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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표현구조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통사구조의 차원에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표현구조의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다. 표현구조의 차원이란, '표현'에 

초점을 두고 '그 언어답거나 자연스러운지'를 중요시하는 접근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 차이 중 특히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 언어 간 표현구조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고, 

실제 교육 현황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가 동사를 선호하고 일본어가 명사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마다 연구 대상을 다르게 분류하여 

분석하였기에 각 연구 간의 비교 대조가 어렵고, 대부분의 연구가 원서와 

번역본 상의 표현의 차이를 분석함에 그친 채, 학습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각 언어 간의 표현구조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한국어 학습에 적용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 언어 간 

표현구조의 차이를 재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일본 내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재에는 

표현구조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없었고, 교사는 각자의 재량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교수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체계적이거나 필수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현구조의 차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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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둘째, 재분류한 표현구조의 차이에 대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어느 

정도로 인식,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재분류한 유형별로 대표적인 

문장을 두 개씩 추출하여 번역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표현마다 

자연스러운 번역을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수준별 차이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세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사후 인터뷰에서도 

양 언어 간 표현구조의 차이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 차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표현구조의 차이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유형별로 교육 순서를 고찰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번역 테스트 결과에서 교육 순서를 

고려하여 PPP 모형을 이용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방법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의 차이라는 차원에서 

언어 학습에 접근하여 그 이론적 배경과 현황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해당 

주제에 대한 일본인 학습자의 사용양상 및 인식과 기존 학습법의 한계를 

파악하여 새로운 교육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표현구조, 일본인 학습자, 한일 대조연구, 한국어교육

학  번 : 2016-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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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일본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단순한 의사소통, 즉 

말이 통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더욱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함으로써 

보다 능숙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통사구조가 유사하며 일본어를 한국어로 순서대로 

번역하면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영향으로 인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말을 종종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오늘은 좋은 날씨네요.'와 

같은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이 표현은 '今日はいい天気ですね'라는 

일본어로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어로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며, 앞에서 제시한 표현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어색하게 느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현구조’라는 용어는 구니히로(国広, 1967)에서 

시작되었는데 ‘표현구조’는 통사구조와 다른 개념으로 통사구조가 

‘문법’적인 면에서 문장이 ‘올바르거나 정확한지’를 중요시하는 

접근이라면 표현구조는 ‘표현’ 적인 면에서 문장이 ‘그 언어답거나 

자연스러운지'를 문제로 삼는 접근이다. 즉, 한국어와 일본어는 

통사구조의 차원에서는 유사하지만 표현구조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상황을 표현하더라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인이 쓰지 않는 



- 2 -

부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예시는 

일본어가 명사적 표현구조를 선호하는 데 비해 한국어는 동사적 

표현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한·일 

표현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명확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구조 차이를 모르고 부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사용하더라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구조 차원의 

차이는 발상 차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목표어의 발상을 알아보지 못해 

능숙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급 한국어 학습자는 초급 

단계를 넘어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겨우 한국어 체계에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고급 학습자보다 모국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어색한 한국어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자신이 한·일 표현구조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 어색한 표현을 쓰더라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정 받을 기회도 적어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일 

표현구조 차이 중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보다 능숙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 특히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일본의 한국어 교육에서 표현구조 관련 교육 현황이 어떠한가?

셋째,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사용 

양상 및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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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장 표현구조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가?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후, 표현구조의 개념과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 차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일 대조 관련 연구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모국어와 목표어를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연구는 꼭 필요한 학문이다.

민경모(2013)는 한국 국내의 한·일 대조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분석 연구 중, 약 3/4 정도가 어휘, 형태, 

통사 분야이며 연구 주제가 편중되어 있고, 또한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깊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 대조연구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어보다 일본어의 유표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았으므로 쌍방향 대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조 항목의 사용 양상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조연구에서 사용 

양상의 차이 연구의 하나로서 대응 비율과 사용역 간 차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담화와 화용 분야의 대조연구가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일 대조연구의 특징적인 ‘표현구조’의 대조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조연구의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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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말뭉치의 경우는 구축 시 수집 장르와 텍스트 수의 확대가 필요하며 

담화와 화용의 대조연구에서는 비교 말뭉치 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오기노신사쿠(2015)에서는 2008년에서 2014년까지 발표된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마쯔자키·나카가와(2008)에서 밝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에 발표된 일본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논문 수와 

비교하면 2014년까지 7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제별로 살펴보았을 때 역시 언어구조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다고 

발는데 그에 따르면 2014년에 발표된 30편 중 12편이 언어구조에 대한 

연구였다. 오기노에서는 표현구조에 대한 연구를 따로 뽑아서 집계되지 

않았으나 대조분석으로 분류된 논문 안에서 표현구조에 대한 논문을 한 

편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표현구조라는 개념이 아직 일반적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며 또한 대조분석 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표현구조 관련 연구

'표현구조'라는 용어는 구니히로(国広, 1967)가 처음으로 제창한 말이다. 

'표현구조'란 문법적으로 맞는가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자연스러운가를 문제로 삼는 개념이다. 일본어와 영어를 비교 대조한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는데 일본어와 한국어를 대조 연구한 것으로는 

임팔용(林八龍, 1995)이 최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임팔용은 각 언어에는 그 언어가 보유하는 독자적인 특질이 있으며 

기본적인 언어구조가 다른 언어는 물론, 유사한 언어구조 체계를 갖춘 

언어 간에서도 표현 형식·구조가 평행하여 단순히 그대로 대응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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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기본적이고 한정된 범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즉, 일본어와 

한국어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구체적인 표현은 

다양한 측면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한편으로 언어의 

표현과 발상은 서로 표리관계로, 발상에 따른 표현 형식이 한 언어 간에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두 언어 간에서 문제가 될 때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언어에 따라 다른 표현 형식을 취함으로써 독특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어서 표현구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는데 석사 논문으로는 

최주연(崔朱延, 1998), 한수아(韓守雅, 1999), 김현진(金賢珍, 1999), 

김원미(金元美, 2002), 조은숙(趙銀淑, 2003)이 있고1) 주로 일본어 

교육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임팔용(2003)에서는 구니히로(1967, 

1982)를 바탕으로 ‘표현구조’에 대한 개념과 고찰 의의, 성립 조건에 

대하여 재고찰하면서 일본어와 타 언어와의 표현구조 대조연구 현황의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는 극히 적으며 대부분이 일본어와 

영어 대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후에 한·일 표현구조에 대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학위 

논문으로는 조양호(2004), 김현아(2007), 조은숙(2009), 김새미(2014), 

김동욱(金東旭, 2015), 유가연(2015), 이재은(2015)가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연구들은 크게 동사/명사 표현 관련 연구, 

능동적/피동적 표현 관련 연구, 수수 표현 관련 연구로 나눌 수 있다.2)

우선 동사적 표현구조 및 명사적 표현구조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1) 학술지 논문에는 박은정(朴垠貞, 1999)과 안증환(安增煥, 2002)이 있으며 각각
일본어의 기점표현과 한국어의 착점표현, 일본어의 수동표현과 한국어
능동표현을 연구하였다.

2) 그 외에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단·복수 표현(최주연, 1999)과 일본어의 기점
표현과 한국어의 착점 표현(박은정, 1999)에 대한 표현구조 대조 연구를 볼 수
있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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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2007)를 참고해 볼 수 있다. 교양 잡지, 신문, 소설, 일본어 교재, 

영화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크게 'N+ダ'와 'N1+ノ+N2'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김새미(2014)는 동사의 연용형에 의한 명사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단독형, 2항 복합형, 3항 복합형으로 나누었고 일본 소설 두 권에 

대한 번역본을 각 3권씩 선정하여 번역문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김동욱(2015)은 일본어의 동작성 명사에 주목하여 한국어로 표현할 때 

그것이 명사로 대응할 경우와 동사로 대응할 경우로 나누면서 

설명하였다. 동사적 표현구조 및 명사적 표현구조와 관련된 논문 중 

유일한 한국어교육 연구인 유가연(2015)은 'N+ノ+N'구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양상을 분석하였고 선행명사와 후행명사의 의미적 관계를 

착용의 대상물과 착용자로 설정하여 신문기사에서 용례를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표현구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로 소설과 신문기사와 같은 문헌에서 추출한 

표현이고 그것에 차이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다음으로 능동 표현구조 및 피동 표현구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와 관련된 학위 논문으로는 金賢珍(1999), 韓守雅(1999), 

趙銀淑(2003), 조양호(2004), 조은숙(2009), 이재은(2015) 등이 있다. 

金賢珍(1999)은 일본어의 '되다'적 표현과 한국어의 '하다'적 표현을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와 관련하여 대조 고찰하였다. 韓守雅(1999)와 

조양호(2004)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이재은(2015)은 

자·타동사, 수수표현, 수동표현의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소논문 중에서는 임팔용(2008)이 표현구조의 관점에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능동 및 피동표현, 즉 태(態, voice)표현에 대한 특성을 모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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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연구하였다. 피동표현과 관련해서 일본어 피동표현은 형태가 

규칙적이지만 한국어의 통사적 피동표현은 일부의 동사에만 성립되며 

다른 어휘적 피동표현에 의지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본어에서 

피동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표현구조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는 사태를 나타낼 때 행위주를 주어로 삼으면서 

능동표현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어의 경우 외계 상황을 항상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일본어는 

직접으로 사태를 파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직선적이기보다 

우회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인의 발상과 

표현심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조은숙(2012)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대조 

연구하였는데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본인이나, 일본어를 학습하는 

한국인에게 한국어와 일본어의 사태 인지구조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학습목표어의 가장 언어다운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동일한 사태(事態)에 대하여 한·일 

양국어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 하나가 

피동표현에 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동일한 사태에 

대한 다른 표현구조를 갖는 것을 보여 주면서 양국어가 갖는 사태 

인지구조가 서로 다름을 증명하였다3). 

앞에서 살펴본 피동표현과 동시에 수수표현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 여기서는 수수표현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이재은(2015)은 표현구조 관점에서 수수 보조동사를 중심으로 

3) 한국어의 사태 인지구조는 사태주를 중심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강한 객관적
사태 인지구조를 자지며 일본어는 상황 맥락에 따라 객관적인 사태 인지구조를
보일 때와 주관적인 사태 인지구조를 보일 때가 있는데, 이는 개념화자와 사태주
사이에서 개념화자의 의도에 따라 시점을 변화시키는 유동적인 인지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 8 -

고찰하였다. 일본 소설에서 수집한 총 1,604개의 예문을 한국어 

번역본에서 대조하여 일·한 대응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응 관계가 일치한 

것이 36.1%, 불일치한 것이 63.9%로 나타났다. 불일치대응 유형 중에서 

동사대 유형에 속하는 「V1/V2-φ」형은 전체의 49.4%로 가장 높은 

대응율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수수보조 동사를 

사용하여 동작의 방향성을 일일이 표현하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 이러한 

방향성의 표기에 중립적임을 시사해준다고 설명하였다. 

