나는 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다.

     ㄴ. saya mendengarkan musik atau membaca buku.

(나) ㄱ. 제가 보고 싶으면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세요. 

     ㄴ. Jika Anda rindu saya menulis surat atau menelepon saya.

예문 (가)의 ‘ㄱ’은 ‘음악을 듣는 것’과 ‘책을 읽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함을 

나타내는 어미로 한국어 연결어미 ‘-거나’가 인도네시아어에서는 ‘atau’로 대응

되었다. 예문 (나)의 ‘ㄱ’에서는 ‘편지를 쓰는 것’과 ‘전화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또한 인도네시아어 ‘atau’에 대응하며 특별

히 의미상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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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시간 의미기능 응결장치 

 

    1) 동시 

연결어미 ‘-(으)면서’는 둘 이상의 행동이나 상태를 동시에 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즉,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

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상태도 존재함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가) ㄱ.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침밥을 먹는다. 

     ㄴ. Saya makan sarapan sambil mendengarkan lagu.

     ㄷ. Sambil makan sarapan, saya mendengarkan lagu.  

예문 (가)는 ‘음악을 듣는 행위’와 ‘아침을 먹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의미이다. 이때 문장 내에서 앞과 뒤 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하며 후행절의 주

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sambil’도 두 동작이 동시에 수행

되는 시점에서 상태를 설명하므로 한국어와 의미상 차이는 없다. 그러나 

‘sambil’은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위치 할 수 있으며 주어 생략 시 접속사 

‘sambil’을 포함하는 절에서만 생략이 가능하다. 

    2) 순서

순서의 연결어미 ‘-고’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dan’과 ‘lalu’ 또는 ‘kemudian’

에 해당하고 ‘-아서/어서’는 ‘lalu’, ‘kemudian’에 해당한다. 

 

(가) ㄱ. 아침을 먹고 도서관에 갔어요.

     ㄴ. saya makan sarapan dan pergi ke perpustakaan. 

     ㄷ. saya makan sarapan, lalu pergi ke perpustakaan.

     ㄹ. saya makan sarapan, kemudian pergi ke perpustakaan.  

(나) ㄱ.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갔어요. 

    ㄴ. saya bangun, lalu pergi ke perpustak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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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saya bangun, lalu pergi ke perpustakaan.

    ㄹ. saya bangun, kemudian pergi ke perpustakaan.  

위 예문 (가)와 같이 ‘아침을 먹다’의 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도서관에 가다’의 

행위가 나중에 일어나는 순서를 연결하는 어미로 ‘-고’가 사용되었고 예문 (나)에

서 또한 ‘아침에 일어나다’의 행위가 먼저 일어난 뒤 ‘도서관에 가다’의 행위가 일

어나므로 순서를 연결하는 어미 ‘-아/어서’가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연결어미 ‘-

고’와 ‘-아/어서’는 문장의 상관성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두 문장 사이에 상관성이 

높으면 ‘-아/어서’를, 상관성이 낮으면 ‘-고’를 사용한다(국립국어원, 2005:127). 

즉, ‘도서관에 가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꼭 선행되어야 하므로 문장의 상

관성이 높아 ‘-아/어서’를 사용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고’와 ‘-아/어

서’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lalu’와 ‘kemudian’은 위와 같이 문장의 상관성 정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순서

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가능

성이 있다. 

   ⑥ 인과

    1) 이유·원인

한국어 이유·원인 연결어미 ‘-아/어서, -(으)니까’에 대응하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는 ‘karena’와 ‘sebab’이 있다. 

(가) ㄱ. 옷이 작아서 입을 수 없어요. 

     ㄴ. Saya tidak bisa memakainya karena pakaian saya kecil. 

     ㄷ. Karena pakaian saya kecil. Saya tidak bisa memakainya.

     ㄹ. Saya tidak bisa memakainya sebab pakaian saya kecil.

     ㅁ. *Sebab pakaian saya kecil saya tidak bisa memakainya.

위 예문 (가)에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어서’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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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어 접속사는 ‘karena’와 ‘sebab’이다. 접속사 ‘karena’는 위와 같이 선

행절과 후행절에 위치할 수 있으며 접속사 ‘sebab’의 경우 선행절에 위치할 수 

없고 문장 내에서만 가능하다. 연결어미 ‘-아/어서’와 ‘-니까’의 차이점으로는 

‘-아/어서’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인도네시아어 접

속사는 한국어와 다르게 문장 종류에 제약이 없다. 

(나) ㄱ. 비가 오니까 택시를 타자.(O)

      ㄴ. 비가 와서 택시를 타자.(X) 

      ㄷ. Mari kita naik taxi karena hujian.

      ㄹ. Mari kita naik taxi sebab hujian.

 

예문 (나)와 같이 ‘-아/어서’의 경우 청유문에 사용되지 못하며 사용할 경우 

연결어미 ‘-니까’와 함께 사용한다.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접속사 ‘karena’와 

‘sebab’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어(한국어) 이유·원인 

연결어미의 복잡성에 따른 언어 간 간섭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아/어서’

의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2) 목적

연결어미 ‘-(으)려고’와 ‘-(으)러’는 어떠한 행위를 할 의도나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로 앞 문장이 목적이 되고 뒤 문장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나 조건이 된다. 이와 의미기능이 대응되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로는 ‘untuk’과 

‘supaya’ 또는 ‘agar’가 있다. 

(가) ㄱ. 나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한다. 

    ㄴ. saya berlajar untuk menjadi doktor.

    ㄷ. saya berlajar supaya menjadi doktor.

    ㄹ. saya berlajar agar menjadi doktor.

(나) ㄱ. 나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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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saya pergi untuk belajar.

    ㄷ. saya pergi supaya belajar.

     ㄹ. saya pergi agar belajar.

위 예문 (가)의 ‘ㄱ’에서 ‘의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뒤 문장인 ‘공부한다’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조건이 된다. 예문 (나)의 ‘ㄱ’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고 ‘도서관에 가는 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 이는 인도네시아어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예시와 같이 인도네시아어 ‘untuk’과 ‘supaya’ 또는 

‘agar’를 모두 쓸 수 있다. 인도네시아어 접속사는 한국어의 연결어미 ‘-(으)려고’와 

‘-(으)러’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목표어의 복잡성에 따른 언어 간 간섭으로 학습자

가 이 둘의 연결어미를 혼동하여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65). 

    3) 조건

한국어 연결어미 ‘-(으)면’은 문장 내에서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내용이 이

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될 때 사용된다. 이에 대응하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는 

‘Jika’ 또는 ‘kalau’이다.

(가) ㄱ. 매일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ㄴ. Jika makan apel setiap hari, baik bagi kesehatan Anda.  

     ㄷ. Kalau makan apel setiap hari, baik bagi kesehatan Anda. 

예문 (가)에서 선행절의 ‘매일 사과를 먹는 것’은 후행절인 ‘건강에 좋다’의 

조건이 된다. 인도네시아어로 ‘Jika’와 ‘Kalau’로 둘 다 바꾸어 쓸 수 있으며 

‘Jika’와 ‘Kalau’ 두 접속사는 의미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65) 목적의 의미를 지닌 연결어미 ‘-(으)러’는 뒤 문장의 서술어가 항상 ‘가다, 오다, 
다니다’ 같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이거나 이들의 합성어인 ‘다녀오다, 돌아오다, 내
려가다, 올라가다’ 등과 같은 동사이어야 한다(국립국어원 20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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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결장치 분석 방법 

앞 절에서 제시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121명과 한국인 모어 필자 

26명의 작문 자료를 분석하여 각 텍스트에서 실현된 응결장치 사용 빈도를 구

하였다. 사용 빈도는 엑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응결장치별 세부 응결장치 

사용 빈도를 코딩하였다. 다음은 응결장치 사용 빈도 코딩의 예이다. 

<그림2> 응결장치 사용 빈도 코딩의 예 

하지만 본 연구는 실험 대상자 수가 네 집단 모두 다르고 문장 수도 일치하

지 않기 때문에 사용 빈도를 그대로 뽑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66) 따라서 

66) 김은희(2007), 김성경(2009) 등에서는 실험 대상의 학습자 수가 동일하여 학습자
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응결장치 빈도 수를 그대로 뽑아 숙달도 별 또는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였는데, 본 연구는 실험 대상 수가 1학년, 2학년, 3학년,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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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학습자 개인별 응결장치 사용 빈도를 구한 후, 이를 학년별로 합을 

구하고, 집단별 비교를 위해 응결장치별 사용 빈도를 각 집단의 총 문장 수67)

로 나누었다. 

구분 대용 접속 어휘
문장 수 빈도 문장당 빈도 문장당 빈도 문장당

1학년 172 16 0.09 82 0.48 194 1.13
2학년 532 72 0.14 366 0.69 627 1.99
3학년 281 33 0.12 188 0.67 491 2.54
한국인 424 129 0.30 564 1.3368) 915 3.80

<표25> 유형별 응결장치 사용 빈도 
(문장 수 및 빈도 단위: 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학년 대용 응결장치 사용 빈도(0.09)

 =1학년 대용 응결장치 사용 빈도(16)/1학년 전체 문장 수(172)  

위 수식과 같이 집단별 응결장치 사용 빈도를 구하였다. 이후 학습자가 다양

한 응결장치를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가 사용한 

전체 응결장치 중에서 세부 응결장치별 문장당 사용 빈도를 구하였다. 그러나 

세부 응결장치별 문장당 사용 빈도는 다음 <표26>과 같이 매우 작은 소수로 

나타났다.

 

구분　 거기 그곳
1학년 0.0116 0.0000
2학년 0.0489 0.0038
3학년 0.0214 0.0036
한국인 0.0000 0.0165

<표26> 장소 지시대명사 응결장치 사용 빈도
(단위: 개) 

위 표에서 나타난 장소 지시대명사의 문장당 사용 빈도는 소수점 셋째 또는 

으로 각각 다르므로 사용 빈도수를 그대로 뽑아 비교할 수 없다. 
67) 본 연구에서는 앞서 텍스트를 ‘문장 이상의 단위이면서 통일된 의미를 담은 의사

소통적 단위’리고 정의 내렸다. 따라서 텍스트를 형성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문
장’이라 보았고, 학습자의 응결장치 분석의 기준 또한 ‘문장’을 기본 단위로 하여 분
석해야 한다고 보아 각 집단 별 응결장치 사용 빈도 수를 ‘문장 수’로 나누었다. 

68) 한국인 접속 응결장치의 사용 빈도가 1.0이 넘는다는 것은 한국인 모어 필자가 작
문 자료에서 문장당 접속 응결장치를 1개 이상 사용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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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리까지 살펴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문장

을 기준으로 한 응결장치의 사용단위를 퍼센트(%)로 전환하고 결과 값에 100

을 곱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과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고자 

한다. 

 

구분　 거기 그곳
1학년 1.2 0.0
2학년 4.9 0.4
3학년 2.1 0.4
한국인 0.0 1.7

<표27> 장소 지시대명사 응결장치 사용 비율
(단위: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학년 ‘거기’ 응결장치 사용 비율(4.9%)

 =2학년 ‘거기’ 응결장치 사용 빈도(26)/2학년 전체 문장 수(532)×100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자가 사용한 전체 응결장치 중에서 각 세부 응결장

치를 사용한 비율을 산출하였다. 대용 응결장치의 경우 품사별로 대명사, 관형

사, 부사, 수사 각각의 응결장치 사용 비율을 구하고,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양

상을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였다. 또한, 작문 자료 분석 시 인도네시아 필

자의 텍스트 내에서 대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 저는 작년에 가족과 함께 팡안다란(Pangandaron)에게 갔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갔어요. 거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여러 곳을 구경했어

요. 그렇지만 가장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과 함께 해변에서 일출을 보는 것이었어요.

[I-2J14]

위 예문에서 대명사 ‘그것’은 바로 앞의 선행절에 언급된 ‘가장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을 대용하여 쓰이고 있으며 바로 앞 절에 언급된 내용을 대용하는 경

향이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응결장치별 사용 양상을 

예문을 들어 살펴보았다. 접속 응결장치는 먼저 연결어미, 접속부사, 관용적 연

결어로 구분하였고, 의미기능에 따라 사용된 접속 응결장치의 빈도를 세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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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폈다. 이후 대용 응결장치와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와 양상을 분석하고, 한

국인 모어 필자 작문 자료와 비교하였다. 어휘적 응결장치의 경우 동일어, 유의

어, 반의어, 상·하위어의 분류 틀에 따라 구분하여 빈도를 구하였고 동일어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한 문단 내에서 동일한 단어가 두 번 이상 쓰인 경우부

터 1회로 계산하였다.69) 어휘적 응결장치 중 반의어는 먼저 전체 반의어를 분

석한 후 임지룡 외(2005)70)의 논의에 따라 정도 반의어, 상호 배타 반의어, 방

향 대립 반의어로도 분류하여 반의어의 사용 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양상과 한국

인 모어 필자 자료의 비교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위주로 분석하

였다. 또한 앞 절에서 대조분석을 통해 예측한 오류가 실제 학습자의 작문 자

료에서 발견되었는지 실제 오류와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보고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발견된 오류를 앞서 대조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오

류71) 분석의 경우 텍스트 형성의 충분조건72)인 대용과 접속에서 학습자가 범

한 오류 중 문법성(grammaticalness)과 용인성(acceptability)에서 낮게 나타난 

일탈 모두를 오류의 개념으로 삼았다. 오류 기술의 기준으로는 이정희(2003)에

서 제시된 결과 판정에 따른 오류로 그 유형을 분류하였고, 그중 오류율이 높

은 응결장치를 선정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오류 판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자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생 2명과 박사과정 이수생 1명 등 총 4명과 

함께 오류 분석을 진행하였다. 

69)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의 경우 한 문단 내와 한 텍스트 내의 구분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학습자의 작문 자료가 한 문단을 넘어가는 텍스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70) 임지룡 외(2005)에 따르면 정도 반의어는 정도나 등급에 있는 대립되는 단어 쌍
으로 ‘길다/짧다’, ‘쉽다/어렵다’ 등의 형용사 무리이다. 상보 반의어는 반의 관계에 
있는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하는 단어 쌍으로 ‘남성
/여성’, ‘참/거짓’ 등이다. 마지막으로 방향 반의어는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
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 쌍으로 공간적 관계, 인간관계, 이동의 관
계가 있다.

71) Chomsky(1965:10-11)에서는 오류를 언어 능력과 관련된 개념으로 문법성
(grammaticalness), 언어수행과 관련된 개념으로 자연스럽고 이해 가능함을 나타내
는 용인성(acceptability)이 모두 낮은 일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72) 고영근(1999:154)은 어휘적 응결장치를 텍스트 형성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
건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수미(2010)는 이러한 논의에 따라 어휘적 응결장치
는 의미기능상 양상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 또한 위의 논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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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응결장치 사용 양상 
                                                                           

(단위: %)

<그림3> 유형별 응결장치 사용 비율
               

전체 집단별 문장당 응결장치 사용 비율은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

국인 모어 필자 모두 어휘, 접속, 대용 응결장치 순으로 나타났다. 숙달도 면에

서는 대용, 접속 응결장치에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1학년에서 2학년으

로 올라갈수록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어휘적 응결장치를 제외하고는 2학

년과 3학년의 사용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2학년 학습자의 사용 비

율이 더 높았다. 이는 2학년 학습자가 학습한 문법을 작문 자료에 사용하기 시

작하여 3학년보다 ‘그+명사’형 또는 연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

다. 따라서 2학년 작문 자료에서 오류도 더 많이 발생하였다. 한국인 모어 필자

의 경우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대비 대용, 접속 응결장치를 2배 가까이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인 모어 필자가 지시어를 사용하여 반복된 어휘나 표현

을 피하고 문장 연결을 통해 텍스트의 응결성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한국인 모

어 필자의 접속 응결장치 사용 비율은 133.0%로 이 수치는 문장당 접속 응결

장치를 1개 이상 사용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에 비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한국인 모어 필자가 다양한 연결어미와 접속부사, 

관용적 연결어를 사용하여 절과 절, 문장의 응결성을 실현하였다는 점을 뜻한

다. 어휘적 응결장치 또한 한국인 모어 필자는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이는

데, 이를 통해 텍스트 내에서 다양한 어휘 관계를 조직하여 응결성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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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4> 대용 응결장치 세부 사용 비율 

위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대명사

와 관형사의 응결장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관형사의 사용 비율이 

1학년 7.0%, 2학년 5.1%, 3학년 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

습자가 초급에서 학습한 ‘이/그+명사’형을 작문 자료에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 관형사, 부사, 수사 사용 비율이 각각 12.3%, 

5.9%, 9.0%로 높은데, 특히 텍스트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그런’과 ‘이렇게/그

렇게’의 응결장치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정리하는 기능으로 쓰이고 있었다. 이 

같은 통계치의 설명은 다음 세부 응결장치별 사용 양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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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5> 이/그 계열 사용 비율

대용 응결장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1, 2, 3학년 모두 ‘이’ 계열의 대

용 응결장치보다 ‘그’ 계열의 대용 응결장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김일웅(1982)에서는 “‘이’ 계통의 지시가 주관적인 느낌을 주는 데 비하여 

‘그’ 계통은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하였다. 박선희(2007)73)에서는 ‘이’ 계

열 지시어는 이전에 언급된 내용을 지시할 때 사용되며, ‘그’ 계열 지시어는 

‘화·청자의 언급 대상’을 지시할 때에 사용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화자가 앞

서 언급한 내용을 독자와 공유 대상으로 보고 ‘그’ 계열의 지시어를 선택한 것

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73) 박선희(2007)의 수행 기능에 따른 지시사의 용법

분류 기준
지시사 종류

지시 유형
이 그 저

전술 언급된

기호 지시

화자의 이전

언급 대상

화·청자의

언급 대상
- 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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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대명사형 응결장치 사용 양상

(단위: %)

<그림6> 대명사형 응결장치 세부 사용 비율

    

                                                                                    

대명사 ‘이/그’의 경우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1, 2, 3학년 모두 0.0%로 나타났

는데 빈도를 보면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가 단 2회 사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인 모어 필자는 0.5%의 사용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한국

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치 대조분석에서 ‘초급 과정에서 학습자가 ‘이것/그

것/저것’의 삼원 체계를 학습하여 지시어 단독형 ‘이’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의 

쓰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학습자가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필자에게서 나타난 사용 예시이다.