3)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관련 연구

한·일 동사적 표현구조 및 명사적 표현구조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우선 

'표현구조'의 용어가 연구자마다 다르게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김은애(金恩愛, 2002)는 일본어의 명사지향구조 

(nominal-oriented structure) 및 한국어의 

동사지향구조(verbal-oriented structure)라고 지칭하였다4). 일본어의 

명사의 하위 분류를 명사적 명사, 형용사적 명사, 동사적 명사, 부사적 

명사로 나누어 명사 안의 의미 무게로 경(輕)명사 및 중(重)명사로 

나누었고 문장 성분마다 대조 고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본어 소설과 그 

번역본, 실제로 들은 회화로부터 수집한 자료 중에서 일본어 명사가 

한국어에서 동사로 실현된 것은 16%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특히 술어에서 

나타난 지정사 종지문에서 동사구조화할 경우가 39.6%였고 다른 문장 

성분에 비해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를 기준언어로 

4) 金恩愛(2002:78)에서는 명사적인 성격을 지닌 체언(nominal)을 대략 명사로 보게
되므로 '명사지향구조'라고 하기보다는 '체언지향구조'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명사가 체언의 대표로 생각하여 nominal-oriented structure를
'명사지향구조'로 부른다. 또한 용언(verbal)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사(verb)로
대표 삼아 '동사지향구조(verbal-oriented structure)'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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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은 조사 결과는 한국어 명사 98개 중 일본에서 동사구조로 실현된 것이 

단 3개뿐이었다고 한다. 

이 연구는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지만, 평가할 수 있으나 자료 수집 방법과 

경명사 및 중명사에 관한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용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임팔용(2004)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에 대한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외국인 대상 일본어 교재에서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와 관련하여 크게 조어상의 특징, 품사상의 특징, 발상에 의한 

표현상의 특징, 대우법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아울러 

일본어의 경우 사태를 간결하고 함축적인 명사 표현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에는 사태를 구체적이고 동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눈에 띄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현아(2007)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를 'N+ダ'구조', 

'N1+ノ+N2'구조, '~N'구조로 크게 분류하여 각 명사적 표현구조가 

실현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았다. 'N+ダ'구조는 상황 맥락에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여지가 

없을 때 일본어에서 'ダ'를 쓰는데 그것과 대응하는 한국어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동사를 사용하고, 'N1+ノ+N2'구조에서는 'N2'가 동작성을 

갖지 않고 N1이 동작성을 내포하고 있을 때 한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구조를 취한다. 또한, '~N'구조는 일본어에서 주로 감동을 나타내거나 

의미를 강조할 때 출현되었는데 한국어의 경우 명사로 문장이 끝나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동사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김민희(2009)는 김은애(2002)에서 사용한 경명사와 동명사 같은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복합명사와 수식어를 동반하는 명사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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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였다.

조은숙(2009)은 일본어는 명사적 표현을 선호하고 한국어는 동사적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한국어 

모어화자 50명 및 일본어 모어화자 50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작성법(Multiple-Choice Questionnaire)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조사의 결과 일본어는 '물체화 능력(reifcation: モノ化能力)'이 대단히 

높은 언어로 시간적 관계가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주사하여 

명사적 표현으로 나타내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비하여 한국어는 

순서나 방향성이 존재하는 사태에 대하여 연속주사 방식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사태인지의 차이 때문에 각각 다른 표현구조의 

언어 행동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새미(2014)는 임팔용(2004)을 참고하면서 연구 범위를 조어상의 특징인 일본어의

 동사 연용형에 따른 명사 표현에 한정하여 하나의 동사 연용형이 하나의

 명사가 된 것을 '단독형', 동사 연용형에서 성립된 명사를 하나 이

상 포함한 복합명사를 '복합형'으로 분류한 후 일본어 소설 2권과 그것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 6권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출한 문

장 240개 중 단독형이 54개(22.5%), 복합형이 186개(77.

5%)였고, 일본어 명사 표현이 한국어 명사 표현으로 제시된 경우가 113개

(47.09%), 한국어 동사 표현인 경우가 127개(52.91%)였다. 또한, 일본어의

 명사 표현이 한국어 동사 표현으로 나타난 문장 중 87.4%가 복

합어였고 반대로 일본어의 동사 표현이 한국어의 명사 표현으로 나타나

는 경우는 10개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가연(2015)은 [N+の+N]의 동작표현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어를 

기준언어로, 한국어를 대조언어로 설정하여 표현구조 대조분석을 하였다.



- 11 -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를 대조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가 일본어교육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의 대부분이 단순한 한·일 표현구조 차이를 밝히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인 일본어를 단행본이나 신문,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후 각각 분류하면서 고찰하고 있는데, 실제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선행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Ⅱ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핵심이 될 표현구조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후에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 차이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동사적 

표현구조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관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고 그 차이에 

대하여 재분류하였다. 또한 일본 국내 한국어교육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후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 4권과 일본 국내 한국어 교사 8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및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교육 현황을 알아보았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재분류한 동사적 표현구조 및 명사적 표현구조의 

유형을 바탕으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해당 내용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 번역 테스트 및 사후 점검 인터뷰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60명이며 이들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급 학습자 30명, 고급 학습자 30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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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테스트는 2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면으로 실시되었다. 

사후 점검 인터뷰는 번역 테스트를 마친 직후에 실시하여 번역 테스트를 

바탕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이 산출한 번역 테스트 

결과를 그룹 1에서 그룹 3까지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룹 1은 일본어 

원문을 적절한 동사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 탈락이나 추가 없이 

자연스럽게 번역한 문장이다. 그룹 2는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직역하여 동사 표현 혹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없는 경우이다. 

그룹 3은 그 외의 경우이며, 예를 들어 일본어 원문을 자연스럽게 

번역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번역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나 번역 단계에서 의미 추가나 탈락이 있거나 문법이나 동사 선택 

오류 등으로 인해 적절한 번역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일본어 원문 중 

명사 표현의 생략 등으로 인해 명사 표현인지 동사 표현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다.

점수 채점 기준을 한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 두 개 중, 표현구조가 

문제가 되며 동사로 모두 바꾸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한 경우 2점, 한 

문항에만 해당될 경우는 1점, 두 개 다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경우는 0점이며 전체 결과를 독립표본 등분산 

t-검정으로, 유형별로는 비모수검정 wilcoxon 의 순위합 검정을 통하여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결과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분석한 후 문항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유형별로 분석하고 유형마다 학습자별로 어떻게 

답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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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일 표현구조 차이에 대한 이론적 전제

1. 대조연구와 표현구조

1) 대조분석

(1) 대조분석의 의의

대조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비교·대조하여 그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언어학의 하위 

분야이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242).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비교하는 연구 분야로 비교언어학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유연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다. 따라서 비교언어학의 대상은 

역사적으로 동일한 계통에 있거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언어이다. 이에 

비하여 대조언어학은 역사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언어체계를 대조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 상관없이 연구할 수 있다. 외국어교육 또는 제2 언어 

습득에서 두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목표어의 규칙을 바르게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5).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서 20세기 중반부터 응용언어학자들이 연구하여 

대조 분석 가설(Contractive Analysis Hypothesis:CAH)이 출현했다. 

이는 제2 언어를 습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1 언어의 

간섭(interference)이라고 보고, 모국어가 목표어로 부정적으로 

5) 허용(2008:6)은 영어와 한국어의 단선적 구조와 계층적 구조, 또한 문장 성분의
결속력에 관한 차이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한국어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한
어떤 외국인도 한국어를 바르게 습득하기 어렵고', 언어 간의 '이러한 차이를
알아야만 외국어를 바르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대조언어학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며 교사는 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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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transfer)하여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공통된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이하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즉, 언어 간의 구조적인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언어 간 차이를 밝히는 것만으로 언어 학습의 어려움은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대조 분석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과연 실제로 어려움의 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와 관련된 문제 역시 

존재한다. 대조분석에는 강설(strong version of the CAH)과 약설(weak 

version of the CAH)이 있다. 대조분석의 강설은 대조분석을 통해서 제2 

언어 학습의 어려움을 예측하고자 시도하는 것이고, 약설은 관찰된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대조분석을 사용하는 입장이다. 오늘날 

대조분석의 약설은 언어 간 영향론(cross-linguistic influence: 

CLI)이라고 부르는 것에 속하는데 이것은 언어를 배울 때 이미 경험한 

모국어의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이후 인지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어 습득 이론이 대두하는데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름 수정해 나가는 학습 활동으로 보았다. 오류에는 

긍정적인 오류와 부정적인 오류가 있으며 후자를 간섭이라고도 한다. 

1970년대에 들어가서 중간 언어 가설(Interlanguage Hypothesis)이 

등장하였다.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때 이미 머릿속에 있는 언어 

심리 구조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 언어를 받아들이며 이 

과정에서 모국어도 목표 언어도 아닌 언어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것을 

중간 언어라고 부른 것이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염두에 볼 때, 우선 일본어와 한국어는 

언어유형론적 특성을 봐서도 둘 다 교착어에 속하며 더구나 한자문화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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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 있다. 즉, 어순뿐만 아니라 어휘까지도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 화자에게는 모어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전이하여 유리하게 

기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마히데키(野間秀樹, 2002)는 중간 언어 

가설도 필요 없을 만큼 모어인 일본어가 학습 대상인 한국어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으며,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들은 대부분이 모어 영향, 즉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언어 내 

오류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줄어들지만 언어 간 오류는 고급 

학습자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대조연구는 지금까지 형태·통사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으며 언어 간 차이의 특성상 이러한 연구들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 분야를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민경모, 2013). 또한 언어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할 뿐, 

그것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2) 일본어와의 대조

품사는 단어를 문법적인 형태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 

한국어의 품사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그 분류에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 예를 들면 대명사와 수사를 명사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품사로 설정할 것인지, 형용사와 동사를 묶어서 동사 하나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구분하여 독립된 품사로 설정할 것인지 등이 있다. 그 외에 

지정사나 존재사를 설정하는 체계, 조사를 한 구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체계가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어의 9품사 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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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어의 품사 체계에 대하여 가토 시게마사(加藤重正, 2006)는 

일본어 품사 분류를 표로 정리하였는데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⑤ 형태·기능 품사 대범주

사(詞)

활용어
술어가 될 
수 있다

명령형 있음 동사

용어
명령형 없음

'이'로 끝난다 형용사

'다'로 끝난다 형용동사

비활용어

 주어가 될 수 있음 명사 체언

주어가 될 
수 없음

수식접속어

용언 수식 부사

부용어체언 수식 연체사

접속 접속사

 비수식접속어 감동사

사(辭)
  활용어 조동사

(기능사)
  비활용어 조사

<표 Ⅱ-1> 일본어 품사 분류(가토 시게마사, 2006:3)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단어

부사

독립언 감탄사

관계언 조사(서술격 조사 포함)

가변어 용언
동사

형용사

[그림 Ⅱ-1] 한국어 품사 체계(9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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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가 제시한 일본어의 품사 체계는 학교 문법이라 불리는 것이며 

우선 ①사(詞)와 사(辭)로 나누고 ②'활용의 유무'로 나눈 후 ③단독으로 

주어가 될 수 있는지, ④수식 접속할지, ⑤명령형의 유무 또는 수식 

접속의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범주에는 용언, 체언, 부용어(副用語), 

기능사가 있다. 용언은 단독으로 술어가 되는 요소이며 체언은 명사를 

말하는데 보통 명사 외에 대명사와 수사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로 삼는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에서 '동사적'과 '명사적'이란 각각 '용언(verbal)'과 

'체언(nominal)'을 말한다. 따라서 '용언 표현구조'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용언은 동사, 체언은 명사를 각각 대표적인 품사로 

보며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동사적 표현구조'와 '명사적 표현구조'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속한다는 것은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차이가 없으나, 용언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존재사의 

문제가 있다. 한국어 용언에는 주로 동사와 형용사가 속하고 견해에 따라 

존재사 '있다'와 '없다'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존재사는 동사와 형용사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어 그 활용 양상이 독특하여 하나의 품사로서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며, 심지어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영근·구본관, 2008:55)6). 그러나 

용언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어의 존재사 'ある(aru:있다)'는 동사로, 'ない(nai:없다)'는 

형용사로 분류되므로 당연히 용언에 속한다. 일본어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뿐만 아니라 형용동사(形容動詞)도 용언에 속한다. 원형이 

イ[i]단으로 끝나는 형용사와 원형이 ダ[da]로 끝나는 형용동사가 있다. 