(가)

 (상략)그리고 그 이후로 피아노는 항상 제게 즐거운 취미로 남아 있습니

다. 비록 전공까지 생각했지만 포기한 것에도 후회는 없고, 어머니가 희망

하셨던 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취미로 남았기에 피아

노를 배우게 하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피아노를 배

우고 싶었음에도 집안 사정 때문에 배우지 못하셨던 어머니의 그 마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해가 가게 되어 어머니가 바랐던 대로 평생 취미로 

삼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어디



- 74 -

까지나 즐거운 감사함입니다.

[K-H6]

(나)

  나의 취미는 운동입니다. (중략)그러나 최근에 일이 많아지면서 운동을 

자주 못 가게 된 뒤로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운

동은 정말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지만 

예전처럼 운동이 무조건 싫은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며 느끼는 즐거움을 알

았기 때문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KH5]

(다)

  (상략)유럽에서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돌아보았고, 대부분 너무 감명 

깊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박물관은 바티칸 박물관이었습니다. 물론 대영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과 같은 유명한 박물관에도 들렀지만, 바티칸 박

물관은 이와는 다른 경건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사진 촬영도 금지되어 있

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그 미적 아름다움에도 절로 경건해졌지만, 

작품이 지나온 그 긴 세월과 화가의 노고에도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KJ5] 

 

예문 (가)에 나타난 대명사 ‘이’는 선행 문장에서 필자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어머니의 원대로 피아노를 평생 취미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가

리킨다. 단어 또는 구나 절이 아닌 선행 문장 전체를 ‘이’로 대용하여 텍스트의 

끝에서 문장을 마무리했다. 예문 (나)에서 ‘이’는 선행 문장의 운동을 자주 못 

가게 된 뒤로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대용한다. 예문 (다)에

서는 선행 절의 대영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과 같은 ‘유명한 박물관’을 대용

하며 유명한 박물관과 비교해서 바티칸 박물관에서 다른 경건함을 느꼈음을 나

타내고 있다. 이처럼 대명사 ‘이’는 한국인 모어 필자의 자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선행절 또는 문장 전체를 대용하여 텍스트를 마무리하거나 앞선 내용을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대명사 

‘그’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 75 -

(라)

 저는 중학교 방학 때 가족들과 함께 ‘아헤’섬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그곳)의 위치는 파푸아도, ‘나비레’ 수역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I-2J30]

(마)

 그리고 아키바하라에 있는 AKB40 극장에 가서 *그(√그곳)의 카페DP   

갔습니다.

[I-2J29]

앞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작문 자료에서 대명사 ‘그’의 사용이 단 2회뿐이

었음을 확인하였는데, 모두 대명사 ‘그’에 소유격 조사인 ‘의’가 붙는 형태로 나

타났고 모두 오류였다. 예문 (라)와 (마)에서 지시대명사 ‘그’에 해당하는 인도

네시아어 대명사는 ‘nya’이다. 이때 ‘nya’가 소유격으로 사용되었을 때 인도네시

아어로는 ‘posisinya’가 되는데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nya’가 가리키는 지시대

명사를 한국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문 (라)에서 ‘지시대명사

(그곳)+관형격조사(의)’가 하나의 관형어가 되어 후행하는 피관형어 ‘위치’를 

꾸민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피관형어(위치, posisi) 자체에 ‘지시대명

사(그곳)+관형격조사(의)’의 기능을 포함하는 하나의 관형어인 ‘nya’가 붙어 

‘피관형어(위치)+관형어(그곳의)’의 형태로 관형어가 후행한다. 즉, ‘지시대명사

+관형격조사(그곳의)’가 하나의 형태인 ‘nya’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관형격조사’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지시대명사가 ‘nya’로 수렴되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이를 한국어로 표현할 경우 지시대명사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으로 보인다. 

대명사 ‘이것/그것’의 경우 2학년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

는데, 숙달도별로 문장당 학습자의 사용 비율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의 예시이다. 

(바)

 나의 취미는 게임하기입니다. (중략)그런데 게임을 할 때 가끔 시간을 잊



- 76 -

어버립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에 늦게 올 수 있습니다. 보통 

힘이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게임하기의 나쁜 점입니다. 앞으로 늦잠을 

자지 않을 겁니다.

[I-2H14] 

(사)

 제 취미는 춤추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춤추기를 시작됐습니다.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대 무용을 더 유명합

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무용은 더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춤 추의 연

습합니다. 보통 매달 친구들과 같이 무용의 경쟁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경쟁에서 인겼습니다. 이것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I-2H11] 

예문 (바)에서 사용된 대명사 ‘이것’은 선행 문장에서 나오는 게임하기의 나

쁜 점으로 게임할 때 늦잠을 자 학교에 늦게 오거나 힘이 없는 것을 대용하였

다. 예문(사)에서는 필자가 무용 대회에 나가 경쟁에서 이긴 것을 후행절에서 

‘이것’으로 대용하였다.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대명사 ‘이것’은 앞의 

특정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급한 내용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가리키

는 것으로 한국어 텍스트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74) 예문 (바)의 ‘이것’은 

특정 명사가 아닌 ‘게임하기의 나쁜 점’을 대용하였고 예문 (사) 또한 선행 절

의 특정 명사를 대용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무용 대회에 나가 경쟁에서 이긴 

것’으로 앞서 언급한 전체적인 내용을 대용한 것이다. 따라서 두 예문 모두 앞

의 특정 명사가 아닌 언급한 내용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대용한 것으로 한국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흡사하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그것’의 사용 양상이다. 

(아)

 제 취미는 영화감상입니다. 특히 판타지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개

74) 이수미(2010)에서는 초급단계에서 대명사 ‘이것’이 앞의 특정 명사를 가리키는 것
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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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으로 판타지 영화를 제일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판

타지 영화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하략). 

[I-2H19] 

(자)

 (상략)우리는 역사적인 건물을 보기 위해 타만 사리와 케라톤 

“Ngayogyalcarta Hadiningrat”에 갔다. 우리는 요교 족자카르타 낮 동안에 

매우 따뜻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우리가 이런 에어컨이 설치된 건

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였다.

[I-2J3]

예문 (아)에서 사용된 대명사 ‘그것’은 바로 앞 문장의 ‘처음으로 본 판타지 

영화’를 대용한 것이고, 예문 (자)의 ‘그것’은 선행절에 족자카르타가 낮 동안에 

매우 더워졌다는 것을 대용한다. 예문 (아)는 선행절을, 예문 (자)는 선행절에

서 언급한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그것’역시 앞서 논의한 ‘이것’과 마찬가지로 특

정 명사를 대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절 또는 문장을 언급하며 비교적 한국어 

텍스트다운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인 학습 자료에서 나타난 장소 지시대명사의 사용 양상

을 살펴보도록 하자. 장소 지시대명사의 사용 비율은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

습자 작문 자료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텍스트 주제인 ‘여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7>의 장소 지시대명사 ‘거기’와 ‘그곳’의 사용 비율

을 보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는 ‘그곳’을 학습했음에도 ‘거기’를 사용했다. 인도

네시아인 작문 자료에서 ‘그곳’의 사용 빈도는 단 1회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는 반대로 한국인 모어 필자는 1.7%의 사용 비율을 보이며 ‘그곳’을 인도네시

아인 학습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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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7> 장소 지시대명사 ‘거기/그곳’ 응결장치 사용 비율

  

다음은 한국인 모어 필자와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글에서 나타나는 ‘거기’와 

‘그곳’의 사용 양상이다. 예문 (카)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이고 (타)

는 한국인 모어 필자의 작문 자료이다.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는 ‘거기’를 계속해

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 모어 필자는 ‘그곳’을 사용하고 있다. 

(카)

 작년에 아버지, 어머니, 전 족자카르타에 갔습니다. 주로 거기(1)에 갈 때, 

비행기나 버스로 타는데 이번에는 기차를 타서 아주 흥분했습니다. (중략)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Angkringan) 앙크링안으로 갔습니다. 거기(2)에서 

다양한 음식을 많았습니다. 거기(3)에 사고 호텔에 돌아와서 부모님께서는 

함께 먹었습니다. (하략). 

[I-2J32] 

예문 (카)에 나타난 ‘거기(1)’는 선행절의 족자카르타를 가리키며, ‘거기(2)’와 

‘거기(3)’는 족자카르타 내에 앙크링안을 가리킨다. 이렇듯 인도네시아 작문 자

료에서는 구어에서 주로 쓰이는 ‘거기’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인도네시아인 

학습 자료에서 ‘그곳’의 사용 빈도는 1학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2학년은 2

회, 3학년은 단 1회에 그쳤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필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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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장소 지시대명사 ‘그곳’의 사용 양상의 예이다. 

(타)

  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2년 전 엄마와 처음으로 단둘이 떠난 크

로아티아 여행입니다. (중략) 그리고 둘째 날에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

차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우리는 새벽에 열리는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1)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시장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곳(2)의 모습에 즐

거웠고 신선한 과일들을 사와서 그것들을 여행 기간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약 열흘간의 여행 기간 동안 엄마와 함께 많은 곳을 다

녔지만 사실 어디를 관광했는지 보다 엄마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엄마

의 소녀 같은 모습, 엄마도 나와 같은 여자라는 느낌 등을 받으며 엄마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

을 보았는가보다는 그곳(3)에서 엄마를 알게 된 여행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K-J4]

한국인 모어 필자의 작문 자료인 예문 (타)에서는 장소 지시대명사 ‘거기’의 

쓰임은 보이지 않고 ‘그곳’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그곳(1)’과 ‘그곳(2)’는 ‘새벽

에 열리는 시장’을, ‘그곳(3)’은 ‘크로아티아 여행’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한국

인 모어 필자는 문어에서 주로 ‘그곳’을 사용한 반면에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

습자는 ‘거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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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관형사형 응결장치 사용 양상 

(단위: %)

<그림8> 관형사형 응결장치 세부 사용 비율 

    

관형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시어는 전술한 명사나 명사구를 지시하기 위해 

그 선행 내용을 뒤 문장으로 가져와 그 앞에 지시어를 첨가하여 지시하는 것이

다. 관형사형 응결장치는 ‘이/그+명사’ 형태와 ‘이런/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관

형사형 응결장치의 사용 빈도는 전체 대용 응결장치 사용 빈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같은 단어가 반

복될 때마다 학습한 ‘이/그+명사’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학습자 작문 자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9월에는 저와 다른 친구들은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사

실은 그 여행은 우리 영어 학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영어 학원은 두 학생에

게 장학을 줬습니다. 그 장학은 바로 싱가포르에 여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한 친구는 장학을 얻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출생지의 사람처럼 생활을 해

봤습니다. 3일 동안 어디든지 지하철이나 버스로 갔다 왔어요. 인도네시아

인으로 처음은 조금 어려웠지만 계속 지하철을 써서 익숙해졌습니다. 그리

고 싱가포르는 한국처럼, 아주 훈려한 생활을 익숙해졌습니다. 아주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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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습니다. 

[I-1J4]

예문 (가)와 같이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는 선행절의 명사인 ‘여행’과 

‘영어 학원’, ‘장학’을 후행절에서 ‘그 여행’과 ‘그 영어 학원’, ‘그 장학’으로 모두 

‘그’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명사’의 경우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3학년부터 ‘제 자취방에’, ‘내 친구’ 등 [소유관형사+

명사] 형태가 나타난다. 관형사형 응결장치 사용 양상에서는 앞서 대조분석에

서 예측한 어순 차이에 의한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2.1.3. 부사 응결장치 사용 양상 

(단위: %)

<그림9> 부사 응결장치 사용 비율 

부사 응결장치는 글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 앞 문장 또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언급하는 기능이 있어 글의 응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작문 자료에서 ‘이렇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렇게’는 2학년과 3학년이 각 0.4% 비율로 사용하였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 ‘이렇게’는 3.1%, ‘그렇게’는 2.8%의 비율로 각각 사용하며 그중 ‘이렇게’

의 사용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이수미(2010:70)75)에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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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필자의 작문 자료 예이다.

(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2년 전 엄마와 처음으로 단둘이 떠난 크로아티

아 여행입니다. 항상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다 엄마와 이렇게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행 첫날에는 더 많이 설렘을 가지고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행 첫째 날 긴 비행에 많이 피곤했지만 엄마와 

저는 도착하자마자 시내에 있는 카페에 가서 첫 여행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리고 둘째 날에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차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우리는 

새벽에 열리는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시장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곳의 모습에 즐거웠고 신선한 과일들을 사와서 그것

들을 여행 기간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중략)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 등 모든 여행들은 다 

행복하지만 이렇게 엄마와 함께하는 여행이 갖는 색다른 설렘과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마와의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가 되며, 이렇게 엄마와 함

께 계속 여행을 가는 딸이 되어야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다짐하게 됩

니다.

[K-J4]

위 예문 (가)에서 ‘이렇게’는 총 3번 나타나는데 필자와 대상인 엄마의 근거

리성을 나타내며 엄마와 단둘이 여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듯 텍스트 내에

서 ‘이렇게’가 처음과 끝에 쓰이며 글의 주된 골격 역할을 하고 있다. 

(나)

 29살 여름, 난 마지막 20대를 어떻게 보내면 멋지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까 고민해봤다.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혼자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생각하

75) 이수미(2010:70)는 한국인 모어 필자가 ‘이렇게’를 사용하여 대상과 필자의 근거
리성을 강조하면서 텍스트 구조에 주된 골격 역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렇게’는 주된 골격 역할을, ‘그렇게’는 배경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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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고, 급하게 잡은 여름휴가 일정 속에 태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기대와 설렘이 찾아온 동시에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여

행에 차질이 없을 거란 생각에 여행책과 블로그에 매달리게 되었고, 자유여

행이지만 자유롭지 않은 준비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떠나게 된 여행. 계획대로 이루어진 여정도 있고, 예상치 못한 여

정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여정 중엔 당황스러움도 있었지만 즐

거움도 있었다. 결국 여행이란 그런 것이겠지. 서른 살로 뚜벅뚜벅 걸어가

던 29살의 나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혼자 해냈다는 자신감, 준비 했던, 준

비하지 못했던 매 순간을 즐기며 차곡차곡 채워갔던 시간 속에서 서른을 

당당히 맞이할 힘을 얻었다.

[K-J3]

예문 (나)에 나타난 ‘그렇게’는 ‘자유여행이지만 자유롭지 않은 준비가 된 여

행’이라는 선행 문장을 대용하며, 필자가 여행을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지 그 배

경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2.1.4. 수사 응결장치 사용 양상

(단위: %)

<그림10> 수사 응결장치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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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응결장치 또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1, 2, 3학년 대비 한국인 

모어 필자의 사용 비율이 9.0%로 높게 나타나며 텍스트의 응결성을 보이고 있

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나는 작년 가을, 엄마와 언니와 함께 갔던 통영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

다.

  첫째 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제 강점기 때 진짜 사람들과 차가 

오가는 통로로 쓰였던 해저터널을 구경했다. 해저터널에 들렀다가 바로 텔

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거북선을 구경하러 갔다. 거북선 네 척이 바다 

위에 나란히 떠 있었고 표를 하나 끊으면 모두 방문해서 안을 구경하고 수

군 옷 입어보기 체험도 할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동피랑에 걸어갔는데 그 

전에 중앙시장이 나와서 거기서 이순신꿀빵과 유자꿀빵을 사 먹었다. 동피

랑을 구경하다가 자고 있는 고양이를 만났는데 고양이가 내가 든 오징어 

냄새를 맡고 계속 쫓아와서 아주 부담스러웠다.

  둘째 날에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케이블카를 타러 갔다. 사실 표가 좀 

비쌌는데 그 날은 날씨가 좀 흐려서 통영 경치를 모두 볼 수 없어서 아쉬

웠다. 그래도 잠시라도 통영 바다를 보고 케이블카에 매달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았으니 재미있었다. 그다음에는 박경리 기념관에 가서 작가님의 

글과 시, 소설, 사진 등이 전시된 곳을 쭉 둘러 보았다. 기회가 되면 꼭 토

지를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략).

[K-J7]

위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수사는 ‘첫째 날’의 ‘첫째’와 ‘둘째 날’의 ‘둘째’이다. 

먼저 ‘첫째’는 필자가 작년 가을 엄마와 언니와 함께 갔던 통영 여행 중 첫째인 

날을 가리킨다. ‘둘째’ 또한 이와 같다. 서수사가 한국인 모어 필자 작문 자료에

서 사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작문의 주제인 ‘여행’과도 관련이 있다. 여행을 주

제로 한 작문 자료에서 서수사는 ‘첫째 날’과 같이 여행 기간 중의 첫 번째 날

을 가리키는 대용의 응결장치로 쓰이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텍스트 내에서 문

단과 문단의 연결성을 도와 글의 구조를 통일성 있게 해 주는 응집성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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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도 볼 수 있다.

   

(단위: %)

<그림11> 접속 응결장치 사용 비율 

집단별 전체 접속 응결장치의 사용 비율을 보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1, 2, 

3학년 모두 24.4%, 39.5%, 38.8%로 연결어미 응결장치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연결어미 사용 비율은 105.0%로 이는 한

국인 모어 필자가 문장당 1개 이상의 연결어미를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

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와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비율이다. 