6) 고영근·구본관(2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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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의 경우는 원형 그대로 'イ[i]+명사', 형용동사의 

경우는 ダ[da]를 ナ[na]로 바꾸어 'ナ[na]+명사'로 실현된다. 이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일본어 교육에서는 전자를 

'イ형용사(i-adjective)', 후자를 'ナ형용사(na-adjective)'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만큼 형용동사는 형용사와 비슷한 활용 양상을 보인다. 

한국어와의 대응 관계를 보아도 일본어 형용사와 형용동사는 한국어에서 

대략 형용사로 실현된다7). 

2) 표현구조 개념

표현구조는 통사구조와 다른 개념이며 통사구조가 ‘문법’ 측면에서 

문장이 ‘올바르다, 정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표현구조는 ‘표현’ 

측면에서 문장이 ‘그 언어답다, 자연스럽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 

표현구조는 통사구조와 다른 개념이다. 구니히로(国広, 1982)는 일본어와 

영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면서 이것을 설명했다. 여기서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한다.

(1) This is the book.

(1)' 이것은 책입니다.

7) 유타니 유키토시(油谷幸利, 2005:
95)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품사에
대하여 대응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본어의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존재사는
모두 용언에 속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체언과 용언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어 한국어
체언(명사·대명사·수사) 체언(명사·대명사·수사)
동사 동사·존재사(있다)
형용사·형용동사 형용사·존재사(없다)
단정의 조동사 '다' 긍정의 지정사(이다)
부정의 조동사 '나이' 부정의 지정사(아니다)
연체사 관형사
부사·접속사 부사
감탄사 감탄사
조사 조사·어미
조동사 어미·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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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read the book.

(2)' 나는 그 책을 읽었다.

(1)와 (1)'은 통사구조가 다르지만 표현구조는 동일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2)와 (2)'는 표현구조가 같은 것으로 본다. 

(3) Nobody read the book

(3)' 아무도 그 책을 읽지 않았다

(3)은 (2)와 통사구조가 같다. 하지만 (3)과 (3)'은 표현구조가 다르다고 

본다. 부정의 뜻을 주어에서 표현하느냐, 동사 부정형으로 표현하느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구니히로(1967)는 "두 언어의 표현상의 차이에서 

통사구조의 차이를 제외한 후에 남은 것을 표현구조의 차이라고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본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표현'에 관한 문제다. 표현은 

'발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것을 명료하게 구별할 수 없다(구니히로, 

1982). 발상에는 언어 내 또는 타 언어 간에서 문제가 된다. 우선 언어 

내에서 문제가 될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데 다양한 표현을 생각할 수 있다.

(4-1) 좋은 날씨다.

(4-2) 날씨가 좋다.

(5-1) 경찰관이 범인을 잡았다.

(5-2) 범인을 경찰관이 잡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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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범인은 경찰관에게 잡혔다.

(5-4) 경찰관에 의해 범인은 잡혔다.8)

무엇을 주어로 하고 어떤 구문을 사용할지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심층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미는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언어 내에서 발상을 문제로 삼을 때 일견 

의미가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심층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반면에 타 언어와 대조할 경우 표현구조에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출발점은 번역을 

통해 의미적으로 동등한 표현이 나타내고자 하는 공통된 의미, 즉 

심층의미가 된다.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다른 언어 간에서 완전히 똑같은 

의미(M)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긋난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또한 구니히로(1982)는 다음과 같은 그림과 예문을 제시하여 설명했다. 

여기서도 한국어에 맞추어 설명하도록 한다.

 

　　　(4) That’s all I know

　　　(5) 그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 두 문장은 대략 같은 상황에서 같은 M(Meaning 또는 Message)9)을 

8) 참고로 일본어는 '범인은 경찰관에서 잡힘을 당했다(犯人が警察捕まえられた).'와
같은 표현도 가능하지만 한국어로 이러한 표현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생략하였다.

9) M이란 일반적으로 번역을 통해 제시되는 의미로 이것은 두 언어의 의미적으로
동등한 표현이 나타내고자 하는 거의 공통한 의미를 말한다. Meaning 또는
Message의 머리글자이다.

BA

[그림 Ⅱ-2] 표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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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것이며, (4) (5)의 문장이 나타내고 있는 M 은 이 문장의 화자가 

A 의 부분을 알고 있고 B 부분은 ‘그 장면의 조건에서, 또한 알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실인지 모르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 각각 발상을 바꿔서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다.

 

(4)’ I don’t know anything but that. 

(5)’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4)’는 (5)를 그대로 대응한 것이고 (5)’는 (4)를 그대로 대응한 것이다. 

(4)’와 (5)’를 비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모두 매우 딱딱한 표현이며 

자연스럽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와 (5)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언어마다 

그 발상이 상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위 예시를 통해 한국어는 부정적 

표현, 영어는 긍정적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과 유사한 논의 역시 다른 논문에서도 볼 수 있다. 데라무라(寺村, 

1976)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상(事象)이 같아도 언어마다 그것의 

파악하는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무엇을 주체로 간주할지', '긍정적인 

면에서 표현할지 부정적인 면에서 표현할지', '능동적으로 표현할지 

수동적 또는 자연스레 이렇게 된다는 것처럼 표현할지’', ‘문법적으로 

옳지, 옳지 않은지', '올바르게 어휘를 선정했는지'를 넘어서 같은(?) 

사상(事象)·심상(心象)을 표현하는 데에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상·심상을 '파악하는 법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케가미(池上, 1982) 는 ‘같은 경험을 한 내용을 다른 언어로 표현할 

경우, (중략) 실은 그때 언어적 직관을 매우 조심스럽게 돌이켜 보면 같은 

일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미묘하게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M, 즉 심층의미 혹은 어의(語義)적 의미에 의한 발상의 차이를 

“언어적 발상”이라 한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또 다른 발상은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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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사와 같이 M 은 많이 달라도 

사회적인 전달 기능이 거의 같은 경우이다. 일본어와 영어로 비교할 경우, 

예를 들어 칭찬을 받았을 때 영어로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일본어로는 칭찬에 대해 부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대조표현론은 문화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3) 한·일 표현구조 차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교착어이며 한자문화권에 속하여 어순뿐만 아니라 

어휘까지도 매우 유사하다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순히 그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대응시켰을 때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의미가 통하더라도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다. 즉, 통사적으로 유사한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도 표현구조에 차이가 있다. 본 절에서는 한·일 

표현구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대표적인 3가지를 예로 들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사적 표현구조 및 명사적 표현구조

한·일 표현구조 차이 중 하나로 한국어는 동사적 표현구조를 지향하고 

일본어는 명사적 표현구조를 지향한다. 이러한 표현구조 차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임팔용(1995;2004), 김은애(2002) 등이 있고 

석사논문으로는 김원미(2002), 김현아(2007), 김민희(2009), 조은숙(2009), 

김새미(2014), 김동욱(2015), 유가연(2015)이 있다. 

김원미(2002)에서는 일본어의 복합어가 한국어로는 연어로 바뀐다는 

점에 착목하여 한·일/일·한 사전과 일한 대역 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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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양 언어에서 어떤 표현 양상을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장면에 알맞은 두 가지, 즉 복합명사와 

연어를 사용한 것 중에서 자연스러운 쪽을 고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일본인의 87%가 복합명사를 선택하였고 한국인의 

92%가 연어를 선택하였다. 

또한 일·한 사전 중에는 일본어의 고유어 동사를 포함한 복합명사는 

4,402개 중에 59%가 한국어에서는 한자어(24%)나 연어(35%)로 바뀌고 

반대로 한·일 사전 중에 한국어 고유어동사를 포함한 복합명사 474개 중 

일본어에서 연어로 바뀌는 것은 단지 43개(9%)였다. 

임팔용(2004)은 한·일 표현구조를 살펴본 최초 연구인 임팔용(1995)을 

보완하여 재론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비해 일본어에 명사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를 크게 조어상의 특징과 품사상의 특징으로 나누었다. 

조어상의 특징에서는 양 언어 모두 동사를 명사화할 수 있지만 일본어의 

경우 한국어에 비해서 연용형 명사의 자립성이 높다는 점과 복합명사에 

대해서도 한국어에 비해 일본어가 더 활발하게 성립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서 동사표현과 명사표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경우 접미사 '-기' 또는 '-(으)ㅁ'에 의해서 동사 또는 형용사를 명사로 

만들 수 있다. '-(으)ㅁ'을 붙여서 만들어진 것을 통사적 동명사형이라고도 

한다.

 일본어의 경우 동사를 명사화할 때는 동사 활용형의 하나인 연용형을 

사용한다. 연용형이란 일본어 동사의 활용형 7개 중 하나다. 일본어의 

동사 활용은 동사가 후속어와 결합할 때 어미를 각 a i u e o 로 바꾸는데 

기본형이 '-u' 형태를 취하는 데 비해 연용형은 '-i' 형태를 가진다10). 

예를 들어 동사 기본형인 'kaer-u(帰る, (집으로)돌아가다)'는 

10) 하 1단 동사의 경우는 '-e'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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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帰り, 돌아가기 또는 돌아감)'로 바꿈으로서 동사 연용형이 된다. 

이 동사의 연용형이 명사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을 '연용형 명사11)'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어의 연용형 명사는 자립성이 높고 활발히 사용된다. 

이에 반해 한국어의 경우 동사의 명사형은 문어에서 종종 사용되기는 

하나 구어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그 빈도는 문어에서조차 높지 않다. 

즉 한국어 동사의 명사형은 일본어의 연용형 명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합어란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복합어인 '日当たり(hiatari, 볕듦)'는 '日(hi, 볕)'와 

'当たり (atari, 듦)’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는 '当たる(ataru, 들다)'의 동사 

연용형, 즉 연용형 명사이다. 일본어의 경우, '日当たりがいいです(hiatari 

ga iidesu, 볕듦이 좋아요)'와 같은 문장이 성립되지만, 한국어의 경우 

통사구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명사형을 만들 수 있고 비문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어의 경우 사태를 간결하고 함축적인 명사 표현으로 

정적(靜的)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는 

사태를 구체적이고 설명적으로 동사를 사용해 동적(動的)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눈에 띈다'며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를 각 연구들에서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예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임팔용(2004)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조어상의 특징과 품사상의 특징으로 나누어 

설펴보았다. 