따라서 한국인 모어 필자가 핵심 명제에서 절과 절을 이어 주는 연결어미 응결

장치를 사용하므로 글의 응결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접속

부사, 관용적 연결어 순이었다. 숙달도별 비율을 보면 연결어미의 경우 2, 3학

년은 사용 비율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고 접속부사의 경우 학년별로 사용 비율

이 순차적으로 증가하였다. 관용적 연결어의 경우 2학년 학습자부터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한국인 모어 필자 또한 7.3%로 가장 

낮았다. 이는 관용표현 사용의 다양성과 관련된 것으로,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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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연결어미 응결장치 사용 양상

(단위: %)

<그림12> 연결어미 응결장치 사용 비율

 연결어미의 사용 비율을 먼저 의미기능별로 살펴보면 1학년을 제외하고 인도

네시아인 학습자와 한국인 학습자의 사용 비율에서 강화 의미기능의 응결장치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의 경우 강화 의미기능이 23.3.%, 

3학년은 24.9%, 한국인은 59.9%이다. 이는 학습자가 나열, 대조, 배경과 선택

의 응결장치보다 시간과 인과, 조건의 의미기능 응결장치를 더 많이 사용하여 

절과 절을 응결시키는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의미기능별로 응결장치 

세부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그림13> 의미기능별 연결어미 응결장치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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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미 응결장치의 경우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는 나열, 시간, 이유·

원인, 조건의 응결장치 사용 비율이 높았는데 그중 나열, 시간, 조건의 응결장

치에서 숙달도별로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한국어 모어 필자의 

경우 특히 나열, 대조, 배경, 시간, 조건의 의미기능 응결장치에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에 비해 높은 사용 비율을 나타냈다. 

    ① 나열 의미기능 응결장치

(단위: %)

<그림14> 나열 연결어미 응결장치 사용 비율 

 

나열 의미기능 응결장치는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필자 

모두 연결어미 ‘-고’의 사용 빈도가 1학년 8.1%, 2학년 10%, 3학년 10.3%로 

연결어미 ‘-(으)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예시처럼 1, 2, 3학년의 작문에서 모두 한 문장 내에서 연결어미 

‘-고’의 반복적인 사용 양상이 나타났으며 다른 의미기능의 연결어미 대신 나

열의 ‘-고’ 연결어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텍스트의 결속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76)

76) 민주희(2011)에서는 한 텍스트 내에서 같은 의미기능을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텍
스트 내용 이해에 방해를 받게 되고, 같은 기능이라도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지 않았
을 때, 의미상 오류가 생기면서 텍스트의 짜임이 느슨해지고 지루해짐으로써 텍스트 
결속성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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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래가 좋고 가사는 가끔 달콤하고 슬프고 아름다워요. 

[I-1H4] 

(나)

 3일동안 우리는 일몰을 즐겼고 많은 사진을 찍었고 바다에서 게임을 했습

니다.

[I-2J18]

(다)

 바로 한국어 교육과 후배들과 같이 co-ed(남녀) 댄스커버를 만들고 한 

달 동안 연습하고 학교에서 포퍼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I-3H22] 

예문 (가)에서는 한 문장 내에서 ‘노래가 좋다’, ‘가사는 가끔 달콤하다’,  ‘가

사는 가끔 슬프다’, ‘가사는 아름답다’라는 절 4개를 연결어미 ‘-고’로 연결하고 

있으며 주어가 같은 문장이 3개이다. 예문 (나)는 ‘3일동안 우리는 일몰을 즐겼

다’와 ‘우리는 많은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에서 게임을 했다’라는 

절 3개를 동일하게 연결하고 있다. 예문 (다) ‘한국어 교육과 후배들과 같이 

co-ed(남녀) 댄스커버를 만든다’와 ‘한 달 동안 연습한다’, ‘학교에서 포퍼먼스

를 하는 것이다’라는 3개 절을 똑같이 연결어미 ‘-고’를 사용하여 응결시키고 

있다. 이는 의미적으로는 오류가 없으나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글의 

응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응결장치의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는 앞서 대조분석에서 살펴보았던 오류 예측의 결과로 배경의 의미기

능 연결어미 ‘-(으)ㄴ/는데’에 대응하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dan’이 나열의 

의미기능 연결어미 ‘-고’로 잘못 사용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취미 생활이 많았*고(√는데)  기분에 따라 

자주 바꿔요.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I-3H18]

예문 (가)에서 사용된 연결어미 ‘-고’가 사용된 문장의 선행절은 어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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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필자가 지금까지 취미 생활이 많았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예문으로 제시한 ‘요즘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 데 정말 재미있어요’라는 문장

에서 배경의 연결어미로 쓰인 ‘-는데’의 기능과 같다. 따라서 위 인도네시아 학

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연결어미 ‘-고’ 또한 배경의 연결어미 ‘-는데’를 

사용하는 것이 문장의 응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대조 의미기능 응결장치 

(단위: %)

<그림15> 대조 연결어미 응결장치 사용 비율 

대조 연결어미 응결장치의 사용 빈도는 앞서 대조분석에서 예측한 결과대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지만’의 연결어미 사용 비율이 1학년 

2.3%, 2학년 3.6%, 3학년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

우 ‘-(으)나’의 사용 빈도가 0.5%로 가장 낮았고 ‘-(으)ㄴ/는데’가 1.7%, ‘-지

만’이 10.1%로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 모어 필자와 인도

네시아 학습자 모두 대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사용하고자 할 때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대등하여 대립의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지만’ 

연결어미를 ‘-(으)ㄴ/는데’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립의 기능이 

있는 연결어미 ‘-(으)ㄴ/는데’는 앞 절이 뒤 절의 배경 상황이 되며 비교적 중

립적인 연결 기능을 담당하므로 ‘-지만’보다 대립의 기능이 약해 사용 비율 또

한 낮게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필자에서 나타난 대립의 연결어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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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사용 양상이다.

(가)

 (상략)저학년 때는 별생각 없이 다니던 피아노 학원이었지만 고학년이 되

고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서 잘 배워 온 피아노에도 불똥이 튀게 되었습

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죄송하고 낯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시기의 

저는 아마 뇌의 8할이 허세와 반항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

략).

[K-H6]

예문 (가)에서는 연결어미 ‘-지만’은 선행절에서 필자의 현재 생각인 ‘너무나

도 죄송하고 낯부끄럽다는 생각’과 뒤 절의 필자의 과거의 생각인 ‘뇌의 8할이 

허세와 반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대립적인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 모어 필자 또한 대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사용하고자 할 때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대등하여 대립의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지만’ 연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 모어 필자

는 비교적 중립적인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으)ㄴ/는데’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다음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혼자 홍콩에 간 거였다. (중략)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여행 가이드 책 하나만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주로 먹거리들을 거점으로 돌아다녔다. 말이 안통해서 답답했는데 결국은 

몸짓 손짓 언어로 다 의사소통을 했다.

[K-J10]

예문 (나)는 한국인 모어 필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대조의 연결어미 ‘-

는데’이다. 위 문장은 비교적 대조의 의미가 약한데 후행절이 생략되면 선행절

인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다’ 뒤에 ‘우연히 한국 사람을 만났다’, ‘한국어 표지

판이 많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인 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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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예문 (가)와 예문 (나)에서와 같이 대립의 기능을 가지는 연결어미 ‘-

지만’과 ‘-(으)ㄴ/는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도

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예문을 살펴보자. 

(다)

 작년에 방학할 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까리문 자와(karimun Jawa)

라는 섬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중략) 선크림을 많이 발랐는데 햇빛 아래

에 많이 있어서 피부가 탔습니다. 4박 5일동안 여행을 가서 좀 힘들고 피

곤했지만 친구들이랑 추억이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기

회가 있으면 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I-2J25] 

(라)

 제 취미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중략) 물론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지만 혼자서 공부할 때에는 공부한 것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할 때 얻은 공부가 학교에서 

하는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I-3H23]

예문 (다)에서 대조의 연결어미 ‘-(으)ㄴ/는데’와 ‘-지만’의 사용 양상을 살

펴보면 두 연결어미 모두 대조의 의미기능이 강하게 사용되고 있다. ‘-(으)ㄴ/

는데’의 경우 ‘선크림을 많이 발랐다’와 ‘햇빛 아래에 많이 있어서 피부가 탔다’

를 대조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지만’의 경우에도 선행절 ‘4박 5일 동안 여행

을 가서 피곤하다’와 ‘친구들이랑 추억이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라는 후

행절을 대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예문 (라)에서도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와 혼자서 공부할 때가 포함된 절을 대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쓰인 대조 연결어미 ‘-(으)ㄴ/는데’가 비교

적 대조 기능이 약하게 쓰인 문장이 거의 없이 ‘-지만’과 함께 대조의 의미가 

비교적 강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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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배경 의미기능 응결장치

(단위: %)

   

<그림16> 배경 연결어미 응결장치 사용 비율 

배경 의미기능의 연결어미의 경우 ‘-(으)ㄴ/는데’의 사용 비율이 한국인 모어 

필자가 8.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앞서 대조분석에서 한국어와 인도네시

아어 배경 의미기능 접속 응결장치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접속사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학습자가 1학년 2학

기에 ‘-(으)ㄴ/는데’의 배경 의미를 먼저 학습했음77)에도 2학년에서 사용 양상

이 단 1회 나타난 것에 그쳤다. 이는 인도네시아 학습자다 배경의 의미기능 연

결어미를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으)ㄴ/는데’의 사용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대

조분석에서 예측한 결과인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배경의 의미기능 연결어미 

‘-(으)ㄴ/는데’에 대응하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dan’이 나열의 의미기능 연결

어미 ‘-고’와 기능이 같아 잘못 사용된 양상이 있었고, 이유·원인의 연결어미 

‘-(으)니까’와 혼동하는 오류로 대치 오류가 있었다. 연결어미 ‘-(으)니까’와의 

혼동으로 나타난 오류의 양상은 의미기능 이유·원인의 연결어미 부분에서 다루

고자 한다. 

77) KF(Korea Foundation)교재 2급 15과에서는 ‘-(으)ㄴ/는데’의 의미기능 교육 순서
가 ‘배경’으로 먼저 쓰임을 제시한 후, ‘대립’으로의 쓰임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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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선택 의미기능 응결장치

(단위: %)

<그림17> 선택 연결어미 응결장치 사용 비율 

  

선택 의미기능 응결장치의 경우, 연결어미 ‘-거나’는 1, 2, 3학년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반면에 연결어미 응결장치 ‘-든지’는 1학년 작문 자료에

서 1.2% 나타났지만 2, 3학년 학습자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 연결어미 ‘–거나’는 0.9%의 사용 비율을 보였고 연결어미 ‘-든지’

의 경우 사용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KF 교재 분석 결과 2급 

11과에서 선택의 연결어미를 배우는데 연결어미 ‘-거나’ 형태만 학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교재에서 연결어미 ‘-든지’ 형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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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시간 의미기능 응결장치 

(단위: %)

<그림18> 시간 연결어미 응결장치 사용 비율 

시간 의미기능 응결장치에 ‘동시’의 의미기능이 있는 시간 응결장치와 ‘순서’

의 의미기능이 있는 응결장치로 나뉜다. 

     1) 동시

동시의 의미기능을 갖는 시간 연결어미 응결장치의 세부 사용 비율을 살펴보

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경우 연결어미 ‘-(으)면서’의 사용 비율이 1학년 

0.6%, 2학년 1.7%, 3학년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다음으로는 

연결어미 ‘-(으)며’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연결어미 ‘-자’와 ‘-자마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 연결어미 ‘-(으)면서’의 사용 비율

이 5.4%, ‘-(으)며’는 4.2%, ‘-자마자’는 0.7%, ‘-자’는 0.5% 순으로 나타났다.

     2) 순서

순서의 의미기능이 있는 시간 연결어미 응결장치의 경우 연결어미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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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어서’, ‘-다가’ 순으로 나타났다. 숙달도별로 나

타나는 양상은 없었다. 그러나 작문 자료에서 연결어미 선행절과 후행절의 두 

문장 간 상관성에 따라 쓰임의 차이가 있는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쓰

임은 구별되지 않았다.

(가)

 작년에 제 가족들이랑 같이 우리 고향 서우 수마트라에 다녀왔습니다. 고

향에서 우리가 maningau 호수에 가*고(√서) 낚시를 하고 생선을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리안을 많이 먹었습니다. 

[I-2J20]

예문 (가)에서 ‘호수에 가다’와 ‘낚시를 하다’ 두 문장 간의 상관성이 높다. 

즉, ‘낚시를 하는 것’에 앞서 ‘호수에 가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하므로 문장의 

상관성이 높아 연결어미 ‘-아/어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후행

절에서 ‘낚시를 하다’와 ‘생선을 요리해서 먹다’는 앞 문장보다 문장 간 상관성

이 높지 않다. 따라서 위 문장은 ‘고향에서 우리가 ‘maningau 호수’에 가서 낚

시하고 생선을 요리해서 먹었습니다’로 쓰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나)

저는 2015년에 가족과 함께 자동차로 치다운 바다에 갔어요. (중략) 치다

운 바다에 간 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남동생

이랑 같이 뛰어갔고 갑자기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넘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일어나*고(√서) 엄마에게 바로 뛰어갔어요. (하략).

[I-2J24] 

위 예문 (나) 또한 필자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엄마에게 바로 뛰어가는 

것’에 앞서 ‘일어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하므로 문장의 상관성이 높아 위 예

문 또한 ‘-아/어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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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이유·원인 의미기능 응결장치

(단위: %)

<그림19> 이유·원인 연결어미 응결장치 사용 비율 

   

 

이유·원인 의미기능 연결어미에서는 ‘-아/어서’의 사용 비율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경우 1학년이 5.8%, 2학년이 8.5%, 3학년이 7.1%로 가장 높았고 한

국인 모어 필자 또한 8.0%로 가장 높았다. 또한, ‘-(으)니’의 한국인 모어 필

자의 사용 비율이 2.4%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에 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었다. 인도네시아어 학습자가 혼동할 수 있는 경우로 배경의 연결어미 ‘-(으)

ㄴ/는데’를 이유·원인의 연결어미 ‘-(으)니까’ 또는 ‘-아서/어서’로 바꾸어 쓰는 

경우를 예상했었다. 다음 예문은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나는 연결어미 

‘-(으)니까’의 혼동 양상이다.

(가)

 울루와트는 바다에서 근처에 있*으니까(√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I-2J5]

예문 (가)에서 필자는 ‘울루와트는 바다에서 근처에 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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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행 문장에서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라는 상황을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절에서 ‘울루와트는 바다에서 근처에 있다’라는 사실

을 제시하는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를 사용해야 한다. 

(나)

 우리는 케이팝이 정말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는데) 아마

도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케이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

니다.

[I-3H3]

위 예문 (나)에서는 선행절에서 ‘케이팝이 정말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

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후행절에서 ‘필자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케이팝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위 예문 

또한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밤에는 우리 해물을 먹었어요. 저는 그런 맛있는 해물을 처음 먹었*으니까

(√는데) 아주 잘 먹었어요.

[I-3J5]

예문 (다)에서는 선행절인 ‘그런 맛있는 해물을 처음 먹었다’라는 사실을 소

개하면서 ‘아주 잘 먹었다’라는 선행절의 느낌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 예문 또한 

후행절의 배경 의미로 ‘-(으)ㄴ/는데’가 적절하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는 배경의 연결어미

가 이유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 이유·원인의 연결어미와 혼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를 혼동하여 쓰인 문장에

서 연결어미 ‘-아/어서’가 아닌 ‘-(으)니까’의 대치 오류만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유·원인의 연결어미 ‘-아/어서’와 ‘-(으)니까’를 구분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

하는 양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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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울루와투에서 축제가 있*으니까(√어서) 주변에 많은 원숭이가 걸려 있

지 않아서 좀 편했습니다. 

[I-2J5]

(마)

 머스타파 센터에는 싼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I-3J3]

대조분석 시 문장 종결에 제약이 있는 연결어미 ‘-아/어서’를 명령문 또는 청

유문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로 주관적인 행동의 동기나 주장의 근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 ‘-

(으)니까’와 보편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의미가 강한 ‘-아/어서’의 대

치 오류가 나타났다. 예문(라)에서 ‘주변에 많은 원숭이가 걸려있지 않다’에 대

한 근거인 ‘그날에 울루와투에서 축제가 있다’는 필자의 주관적인 주장의 근거

가 아닌 보편적인 근거이다. 예문 (마)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인 ‘머스타파 센터에는 싼 물건들이 많이 있다’ 또한 필자의 주관적인 

주장의 근거가 아닌 보편적인 근거이다. 따라서 위 예문 (라)와 (마)에서 쓰인 

연결어미 ‘-아/어서’는 ‘-(으)니까’로 대치되어야 한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이유·원인 연결어미의 오류 양상으로는 의미기능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와의 대치 오류와 이유·원인의 연결어미 내에서

의 ‘-아/어서’와 ‘-(으)니까’의 대치 오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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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목적·결과 의미기능 응결장치

(단위: %)

<그림20> 목적·결과 연결어미 응결장치 사용 비율 

   

 목적의 의미기능 응결장치로는 ‘-(으)러’와 ‘-(으)려고’가 있으며 결과 의미

기능의 응결장치로는 ‘-도록’과 ‘-게’가 존재한다. 연결어미 ‘-(으)러’의 경우 

3학년 학습자가 1.8%, 한국인 모어 필자가 1.9%로 사용 비율이 높았고 연결어

미 ‘-(으)려고’는 3학년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결어미 

‘-도록’의 경우 2학년과 3학년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났으며, 한국인 모

어 필자의 사용 비율이 0.7%로 가장 높았다. 연결어미 ‘-게’의 경우 1학년 학

습자의 사용 비율이 0.6%로 가장 높았고 2학년과 3학년 학습자에게서는 나타

나지 않았다. 대조분석 시 연결어미 ‘-(으)러’와 ‘-(으)려고’의 혼동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작문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교적 인도네시아인 한

국어 학습자가 연결어미 ‘-(으)러’를 ‘가다, 오다’ 등의 이동 동사와 함께 더 많

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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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조건의 의미기능 응결장치

(단위: %)

<그림21> 조건 연결어미 응결장치 사용 비율 

    

조건의 의미기능 연결어미 응결장치 사용 비율은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고 그중 연결어미 ‘-(으)면’의 사용 비율이 1학년 1.2%, 2학

년 3.9%, 3학년 4.3%로 가장 높았다. 연결어미 ‘-(으)려면’과 ‘-아/어도’는 인

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아/어야’의 경우 2학년에

서 0.2%의 사용 비율을 보인 것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연결어미 ‘-(으)면’의 사용 비율은 15.6%로 인도네시

아인 학습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오류는 학습자가 ‘-(으)면’의 연결어미를 1학년 때 학습했음에도 2, 3

학년에서 오류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조건의 의미기능 연결어미 ‘-(으)면’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는 조건과 관계가 없는 다른 의미로 문장 

내에서 사용되었다.

(가)

 방학이 끝*나면(√났을 때, 난 후에, 끝나니) 인도네시아에는 아름다운 곳

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I-2J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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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리에 *가면(√갈 때) 비행기를 타면 다른 교통에 비해서 더 편리해요.

[I-2J38] 

예문 (가)의 경우 선행절인 ‘방학이 끝나다’와 ‘인도네시아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후행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어미로는 이유·원인 

연결어미의 ‘-(으)니’거나 관용적 연결어인 시간 의미기능의 ‘끝났을 때, 난 후

에’ 등이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학습자는 조건의 연결어미인 ‘-(으)면’을 사

용하였다. 이는 예문 (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후행 문장에서 ‘비행기를 

타다’와 ‘다른 교통에 비해서 더 편리해요’는 조건의 연결어미를 적절하게 사용

하였으나 ‘발리에 가다’와 그 후행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로는 조건의 연결

어미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대조분석에도 발견되지 않은 오류로 다음 항에서 

인터뷰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2.2. 접속부사 응결장치 사용 양상 

(단위: %)

<그림22> 접속부사 응결장치 사용 비율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접속부사 의미기능별 응결장치 사용 비율을 보면 확

대 의미기능 응결장치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강화, 설명 순으

로 나타났다. 확대 의미기능 응결장치에서 1학년의 경우 9.3%로 가장 높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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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은 5.8%, 3학년은 6.8%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초급에서 배우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접속부사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등이 확대 응결장치이기 때문

에 이 의미기능의 응결장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화 응결장치

의 경우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응결장치의 사용 비율 또한 증가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지시하기 위해 문장 내에 이유·

원인의 접속부사를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인 모어 필자 또한 인도네

시아인 학습자와 같이 확대 응결장치의 사용 비율이 10.6%로 가장 높고 설명, 

강화 응결장치 순으로 나타났다. 접속부사 응결장치의 경우 인도네시아 학습자

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세부 접속부사 응결장치의 

사용 비율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났다.

 

    ① 접속부사 설명 응결장치 

(단위: %)

<그림23> 접속부사 설명 응결장치 사용 비율 

   

접속부사 설명 응결장치로는 전환 의미기능의 접속부사 ‘그런데’의 사용 비율

이 가장 높았다. 특히, 1학년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문장당 사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술의 접속부사 ‘특히’와 ‘사실’의 사용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 접속 부사 ‘사실’의 사용 비율이 2.1%로 가장 높았으

며 ‘결국’은 0.9%, ‘특히’는 0.7%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모어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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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문장에서 나타난 필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후행 

문장을 연결해 문장과 문장 간의 응결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다양

성 면에서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경우 접속부사 ‘특히’와 ‘사실’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보였으나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에는 ‘즉’, ‘이를테면’, ‘다만’, ‘특

히’, ‘결국’, ‘사실’, ‘어쨌든’ 등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보다 접속부사를 훨씬 다양

하게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필자의 접속부사 설명 응결

장치 ‘사실’의 사용 예이다. 

(가)

 나의 취미는 운동입니다. 사실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은 좋아하였지만 직접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

니다. 하지만 몸이 자주 아프고 건강을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저는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하였고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I-KH5]

(나)

 누군가가 제게 취미를 물어보면 그 답은 꽤 자주 바뀌곤 했습니다. 사실 

무언가에 쉽게 마음이 끌리고 또 쉽사리 마음이 뜨는 성격이어서 진득하게 

하나의 취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생각해보면 ‘음악’과 관련된 취

미는 다른 스쳐 지나간 취미들보다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I-KH6]

예문 (가)와 (나)에서 한국어 모어 필자는 모두 텍스트의 첫 문장에 자신의 

취미를 먼저 제시한 뒤 후행 문장에서 이를 덧붙여 설명하기 위해 접속부사 ‘사

실’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후행 문장은 선행 문장보다 더 구체적인 필자의 

생각을 제시함으로써 문장 간의 응결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도네

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접속부사 ‘특히’가 사용된 예문을 제시한다. 

(다)

   저는 좋아하는 것이 많아요. 게임, 음악, 소설, 수영 그리고 춤 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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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좋아해요. 특히 영화를 보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가요는 중

에 발라드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발라드는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이에

요.

[I-1H4] 

(라) 

 방학 때는 가족들과 함께 족자카르따에서 갔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관공지

에서 갔습니다. 특히 보로부두르 사원에 가고 프람바난 사원에 가고 말리오

보로 가고 빠랑트리티스 해변에 갔습니다. 

[I-3J9]

예문 (다)와 (라)에서도 ‘특히’는 필자가 선행 문장에서 제시한 자신의 취미 

또는 여행지의 설명을 덧붙여 자세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 후행 문장의 서두에 

‘특히’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어 텍스트다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접속부사 확대 응결장치 사용 비율

(단위: %)

<그림24> 접속부사 확대 응결장치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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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부사 확대 응결장치의 경우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는 ‘그리고’, ‘하지만’, 

‘그런데’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그리고’와 ‘하지만’의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는 형태적으

로 1학년 때 학습한 접속부사의 의존성이 높았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 인

도네시아인 학습자보다 접속부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부사 확대 응결장치의 오류 양상으로는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의 언어 구조적 

차이로 모국어 전이에 따라 나타나는 오류가 있었다.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접속

사가 문장 내에서와 문장 간에 구별 없이 쓰임으로써 한국어 접속사 ‘그리고’와 

‘하지만’을 문장 내에 쓰는 통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음 예시문 (가)는 

이러한 오류 양상의 예이다. 

(가)

 보통 휴대전화에 시를 썼어요 *하지만(√썼어요. 하지만) 어느 날에 휴대 

전화가 고장 났어서 시를 잃어버렸어요. 

[I-2H1]

예문 (가)와 같이 선행 문장이 종결되었음에도 접속 부사 ‘하지만’을 문장 내

에 그대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단순히 마침표를 찍지 않은 표기 

오류로 볼 수도 있으나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중 문장 내에 쓰이는 접속사가 있

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통사적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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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접속부사 강화 응결장치 사용 빈도

(단위: %)

<그림25> 접속 부사 강화 응결장치 사용 비율

접속부사 강화 응결장치 사용 비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대 응결장치

의 사용 비율 다음으로 높았는데 접속부사 ‘그래서’와 ‘그리고’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등의 접속

부사가 사용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어 학습자의 집단별 작문 자료에서 접속부

사 강화 응결장치 사용 비율이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구별

되는 양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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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관용적 연결어 응결장치 사용 양상

(단위: %)

<그림26> 관용적 연결어 응결장치 사용 비율 

   

관용표현 응결장치의 사용 비율을 보면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강화 의미기능의 응결장치가 1학년은 6.4%, 2학년은 11.3%, 3학년은 10%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확대, 설명 순이었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 강화 

응결장치(5.2%)보다 확대 응결장치(10.6%) 사용 비율이 더 높았으며 설명 응

결장치는 1.4%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은 각 관용표현의 응결장치 세부 사용 비

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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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용적 연결어 설명 응결장치 사용 비율

(단위: %)

<그림27> 관용적 연결어 설명 응결장치 사용 비율 

   

설명 응결장치의 경우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예를 들면’ 외 다

른 관용적 연결어 사용 비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 ‘예

를 들면’, ‘무엇보다’, ‘사실상’ 등의 관용적 연결어 사용 비율이 다양하게 나타

났는데 그중에서 ‘무엇보다’의 사용 비율이 0.7%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필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응결장치 ‘무엇보다’의 예시이다. 

(가)

 (상략) 현재 저는 주말에 2시간 정도씩 피아노를 칩니다. 그리고 힘든 일

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피아노로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저

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다사다난한 일을 겪은 취미이지만 어쨌든 제 

유년기를 줄곧 함께했기에 사실 피아노는 제게 취미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소망이 담긴 취미이기에 아마 언

제까지나 놓지 않을 취미일 것 같습니다. 

[K-H6]

(나)

(상략) 그러나 빈에서의 3일은 비가 내려서 너무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우

리는 이틀 동안 에곤쉴레와 클림트의 작품들을 감상하였습니다. 또한 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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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극장에 가서 4시간 동안 바그너의 오페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

다 오페라에 한국인 성악가가 나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K-J2] 

예문 (가)에서 ‘무엇보다’는 선행 문장에서 필자에게 피아노가 취미라는 개념

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후행 문장의 서두에서 ‘무엇보다’를 

사용하여 뒤에 오는 문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

문 (나)에서 필자가 ‘오페라 극장에서 바그너의 오페라를 보았다’라는 선행 문

장을 ‘필자가 본 오페라에 한국인 성악가가 나와서 너무 기뻤다’라는 후행 문장

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후행 문장의 서두에 ‘무엇보다’가 사용되었

다. 이와 같이 ‘무엇보다’는 선행 문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후행 문

장의 서두에 사용되어 앞뒤 문장의 응결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② 관용적 연결어 확대 응결장치 사용 비율

(단위: %)

<그림28> 관용적 연결어 확대 응결장치 사용 비율 

   

관용적 연결어 확대 응결장치의 사용 비율을 보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연결어 ‘-ㄹ 뿐만 아니라/뿐만 아니라’와 ‘아니면’ 외에는 확대 응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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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쓰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한국인 모어 필자의 작문 자료에서

는 ‘-ㄹ뿐만 아니라’, ‘-ㄹ 뿐더러’, ‘-ㄴ 반면에’ 등이 나타났는데 사용 비율은 

각각 0.2%였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필자에서 나타난 관용표현 확대 응결장치 

사용의 예이다. 

(가)

 하지만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씩 꾸준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 6개월 정

도가 지났을 때는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찌뿌둥

하게 느껴져서 운동을 가게 되었고 운동이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

다. 그뿐만 아니라, 요가, 유산소 운동 등 다양한 모든 운동이 재밌게 느껴

집니다.

[K-H5] 

(나)

 (생략) 여행을 가기 전에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내가 미리 준비한 

것은 숙소 예약, 와이파이 예약이 전부였다. 여행을 계획할 시간도 없을뿐

더러 귀찮았다. 그래서 나는 여행 책자 하나만 덜렁 들고 도쿄에 갔다.

[K-J13] 

예문 (가)는 ‘뿐만 아니라’를 사용하여 필자가 하던 운동 외에도 요가, 유산

소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재미있게 느껴졌다는 후행 문장이 선행 문장의 사실

에 더하여 다른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나)에서

도 필자가 여행을 계획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에 더하여 ‘귀찮았다’라는 또 다

른 사실을 ‘-ㄹ뿐더러’를 사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선행 문장에서 후행 문장으로 

내용을 확대하며 절과 문장을 응결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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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관용적 연결어 강화 응결장치 사용 비율

(단위: %)

<그림29> 관용적 연결어 강화 응결장치 사용 비율 

   

관용적 연결어 강화 응결장치의 사용 비율을 보면 시간의 의미기능 관용적 

연결어의 쓰임이 높았는데 그 예로 ‘-ㄹ 때’, ‘나중에’, ‘-기 전에’, ‘-ㄴ 후에’, 

‘다음에’, ‘왜냐하면’ 등이 있었다. 인과 의미기능에서 ‘왜냐하면’의 오류가 나타

났으나 숙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3학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 모어 필

자의 경우 ‘왜냐하면’의 사용보다 ‘때문에’로 바꾸어 이유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

았다. 다음 작문 자료의 예문 (가)와 (나)에서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응결

장치 ‘왜냐하면’의 사용 오류가 나타난다. 

(가)

 영화 보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부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하기 때문입니다).

[I-1H6]

위 예문에서 인도네시아인 1학년 학습자는 문장 내에서 ‘왜냐하면~ㅂ니다’를 

사용하며 ‘왜냐하면~ 때문이다’형태의 구문을 아직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이 양상은 2학년 학습자에게도 나타나는데 다음은 2학년 학습자의 작문 자

료에서 나타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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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는 아름다운 흰 모래밭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기 때문입니다).

[I-2J30]

예문 (나)와 같이 인도네시아인 2학년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도 ‘왜냐하면~ 

때문이다’의 오류 양상이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필자 작문 자료에서 나

타난 ‘왜냐하면~ 때문이다’의 사용 양상이다. 

(다)

 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2년 전 엄마와 처음으로 단둘이 떠난 크로

아티아 여행입니다. 항상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다 엄마와 이렇게 단둘

이 여행을 간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행 첫날에는 더 많이 설렘을 가지

고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K-J4]

(라)

 여행 도중 날씨도 너무 덥고 엄마와의 여행 스타일이 달라서 조금 힘들었

던 것이 생각난다. 엄마는 관광명소로 유명한 곳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찾아다니는 여행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행 전 부산의 모든 관광명소를 알아

보고 아침부터 밤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짜 오셔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셨다. 반면에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여유를 누리고 깊은 대화를 나

누는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누리는 

여행을 원했기 때문에 빽빽하게 짜인 일정을 바쁘게 좇는 여행이 너무 힘

들게 느껴졌다.

[K-J8]

예문 (다)와 (라)에서와 같이 한국인 모어 필자는 ‘왜냐하면~ 때문에’ 구조

를 사용하지 않고 문장 내에서 ‘때문에’만을 사용하여 절과 절을 연결시키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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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30> 어휘적 응결장치 사용 비율 

    

어휘적 응결장치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필자 모두에

서 동일어의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어휘적 응결장치의 사용 비율은 동일어 반복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유의어

와 상·하위어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반의어 사용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 동일어가 193.6%, 반의어 8.7%, 유의

어 8.3%, 상·하위어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가 아직 반의어를 사용할 만큼의 어휘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

다. 어휘적 응결장치의 세부 사용 비율과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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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동일어 반복 사용 양상 

(단위: %)

<그림31> 동일어 사용 비율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는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

일어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인 모어 필자 역시 동일어 사

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동일어 사용 비율은 인도네시아 한

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필자 모두 문장당 1개 이상의 동일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앞 문장에 사용한 동일어를 그대로 뒤 문장에 반복

해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 앞 문

장과 뒤 문장에 바로 동일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주로 

앞 문장의 화제를 전환하거나 단락을 마무리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는 다음의 예문 (가)와 (나)를 통해 확인된다.

 

(가)

 저는 그림 그리기를 완전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

아했어요. 우리 엄마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세요.

[I-1H3]

(나)

 저의 취미는 ‘꽃꽂이’입니다. 단순히 꽃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예쁜 꽃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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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기쁨뿐 아니라, 집중력도 향상되고 성취감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

다. 꽃꽂이를 처음 시작한 건 5년 전쯤이었습니다.

[K-H9]

예문 (가)에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는 앞 문장의 ‘그림 그리기’를 후행 문장

에 그대로 다시 사용하여 문장의 응결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 모어 필

자의 작문 자료인 예문 (나)에서는 텍스트의 첫 문장에 나온 ‘꽃꽂이’를 후행 

문장에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이어지는 그다음 문장에 동일어를 표현함으로써 ‘꽃

꽂이를 처음 시작한 때’를 설명하기 위한 화제 전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3.2. 유의어 사용 양상

(단위: %)

<그림32> 유의어 사용 비율 

    

문금현(1989:10)에서는 유의어를 동일한 언어 내에서 두개 이상의 단어가 

서로 같거나, 거의 비슷한 뜻을 가졌거나, 핵심적인 의미가 같거나 거의 같은 

단어들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문금현(2004)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

는 유의어는 그 개념의 폭을 더 넓혀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유

의어의 의미 변별 기준의 4단계78)를 제시하였고 그중 결합 구성의 차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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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한 유의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인 작문 자료에서 결합 구성에 따른 유의어(명사류, 동사류, 부사류) 

중 명사류와 동사류를 대상으로 유의어 사용 비율을 구하였고79)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만 나타나는 유의어를 예외로 두어 분석하였다. 

유의어 사용 비율로는 한국인 모어 필자가 가장 높은 8.3%를 차지하고 있으

며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경우는 3.5~5%에 그쳤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인 한

국어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유의어 사용 양상이다.  

(가)

 저는 파히라입니다. 저는 읽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소설책 읽는 것입

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두 책을 읽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소설을 좋

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설 쓰기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주 

잘 못합니다.

[I-1H1]

(나)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학생 야스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

는 취미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국 노래를 듣습니다. 공부하

면서 항상 듣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제가 슬플 때 

다른 사람을 한테 얘기가 안합니다. 혼자 방에서 있고 노래를 듣습니다. 취

미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은 일이 웁니다. 너무 슬프고 노래와 맞음도 맞

고 항상 웁니다. 울면서 슬픈 노래를 들어 좋습니다.