11) 沈晨(2013)에서는 연용형 명사의 자립성을 연구했는데 자립성이 높은 순으로
자립, 구문 보조, 복합어의 3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립성이 높은 동사는
그것만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복합어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동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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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어상의 특징
ㄱ. 일본어 동사 연용형의 명사화에 의한 단어의 문법적 운용 측면
 [일] 隆さん、今、会社の帰りですか。(? 다카시 씨 지금 회사의 귀가입니까?)
 [한] 다카시 씨, 지금 회사에서 귀가하는 길입니까?
ㄴ. 어구성의 측면
- [일] 早寝早起きは体にいいです。(? 일찍잠일찍일어남은 몸에 좋습니다.)
  [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몸에 좋습니다.

2) 품사상의 특성
ㄱ. 명사표현에 의한 경우

① 명사의 의미의 구체화 또는 실현될 때 기본적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동사가 필요할 경우
- [일] 外は雨です。(? 밖은 비입니다.)
  [한] 밖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②"유무·존재·소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류의 동사가 필요할 경우
- [일] 授業は毎日です。(? 수업은 매일입니다)
  [한] 수업은 매일 있습니다.
③명사의 "하다"동사화 또는 "-를 하다"동사화에 따른 경우
- [일]日曜だというのに部屋で読書ですか。(? 일요일인데도 방에서 독서입니까?)
  [한] 일요일인데도 방에서 독서하세요?
④"되다"동사에 의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경우
- [일] もう時間です。(? 이제 시간입니다.)
  [한]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⑤문맥과 상황 설명에 동사를 보족해야 할 경우
- [일] 駅から何分ですか。(? 역에서 몇 분입니까?)
  [한] 역에서 몇 분 걸립니까?

ㄴ. 조사 표현에 의한 경우
① 'に(에, 로)'
- [일] 夕食後、散歩に出かけました。(? 저녁 식사 후 산책에 나갔습니다.)
  [한] 저녁 식사 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② 'から'(에서, 에게서)
- [일] 誰からの電話ですか。(? 누구에게서의 전화입니까?)
  [한] 누구에게서 온 전화입니까?

ㄷ. 부사 표현에 의한 경우
- [일] 母はかなりの年です。(? 어머니는 상당히의 나이입니다.)
  [한] 어머니는 상당히 나이를 먹었습니다.

3)발상에 의한 표현상의 특징
- [일] A: お茶をどうぞ。(차 드세요.)
      B: きれいなお茶碗ですね。(? 예쁜 그릇이네요.)
  [한] B: 그릇이 예쁘네요.

<표 Ⅱ-2>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분류(입팔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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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용(2004)은 일본어 명사 표현이 한국어 동사 표현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에 비해 김현아(2007)는 일본어 

명사 표현구조를 'N+ダ'구조,  'N1+ノ+N2'구조, '~N'구조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은애(2008)는 일본어 명사를 '명사적인 명사, 형용사적인 명사, 

동사적인 명사, 부사적인 명사로 하위분류를 설정하였고, 또한 어휘적인 

4) 대우법의 표현 상의 특징
① 「お(ご)+한어 명사+です」 「お(ご)+한어 명사+くださる」
- [일] どの辺りをご希望ですか。(어디쯤을 희망[존경]입니까?
  [한] 어디쯤을 희망하십니까?
②「お(ご)+한어 명사」 
- [일] 田中さんのご趣味は何ですか(? 다나카 씨의 취미[존경]는 무엇입니까?)
  [한] 다나카 씨의 취미는 무엇이세요?
③「お+고유어 동사 연용형+ですか」 「お(ご)+고유어 동사 연용형+くださる」
- [일] おいくらぐらいのものをお探しですか(? 어느 정도의 것(집)을 찾으심입니까?)
  [한] 어느 정도의 집을 찾으십니까?

예시

'N+ダ'
구조

N=명사
- [일] 土曜日は出勤ですか。(? 출근입니까?)
  [한] 토요일은 출근하세요?

N=연용형
명사

- [일] 高校のころからの付き合いだ。(? 사귐이다.)
  [한] 고등학생 시절부터 사귀어 왔다.

'N1+ノ

+N2’
구조

N1=명사
- [일]病気の人の気持ち考えたことある？(? 병의 사람)
  [한] 병에 걸린 사람의 기분 생각해 본 적 있어?

N1=N1+P
- [일]西口さんからの電話です。(? 니시구치 씨에게의 전화)
  [한] 니시구치 씨한테 걸려 온 전화입니다.

N1=부사
- [일] せっかくのアルバイト代も次々と新種の水虫軟膏に姿を変えた。(? 

모처럼의 아르바이트비)
  [한] 모처럼 받은 아르바이트비도 잇달아 신종 무좀 연고로 모습을 바꾸었다. 

'~N’
구조

N=명사
- [일] また徹夜？(또 밤새움?)
  [한] 또 밤새웠어?

N=부사
- [일] 結果に、レンタル店側もビックリ。(깜짝 놀람.)
  [한] 결과에 렌탈점 측도 깜짝 놀랐다.

<표 Ⅱ-3>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분류(김현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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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사를 중명사(heavy noun), 낮은 명사를 

경명사(light noun)로 나누었다. 이러한 김은애(2008)의 논의는 명사를 

문장 성분에 따라 나누어서 상세하게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형 예시

주
어

명사적인 명사

경명사 - [일] 虫がよすぎるんじゃない！
  [한] 너무 뻔뻔스러운 것 아냐!

중
명
사

단일어 - [일] どこまでも青空が続いていた。
  [한] 푸른 하늘이 끝없이 이어졌다.

복합어 - [일] 仕事の場合が多いよ。
  [한] 일 때문에 간 게 대부분이야.

형용사적인
명사

경명사 - [일] 顔にまだ幼さが残っていた。
  [한] 아직 앳돼 보이는 얼굴이다.

중
명
사

단일어 - [일] 僕の嫉妬深さが彼女を悪くとらえ過ぎて…
  [한] 내가 질투가 심해 그녀를 너무 나쁘게만 보고.

복합어 - [일] 部屋の汚さがホラーで、～
  [한] 지저분한 방은 가히 호러적이었다.

동사적인 명사

경명사 - [일] 帰りが心配だねえ。
  [한] 돌아올 때가 걱정이야.

중
명
사

단일어 - [일] その生き方が良いか悪いかなんて～
  [한]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나쁘냐는...

복합어 - [일] 洗濯物の乾きが早いよね。
  [한] 빨래가 금방 마르지.

부사적인 명사 - [일] どうせやるんだったら、すぐがいいよ。
  [한] 이왕 할 거, 빨리 하는 게 좋아.

목
적
어

명사적인 명사

경명사 - [일] 新聞にざっと目を通し、
  [한] 신문을 좍 훑어보고..

중
명
사

단일어 - [일] 笑顔を見せあうことができた。
  [한] 서로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었다.

복합어

- [일] つわりがひどいらしく、青い顔をしていた。
  [한] 입덧이 심한 듯 얼굴이 창백했다.
- [일] 人に自分のことを話したの、すごく久しぶり

  [한] 남에게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오랜만이라
형용사적인

명사
경명사

- [일] 小さいころ、悪さをして押し入れへ～
  [한] 어릴 때, 나쁜 것을 해서 벽장에..

<표 Ⅱ-4>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분류(김은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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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명
사

단일어
- [일] 自分の身勝手さを恥じた。
  [한] 내가 염치없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웠다.

복합어
- [일] 人のよさを感じさせる調子で～
  [한] 좋은 사람이란 걸 느끼게 하는 어조로..

동사적인 명사

경명사
- [일] ここは読みを間違えるとえらいことに～
  [한] 여기는 잘못 읽으면 큰일나니까..

중
명
사

단일어
- [일] 一刻も早く恩返しをしたい。
  [한] 한시라도 빨리 은혜를 갚고 싶다.

복합어

- [일] あまりにも恥ずかしい思いをしたから、～
  [한]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 [일] 変な作り方をしているね。
  [한] 이상하게 만들었네.

부사적인 명사 없음

수
식
어

명사적인 명사

경명사
- [일] 昨日のめがねの子、覚えてる？
  [한] 어제 안경 낀 애 기억나?

중
명
사

단일어
- [일] 一つ年上の四十五歳だが、～
  [한] 한 살 많은 45 세지만, ...

복합어
- [일] 次はソウルからのお便りです。
  [한] 다음은 서울에서 온 소식입니다.

형용사적인
명사

경명사
- [일] うれしさのあまり、大声をあげてしまった。
  [한] 너무 기쁜 나머지(기뻐서) 고함을 질렀다.

중
명
사

단일어
- [일] ポリ袋、不要のお客様は～
  [한] 비닐 봉투, 필요 없으신 손님은..

복합어 없음

동사적인 명사

경명사
- [일] 帰りの電車で会ったけど、なんで？
  [한] 들어가는 전철에서 만났는데 왜?

중
명
사

단일어
- [일] いわくつきの遺影だった。
  [한] 복잡한 사정이 있는 영정이었다.

복합어
- [일] 旅の移動の疲れか、寝つきの悪い私も～
  [한] 여행을 하면서 이동하는 게 피곤했는지...

부사적인 명사
- [일] それじゃいつものとこでいい？
  [한] 그럼, 늘 만나던 데서 만나도 괜찮아?

술
어
12)

지정사 
종지문
[N+だ

명사적
인 명
사

경명사
- [일] もう年だから、あちらこちらが痛い～
  [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여기저기 아프다고는..

중 단일어 - [일] そりゃ初耳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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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은애(2008)는 명사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고 형태에 주목하여
술어에서 나타난 명사표현을 크게 3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형태 기능 구조 예시

명
사
문

지정사 명사 종지문
(指定詞 名詞 終止文) 명사 

서술문

'명사+だ、である"로 끝나는 문장 めがねだ、もう年だ

종조사 명사 종지문
(終助詞 名詞 終止文)

'명사+종조사'로 끝나는 문장 学校ね。学校よ。学校か。

명사 종지문
(名詞 終止文)

명사로 끝나는 문 韓国、中国を圧倒。
비서술 
명사문

도치에 의한 명사 종지문 行くの、学校。
비도치에 의한 명사 종지문 きれいな字！

/であ

る]

명
사

  [한] 그런 소린 처음 듣는군.

복합어
- [일] いい部屋じゃないか。
  [한] 집이 꽤 좋구나.

형용사
적인
명사

경명사
- [일] 言葉はなしだ。
  [한] 말이 없다.

중
명
사

단일어
- [일] 夕刊は不要ですので、よろしく～
  [한] 석간 신문은 필요 없으니 안 넣으셔도..

복합어
- [일] すごい重さだよ！
  [한] 어우 무거워!

동사적
인 

명사

경명사
- [일] パーティーの帰りだろうか、と思った。
  [한] 파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일까하고 생각했다.

중명사
- [일] お兄さんは本当に家族思いだ。
  [한] 오빠는 가족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부사적인 명사
- [일] せっかくですが、すみません。
  [한] 모처럼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죄송합니다.

용언+の+だ13)
- [일] 笑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んだ。
  [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

종조사 명사 종지문
- [일] 本当ね。
  [한] 정말이야.

명사 
종지문

명사적인 명사
- [일] あおいって誰？
  [한] 아오이, 누구야?