[I-2H5]

 위 예문 (가)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중 1학년의 유의어 사용 예를, 예문 (나)는 

78) 문금현(2004: 67-74)에서 제시한 유의어 변별 기준의 단계로 먼저 1단계는 어종
의 차이(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와 사용 빈도의 차이(저빈도
어:고빈도어)이다. 2단계로는 적용 범위(전문어:일상어), 지시 범위(광범위:소범위), 
표현상(경어·비어:평어, 줄임말:본딧말, 구어:문어, 강조:평조적 표현)의 차이가 있다. 
3단계 의미 변별 기준은 결합 구성의 차이(명사류, 동사류, 부사류)이며 4단계는 내
포 의미의 차이이다. 

79) 결합구성에 따른 유의어 중 부사류는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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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의 유의어 사용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예문 (가)에서는 ‘소설’의 유의어인 

‘소설책’을 사용하였고 예문 (나)는 ‘음악을 감상하다’의 ‘감상하다’와 ‘노래를 듣는

다’의 ‘듣다’가 유의어로 쓰였다. 또한 예문 (나)에서는 한 단어의 유의어를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이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다음의 예문 (다)와 (라)에서는 작문의 주제와 상관없이 인도네시아인 한국

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난 유의어가 있었는데, ‘기도하다’

의 유의어인 ‘절하다≒Masjid(이슬람 사원)에 가다≒메카를 향하다’ 같은 표현

이 나타났다. 이는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인의 생활 문화와 관련이 깊은 

것을 보여 준다. 

(다)

  한 달전에 친구랑 같이 렘방에 있는 플로팅 마킷에 갔어요. UPI에서 플

로팅 마킷까지 차로 갔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구경을 해고 사진을 찍고 식

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한 후에는 배를 탔어요. 기도할 때 기도실이 물 

위에 있어서 움직였어요. 절을 하고 나왔어요. 여행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I-2J11] 

(라)

  2018년 1월 15~18일에 저와 친구들이 반뜬에 갔어요. 우리 학교 방학 

기간에 길어서 함께 반뜬으로 여행하기로 했어요. 반둥에서 반뜬까지 우리

가 버스로 탔어요. 반뜬으로 8시간 쯤 걸렸요. 반둥에 7시 출발하고 반뜬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기도시간이에요. 우리는 메카를 향해 절했어요. 반뜬

에서 저와 친구들이 여러 가지 여행지로 갔어요.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경

험을 바다에서 놀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함께 걸으면서 사진을 많이 찍

었어요. 그 여행이 끝나고 우리가 반둥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여행한 후

에 너무 피곤하지만 그 경험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여행을 가고 싶어요.

[I-3J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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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반의어 사용 양상

(단위: %)

<그림33> 반의어 사용 비율 

   

반의어 사용 비율의 경우 위 그림에서는 1학년이 1.2%, 2학년 1.7%, 3학년 

2.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반의어 사용 양상을 살

펴보기 위해 다음의 이론에 근거하여 반의어를 분석하였다. 반의어는 임지룡 

외(2005)80)의 논의에 따라 <표28>와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학년의 경

우 감정의 정도 반의어가, 3학년 학습자의 경우 방향 대립의 반의어를 쓰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3가지 반의어가 모두 다양하게 나타났다. 

80) 임지룡 외(2005)에 따르면 정도 반의어는 정도나 등급에 있는 대립되는 단어 쌍으

로 ‘길다/짧다’, ‘쉽다/어렵다’ 등의 형용사 무리이다. 상보 반의어는 반의 관계에 있

는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하는 단어 쌍으로 ‘남성/

여성’, ‘참/거짓’ 등이다. 마지막으로 방향 반의어는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

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 쌍으로 공간적 관계, 인간관계, 이동의 관

계가 있다.

구분 정도 반의어 상호 배타 반의어 방향 대립 반의어 
1학년 좋아하다/싫어하다 할머니/할아버지 -

2학년
지루하다/재미있다

슬프다/재미있다

전통/현대

엄마/아빠

오다/가다

넘어지다/일어나다

<표28> 집단별 반의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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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은 <표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어휘적 응결장치의 유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실제 사용 비

율도 학습자의 작문 자료 수를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편이었다. 

힘들다/힘듦이 풀리

다

무섭다/재미있다

어머니/아버지

3학년 -
입학/졸업

어머니/아버지

첫날/마지막 날

오다/가다

아침/밤

오전/오후

한국인 

좋다/싫다

진득하다/쉽사리 마

음이 뜨다

슬플 때/기쁠 때

듣고 싶다/듣고 싶

지 않다

바쁘다/시간이 여유 

있다

계획대로 이루어진 

여정/예상치 못한 

여정

준비했던/준비하지 

못했던 

익숙함/낯섦

한적하다/붐비다

식물/동물

묻다/답

학원/개인레슨

조식/저녁식사

선/악

과거/현재

있다/없다

남/여

남자/여자

처음/끝

시작/끝

스쳐 지나가다/오랫

동안

저학년/고학년

피아노를 시작하다/

그만두다

가까운 곳/먼 곳

오전/오후

비가 오다/비가 그치

다

잡다/풀어 주다

여행을 가다/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

출발하다/도착하다

들어가다/나오다

올라가다/내려오다

짧다/길다

대규모/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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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상·하위어 사용 양상 

(단위: %)

<그림34> 상·하위어 응결장치 사용 비율 

   

상·하위어의 경우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중 1학년은 2.9%, 2학년은 3.2%, 3

학년은 9.6%로 한국인 모어 필자가 5.2%인 것에 비해 3학년의 작문 자료에서 

사용 비율이 더 높았는데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가 작문 자료

에서 동일한 상·하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로 ‘한국⊃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음악’,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책⊃

소설책, 잡지’, ‘부모님⊃어머니, 아버지’ 등이 있었다. 다음은 학습자별 상·하위

어 사용 양상의 예이다. 

(가)

 제 취미는 많이 있습니다. 음악 듣기, 영화 보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

니다. 하지만 제가 재일 좋아하는 취미는 독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BOBO’라는 잡지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화도 많이 읽었습니다. 초

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Harry Potter’ 소설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

지 저는 Harry Potter’을 너무 좋았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 다른 세상에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

는 지금까지도 매일 매일 책을 읽습니다. 만화나 소설책도 읽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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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너무 바쁘면 휴대폰에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옛소설 많이 있

어서 어디든지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I-1H9]

(나)

 제가 운동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배구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배구선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 배구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도 배구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생이라서 

대학 생활도 많으니까 배구 치는 걸 거의 전혀 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서도 배구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 취미활동을 하면서 기억이 남

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 중, 고등학교 때 배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학교 대표로 배구 경기에 항상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축제에도 제 반

에 항상 운동 선수로 되었습니다.

[I-2H6]

(다)

 제 취미는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언제나 도서관에 갑니다. 요즘 

저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서 한국 문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취미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일을 많이 알았습니다. 

[I-3H9]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작문 자료의 예문을 살펴보면 먼저 예문 (가)는 

상위어 ‘책’의 하위어 ‘잡지, 만화, 소설책’ 등이 반복적으로 텍스트 내에서 사용

되고 있으며 예문 (나)에서 상위어 ‘대학교’의 하위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예문 (다)와 같이 한

국과 관련된 취미생활이 나오는 텍스트에서는 상위어 ‘한국’의 하위어 ‘한국문

화, 한국어’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각 문장과 문장을 응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어휘적 응결장치에서는 동일어 반복 사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반의어’ 사용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



- 122 -

어에서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생활 문화적

인 유의어가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가 상·하위어를 반복적으

로 사용하여 한국인 모어 필자보다 사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

다. 

 3.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응결장치 사용 원인 

분석

   

브라운(Brown, 2015)에 따르면 제2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모국어로부터 

언어 간 전이 혹은 모국어 간섭 현상이 특히 많이 일어나며 고급 단계로 갈수

록 언어 내 전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는 고급 학습자일수록 모국어의 

영향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이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

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 분석 결과 1·2·3학년의 작문 자료에서도 언어 

간 전이 현상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언어 내 전이와 언어 간 전이 현상의 

구별이 모호하여 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언어 간 전이

를 위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발견된 대용 응결장치의 언어 간 

전이에 따른 오류를 살펴보면, 장소 지시대명사 ‘그곳’의 쓰임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장소 지시대명사 ‘그

곳’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어 장소 지시대명사 ‘di situ(거기)’가 한

국어 장소 지시대명사 ‘그곳(di tempat itu)’의 사용역과 달라 인도네시아인 학

습자가 문어에서 쓰임이 많은 ‘그곳’을 작문 자료에서 사용하지 않고 ‘거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국어 전이에 따라 장소 지시대명사의 

사용역이 축소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실제 인도네시아인 작문 자료에서는 선행 명사를 장소 지시대명사인 ‘그

곳’을 사용하기보다 해당 명사를 다시 사용하여 대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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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년 전에 가족들과 같이 판간다란(Pangandaran) 바다에 갔습니다. 거  

    기에서 모래 성을 만들고, 물놀이 게임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보트를  

    탔습니다. 보트의 꼭대기에서 물 속에 있는 생선을 볼 수 있습니다. 여  

    행이 끝나고 행복하고 다시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나.  작년에 나와 우리 부모님은 족자카르타에(Yogyakarta) 갔습니다. 족자  

   카르타에서 우리는 족자카르타에 있는 가족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   

   략).

위와 같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자료에서는 ‘그곳’을 ‘거기’로 계속 사

용하고 있거나 해당 명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렇게 사

용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인도네시아 학습자 중 작문 자료에서 장소 지시대

명사 ‘거기’의 사용 빈도가 높았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 피실험자(I-2J32) 인터뷰 1>

내

용

  연구자: 장소 지시대명사 ‘그곳’을 배웠나요?

피실험자: 네. 배웠어요.

  연구자: 그런데 왜 쓰기에서 사용하지 않았나요?

피실험자: 인도네시아어에서는 ‘di tempat itu’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구어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어에서는 소설이나  

            뉴스 같은 곳에서만 쓰여요.

< 피실험자(I-2J24) 인터뷰 2>

내

용

  연구자: ‘그곳(di tempat itu)’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실험자: ‘그곳’은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차라리 앞에 

          나온 명사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쓰는 게 더 좋아요.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인터뷰 조사 결과 ‘그곳’에 해당하는 인도네

시아어 ‘di tempat itu’가 인도네시아어에서는 구어와 문어 모두에서 거의 쓰이

지 않고 ‘그곳’의 사용역이 인도네시아어 ‘거기(di situ)’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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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실제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선행 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국어(한국어)에 있는 장소 지시대명사 ‘그곳’의 사용역이 

인도네시아어와 달라서 방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언어 간 간섭에 따른 오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교수 현장에서 재직하는 교수와 인터뷰 결과 위와 같

은 양상을 살펴볼 기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인 작문 자

료와 한국인의 작문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지 않는다면 발견될 수 없는 양

상이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다음으로 접속 응결장치 중 연결어미에서는 먼저 순서를 나타내는 시간 의미

기능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혼동 양상이 있었다. 연결어미 ‘-고’에 해

당하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는 ‘dan’이며 ‘-아/어서’에 해당하는 연결어미는 

‘lalu’이다. 하지만 이 둘은 한국어와 달리 구별하여 쓰이지 않는다. 

다. 한국어:　우리는 호수에 가*고(√서) 낚시를 했어요. 

라.　인도네시아어: Kita pergi ke danau dan memancing. 

마. 인도네시아어: Kita pergi ke danau lalu memancing. 

 위 예문 (다)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어서’에 해당하는 인도네

시아어 접속사는 ‘dan’과 ‘lalau’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이 둘을 구별

하여 쓰지 않음으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작문 시 기계적으

로 접속사 ‘dan’은 한국어 연결어미 ‘-고’로, ‘lalau’는 ‘-아/어서’로 직역하여 사

용하며, 이 둘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혼동하게 된다. 파를리아(2016)

는 인도네시아어에서 이 둘은 구체적인 의미 차이는 있지만 작문 시에 쓸 수 

있는 상황이 구별되지 않아 둘 중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여 쓰지 않다가 한국어 연결어미에서는 구체적인 의미 차이와 

통사적 제약까지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까’와 ‘–아/어서’에서도 언어 간 간

섭에 따른 혼동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 둘은 인도네시아어에서 접속사 ‘karena’

와 ‘sebab’으로 대응된다. 접속사 ‘karena’와 ‘sebab’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학습자가 작문 자료에서 혼동하여 쓰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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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서로 다른 의미기능 간의 혼동 양상으로는 조건의 연결어미 ‘-(으)면’은 대

조분석 시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차이에 따라 예측되는 오류가 존재하지 않

았으나 작문 자료 분석 시 새롭게 나타난 오류 양상이다. 인도네시아어에는 조

건의 연결어미 ‘-(으)면’이 문어에서 ‘Jika/bila, kalau’로 사용되며 구어로 사용

될 경우 대부분 ‘kalau’로 표현한다. 이때 구어에서 ‘kalau’의 사용역이 한국어 

연결어미 ‘-(으)면’보다 훨씬 넓어진다. 

바. 방학이 끝났을 때 인도네시아에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학이 끝난 후에 인도네시아에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학이 끝나니 인도네시아에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 Kalau selesai libukan, saya mengetahui bahwa ada banyak tempat      

      indah di Indonesia.

위 예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kalau’가 구어에서 사용

역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연결어미 ‘-(으)면’이 의미가 완전히 다른 연결어미인 ‘-(으)니, -ㄹ 때, -ㄴ 

후에, -아/어야’로 대치되었는데, 학습자 인터뷰를 통해 그 사용 원인이 밝혀졌

다. 

< 피실험자(I-2J30) 인터뷰 3>

내

용

연구자: ‘-(으)면’을 배웠나요?

피실험자: 네 배웠어요.

연구자: 인도네시아어에는 ‘방학이 끝나면, 끝났을 때, 끝난 후에, 

끝나니’의            구별이 없나요?

피실험자: 인도네시아어로도 다 달라요. 그런데 말할 때는 전부

          ‘kalau(-(으)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어에서 조건의 연결어미 ‘-(으)면’이 구어체로 사용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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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ㄹ 때, -ㄴ 후에, -아/어야’ 등 인과와 시간의 의미기능을 포함하며 

사용역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국어(인도네시아어) 구어의 영향

에 따른 언어 간 전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오류의 원인은 바로 교육 학습의 장81)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의 장

에 해당하는 ‘교사’의 교수 방법 또는 교실 현장을 직접 관찰할 수 없어 학습의 

장을 ‘교재’로 한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실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를 대상으

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KF 교재가 재미있냐는 물음에 

30%가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 이유로는 ‘문법 설명이 충분하지 않

다’, ‘문법과 어휘에 오류가 있다’, ‘교재가 복사본이어서 알아보기 힘들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실제 교재 분석 결과 대명사 ‘이/그’ 용법의 설명 부재와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의 의미 설명 부족 및 번역 오류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

났다. 배경의 의미기능 연결어미 ‘-(으)ㄴ/는데’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

를 지니므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경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현재 학습 중인 교재(KF: Korea Foundation) 

분석 결과 학습자의 학습 순서가 대명사 ‘이/그’가 아닌 ‘지시 관형사(이/그+명

사)’ 형태로 먼저 학습하여 지시대명사 ‘이/그’의 용법과 그 쓰임을 바르게 학습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F 교재 1과 소개 단원과 본격적으로 지시

대명사를 배우는 2과에서도 ‘이/그’ 대명사 용법 설명의 부재로 학습자가 대명

사 ‘이/그’의 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재 1급 1

과에서 ‘이 사람은’, ‘그 남자는’의 관형사형 형태로 소개되어 1학년 작문 자료

81)  브라운(2015: 287)에서는 학교 교육의 경우 ‘장’에 교사와 교재가 있는 교실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또한 교실 수업의 장에서 교사나 교재가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
에 대해 바르지 못한 가설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리처드(Richarsds, 
1971)는 ‘잘못된 개념(false concept)’이라고 했고 스텐슨(Stenson, 1974)은 ‘유도
된 오류(induced error)’라고 지칭했다. 교사가 잘못 설명하거나 학습하고자 하는 
구문 또는 낱말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책에 제시되어 있거나, 기계적으로 암기된 것
을 적절한 상황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미 학습한 문형이 있을 때에도 학습자는 
종종 오류를 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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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학습한 ‘이/그+명사’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피실험자(2J20) 인터뷰1>

내

용

 연구자: 대명사 ‘이/그’의 용법을 알고 있나요?

피실험자: ini(이것), itu(그것) 말인가요?

  연구자: 대명사로 쓰이는 ‘이/그’요. 예를 들어 선행 명사 또는 문장을   

                 가리키는 ‘이는’이요.

피실험자: 아니요. 배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같은 명사를 수식하는    

                 ‘이/그’만 배웠어요. 

또한 쓰기 자료에서 대명사 ‘이/그’가 한국인 모어 필자의 경우 앞선 문장들

을 대용하거나 쓰이거나 단락의 끝에서 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기능으로 주

로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이와 같은 사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이 또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속에 지시

대명사의 대용 성격과 기능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에게서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

데’의 혼동 양상이 나타났는데, 교재 분석 결과 ‘-(으)ㄴ/는데’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

저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는 제안, 이유, 사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 앞서 2장 대조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배경의 연결어미 ‘-(으)

ㄴ/는데’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을 경우 한국어는 연결어미 하나의 형태

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한 것이지만,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의미별로 사용되

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다 다르다. 

(가) ㄱ. 마트에 가는데 무엇을 사올까요? (제안)

     ㄴ. Berhubung saya pergi ke pasar, apa yang saya akan beli?

(나) ㄱ.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갑시다. (이유)

     ㄴ. Cuaca hari ini bagus, jadi mari kita ke taman.

(다) ㄱ. 요즘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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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Belakangan saya belajar bahasa Indonesia dan sangat     

         menyenangkan. 

  인도네시아 사범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KF 2급 교재 15과에 나온 ‘-

(으)ㄴ/는데’의 문법적인 설명을 보면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문장 접미사로 특히 질문 시 또는 배경 설명 시 사용된다.’

라고만 되어 있다. 연결어미 ‘-(으)ㄴ/는데’의 여러 가지 의미(제안, 이유, 사

실)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교재에서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가 예문 ‘요즘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과 같이 어떤 사실을 소개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

아어 나열의 접속사 ‘dan’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재 2과에 쓰인 예는 

예문(가ㄱ)과 같이 연결어미 ‘-(으)ㄴ/는데’에 대응하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떤 접속사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가) ㄱ. 요즘 한국말을 공부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ㄴ. Belakangan ini mempelajari bahasa Korea sangat 

        menyenangkan.

오히려 예문 (가ㄴ)의 인도네시아어 문장은 한국어로 번역 시 ‘요즘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어요.’가 되며 인도네시아어 문장에서 ‘-(으)ㄴ/는데’

에 대응하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가 쓰이지 않았다. 교재 예시로 쓰인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 

(나) ㄱ.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놀러 갈까요?

     ㄴ. Kamu mau pergi bermain ke taman karena cuaca sedang baik?

위 예문 (나)에서는 제안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ㄴ/는데’가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karena’로 번역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karena’

는 한국어 연결어미 ‘-아/어서’와 ‘-(으)니까’에 대응하는 접속사로 인도네시아

어 접속사 ‘karena’를 예문으로 사용할 경우, 인도네시아 학습자들이 이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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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한국어 연결어미 ‘-아/어서’와 ‘-(으)니까’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배경의 연결어미 중에서 제안의 의미를 지닌 ‘-(으)ㄴ/는데’에 대응하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jadi’를 사용해야 한다. 물론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

는데’가 이유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혼동 양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결어미 ‘-니까’와 ‘-아/어서’와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을 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실 수업의 장에서 교재가 학습자에게 언어(한국어)에 대한 바르지 않은 

가설을 만들도록 유도하기에 이는 학습의 장에 따른 학습자의 오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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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어 응결장치 교육 목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응결장치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육 방안

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처음 정의된 목표에 

따라 수업의 방향 및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의 목표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민현식(2008)에

서는 언어교육과정에서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여 명시할 것을 주장한다. 학습자

가 도달해야 할 일반적인 수준이 목적이라면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명시적

인 도달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교육 목적과 목표가 학습자의 능력 

수준과 특성을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결장치 교육의 목적을 ‘한 편의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완성시키는 문법 요소인 한국어 응결장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상황과 의미기능

에 따른 한국어 응결장치의 쓰임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텍스트

를 생산해 내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설정된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응결장치 교육 목표를 세 가지로 구

체화했다. 첫째, 한국어 응결장치의 분류와 텍스트 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을 이

해할 수 있다. 둘째, 상황 및 의미기능별로 용법에 차이가 있는 한국어의 응결

장치를 이해하고 이를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와 비교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는 작문 과정에서 응결장치를 정확하고 효과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는 응결장치가 절과 절,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단  

   과 문단을 좀 더 명확하게 응결시켜 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학습한다. 

2.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는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응결장치의 기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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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텍스트 생산자가 전달한 내용을 텍스트 수  

    용자는 좀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3.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는 응결장치를 활용하여 한편의 글을 써 봄으로써  

   텍스트가 응결성이 있도록 완성할 수 있다.

  2. 한국어 응결장치 교육 내용 

응결장치의 교육 내용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한국어 응결장치에 대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에게 2장 

대조분석 결과 차이가 있었던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능

을 토대로 교수한 후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응결장치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한국어 응결장치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텍스트 내에서 응결장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

는지 제시한 후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와 한국어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학습자에게 먼저 교수해야 한

다. 응결장치가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해야 하며 그다음으로는 학습자가 텍스트 내에서 활용되는 응결장

치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수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에게 모국어의 응결장치와 비교하며 응결장치를 제

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응결장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응결장치를 활용

하여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어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인 한국

어 학습자 쓰기 교육의 기초적인 단계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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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대용 응결장치 

 텍스트 내에서 한국어 대용 응결장치와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치는 대신

하여 쓰인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서로 관계를 맺고 의미적 동일성을 유

지하여 텍스트 내에서 주제의 연속성을 지속해 줌으로써 텍스트의 응결성

을 형성한다. 한국어 대용 응결장치는 인도네시아어 대용 응결장치와 비교

하여 그 역할과 기능에 큰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텍스트 내에서 대용 응

결장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 주며 대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좋다. 이외에 한

국어와 인도네시아 대용 응결장치는 아래 <표29>와 같이 이를 나타내는 

품사의 형태에 그 차이가 있다. 한국어 지시대명사 ‘이/그’와 ‘이것/그것’ 모

두 ‘ini/itu’로 표현되며, 인도네시아어 대용 응결장치는 관형사와 부사의 품

사 구별이 없다. 한국어로는 ‘이런’이 지시관형사, ‘이렇게’가 지시부사에 

해당하지만 인도네시아어로는 모두 ‘begini’로 표현된다. 따라서 인도네시

아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이런 차이점을 먼저 설명한 후 한국어 대용 응결

장치에 대해 교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수 시 최종적인 응결장치 교육의 

목표는 쓰기 교육이므로 글을 제시하여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

는지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들에게 보여 주어 차이점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

다.

구분 한국어 응결장치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

대명사

이/그,

 이것/그것,

 이곳/그곳,

 여기/거기

이/그(ini/itu),

 이것/그것(ini/itu),

이곳/그곳(sini/situ, tempat itu), 

여기/거기(sini/situ)

관형사
이/그+명사, 

이런/그런

명사+이/그(ini/itu), 

이런/그런(begini/begitu)
부사 이렇게/그렇게  이렇게/그렇게(begini/begitu)
수사 첫째, 둘째, 셋째... pertama, kedua, ketiga... 

<표29>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대용 응결장치 차이



- 133 -

    2.1.2. 접속 응결장치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접속 응결장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어 접속 

응결장치 중 연결어미가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접속사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에서 한국어의 접속부사와 관용적 연결어는 교육 내용에

서 제외하고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인도네시아어 접속사에 국한하여 차이점

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문장 내에서 절과 절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인도네시아어 접속사는 절과 절만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로 존재하고, 문장과 문장까지도 연결해 주는 접속사가 존재한

다. 즉, 한국어 연결어미는 하나의 문장 내에서만 응결의 역할을 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먼저 교수하여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에게 

모국어와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어 접속사를 교수한

다. 형태와 의미기능별로 구분하여 아래 <표30>과 같이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인도네시아어 접속사의 차이점으로 한국

어 연결어미는 하나의 의미기능 내에 여러 형태의 연결어미가 존재하고, 

구분 한국어 연결어미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나열 -고(1) dan

대조 -지만, -(으)ㄴ/는데(1) tetapi, sedangkan, 
배경 -(으)ㄴ/는데(2) berhubung, dan, jadi 
선택 -거나 atau

시

간
동시 -(으)면서 sambil

순서 -고(2), -아서/어서(1) dan, lalu, kemudian 

인

과

이유·

원인
-아/어서(2), -(으)니까 karna, sebab

목적 -(으)려고 agar, untuk, supaya

조건 -(으)면, Jika/bila, kalau

<표30>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접속 응결장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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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로 상황에 따라 약간의 의미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

나 인도네시아어 접속사의 경우 이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것이 특징

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예시를 통해 개략적으로 교수한다. 

    2.1.3. 어휘적 응결장치 

 어휘적 응결장치의 경우 2장의 대조분석 결과 인도네시아 한국어의 어휘

적 응결장치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동일어 반복, 유의어, 상·하위어, 연

어 등의 기능과 역할은 한국어의 어휘적 응결장치와 거의 같기 때문에 학

습자에게 어휘적 응결장치의 분류에 대한 간략한 제시로 교수하기로 한다. 

  

    2.2.1. 대용 응결장치 

대용 응결장치는 앞서 언급된 내용을 대신하여 후행 절 또는 문장에서 사용

하면서 텍스트의 응결성에 기여하는 응결장치이다. 3장에서 대용 응결장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대명사 ‘이/그’의 사

용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명

사 ‘이/그’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어 대명사 ‘ini/itu’는 대명사 ‘이/그’뿐만 아니

라 ‘이것/그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대명사 ‘이/그’의 

정확한 개념과 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명사 ‘이/그’는 

한국인 모어 필자의 작문 자료에서 선행 절 또는 문장 전체를 대용하여 텍스트

를 마무리하거나 앞선 내용을 정리하는 기능을 하며 텍스트 내에서 응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교육 내용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장소 지시대명사 ‘여기/거기’와 ‘이곳/그곳’의 구어와 문어 쓰임에서도 차

이점이 있었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작문 자료에서는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소 지시대명사 ‘여기’와 ‘거기’의 사용 양상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인도네시아

인 작문 자료에서는 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곳’과 ‘그곳’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사범대학교에서 쓰이는 기존 교재에서는 문어에서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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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그곳’과 관련된 설명 및 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인도네시

아인 학습자 또한 인터뷰 결과 장소 지시대명사 ‘그곳’이 인도네시아어 ‘situ’와 

같이 쓰일 수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시 관형사형 ‘이런/그런’과 지시 부사형 ‘이렇게/그렇게’를 선정하

였다. 작문 자료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이런/그런’과 ‘이렇게/그렇

게’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지시 부사형 ‘이렇게/그

렇게’의 경우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여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이

렇게’의 경우 단 1회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렇게’의 경우 2학년 1회, 3학년 1

회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대명사 ‘이/그’와 장소 지시대명사 ‘그곳’, 지시

관형사 ‘이런/그런’과 지시 부사형 응결장치 ‘이렇게/그렇게’를 교육 내용으로 삼

고자 한다.

구분 응결장치 인도네시아어 대응표현

대명사 
일반 지시대명사 이/그 ‘ini/itu’
장소 지시대명사 ‘그곳’ ‘situ/di tempat itu’

관형사 이런/그런 ‘begini/begitu’
부사 이렇게/그렇게 ‘begini/begitu’

<표31> 대용 응결장치 교육 내용 Ⅰ

    2.2.2. 접속 응결장치 

접속 응결장치는 선행 절과 절 또는 문장과 문장을 의미적으로 연결해 텍스

트 내에서 절과 문장을 긴밀하게 응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접속 응결장치를 형

태와 의미기능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의미기능별로 구분하면 크게 부연, 상술, 

나열, 대조, 배경, 선택, 시간, 인과 조건과 같이 9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미기능별로 모두 교육하지 않고 3장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

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3장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인 작문 

자료에서 학습자가 모국어(인도네시아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의 접속 응

결장치인 연결어미의 사용 비율의 차이가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접속부사의 사용 비율은 한국인 모어 필자와 인도네시아인 학

습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고, 관용적 연결어의 경우 한국인의 사용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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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띠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관용적 연결어를 미학습하

여 하나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가 현지 인도네시아 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인 1·2·3학년임을 감안할 때 관용적 

연결어의 낮은 사용 비율은 아직 학습자가 배우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어미만을 교육 내용으로 삼고자 한

다. 

의미기능별 연결어미에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

여 미숙한 사용 양상을 보인 나열, 배경, 시간, 이유·원인, 조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위 의미기능별 연결어미 중에서 사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

거나 오류 양상을 보인 연결어미를 선정하였다. 학습자의 혼동 양상은 의미기

능 내 혼동 양상과 의미기능 간 혼동 양상으로 나뉜다. 

먼저 의미기능에서 학습자가 혼동하여 대치 오류를 범했던 접속 응결장치는 

순서를 나타내는 시간 의미기능 응결장치인 ‘-고’와 ‘-아/어서’, 이유·원인의 연

결어미 ‘-아/어서’와 ‘-(으)니까’이다. 이 두 연결어미 모두 인도네시아어 접속

사에서는 형태별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의미기능 간에서 나타난 혼동 양상으로는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를 

나열의 연결어미 ‘-고’와 이유·원인의 연결어미 ‘-(으)니까’로 혼동하여 쓰인 

경우와 조건의 연결어미 ‘-(으)면’이 대조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인도네

시아어 구어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연결어미로 쓰인 경우가 있었다. 또한 배경

의 의미기능 연결어미의 경우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여 사용 비율이 8% 

이상 현저하게 차이가 났으며 조건의 연결어미 ‘-(으)면’ 또한 5% 이상의 차

이를 보이며 오류 양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접속 응결장치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각 의미기능의 설명 및 예시는 다음 절에서 

하도록 한다.

  

구분 응결장치 인도네시아어 대응표현 
시간 순서 ‘-고’, ‘-아/어서’ ‘dan’, ‘lalu’, ‘kemudian’

인과 이유·원인
‘-아/어서’, 

-(으)니까’
‘karena’, ‘sebab’

배경 ‘-(으)ㄴ/는데’ ‘berbuhung’, ‘jadi’, ‘dan’
조건 ‘-(으)면’ ‘jika/bila’ 

<표32> 접속 응결장치 교육 내용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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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어휘적 응결장치 

어휘적 응결장치는 텍스트 내에서 동일어 반복,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를 

사용하며 텍스트를 긴밀하여 응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위 기능별로 구분하여 

교육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어려워하거나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여 사용 비율이 낮은 응결장치를 선정하였다. 먼저 동일어 

반복의 경우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필자의 작문 자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는 동일어를 과도하게 반복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텍스트 내의 응결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한국인 모

어 필자가 단조롭게 반복되는 동일어 명사 대신 유의어를 사용한다는 점과 비

교해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는 유의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반의어 응

결장치의 경우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사용 비율이 1~2%로 매우 

낮게 나타나 동일어를 제외한 응결장치 중에서 한국인 모어 필자의 사용 비율

과 대비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반의어 사용

량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학습자로서 반의어를 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체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휘적 응결장치는 텍스트 응결성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어휘적 응결장치 교육 

내용으로는 선정하되 교수학습 방안과 실제에서는 제외하였다. 

구분 응결장치
인도네시아어 

대응표현

반의어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어우

러진 관광명소이다.
tradisi, modern

유의어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봐야 한다. 

penampilan,

tampang puar

<표33> 어휘적 응결장치 교육 내용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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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어 응결장치 교수학습 방안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된 문법 교수-학습 모형에는 PPP 모형과 

TTT 모형의 활용이 주를 이어 왔다. PPP 모형은 ‘제시(Presentation)-연습

(Practice)-생산(Production)’의 단계를 거쳐 문법 규칙을 제시하고 의미와 구

조를 익혀 이를 반복하여 연습함으로써 올바른 언어 자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학습법을 대표한다. 또한 PPP 모형은 언어가 단계적으로 

학습되며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 발달한다고 본다. 윌리스(Willis, 1996)에 의

하면 제시 단계에서 교사의 설명에 의해 목표 언어 항목을 제시하게 되고, 연

습(Practice) 단계에서 교사는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언어 항목을 연습시켜 목

표언어 항목의 의미와 규칙 등을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마지막 생산

(Production) 단계에서는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역할극, 모방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가 목표 언어 항목을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의미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강조되면서 PPP 모형의 보안을 위한 연

구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교사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학습자가 유의미

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TTT 모형이 제시되었다. TTT 모형은 하향

식 접근 방법(top-down approach)으로 학습자가 전체 텍스트 속에서 문법과 

그 밖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TTT 모형 또한 의사소통 중심 교수

에서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형태에 초점을 두는 교수 단계를 두 

번째 단계에 도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TTT 모형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부분적

으로 형태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만이 들어가 있어 과연 학습자가 이를 인지하

여 완전한 형태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혹은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쓰기 교육의 응결장치를 교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

스로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이 이

루어져야 하며 텍스트 내에서 모국어인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치와 한국어 응

결장치를 비교하여 관찰함으로써 응결장치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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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문법 표현을 제시하거나 상황 맥락에서 파

악하도록 하는 교수 방안 대신 학습자 스스로 관찰하고 탐구하는 교수·학습 방

안이 필요하다. 민현식(2005)에서도 또한 문법 교육에서 문법 분류 체계와 용

어, 문법 교수요목의 항목 배열은 표준화의 방향을 지향해야 하지만, 문법 교육 

과정의 개발과 교재 개발, 교수·학습 방법 개발은 다양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

며 다양한 문법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제2언어 교수·학습 모형에서 귀납적 접근을 강조한 모형으로는 루이스(M. 

Lewis, 1999)의 OHE 모형이 있다. OHE 모형은 O(Observe, 이해 및 관

찰)-H(Hypothesis, 발견 및 가설 형성)-E(Experiment, 시도 및 활용)의 단계

로 문법화된 어휘의 학습 모형을 제시하면서 학습자가 알고 있는 단어, 표현, 

상황 맥락과 모르는 새로운 문법 구조와 의미를 관찰하여 그 문장의 의미와 문

법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 방안이다. OHE 모형은 학습자에게 능

동적인 역학을 부여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을 따른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비록 OHE 모형이 어휘 학습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교수·학습 모형

이지만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한국어 응결장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모국어 

응결장치와 관찰하며 응결장치의 의미와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연

구의 교수·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종은(2007)에서는 OHE 모형의 수업 절차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해 

및

관찰 단계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를 통해 언어 항목-어휘 항목을 인지·인식할 수 

있다. 학습 자료는 구어와 문어 텍스트(사전, 말뭉치 자료 포함), 그림, 

미디어 장면, 오디오 클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식의 실제 자료

(authentic materials)를 사용한다. 학습자 스스로의 관찰을 통한 인지·

인식 과정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발견 

및

가설 형성 

단계

학습자들은 관찰 단계에서 발견한 어휘 항목의 의미기능과 적절한 사

용방법을 분석하고 내재된 규칙을 도출해 본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

을 쌍(pairs)이나 소집단(small groups)으로 나누어 (서로 같거나 다

른) 과제를 수행한 후 모두 함께 나누고 비교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

해 어휘 항목을 학습한다.
시도 학습자들은 어휘 항목을 통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단계를 통해 

<표34> OHE 모형의 수업 절차(이종은, 200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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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OHE 모형과 PPP 모형을 결합하여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응

결장치의 인식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OHE 모형의 두 번째 단계인 발견 및 가설 형상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소집단 별로 비교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응결장치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사의 설명 

단계가 포함된 PPP 모형의 제시 단계를 도입한다. 