형용사적인 명사
- [일] こちらを恥ずかしくさせるくらい隙が無く情熱的

  [한] 나를 당혹스럽게 할 정도로 열정적이다.

동사적인 명사
- [일] もしかして、けっこう寒がり？-寒がりで、暑がり　
  [한] 너, 추위 많이 타지? -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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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2009)는 김은애(2008)를 토대로 일본어의 명사 술어에 나타난 

표현구조 차이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2) 능동 및 피동 표현구조

본 절에서는 능동 및 동 표현구조와 관련하여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임팔용(2008)은 밖에서 울상이 되어 돌아온 아이에게 

13) 김은애(2008)는 흔히 'のだ(noda)文'라고 불리는 일본어 "～するのだ(suru-noda)"
는 전체가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는 '용언의 연용형+형식명사+だ'
로 명사 구조를 취하며, 한국어는 이에 해당하는 '하는+것+-이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구조로 나타날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다.

유형 예시

경
명
사(

輕
名
詞)

동사성 명사+ だ
- [일] おかげさまで10万人突破です。(덕분에 10만 명 돌파입니다.)
  [한] 덕분에 10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명사성 
명사 
+だ

사건명사+
だ

- [일] 社長から電話です。(사장님으로부터 전화입니다.)
- [한]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소명사+
だ

- [일] 先生は教室です。(선생님은 교실입니다.)
- [한] 선생님은 교실에 있습니다.

중
명
사(

重
名
詞)

복합
명사 
+だ

V+V+だ
- [일] これは売れ残りです。(이것은 '팔고남음'입니다.)
- [한] 이것은 팔고 남은 것입니다. 

N+V+だ
- [일] 私は東京育ちです。(나는 '도쿄자람'입니다.)
　 [한] 나는 도쿄에서 자랐습니다. 

A+V+だ
- [일]これは嬉し泣きだ。(이것은 '기뻐울음'이다)
  [한] 이것은 기뻐서 우는 것이다. 

NA+V+だ
- [일] ばか笑いだ。('바보웃음'이다.)
  [한] 바보같이 크게 웃는다. 

AD+V+だ
- [일]それは、タダ乗りだ。(그것은 '공짜 타기'다.)
  [한] 그것은 공짜로 타는 것이다. 

연어형식의 명사 
+だ

- [일] いい天気ですね。(좋은 날씨네요.)
  [한] 날씨가 좋네요.

<표 Ⅱ-5>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분류(김민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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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때리다 – 

맞다(殴る-殴られる)'라는 능동 대 피동의 관계에 있는 표현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다. (a 는 일본어의 경우, b 는 

한국어의 경우이며, a 에 대한 a', b 에 대한 b'는 각 언어에서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하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 )는 각각 직역한 것이다.)

 a. 誰に殴られたの。 (누구에게 맞았니?)

 b. 누가 때렸니? (誰が殴ったの。)

 a'. ？誰が殴ったの。 (누가 때렸니?)

 b'. ？누구에게 맞았니? (誰に殴られたの。)

일본어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피동표현이 일반적이며 능동표현 

'誰が殴ったの(누가 때렸니?)'는 생각할 수 없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 

피동표현도 가능한 표현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피동표현보다 

능동표현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일본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동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데 

이것을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본어는 화자 중심의 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인의 행동이 화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직접적으로 '나는'이라고 하지 않지만 말을 하는 입장은 항상 "나"의 

입장에 있다(황미옥, 2007). 

 

(3) 수수표현

수수표현을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이 시점이다. 일본어의 경우 시점을 

화자에 입장에 따라 '-てやる/あげる'와 '-てくれる/くださる'표현을 

구분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어 주다'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대응한다. 



- 32 -

또한 '-てもらう/ いただく' 의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이재은, 2015b).

a. 掃除は母にやってもらっています

b. *청소는 엄마에게 해 받고 있습니다.

b'. 청소는 엄마가 해 주고 있습니다.

c. 선생님, 짐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d. *先生、お荷物は私が持って差し上げます。

d'. 先生、お荷物は私がお持ち致します(持たせていただきます)。

a 의 표현구조를 한국어로 그대로 대응시키면 b 가 되고, c 를 일본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d 와 같은 표현이 된다. 즉 양 언어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 된다. 이것 역시 시점 차이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발상의 

차이이기도 하다.

2.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유형 재분류

1절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유형을 <표 Ⅱ-6> 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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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본어 명사 표현구조를 분류한 것인데 제일 먼저 'N+ダ(다)' 

구조와 'N1+ノ(의)+N2’ 구조, 그리고 'A+N' 구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김현아(2007)는 'N+ダ(다)' 구조와 'N1+ノ(의)+N2’ 구조, '~N' 구조로 

분류한 후 'N+ダ(다)' 구조의 'N1'이 명사와 연용형 명사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N1+ノ(의)+N2’ 구조는 'N1'이 명사, 'N1+조사', 부사의 세 가지, 

'~N' 구조는 N 이 명사와 부사일 경우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고자 한다. 즉 

'N+ダ(다)'구조를 우선 N 이 단일어와 복합어의 경우로 나눈 후에 다시 

비동사성 명사와 동사성 명사로 나누었다.

명사를 분류할 때에는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사건인지 혹은 

상태인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부, 분석, 발표, 건강, 행복, 

...'와 같이 동사적, 즉 행위적 의미를 띠고 있는 명사를 동사성 명사라고 

한다. 반대로 '자료, 아버지, 주전자, 실력, ...'와 같은 형용사적 ,즉 

상태적 의미를 띠고 있는 명사를 비동사성 명사라고 한다. 

동사성 명사의 경우 '하다'를 붙이면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 동사성 명사인 '독서'와 '하다'를 붙이면 '독서하다'는 동사가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유형 범주 번호

N+ダ(다)
N=단일어

비동사성 명사 명사 ①
연용형 명사 ②

동사성 명사 명사 ③
명사(종료) ④

N=복합어 비동사성 명사(연용형 명사) ⑤
동사성 명사 ⑥

N1+ノ(의)+N2

N1=명사 비동사성 명사 ⑦
동사성 명사 ⑧

N1=명사+조사 ⑨
N1=부사 ⑩

A+N ⑪

<표 Ⅱ-6>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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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어는 '하다'를 필요로 

하지만 일본어의 경우 '하다'에 해당하는 'する'라는 동사가 필요 없을 

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로는 

'독서하세요?'처럼 물어보지만 일본어는 '読書ですか。(독서예요?)'처럼 

동사성 명사를 이용한 표현에는 동사가 없어도 자연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아울러 동사성 명사가 '하다'라는 동사를 붙이면 되었던 

반면에 비동사성 명사의 경우는 '하다' 이외의 동사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안경'과 '사람'을 연결할 때에는 '끼다' 또는 '쓰다'와 같은 동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단 단일어를 비동사성 명사와 동사성 명사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았다. 비동사성 명사는 일반 명사와 연용형 명사의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유형 ①과 ②로 나누었고, 동사성 명사의 경우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하다'를 사용하기는 하나 일본어 

명사로는 현재형 또는 미래형으로 보이는 문장들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에는 과거형으로 번역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의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③, ④로 하였다. 복합어의 경우 비동사성 

명사이면서 연용형 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명사는 생각하기 어려워 

비동사성 명사와 동사성명사로 나누었고 각각 유형⑤와 ⑥으로 

분류하였다. 

'N1+ノ(의)+N2’ 구조의 경우 N1이 비동사성 명사일 경우와 동사성 

명사일 경우, N1이 일반 명사와 조사가 합친 경우, N1이 부사일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을 유형 ⑦,⑧,⑨,⑩으로 나누었다.  

각각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문은 모두 선행연구에서 

빌려왔으며 [임]은 임팔용, [새]는 김새미, [민]은 김현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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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어
상 
차
이

N+
ダ(
다)

단
일
어

비동사
성 명사

명
사

- [일] 外は雨です。(? 밖은 비입니다.)
  [한] 밖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임]
- [일] 授業は毎日です。(? 수업은 매일입니다)
  [한] 수업은 매일 있습니다. [임]
- [일] 田中さんは、今、研究室です。(? 다나카 씨는 지

금 연구실이에요.)
  [한] 다나카 씨는 지금 연구실에 있습니다. [임]
- [일] もう時間です。(? 이제 시간입니다.)
  [한]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임]
- [일] もう、年です(? 이제 나이입니다.)
  [한] 이제 아니가 다 됐습니다. [임]
- [일] 今日は雨です。(? 오늘은 비입니다. )
  [한] 오늘은 비가 옵니다.  [임]
- [일] 時間なので始めてください。(? 시간이니까 시작하

세요.)
  [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세요.

연
용
형
명
사

- [일] 隆さん、今、会社の帰りですか。(? 다카시 씨 지금 
회사의  귀가입니까?)  [임]
  [한] 다카시 씨, 지금 회사에서 귀가하는 길입니까?[임]
- [일] 今日は僕のおごりだ。(? 오늘은 나의 한턱냄이다.)
  [한] 오늘은 내가 한턱낸다. [임]
- [일] 忘年会の帰りですか。(? 망년회 끝나고 귀가입니까?)
  [한] 망년회 끝나고 귀가하는 길이신가요? [임]
- [일] すぐにまた話のつづきを始めた。
  [한] 이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새]
                          계속했다
- [일] 「魔の山」のつづきを読んだ。
  [한] 읽다가 만 《마의 산》을 마저 읽었다.[부사]
                          나머지 부분을 [새]
- [일] オレンジジュースの残りを飲んだ

  [한] 남은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새]
       남아 있는
- [일] 「じゃ、それで決まりね」
  [한] '그럼 그렇게 정한 거야.‘
                   하자, 하기로 해요.　　　　　[새]

<표 Ⅱ-7>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재분류(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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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성
명사

- [일] 日曜だというのに部屋で読書ですか。(? 일요일인데도 방
에서 독서입니까?)

  [한] 일요일인데도 방에서 독서하세요? [임]

- [일] 土曜日は出勤ですか。(? 토요일은 출근입니까?)
  [한] 토요일은 출근하세요? [현]

- [일] 素敵な着物。今日はパーティーですか。(? 멋진 기
모노네요. 오늘은 파티입니까?) 

  [한] 멋진 기모노네요. 오늘은 파티가 있습니까? [임]

- [일] こんにちは。散歩ですか？　(? 안녕하세요. 산책입
니까?)

  [한] 안녕하세요. 산책하세요? [임]

- [일] 車の洗車ですか？ (? 차 세차입니까?)
  [한] 차 세차하세요?
- [일] 今から食事ですか？ (? 지금 식사입니까?)
  [한]　지금 식사하세요?
- [일] 夕食後、散歩に出かけました。(? 저녁 식사 후 산

책에 나갔습니다.)
  [한] 저녁 식사 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임]

- [일] 週 2 回パソコンの練習に行っています。(? 일주일에 
2 번 컴퓨터 연습에 갑니다.)

  [한] 일주일에 2 번 컴퓨터를 연습하러 갑니다. [임]

종
료

- [일] おかげさまで 10 万人突破です。(덕분에 10 만 명 
돌파입니다.)

  [한] 덕분에 10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민]

- [일] とうとう恐れていた事態が発生です。(? 결국 우려했
던 사태가 발생입니다.)

  [한] 결국 우려 했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

- [일] さっきの予選は一位で通過です。
  [한] 조금 전 예선은 1 위로 통과했습니다. [민]

복
합
어

비동사
성 명사

연
용
형
명
사

- [일] 部屋が南向きだから日当たりがいいですよ。(? 방이 
남향이라서 볕듦이 좋아요)

  [한] 방이 남 남향이라서 볕이 잘 들어와요. [임]

- [일] 高校のころからの付き合いだ。(? 고등학생 시절부
터의 사귐이다.)

  [한] 고등학생 시절부터 사귀어 왔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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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これは売れ残りです。(이것은 '팔고남음'입니다.)
  [한] 이것은 팔고 남은 것입니다. [민]

- [일] 赤ちゃんを見すぎだ。(아기를 '너무봄'이다.)
  [한] 아기를 지나치게 본다. [민]

- [일] 私は東京育ちです。(나는 '도쿄자람'입니다.
  [한] 나는 도쿄에서 자랐습니다. [임]

- [일] 洗面所には使用済みの歯ブラシがあった。
  [한] 세면대에는 사용한 칫솔도 있었다. [새]

                이를닦고 난, [새]

- [일] 押し花がはさんであったり、ボーイ・フレンドの写真が

はさんであったり。
  [한] 말린 꽃이 나오거나 남자친구의 편지가 끼워져 있
거나 했어. [새]

- [일] とても遊び半分の気持では出来ないくらい、～
  [한] 이젠 장난 삼아 할 수준을 넘어~
　　　　　놀기 삼아, 놀이 삼아 [새]

- [일] 図書館で本をよんだり調べものをしたりした。
  [한]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자료 조사를 했다. [새]

- [일] 両親も私のことを腫れものでもさわるみたいに扱っていたわ。
  [한] 부모님도 나를 무슨 깨지기 쉬운 그릇 다루듯이 
조심스러워했지. [새]

              폭탄이라도 되는 양, 자극하지 않도록 
- [일] つきあたりにはいかにもひと昔の別荘とわかる～
  [한] 막다른 곳에 얼핏 보기에 몇십년 전에는 별장이었
을 것으로 짐작되는~ [새]

- [일] そこのマダムに見覚えがあり、たずねてみたら、
  [한] 그곳 마담이 어딘지 모르게 낯익어 물어보았더니,[새]

               어디서 본 적, 어째 낯이 익어서 
- [일] 後悔したが、とりかえしはつかなかった

  [한]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새]

- [일] おそらくは煙草の吸いすぎのせいでいくぶんかすれて

はいたけれど、 [새]

  [한]　담배를 많이 피우는 탓에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 [일] 思いやりがあって、いつも素晴らしく上品な服を着ていた。
  [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언제나 멋지고 고상한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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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있었다. [새]

       배려심이 깊고, 사려가 깊고, [새]

- [일] 湯のみには飲みかけの茶が残り、
  [한] 찻잔에는 미처 다 마시지 못한 차가 남아 있었으며
               마시다 만, 마시다 남은   [새]

- [일] 僕はもう一度下におりて薄暗がりの中に横たわった十

本の水仙の白い花をとって～
  [한] 나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 어두컴컴한 데서 하얀 
수선화를 들고~ [새]

- [일]　話の重点の置き方を間違っているせいなのか、 
  [한] 얘기의 초점을 잘못 파악한 탓인지. [새]

     이야기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탓인지
     이야기의 요점을 잡는 방식이 잘못 되어서 그런 건지,
- [일] 差出人は葉ちゃんに決まっているので

  [한] 보낸 사람은 요우가 틀림없을 텐데 [새]

동사성 명사

- [일] 早寝早起きは体にいいです。(? 일찍자고일찍일어
남은 몸에 좋습니다.) [임]

  [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몸에 좋습니다.
- [일] 一目ぼれです。(? 한눈에반함입니다.)
  [한] 한눈에 반했어요. [임]

- [일] これは嬉し泣きだ。(이것은 '기뻐울음'이다)
  [한] 이것은 기뻐서 우는 것이다. [민]

- [일] ばか笑いだ。('바보웃음'이다.)
  [한] 바보같이 크게 웃는다. [민]

- [일] それは、タダ乗りだ。(그것은 '공짜 타기'다.)
  [한] 그것은 공짜로 타는 것이다. [민]

- [일] 腕組みしてツネ子をじろじろ眺め、苦笑するのでした。
  [한] 팔빵을 끼고 쯔네코를 빤히 쳐다보며 쓴웃음을 지
었습니다. [새]

- [일] 私たち冬にはなると毎日毎日雪かきして暮らすのよ。
  [한] 우린 겨울이 되면 날마다 눈을 치우며 하루를 보
내지. [새]

- [일] 寮の費用は一人暮らしのそれに比べて格段に安かった。
  [한] 기숙사 생활비는 혼자 사는 것에 비해 가격이 쌌다.
              혼자서 자취하는 것, 혼자 지내는 것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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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窓のカーテンはどの部屋も同じクリーム色、日焼けが

いちばん目立たない色だ。
  [한] 창문의 커튼은 어느 방이나 똑같은 크림색으로, 햇
빛에 바래더라도 그다지 눈의 띄지 않는 색깔이다.     
                  빛에 바래도　[새]

- [일] もうええからゆっくり寝て長生きしなさい。
  [한] 이젠 됐으니 푹 자고 오래 살아라.　[새]

                오래오래 살아야 해, 오래 살아야지.
- [일] いま思い出しても、きりきり舞いをしたくなります。
  [한]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
가고 싶어집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어쩔 줄 모르게 
당황스럽습니다. [새]

- [일] 土曜日もお休みだったから。
  [한] 토요일에 수업이 없었으니까.
                쉬니까. [새]

- [일]　神様に何をおねだりしたの？ 
  [한]　신께 뭘 빌었니?
             주셨으면 좋겠어? [새]

- [일]　もちろん彼女も大笑いをした。
  [한]　물론 그녀도 한바탕 크게 웃었다.
              배를 잡고 웃었다, 크게 웃었다. [새]

- [일]　朝まで大騒ぎという事になり、
  [한]　아침까지 광란의 밤이란 걸 보냈습니다. [새]

    야단법석을 떤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난리를 치고,

N1

+ノ(
의)
+N

2

N1

=명
사

비동사성 
명사

- [일] あのめがねの方は誰ですか。(? 저 안경의 분은 누
구입니까?)
  [한] 저 안경을 낀 분은 누구입니까? [임]

- [일] よく固定しないと地震の時に倒れてくるわよ。(? 잘 
고정시키지 않으면 지진 때 넘어져요.) [임]

  [한] 잘 고정시키지 않으면 지진이 일어날 때 넘어져요.
- [일] 田舎の母から手紙が来ました。(? 시골의 어머니로
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한] 시골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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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あの長い髪の毛の少女は誰ですか。(? 저 긴 머리
의 소녀는 누구입니까?)

  [한]저 긴 머리를 한 소녀는 누구입니까? [임]

- [일] 病気の人の気持ち考えたことある？(? 병의 사람의 
기분 생각해 본 적 있어?) [민]

  [한] 병에 걸린 사람의 기분 생각해 본 적 있어?
- [일] 今朝の電話の人に違いない(? 오늘 아침의 전화의 
사람임이 틀림없어.) [민]

  [한] 오늘 아침 전화를 건 사람임이 틀림없어.
- [일] すごく早寝の人ばかりなので～(? 일찍 잠의 사람들 
뿐이라~)
  [한] 일찍 자는 사람들뿐이라~ [민]

동사성명사

-[일] 賛成の人は署名してください。(? 찬성의 사람은 서
명해 주세요.)
  [한] 찬성하는 사람은 서명해 주세요. [임]

- [일] 引っ越しの時、あれが最後だったろうか。
　　[한]　이사할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나.
- [일] 沈黙のあと、短い笑い声をあげた。
　　[한] 잠시 침묵한 후, 소리내어 짦게 웃었다.

N1=명사+조사

- [일] 西口さんからの電話です。(? 니시구치 씨에게의 전
화입니다.)

  [한] 니시구치 씨한테 걸려 온 전화입니다. [현]

- [일] 窓からの風も生暖かかったのが～(? 창문에서의 바
람도 미지근했는데~)

  [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미지근했는데~ [현]

- [일] 自分へのプレゼントという昨今の女性の～(? 나에게의 선
물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여성의)

  [한]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하는 오늘 날의 여성
의~ [현]

- [일] 米国の友人への手紙。(? 미국의 친구에게의 편
지.)

  [한] 미국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현]

- [일] これは母からのプレゼントです。(? 이것은 어머니에
서의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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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양국 간 동사적/명사적 표현구조 교육 현황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기에 앞서 일본 국내에서 한·일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하였다. 먼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 이것은 어머니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임]

- [일] 誰からの電話ですか。(? 누구에게서의 전화입니까?)
  [한] 누구에게서 온 전화입니까? [임]

- [일] これは母への手紙です。(? 이것은 어머니에게의 
편지입니다.)

  [한] 이것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N1=부사

- [일] 母はかなりの年です。(? 어머니는 상당히의 나이입니다.)
  [한] 어머니는 상당히 나이를 먹었습니다. [임]

- [일] 食事まだの人、手を挙げてください。(? 식사 아직인 
사람은 손을 들으세요.)
  [한] 식사를 아직 안했던 사람은 손을 들으세요. [임]

- [일] せっかくのアルバイト代も～(? 모처럼의 아르바이트비)
  [한] 모처럼 받은 아르바이트비도 ~ [현]

- [일] すでに株式投資を行っている人もまだの人も、老若

男女にオススメします。(? 아직의 사람)
  [한] 이미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남녀노소에게 추천합니다. [현]

발상 차이

- [일] いいレストランですね、ロマンチックで(? 좋은 레스토
랑이네요. 로맨틱하고)

  [한] 이 레스토랑이 좋네요. 로맨틱하고. [임]

                     [레스토랑에서 앉자마자 한 회화]

- [일] A: お茶をどうぞ。(차 드세요.)
      B: きれいなお茶碗ですね。(? 예쁜 그릇이네요.)
  [한] B: 그릇이 예쁘네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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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국내 한국어교육

일본 국내에서 한국어교육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대환(2013)은 

학습자 집단과 교육주체를 중심으로 나누어 첫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행해지는 공교육에서의 한국어교육, 둘째로 어학원 등의 사설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셋째는 민족학교(민단의 한국학교, 조총련의 민족학교 

등)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 사설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은 그 기관 수 등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가 없어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공교육로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한 국제문화포럼(国際文化フォーラム, 2005)가 있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대규모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세가와(2006)에서는 한국어를 1~2학년 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한국학 

전문과목을 깊이 있게 교육하며 한국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4년제 대학 

학과는 12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자세한 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일본 국내에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대학교가 수십 개를 넘으며, 한국어교육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재 분석

입문·초급 교재 총 4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교재 선정에 있어서는 

일본 4년제 대학 중에서 한국어를 전공할 수 있는 주요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선택하였다14). 본고에서 선정한 교재는 다음과 같다.

14) 일본 국내에서 사용된 교재를 대규모 조사한 국제문화포럼(2005)에 의하면
한국어 교재들은 190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판되거나 개정된 교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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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1은 도쿄외국어대학교(東京外国語大学), 교재2는 칸다외국어대학교 

(神田外語大学), 교재3은 메지로대학교(目白大学)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교재4는 국제문화포럼(2005)의 통계 자료 중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있는 교재로 집계되었다.