 먼저, 관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교육 자료를 통해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

능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관찰 단계는 응결장치의 역할에 대해 인식할 수 있

도록 하는 도입 단계와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와 한국어 응결장치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단계로 나눈다.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도입으로 응결장치가 

적절하게 쓰인 글과 그렇지 않은 학습자의 작문자료를 활용한다. 이때 응결장

치가 어떠한 분류 체계로 나뉘어 있는지 텍스트를 통해 간략하게 제시한다. 다

음 단계로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응결장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차이점을 제

시하는 단계에서는 대용, 접속의 대조분류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차

이점을 인식하고 한국어 응결장치가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이는지 관

찰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가설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은 관찰 단계에서 발견한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능, 

모국어인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와 한국어 응결장치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러

한 차이점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내재된 가설을 세워본다. 이때 학습자가 

한국어 응결장치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는 응결장치에 관한 질문을 

하고, 학습자들은 소집단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사고하도록 한다. 학

습자들의 답변을 듣고 나서 한국어 응결장치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한다. 학

습자들은 교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세운 가설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따라

및

활용 단계

어휘 항목에 대한 자신감을 신장할 수 있는 의사소통 활동을 한다. 학

습자들이 어휘항 목을 적절히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productive and receptive skill)에 초점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정해 놓

은 특정 어휘항목만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통제하지 않고, 교사는 

학습자들이 선수 학습된 여러 어휘 항목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권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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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설 단계는 학습자가 한국어 응결장치의 특성을 발견하는 단계와 교사가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제시 단계로 나눈다. 

실험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 응결장치를 사용 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

들은 실제성이 있는 작문 자료 내에서 응결장치를 발견하고 역할과 기능을 분

류하여 정의 내릴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자료를 준비하고 오

류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마무리한다. 

  

 

응결장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실제 텍스트에서 응결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식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텍스트 

내에서 응결장치가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기법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과정 중심 접근법을 기반으로 인도네

시아인 학습자를 위한 응결장치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960년대 서구

에서 이루어졌던 결과 중심의 지도 교육은 교사가 쓰기 과제를 제시한 다음 완

성된 글 자체를 강조하여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1960년대 이

후 결과 중심 교육 방법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완성된 글 자체보다는 글을 완성

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강조하는 과정 중심 접근법이 대두되었다.82) 

82) 이재승(2002:17)에서는 “과정 중심이라는 말을 쓸 때 ‘중심’이라는 말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영어에서는 ‘process-orirented’나 
‘process-based approach’로 표현되는데 이들 용어는 “과정 ‘중심’이라기보다는 과

관찰
① 도입 단계 한국어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 유발
② 예시 단계 대조표를 활용한 인-한 응결장치의 차이점에 대해 인식

가설
① 발견 단계 인-한 응결장치 역할과 기능의 차이점 발견하도록 유도 
② 제시 단계 한국어 응결장치의 특성 명시적 설명 

실험
① 연습 단계

작문 자료 활용을 통한 한국어 응결장치 인식 능력의 기능 

신장 
② 마무리 

단계 

연습 단계에서 범하는 오류에 대한 피드백 

한국어 응결장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표35> OHE 모형을 활용한 응결장치 인식 교수학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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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 지도는 학습자의 쓰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

를 표현하여 작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한 편의 글을 만들어 내는 데

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 글을 쓰는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일련의 

탐구 활동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교사는 ‘평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학습자의 쓰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글쓰기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다. 이때 개인 간 또는 팀별로 협동이나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도 한다. 이재승(2002)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이 ‘상대주의적 지

식관을 가진 필자가 의미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닌 의미를 창조하는 행위’

라고 하였다.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은 학습자가 보유한 지식의 의미를 창조하

고 재구성함으로써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동료의 피드백 또는 자기 

조정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얻고 이를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인

도네시아인 학습자가 응결장치를 단순히 이해하고 텍스트 내에서 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닌 텍스트 내에서 앞선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의 의미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사고력을 증진하려는 본 

연구의 한국어 응결장치 교육 목적과 부합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해 단순 과제를 부여하고 글쓰기의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응결장치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글쓰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교사의 개입과 함께 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 활동이 중요하다.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는 동료 또는 교사와 ‘협의’가 중요시되는데 이는 최근 

글쓰기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로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서 큰 의미가 

있다. 터빌(Turbil, 1990: 35)에서는 협의할 때 유의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먼저, 교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주도하면 안 되며 학습자가 말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질문 유형 등을 개발하여 그들에게 요구하기보

다는 학습자 스스로 깨닫도록 할 것 등이다(이재승 2002: 244 재인용). 협의를 

통해 학습자 개인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표현,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

어지게 되면 개인의 인지 행위가 촉진될 수 있다. 협의를 강조하는 교실에서 

교사는 디딤판(scaffolder)83) 역할을 하며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정을 중시한다거나 과정을 지향, 또는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가깝다”
고 하였다. 따라서 과저 쓰기 교육이 결과에만 중점을 맞추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정을 중요시하기 위한 과정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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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나은 동료나 교사로부터 얻게 된다. 협의 중심 쓰기 교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글쓰기 시간에 학습자끼리 소집단을 형성하여 서로 의견을 주

고받으며 글쓰기를 완성해 가는 것인데84) 이는 응결장치 교육에도 매우 효과

적인 지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작문한 쓰기 자료를 소집

단 활동을 통해 서로 읽으며 한국어 응결장치를 발견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한 다른 사람의 작문 자료를 읽고 토론하

며 이를 학습해 갈 수 있다. 즉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한국어 응결장치를 텍

스트 내에서 표현했을 경우에도 동료가 텍스트 내에서 생성한 응결장치를 서로 

읽고 토론하며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인

도네시아인 학습자가 추론해 낸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피드백해 주고 학습자 

스스로 각 응결장치 의미기능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앞서 논의된 한국어 응결장치 교수학습 방안을 바탕으로 한국

어 응결장치 교육의 실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4. 한국어 응결장치 교육의 실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쓰기 교육의 응결장치 교수

학습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응결장치에 대한 교수 또한 쓰기 

교육의 과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연구된 OHE 모형을 활용한 응결장치 인식 교수학습 모형을 과정 중심 쓰기인 

쓰기 전 단계의 학습활동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먼저 쓰기 전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한국어 응결장치 교육 목표에 맞게 텍스

83) ‘디딤판’은 Bruner(1978)에서 개념화된 용어로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강의실에서 학습 과제의 구성, 시연, 질문 및 피드백하는 행
위를 일컫는 말이다.

84) 캘킨스(Calkins, 1986)에서는 이를 쓰기 워크숍(writing workshop)이라 하였는데 
쓰기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좀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에 관해 글을 
쓰게 된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협의 과정을 통해 학습의 주도성(ownership)을 갖게 
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글쓰기에 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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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내에서 한국어 응결장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그렇지 못한 글과 함

께 제시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응결장치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 김정숙

(2007)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범 텍스트를 읽게 함으로써 학

습자 스스로 잠정적 가설을 세워 볼 수 있게 하고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을 파

악할 수 있게 하면 더욱 질 높은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모범 텍스트를 읽게 하고 응결장치를 추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한국어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한국어 응결

장치 교육 내용으로 선정한 대용, 접속 응결장치 표현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학습자를 소그룹으로 나눈 후 학습자끼리 토론하며 발견한 한국어와 응결장치

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그 후 교사는 학습자에게 응결장

치가 제시된 모범 텍스트를 읽고 학습할 응결장치의 의미기능을 유추하도록 한

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끼리 짝 활동 또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응결장치의 

의미기능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며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교사는 명시적

으로 해당 응결장치의 의미기능을 교수한다.

쓰기 단계에서 교사는 앞서 교수한 응결장치의 의미기능을 학습자가 확실히 

이해하도록 한국어 응결장치를 연습한다. 이때 통제된 과제를 통해 학습자는 

응결장치의 의미기능을 익힌다. 연습 후 학습자는 학습한 응결장치를 활용하여 

한편의 완성된 글쓰기를 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아이디어 생성 방법 중 하나인 얼른 떠올리기(brainstorming)과 얼개 

짜기(outlining)를 통해 글의 뼈대를 구성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말

로 쓰기(oral composition)를 통해 글쓰기 전 단계에서 학습자가 글로 쓸 내용

을 먼저 말로 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는 말로 쓰기를 통해 글쓰기 압박감 또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쓰기 후 단계에서 학습자는 글쓰기가 끝나면 교사는 학습자끼리 서로 돌려 

가며 읽게 하고 작문 자료에서 응결장치를 찾아 표시하게 하며 그중 수정이 필

요한 부분을 서로 피드백하게 유도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가 일대일로 맞바

꾸어 수정해 주는 방법을 택할 수 있고 소그룹별로 돌려 읽는 방법이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응결장치를 의미기능별로 적절하게 사용

하였는지가 파악되어야 하므로 교사는 교육 내용에서 제시한 대용과 접속 응결

장치를 분석의 틀로 제시하여 위 응결장치가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잘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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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지 확인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피드백 후 수업을 

마무리한다. 이를 수업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쓰기  

① 한국어 응결장치 연습하기 

- 교사와 함께 응결장치 의미기능 연습하기 

- 통제된 과제를 통해 응결장치 의미기능 익히기 

② 한국어 응결장치를 활용하여 한 편의 완성된 글쓰기

- 아이디어 생성 방법을 사용하여 말로 쓰기 

- 학습한 응결장치를 사용하여 실제 과제 부여 

▼

쓰기 후  

   동료 및 교사 피드백 

- 작성 한 글을 동료와 나누어 읽어보며 오류 피드백 하기

- 교사 피드백 후 마무리 

    

  수업 내용으로는 앞 절에서 제시한 한국어 응결장치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

도록 한국어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어 응결장치가 

상황과 의미기능에 따라 용법이 구분됨을 명확히 이해하여 이를 텍스트에 활용

수업 단계 수업 내용 및 활동 

쓰기 전 

① 한국어 응결장치의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 

- 응결장치가 사용된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읽고 차이점 인식하기

-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응결장치 대조표를 통해 기능과 역할의 차이

점 인식 

② 한국어 응결장치가 제시된 글을 읽고 분석하기 

- 응결장치가 사용된 모범 글 읽기 

- 모범 텍스트에서 사용된 한국어 응결장치 의미기능 유추하기

- 짝 또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토의한 내용 발표 및 교사 피드백 

<표36>  한국어 응결장치 수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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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수업 모형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진행할 학습지도안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학습지도안 구성 시 모든 한국어 응

결장치에 대해 지도안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

서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여 사용 비율에 큰 차이가 있고 오류 양상 또한 

발견되었던 접속 응결장치 중 의미기능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를 예로 

들어 단계별 수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업 대상  인도네시아 사범대학교 한국어교육과 2·3학년 

수업 시간  100분

수업 내용
 1.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응결장치 역할과 기능 차이

 2. 배경의 의미기능 ‘-(으)ㄴ/는데’ 

수업 목표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배경의 연결어

미‘-(으)ㄴ/는데’의 상황과 의미기능에 따른 쓰임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한 편의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단계 

(시간)
교수학습 활동 힉습 자료

쓰기 전 
(40분)

▶ 한국어 응결장치의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 

▶ (교사는 응결장치가 잘 활용된 글과 그렇지 않은 글 두 

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두 글의 차이점을 통해 텍스

트 내에서 응결장치의 역할을 유추해보도록 한다.)

T: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S: 네. 

(1)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노래와 메이크업입니다. 초등
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노래를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모님은 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슬프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종종 화장실에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PPT,

응결장치가 
잘 활용된 
텍스트와 

아닌 
텍스트 
자료, 

<표37>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쓰기 교육의 응결장치 수업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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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노래와 메이크업입니다. 초등
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
모님이 내가 노래를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그것에 대해(√그것이) 매우 슬프*는데(√지만) 영향을 
받지 않*고(√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종종 화장실에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T: 여러분, 다 읽어 봤나요? 두 글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S: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가 있어요./두 번째 글이 더 이  
   해하기 쉬워요./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T: 네 맞아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보이죠? 그리고  
   문장 안에도 접속사가 보여요. 또? ‘그것’처럼 앞 문장을 대  
   신 쓴 대명사도 보이죠?
S: 네, 맞아요. 
T: 네 여러분,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요. 그리고 문장  
   안에서도 연결해요. 또 앞의 단어나 명사를 대신 써요. 그러  
   면 글이 어때요?
S: 글을 더 이해하기 쉬워요. 글을 더 잘 쓴 것 같아요.
T: 네 맞아요. 더 이해하기 쉽고 좋은 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다음 유인물을 보세요. 

▶ 교사는 이때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응결장치 대조 유인

물을 나눠주고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옆 사람과 토

론해 보도록 한다.

T: 여러분, 지금 나눠준 종이를 보면 방금 여러분이 발견한 

   접속사나 대명사 등이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로 나눠져 있 

   어요. 서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옆 사람과 토론 

   해 보세요. 

(옆 사람과 토론 후 조별로 구두로 간단하게 발표한다. 교사

는 한국어 응결장치와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의 차이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T: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S: 한국어 접속사와 인도네시아어 접속사가 달라요./한국어 

    접속사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T: (교사는 한국어 대용 응결장치의 역할은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와 
인도네시아

어 
응결장치 

대조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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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비슷하다는 점, 한국어 대용 응결장치는 품사별로 형태

가 다르다는 점, 접속 응결장치의 차이점으로 한국어의 연결

어미가 인도네시아어에서 접속사로 존재한다는 점, 한국어 

접속 응결장치가 의미기능별로 분리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

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략하게 명시적으로 설명한 후 모범 

텍스트를 제시한다.)

▶ 교사는 학습자에게 한국인 모어 필자의 텍스트를 제시하

고 텍스트 내에서 사용된 한국어 응결장치를 찾아보도록 한

다.

T: 여러분, 여기 글을 보세요. 한국인이 쓴 글이에요. 이 글

에서 우리가 방금 배운 응결장치를 모두 찾아볼까요?

T: 네 여러분 이제 4명씩 짝을 지어 앉아보세요. 그리고 여 

   러분이 찾은 응결장치를 서로 비교해 보세요. 

(교사는 학생들이 토의한 내용을 순서대로 발표해 보도록 

한다. 이후 교사는 피드백하고 응결장치의 역할과 기능에 대

해 다시 설명한 후 마무리한다.)

 나의 소소한 취미 생활은 매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다. 어
른들은 ‘바보상자’라고도 부르지만 나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 아버지는 
방에 있는 나를 불러내 함께 텔레비전을 보자고 하실 정도로 
TV보기를 좋아하셨고 온 가족은 TV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TV와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 
꿈을 보다 빠르게 이룰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지
금 나는 방송일을 하고 있다. 
 이 꿈은 초등학생 시절, ‘가족오락관’ 프로그램을 보던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웃으면서 즐기는 모습이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저 사람
들은 너무나 행복해보였기 때문이다. 일하면서 즐거울 수 있
는 직업. 그 직업을 나도 가져야겠다고 사실상 그날 마음먹
은 것 같다. 하지만 취미가 직업이 된 지금, 또 다른 꿈을 
꾸어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내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일
이 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요즘이다.

한국인 모어 
필자의 작문 

자료 
유인물

쓰기 
단계

(40분)

▶ 쓰기 단계에서 학습자는 교사와 함께 한국어 응결장치 

의미기능을 연습한다. 모든 응결장치를 설명할 수 없음으로 

한국어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접속 응결장치 중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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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인 학습자 작문자료에서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여 

사용 빈도가 낮고 오류율이 높았던 배경의 의미기능 연결어

미 ‘-(으)ㄴ/는데’를 중점으로 지도 방안을 세웠다.

T: 여러분, 다음 예문을 보세요. 3가지 문장이 있어요. 그리

고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똑같은 문장이에요. 여기에 쓰

인 ‘-(으)ㄴ/는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사는 학습자에게 다음의 의미를 유추하도록 한다. 단, 대조

의 의미를 지니는 연결어미 ‘-(으)ㄴ/는데’는 제외한다.)

(가) ㄱ. 마트에 가는데 무엇을 사올까요? (제안)
     ㄴ. Berhubung saya pergi ke pasar, apa yang  
         saya akan beli?
(나) ㄱ.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갑시다. (이유)
     ㄴ. Cuaca hari ini bagus, jadi mari kita ke  
         taman.
(다) ㄱ. 요즘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사실)
     ㄴ. Belakangan saya belajar bahasa Indonesia  
         dan sangat menyenangkan. 

 *유의사항: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기능 배경 연결어미 ‘-(으)

ㄴ/는데’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 시 ‘karna’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인도네시아어 접속사 ‘karna’는 선행 또는 후행절이 명확

한 이유·원인으로 연결될 경우에만 사용하는 접속사이다. 

‘karna‘로 번역 시 학습자가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어서‘ 또는 ’-(으)니까‘와 혼동할 수 있다. 위 학습의 장에

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학습자의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예문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T: 여러분, ‘-(으)ㄴ/는데’는 한국어에서 하고자 하는 말 

앞에 상황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PPT

그림,

쓰기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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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가 있는데 같이 영화볼
까요?