선정한 교재 안에 표현구조, 특히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모든 교재에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ことばの架け橋』(교재3)는 총 21과로 이루어진다. 그중 높임말을 학습하는 

제11과 본문에서는 '유리'가 '다로'의 부모님 사진을 보면서 다로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 마지막 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리: 참,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가요.

      다른 약속 없으세요?

다로: 네, 괜찮아요. 시부야의 영화관으로 가요.

대부분이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한국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과 같이
교재를 학교 차원에서 출판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같은 교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교사마다 다른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15)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의 명칭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국어(韓国語; kankoku-go)'와 '조선어(朝鮮語; chosen-go)'는
한반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번호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1 新版 一冊目の韓国語 五十嵐孔一 他 東洋書店新社 2016
2 朝鮮語15)の入門・改訂版 菅野裕臣 他 白水社 2007(초) 2018(개정)
3 改訂版パランセ韓国語初級 金京子,喜多恵美子 朝日出版社 2013
4 ことばの架け橋 生越直樹 他 白帝社 2000(초) 2011(개정)

<표 Ⅱ-8> 교재 분석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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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화 가운데 밑줄을 그은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16). 이것을 

일본어로 직역하면 '渋谷の映画館'이며 이 일본어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하지만,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부야에 있는 영화관'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것이 더 자연스럽다. 물론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한정되어 있어 본문 문맥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표현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17), 

이러한 표현을 아무 설명 없이 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기타 교재를 살펴보아도 단지 목표 문법을 설명할 뿐 한·일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나 표현구조 차이에 대한 언급은 볼 수 없었으며,  일본 

국내 한국어교육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 차이, 특히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교사 설문조사

일본 국내에서 한국어를 교수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2018년 11월 15일부터 23일의 

9일까지 걸쳐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일본인 한국어 교사 2명과 

한국인 한국어 교사 7명의 총 9명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6) 밑줄은 연구자
17) ‘있는'과 같은 동사의 연체형은 교재 제13과에 실려 있으며 학습자는 아직
배우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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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모국어 교수 기관 한국어 교사 경력
교사 A 남 40 대 일본어 대학교(대학원) 7 년
교사 B 여 30 대 일본어 대학교 11 년 7 개월
교사 C 남 30 대 한국어 대학교 5 년 10 개월
교사 D 여 30 대 한국어 대학교 10 년
교사 E 여 30 대 한국어 대학교 10 년
교사 F 여 30 대 한국어 대학교(고등학교) 11 년
교사 G 여 40 대 한국어 대학교 13 년
교사 H 여 40 대 한국어 대학교(전문학교) 18 년

<표 Ⅱ-9> 일본 국내 한국어교사 설문

먼저 현재 한국어 교수 기관과 경력, 교수하고 있는 수업 레벨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9명의 교사는 모두 일본 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교수하고 있으며 교사 F 는 고등학교, 교사 H 는 전문학교에서도 겸임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교사가 입문 또는 초급 수준의 수업을 맡고 있고 교사 

B, D, F, G 는 중급까지, 교사 A, C, H 는 고급 수업까지 맡고 있었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주로 3가지였다. 첫째,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와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하여 교수하고 있는가, 둘째 

해당 내용을 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해당 내용을 교수했을 때 

한국어 학습자는 더욱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그 결과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와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8명 중 

5명이 '네'라고 응답하였다. 그중에 학습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초급 

학습자의 경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중급 또는 고급 이후에 

교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교사 D, H). 또한 교수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이 자연스러운 표현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교사 A). 이처럼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교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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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사 I 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배웠으면 한다고 응답하면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유사한 점이 많아 배우기 쉬운 점도 많다. 하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습한 규칙을 일반화하거나(과잉 일반화) 

안이한 생각으로 일본어 구조에 한국어를 적용하여 오류를 낼 때도 많다. 

이러한 내용을 잘 가르치면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8명 중 4명의 교사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와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해 교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교사 F 는 "첨삭을 통해 문장 구조 차이는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한국어에 접하는 기회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아울러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한국어 사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며 그것이 현재 수업 내용을 

줄여서까지 교수해야 할 내용일지는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학습자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히려는 것처럼 학습자가 

현재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는 교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일본 국내에서는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사용되는 교재에는 한일 표현구조 차이에 대한 언급은 

볼 수 없었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교사는 절반 이상이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과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을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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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절반이 응답하였으며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한국어 교사의 절반이 이미 한일 표현구조 차이를 교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교재 분석 결과 교재에는 한일 표현구조의 차이에 

관한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으며, 교사가 저마다 

재량으로 관련 내용을 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한국어 학습자들이 그들의 수준에 따라 한일 표현구조 차이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 및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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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

1. 조사 방법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내 대학 

부속의 한국어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번역 테스트'와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조사 절차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 한·일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1)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Ⅱ장 2절에서 제시한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차이 유형이 타당한지, 그리고 설계한 조사 방법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인 중급 학습자 5명과 고급 

학습자 5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번역 

테스트와 사후 점검 인터뷰 조사로 이루어졌다. 

번역 테스트를 설계하는 데 있어 실제 말하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하기 실험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번역 테스트 후에 진행할 사후 점검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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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을 때 그 결과를 조사 참여자와 같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쓰기 번역 테스트와 구두 번역 

테스트 모두 실시하여 그 두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문항은 Ⅱ장 2절에서 분류한 한·일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 유형을 

바탕으로 유형마다 쓰기와 말하기 문제 각 하나씩 뽑아서 쓰기 문제 

12항목과 말하기 문제 12항목, 총 24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쓰기 및 말하기 번역 테스트에서 일본어 명사 표현을 동사로 바꾸지 

않고 한국어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만든 학습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Ⅲ-1>를 살펴보면 대부분 쓰기와 말하기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이 유형③이다. 

유형③에 관한 말하기 문제는 ‘산책하세요(*산책이에요)?’였고, 쓰기 

문제는 ‘독서하세요(*독서예요)?’였다. 

쓰기 문제에서 동사 표현을 사용한 조사 참여자 중 2명은 ‘독서하다’를 

풀어써서 ‘책을 읽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독서’라는 

단어가 맞는지 맞춤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없었거나 아예 생각나지 

않아서 알고 있던 다른 표현으로 바꿔 썼고, 이에 반하여 ‘산책’이라는 

말은 조사 참여자 모두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 말은 '독서'와 달리 

풀어쓰기가 어려워 '산책'이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한 까닭에 

한국어로서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중
급

쓰기 3 1 1 2 2 1 2 2 2 1 4
말하기 4 0 3 2 2 1 1 1 2 0 4

고
급

쓰기 0 0 0 0 1 0 0 0 0 0 4
말하기 1 0 1 0 1 0 0 0 0 0 3

<표 Ⅲ-1> 예비조사에서 명사 표현을 사용한 조사 참여자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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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처럼 쓰기 문제에서 '독서'라는 단어를 '책을 읽다'라고 풀어쓴 

참여자들이 말하기 문제에서 모두 ‘산책하세요’가 아닌 ‘산책이에요’와 

같은 명사적 표현구조를 가진 표현으로 응답을 하였다. 이 점에서도 이 

조사 참여자들이 쓰기 문제에서 '독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명사 

표현을 사용하여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3

명의 조사 참여자가 수행한 유형③의 쓰기 및 말하기 테스트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쓰기 번역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일본인 중급 학습자 30명과 고급 학습자 30명, 총 60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모두 연구자와 

1대 1로 이루어졌고 쓰기 번역 테스트를 실시한 즉시 사후 점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어 모어화자 3명을 선정하여 번역 테스트에서 

산출된 문장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판단하도록 하였다.

2) 조사 참여자 선정 및 정보

본 조사에서는 일본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 목적이 

단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수준에서 나아가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초급 

학습자는 아직 일상적인 의사소통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 조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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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중급 학습자란 한국 국내 대학 부속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3, 4급에 재학하고 있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3, 4급을 취득한 

학습자를 가리키며, 고급 학습자란 위 기관에서 5, 6급을 학습하고 있거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 6급을 취득한 학습자를 가리킨다.

조사 참여자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의 평균 한국어 학습 기간은 3년 2개월이었고 

한국 거주 기간은 평균 10개월이었다. 

3) 조사 도구 개발

(1) 번역 테스트

일본어로서 자연스러운 명사적 표현을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동사적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지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번역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험 참여자에게는 번역 테스트에 적혀 있는 일본어를 읽고 그 상황을 

떠올리도록 하여 해당 상황에서 일본어와 같은(또는 비슷한) 말을 

한국어로 할 때 참여자 자신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오래 생각하지 말고 먼저 떠오른 말을 쓰게 하였고 

절차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 생각난 대로 

쓰게 하였다. 이는 실제 회화 상황과 가급적 동일한 상황을 만들기 

중급 고급 총
남 1명 2명 3명
여 28명 29명 57명
총 29명 31명 60명

<표 Ⅲ-2> 조사 참여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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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였다. 

또한, 번역 테스트 문제는 Ⅱ장 2절에서 정리한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를 바탕으로 하되 중급 학습자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총 22개를 

설정하였다. 번역 테스트에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유
형
번
호

문
항 
번
호

번역 테스트에 사용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①
1

今日は雨です。
오늘은 비가 옵니다. (*오늘은 비입니다.)

5
時間なので始めてください。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세요. (*시간이니까 시작하세요)

②
10

じゃ、それで決まりにしましょう。
그럼, 그걸로 정합시다. (*그럼, 그걸로 정함으로 해요)

18
(さっきまで飲んでいた) オレンジジュースの残りを飲みました。
남은 오렌지 주스를 마셨어요.(*오렌지 주스의 남음을 마셨어요)

③
2

こんにちは。散歩ですか？
안녕하세요? 산책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책입니까?)

6
日曜日だというのに部屋で読書ですか。
[일요일인데도]방에서 독서하세요?　(*방에서 독서입니까?)

④
8

[今日の予選は]日本が 1 位で通過です。
[오늘 예선은]일본이 1 위로 통과했습니다. (*일본이 1 위로 통과입니다)

13
(利用客数が)おかげさまで 10 万人突破です。
10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 만 명 돌파입니다.)

⑤
16

私は東京育ちです。
나는 도쿄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도쿄 자람입니다.)

20
高校のころからの付き合いです。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 왔어요.(*고등학생 때부터 사귐입니다.)

⑥
17

もちろん彼女も大笑いでした。
[물론 그녀도]한바탕 크게 웃었다. (*큰웃음이었어요.)

21
これは、嬉し泣きです。
이것은 기뻐서 우는 거예요. (*이것은 기뻐울음입니다.)

<표 Ⅲ-3> 번역 테스트 문항(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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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점검 인터뷰

번역 테스트만 진행하여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와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해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2차적으로 사후 점검 인터뷰를 실시하여 한·일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하여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조사 참여자가 번역 테스트를 모두 

마친 후 바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모어인 일본어로 연구자와 1대1로 

⑦
7

田舎の母から手紙が来ました。
시골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시골의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19
あのめがねの方は誰ですか。
저 안경을 낀 분은 누구입니까? (*저 안경의 분은 누구입니까?)