여기 사람이 많은데 다른 곳
에 가면 어때요?

▶ 이후 통제된 쓰기 활동을 통해 배경의 연결어미 ‘-(으)ㄴ/는

데’를 학습하도록 한다. 

(1) 길을 잘 모른다. 지도 좀 보여 주세요. 
    → 길을 잘 모르는데 지도 좀 보여 주세요. 
(2)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3) 요즘 운동을 하고 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4) 어제 부산에 여행을 갔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 어제 부산에 여행을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T: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여행’과 관련된 글을 써 볼까요?

(교사는 ‘-(으)ㄴ/는데’를 활용하여 ‘여행’과 관련된 한편의 

글을 써 보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한 배경의 3가지 의

미기능이 전부 들어가도록 글을 써 보도록 한다. 또한 교사

는 얼른 떠올리기(brainstorming) 또는 얼개 짜기(outlining)

를 ‘-(으)ㄴ/는데’가 포함된 문장을 간략하게 작성해 보도록 

한다.) 

<얼른 떠올리기 예시>
친구가 방학도 했는데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부산 여향에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처음 간 여행이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부산 여행에서 만난 외국인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핸드
폰 좀 빌려줄 수 있어요?”라고 물어봤어요.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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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여러분, 위 예시와 같이 한번 먼저 써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보세요. 

(학습자가 초고를 쓰기 전에 먼저 쓸 내용을 말로 해 보게 함

으로써 글쓰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옆 사람과 이야

기하는 활동을 하는 중 교사는 돌아다니며 학습자의 발화를 관

찰한다.)

▶ 말해보기 활동이 끝난 후 교사는 학습자가 한 편의 글을 

써 보도록 한다. 

T: 네, 여러분 이제 글을 써 보세요. 

쓰기 후 
(20분)

▶ 쓰기 후 활동에서 교사는 돌려 읽기(reading around) 과

정을 통해 학생들끼리 글을 읽어보며 해당 응결장치를 찾아 의

미를 토론하도록 한다. 

▶ ‘-(으)ㄴ/는데’가 포함된 문장을 찾아 각 문장의 의미를 

토론한 후 발표한다. 교사는 각 소그룹의 토론 후 정확한 의

미를 피드백해 주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학습자 초고의 예>
저는 이번 방학에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친구가 방학
도 했는데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첫째 날 해운대에 갔는데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 정말 많
았어요. 친구와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온 관광객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핸드폰을 빌려주었어요. 그 외국인은 친구에게 전
화를 하고 다시 돌려주었어요. 둘째 날, 우리는 전통 시장에
서 유명한 호떡도 먹고 전통 책방에도 갔어요. 전통 책방은 
처음 가 보았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옛날 책과 LP판도 있었
어요. 마지막 날 동백섬에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처음 간 여행이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학습자 쓰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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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결장치는 필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핵심 명제를 포함한 절과 절, 문장과 문

장을 응결시켜 텍스트 생산자가 의도하는 바를 한 편의 글에 잘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 능력 향상의 기초 단계로 응결

장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도네시아 사범대학교 한국어교육과 학생을 대

상으로 ‘여행’과 ‘취미’를 주제로 쓰기 시험을 시행하였다. 이들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나는 응결장치의 사용 양상을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며 분석

하였고,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자료에서 나타난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

였다. 마지막으로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

한 응결장치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Ⅰ장에서는 응결장치가 글쓰기 교육에서 왜 필요한지 그 타당성과 인도네시

아인 학습자에게 응결장치가 지니는 의의와 필요성을 밝혔다. 또 응결장치가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와 응결장치 연구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Ⅱ장에서는 텍스트의 구성 요소 중 텍스트와 텍스트성의 관계와 텍스트성을 

판단하는 7가지 기준에서 주요 요소인 응결성과 응집성 중 텍스트 표면에서 실

제로 발견되는 문법적 요소인 응결성과 텍스트성에서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인 

응결성과 응집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후 한국어의 응결장치 이론을 검토하

여 정리하고 학습자의 작문 자료 분석에 사용될 한국어 응결장치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검토된 이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의 특징을 분

석하고 학습자의 실제 작문 자료에서 표현된 세부 응결장치별 사용 양상의 원

인을 밝히기 위해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의 각 응결장치를 대조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제시된 응결장치 분석 틀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인 작

문 자료에서 나타난 응결장치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오류의 원인 분

석을 위해 학습자 및 교사의 사후 인터뷰와 교재 분석도 수행하였다. 위 세 가

지의 응결장치 중 어휘적 응결장치의 사용 비율이 한국인 모어 필자와 인도네

시아인 학습자 모두 가장 높았고, 접속 응결장치에서 인도네시아어에서 접속사

로 존재하는 한국어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이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여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류 원인 분석으로는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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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호하여 인도네시아인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주로 나타난 언어 간 전이를 

위주로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언어 간 전이와 관련해서는 대용 응결장치에

서 구어와 문어에서의 사용역 차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그곳’을 사

용하지 못하였다. 접속 응결장치에서는 모국어에 의한 언어 간 전이에 따른 오

류로 하나의 의미기능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응결장치 간 혼동 양상

과 서로 다른 의미기능 간 혼동 양상이 구분되어 나타났다. 의미기능 내에서 

나타나는 혼동 양상으로는 순서를 나타내는 시간 의미기능 ‘-고’와 ‘-아/어서’

의 혼동,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까’와 ‘–아/어서’의 혼동 등이 

있었고 서로 다른 의미기능 간 혼동 양상으로는 조건의 연결어미 ‘-(으)면

(kalau)’이 인도네시아어에서 구어로 사용될 경우 사용역이 확대되어 완전히 다

른 연결어미인 ‘-(으)니, -ㄹ 때, -ㄴ 후에, -아/어야’로 대치되는 현상이 나

타났다. 또한 학습의 장의 원인으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대명사 ‘이/그’와 배

경의 연결어미 ‘-(으)ㄴ/는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어휘적 

응결장치의 경우 동일어 반복,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

성을 파악하였다. 대체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동일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고, 다양성 면에서 한국인 모어 필자와 비교하였을 때 사용 비율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Ⅳ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응결장치 사용 양상과 오류

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쓰기 교육의 결장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응결장치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였다. 다

음으로, 한국어 응결장치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을 중요시하는 OHE 모형을 활용하여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응결장치 교육 내용 선정과 텍스트 활용을 염두에 두고 과정 중심 접

근법을 기반으로 한국어 응결장치의 수업 모형과 수업 내용을 설계하여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쓰기 교육 분야에서 최초로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응결장치를 비교

하고 세부 응결장치를 대조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수어권인 인도네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가 작문 자료에서 나타내는 사용 양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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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류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응결장치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교육 방안을 구성하는 데 기존 

연구들과 주안점을 달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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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안녕하십니까?
본 실험지는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연구하는 데 필
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한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실험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김선주 (smilesj0916@gmail.com)

Salam. Apa kabar?
Tulisan ini bertujuan untuk mengumpulkan data yang dibutuhkan untuk 
keperluan studi dalam menganalisa “Tingkat Kemampuan Menulis” 
pelajar bahasa Korea di Indonesia. Saya berjanji bahwa pekerjaan Anda 
hanya akan digunakan untuk keperluan studi dan tidak akan pernah 
digunakan untuk tujuan lainnya. Terima kasih atas dukungan Anda 
dalam membantu studi ini.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emen Pendidikan Bahasa Korea

              Strata 2 (S-2) Kim Sun Joo (smilesj0916@gmail.com)
· 이름(Nama):
· 학년(Angkatan):
· 성별(Jenis kelamin): 여(P)/남(L)
· WhatsApp Number/Nomor WhatsApp:

■ 다음 주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글을 쓰십시오. (1~2쪽)
   Pilihlah salah satu pertanyaan di bawah ini. (1~2 halaman)

1. ‘나의 취미’란 제목으로 글을 쓰십시오. Tulislah ‘hobiku’. 
- 특히 무엇을 좋아합니까? Apa hobi yang paling Anda sukai?
-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합니까? 
  Sejak kapan, seberapa sering Anda melakukan hobi Anda?
- 취미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까?
  Apakah ada pengalaman yang berkesan ketika Anda melakukan 
hobi 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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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에 대한 제목으로 글을 쓰십시오. 
   Tulislah pengalaman Anda saat melakukan perjalanan yang paling 
mengesakan.
- 언제, 어디에 누구와 갔습니까? Kapan, dimana dan dengan siapa Anda 
pergi?
- 무엇을 했습니까? Apa yang Anda lakukan?
- 여행이 끝나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Apa yang Anda rasakan setelah melakukan perjal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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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Jawablah survey di bawah ini

· 이름(Nama) :
· 학년(Angkatan) :
· 성별(Jenis kelamin) : 여(P)/남(L)
· WhatsApp Number/Nomor WhatsApp :

1.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pa alasan Anda mempelajari bahasa 
Korea?

1)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다. Saya menyukai bahasa dan budaya   
Korea.

2)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한다. Belajar dengan tujuan untuk bekerja.
3) 학문 목적(유학 또는 대학원 진학)으로 공부한다. Belajar dengan tujuan     

untuk akademik(belajar di luar negeri atau melanjutkan sekolah 
setelah lulus).

4) 기타 Lainnya:(                                          )

2. 다음 중 제일 어려운 것을 선택하세요. Plihlah salah satu yang paling 
menyulitkan.
1) 문법/쓰기  Tata Bahasa/Menulis
2) 어휘/읽기 Kosa Kata/Membaca
3) 듣기/말하기 Mendengarkan/Berbicara 

3. 한국어 교육에서 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pakah Anda berpikir 
bahwa pembelajaran Menulis penting di dalam Pendidikan bahasa Korea?
1) 매우 중요하다. Sangat penting.
2) 중요하다. Penting.
3) 보통이다. Biasa.
4) 중요하지 않다. Tidak penting.

4. 한국어로 쓰기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Apakah Anda mengalami kesulitan 
pada pelajaran menulis bahasa Korea?
1) 매우 어렵다. Sangat sulit.



- 166 -

2) 어렵다. Sulit.
3) 보통이다. Biasa.
4) 어렵지 않다. Tidak sulit.

 4-1. 한국어로 쓰기가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Jika Anda 
mengalami kesulitan pada bahasa Korea, berikanlah alasan mengapa sulit. 
*Bagi Anda yang menjawab nomor 1 atau 2 dapat menulis alasan dalam 
bahasa Indonesi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현재 배우고 있는 『Korea Foundation』 교재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나요? 
Apakah Anda berpikir bahwa buku teks “Korea Foundation” menarik 
saat ini?
1)　매우 재미있다. Sangat menarik.
2)　재미있다. Menarik.
3)  보통이다. Biasa
4)　재미없다. Tidak menarik

5-1. 교재가 재미있다면, 재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Jika buku teks 
tersebut menarik, berikanlah alasan mengapa buku tersebut menarik.
*Bagi Anda yang menjawab nomor 1 atau 2 dapat menulis alasan dalam 
bahasa Indonesi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2. 교재가 재미없다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Jika buku teks 
tersebut tidak menarik, berikanlah alasan mengapa buku tersebut tidak 
menarik,
*Bagi Anda yang menjawab nomor 3 atau 4 dapat menulis alasan dalam 
bahasa Indonesi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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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쓰기 교육에서 문법/어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pakah Anda 
berpikir bahwa mempelajari tata bahasa/kosa kata penting dalam 
pelajaran menulis?
1) 매우 중요하다. Sangat penting.
2) 중요하다. Penting.
3) 보통이다. Biasa.
4) 중요하지 않다. Tidak penting.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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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어 응결장치 인도네시아어 응결장치

대명사
이/그,

 이것/그것,
 이곳/그곳,
 여기/거기

이/그(ini/itu),
 이것/그것(ini/itu),

이곳/그곳(sini/situ, tempat itu), 
여기/거기(sini/situ)

관형사 이/그+명사, 
이런/그런

명사+이/그(ini/itu), 
이런/그런(begini/begitu)

부사 이렇게/그렇게  이렇게/그렇게(begini/begitu)
수사 첫째, 둘째, 셋째... pertama, kedua, ketiga...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대용 응결장치 대조 유인물

     형태
의미기능 연결어미 접속부사 관용적 연결어 인도네시아

어 대응표현 
부
연

환언 - 그러니까(1), 즉, 
곧 말하자면

제시 - 예컨대, 이를테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contohnya

상
술

한정 - 다만, 특히 무엇보다 hanya
요약 - 결국 요약하면 akhirnya
증명 - 사실 사실상 sebenarnya

보류 -
어쨌든, 하여튼
하여간, 아무튼, 
어떻든

- pokoknya
전환 - 그런데 - tetapi

나열 -고(1), 
-(으)며(1)

또한, 그리고(1) 

아울러, 게다가, 
더욱, 더욱이

-ㄹ 뿐만 아니
라/뿐만 아니라, 
-ㄹ 뿐더러

dan

대조 -(으)나, -지만, 
-(으)ㄴ/는데(1) 

그렇지만, 그러나, 
하지만

-ㄴ 반면에, 
이와 반대로, 
한편으로 

sedangkan,
tetapi, 
sebaliknya, 
Namun

배경 -(으)ㄴ/는데(2), 
-(으)니(1) - - berhubung, 

jadi, dan
선택 -거나, -든지 차라리, 오히려, 

도리어 아니면 atau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접속 응결장치 대조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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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동시
-(으)면서, 
-(으)며(2), -자, 
-자마자

-ㄹ때, 적에 ketika, 
sambil

순서
-고(2), 
-아서/어서(1), 
-다가

그리고(2) 그러자 dan, lalu, 
kemudian

전후 - -

나중에, 
-기전에, 
마지막으로,
- ㄴ 후에, 
뒤에, 다음에

sebelum,
setelah, 

인
과

이유·
원인

-아/어서(2), 
-(으)니(2),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그러니까(1), 
그래서, 그러기에, 
그러므로,

그러느라고, 
그러기에, 
왜냐하면~때문
에

karena, 
sebab

목적·
결과

-(으)러, 
-(으)려고, 
-도록, -게

따라서 그러려고, 
그러도록

agar, untuk, 
supaya

조건
-(으)면, 
-(으)려면, 
-어야/아야, 
-아/어도 

그러면  그래야 jika/b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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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Method of Cohesive Devices In the 
Writing of Indonesian Korean learners

Kim Sun Joo

 With an aim of improving the writing ability of Indonesian learners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this study analyzes the usage of 
Cohesive Devices in Korean writing and reveals the cause of error in 
the text using the written writing data of Indonesian Korean learners.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usage of Cohesive Devices 
and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sults with those of Korean native 
writers, the study also aims to suggest a teaching method of Cohesive 
Devices for Indonesian learners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With this purpose, 162 1st, 2nd, and 3rd year Indonesian students 
majoring in Korean Education were to select one of two topics 
(‘hobbies’ and ‘travel’) to write texts. Of this group, 121 subjects who 
were competent in writing in Korean were selected to be analyzed. 
The texts of Korean native writers were also collected to compare the 
usage patterns of the writing of both groups. Based on the collected 
texts, the cause of the errors of Cohesive Device usage are analyzed, 
and an education method of the Cohesive Devices is suggested.
In Chapter 2, the existing discussion on Korean Cohesive Devices is 
reviewed. This becomes the basis of the analysis framework of 
Korean Cohesive Devices to be used for analysis of the Korean 
learners’ writing data. First, the concept of text and textuality are 
summariz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hesion and coherence are 
discussed. Cohesion and coherence are distinguished, and cohes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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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as the word(s) that connect clauses to clauses and sentences 
to key propositions of sentences to provide a unified meaning, and the 
language device used in text is referred to as a ‘Cohesive Devic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rrors of Cohesive Device usage 
in Indonesian Korean learners’ wri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hesive Device framework is made between Korean and Indonesian. 
The purpose is to predict the errors that may appear in the learner 's 
writing data.
 In Chapter 3,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Korean learners’ writing 
is suggested as the method of analysis. The analytical main framework 
i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parts: Referential Cohesion, 
Conjunctional Cohesion, and Lexical Cohesion Devices, and the 
frequency and pattern of Cohesive Devices in composition data is 
analyzed. The study finds that the connective ending devices that do 
not exist in Indonesian shows the greatest difference between 
Indonesian and Korean. Due to the influence of the mother tongue 
language,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phenomenon of the register in 
the place directive pronoun and the connective ending appears, and 
there is an error due to the intralingual transfer in the connective 
ending device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target language. Also, 
because of lack of textbooks and teaching content, Indonesian learners 
do not correctly recognize the use of Cohesive devices.
 In Chapter 4, an education method for cohesive devices for 
Indonesians is develop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se of cohesive 
devices analyzed in Chapter 3. The purpose and the goal of the 
cohesive devices is set separately, and a method of education is 
suggested after the education content of cohesive devices is selected. 
The OHE model is used to recognize the Cohesive Device’s role and 
function of Indonesian and Korean language. The ultimate goal of the 
training of Cohesive Devices is to improve the writing ski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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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n Korean learners. Therefore, process approach principle is 
set as teaching principle. Finally, a practical teaching model is 
presented to apply the cohesive devices to actual education field.
 Cohesive Devices connect the core proposition that writers want to 
convey between clauses and clauses, and sentences and sentences, to 
deliver a clear mean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sage of Cohesive Devices, which are grammatical mechanisms used in 
text, and to be able to apply it properly in the 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 the first time, analyze the writing of Indonesian 
learners to improve the writing ability of Indonesian Korean learners.

 Key-words: Cohesive Device, cohesion, Korean-language education,  
                writing education, Indonesian learners

 Student’s number: 2016-2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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