⑧
4

反対の人は署名してくださ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의 사람은)[서명해 주세요.]

12
勉強の時に食べますね。
공부할 때 먹을게요. (*공부의 때 먹을게요.)

⑨
14

西口さんからの電話です。
니시구치 씨가 전화하셨어요. (*니시구치 씨한테의 전화입니다.)

22
友達への手紙を忘れてきました。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고 왔어요.(*친구에게의 편지를 두고 왔어요.)

⑩
9

さっきの人が彼氏さんですか？
아까 본 사람이 남자친구예요? (*아까의 사람이 남자친구예요?)

15
いつもの時間に会いましょう。
항상 만나던 시간에 봅시다. (*항상의 시간에 봅시다.)

⑪
3

(道で、散歩中の子犬を見て)  可愛い子犬ですね。
[길에서 산책하는 강아지를 보고]강아지가 귀엽네요.  (*귀여운 강아지네요)

11
いい景色ですね。
경치가 좋네요. (*좋은 경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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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번역 테스트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여 

비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을 취하였다. 

인터뷰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했는가?(예, 독학, 일본 소재 대학교, 한국 국내 

어학당 등)

§ 한국에 언제 왔는가?

§ 번역 테스트를 하고 나서 무엇을 느꼈는가?

§ 한국어와 일본어는 유사하다고 생각하는가?

§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가? 모르고 있다면 그

것을 (언제) 느꼈는가?

§ 단지 말이 통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고 싶다고 생

각하는가?

먼저 학습자에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보면서 서로의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지며 이와 동시에 한국 거주 경험이나 한국어 학습 경험을 물어보면서 

이러한 경험과 테스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번역 테스트를 하면서 연구자의 의도가 전달되었는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번역 테스트 후 느낀 점을 

물어보기로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순이나 한자어 때문에 한국어와 

일본어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번역 테스트를 통해 이러한 

생각에 는 없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질문, 즉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그 차이를 알면서 문제를 푼 학습자와 



- 55 -

몰라서 문제를 푼 학습자의 응답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표현구조의 차이를 안다고 하더라도 알게 된 계기에는 다양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즉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와 어느 

단계에서 스스로 느끼게 된 경우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혹은 전

혀 몰랐던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인터뷰를 통해 밝힘으로써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와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지만 학습자에게 이러한 욕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로 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번역 테스트의 결과물을 분석하는 첫 기준으로, 표현구조로 설명한 

결과물과 그렇지 않은 결과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표현구조로 설명한 결과물 가운데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을 활용하여 일본어 원문의 표현과 해당 표현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번역한 경우를 그룹 1(이하 G1)로 분류하였다.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경우에는 그룹 2(이하 G2)로 

분류하였다. 그룹 3(이하 G3)은 그 외의 경우이며 예를 들어, 결과물을 

보았을 때 일본어 원문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였고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원문의 명사 표현을 적절한 동사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표현을 활용한 경우,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직역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여 

무엇인가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나, 단어 해석의 오류나 문법의 오류, 

혹은 한국어법상 매우 부자연스럽거나 일본어 원문이 전하려는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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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이나 추가가 있을 경우이다. 또한, 답안에 있어 분석 대상이 되는 

일본어 명사 표현 부분이 생략되는 등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한국어의 

동사 표현으로 혹은 다른 어떤 식으로든 바꾸어 번역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아예 답을 못 적었을 경우에도 G3에 분류하였다.

단, 해당 분류는 문장 전체에 대한 해석이 아닌 명사/동사 표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예를 들어, 

‘오늘은 비입니다’라는 문장에서는 ‘비입니다’ 부분만을 대상으로 

자연스러움을 판단하였다. 따라서 ‘오늘은 비입니다’라는 문장을 ‘내일은 

비가 내립니다’라고 번역한 경우 G1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학생의 전반적인 어휘나 문법 등 번역 실력을 테스트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사 표현의 직역이 부자연스럽고 적절치 못한 번역이며, 나아가 

해당 명사 표현을 어떻게 적절한 동사 표현으로 바꾸는 것인가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번역 테스트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각 그룹을 나누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평가 기준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표현구조의 
문제

G1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을 활용하여 일본어 원문
의 표현과 해당 표현이 전달하려는 의미의 탈락이나 추
가없이 자연스럽게 번역

G2 명사 표현을 직역하여 결과물이 부자연스러운 번역

표현구조 
이외의 문제 G3

일본어 원문을 번역할 때 적절한 동사 또는 표현을 사용
하지 않았거나 동사 선택　또는 문법 사용 오류 등으로 
인해 일본어 원문과 다른 의미로 전달되어 표현구조의 
문제가 아닌 경우. 또한 해당 명사 표현이 번역 시 생략
되어 해당 주제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표 Ⅲ-4> 번역 테스트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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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답안 1이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를 한국어로 번역함으로써 

동사적 표현구조로 바꾸며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G1에 분류할 수 있다. 답안 2의 경우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를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하면서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G2에 해당한다. 답안 3는 "~중"이라는 명사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어로서 자연스럽게 번역하였다. 하지만 한국어의 동사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하지 않았으므로 G3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답안 4의 경우 

동사 표현을 활용하려고 하였지만, 일본어 원문과 의미의 차이가 

심각하여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G3으로 분류한다. 답안 5의 

경우, 연구 대상이 되는 번역 부분에 심각한 생략 혹은 오류로 인하여 

분석이 불가능하기에 G3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하나 예시를 들고자 한다.

이런 경우도 답안 1은 일본어 원문에는 없는 동사를 적절히 넣어 

자연스럽게 번역하였기 때문에 G1에 해당한다. 답안 2의 경우는 이 문장 

번역 문제
1. こんにちは。散歩ですか？  
   안녕하세요? 산책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책이에요?)

답안

1. 안녕하세요? 산책하세요?
2. 안녕하세요? 산책입니까?
3. 안녕하세요? 산책 중입니까?
4. 안녕하세요? 걸어가세요?
5. 안녕하세요? 책입니까?

번역 문제
2. あのめがねの方は誰ですか。
   저 안경을 쓴 분은 누구입니까? (*저 안경의 분은 누구입니까?)

답안
1. 저 안경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2. 저 안경을 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 저 안경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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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일본어의 문장이 의미하는 것(쓴 

상태)과 차이(쓰고 있는 동작의 진행)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G3에 해당한다. 답안 3의 경우 

일본어 원문에 없는 동사를 활용하여 명사 표현을 피하여 자연스럽게 

번역하려는 노력은 보이나, 번역문 자체가 부자연스럽기에 G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분류와 정의를 위하여 모어 화자 3명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선정한 평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평가자 나이 소속 전공
한 1 20 대 S 대학교 석사과정 한국어교육
한 2 30 대 S 대학교 석사과정 한국어교육
한 3 40 대 S 어학 연구소 상담/법학

<표 Ⅲ-5> 번역 테스트 평가자 정보

평가 순서는 연구자가 각 번역 문제에서 산출된 결과를 정리한 후 

평가자에게 주고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1차적으로 그 서면을 수집하여 

연구자가 각 평가를 정리하면서 3명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2차적으로 다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하나의 평가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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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사용 양상

이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조사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일본어 명사 표현이 

들어간 문장을 한국어로 어떻게 바꿨는지 번역 테스트의 결과를 살펴본 

후에 학습자가 한·일 표현구조 차이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 점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앞서 언급한 분류 방법을 바탕으로 G1, 즉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자연스럽고 적절한 동사로 바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G2, G3)로 

학습자의 응답을 나누어서 문항별로 정리하였다. 이후 학습자마다 유형 

하나에 해당하는 문항 두 개에 대하여 모두 G1에 분류되면 2점, 하나만 

G1에 해당되는 경우는 1점, 모두 G2나 G3에 분류될 경우는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번역 테스트 전체의 결과를 독립표본 

등분산 t-검정을 실시하여 각 유형별로는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준 평균 표준편차 t df p
중급 8.767 3.339 4.507 58.0 0.000 고급 12.500 3.071 

<표 Ⅲ-6> 학습자 수준에 따른 번역 테스트 전체 결과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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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의 응답을 점수화한 결과, 중급 

학습자 평균 8.767, 고급 학습자 평균 12.500였다. 유의 수준을 .05로 

하였을 때 본고에서 실시한 번역 테스트의 전체적인 결과로서는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표 

18) 유형⑨의 p값을 소수점 이하 4자리를 표시하면 p=0.0494였다. 유의 수준을 .05로
했을 때 0.05보다 작으므로 영가설을 기각하여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 중급 고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① 0.767 0.568 1.367 0.615 
② 1.300 0.702 1.333 0.661 
③ 0.600 0.724 1.333 0.758 
④ 0.800 0.847 1.300 0.702 
⑤ 0.500 0.509 0.633 0.615 
⑥ 0.933 0.785 1.233 0.679 
⑦ 0.800 0.761 1.133 0.681 
⑧ 1.333 0.711 1.433 0.728 
⑨ 0.633 0.556 1.000 0.743 
⑩ 0.900 0.803 1.200 0.610 
⑪ 0.200 0.484 0.533 0.730 

<표 Ⅲ-8> 학습자 수준에 따른 유형별 번역 테스트 결과 기술 통계량 

유형 Wilcoxon 의 W 근사 유의 확률
① 663.5 0.000 
② 458.5 0.897 
③ 670.0 0.001 
④ 600.0 0.019 
⑤ 495.0 0.454 
⑥ 546.0 0.129 
⑦ 561.0 0.078 
⑧ 489.0 0.529 
⑨ 571.0    0.050 18)

⑩ 547.5 0.120 
⑪ 559.0 0.042 

<표 Ⅲ-7> 학습자 수준별 G1 답안 수에 따른 검정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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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7>에서 유형별로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유의 수준을 .05로 하였을 때, 유형 11개 중 유형 5개만이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유의도가 높은 것은 유형①였고 순서대로 표시하면 유형③, ⑪, ④, 

⑨였다. 하지만 유형②, ⑤, ⑥, ⑦, ⑧, ⑩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②은 'N+ダ(다)' 구조 중 N 이 단일어이며 

연용형 명사인 경우였고, 유형⑤, ⑥은 N 이 복합어의 경우였으며, 유형⑦, 

⑧, ⑩은 모두 'N1+ノ(의)+N2' 구조를 따르는 경우였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생산한 답안을 G1과 G2, 즉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자연스럽고 적절한 동사로 바꾼 경우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직역하여 

한국어의 명사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백분율을 산출하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중급 고급 총

유형① G1(동사) 23 (50.0%) 41 (85.4%) 64 (68.1%)
G2(명사) 23 (50.0%) 7 (14.6%) 30 (31.9%)

유형② G1(동사) 39 (92.9%) 40 (88.9%) 79 (90.8%)
G2(명사) 3 ( 7.1%) 5 (11.1%) 8 ( 9.2%)

유형③ G1(동사) 18 (36.7%) 40 (74.1%) 58 (56.3%)
G2(명사) 31 (63.3%) 14 (25.9%) 45 (43.7%)

유형④ G1(동사) 24 (54.5%) 39 (84.8%) 63 (70.0%)
G2(명사) 20 (45.5%) 7 (15.2%) 27 (30.0%)

유형⑤ G1(동사) 15 (88.2%) 19 (82.6%) 34 (85.0%)
G2(명사) 2 (11.8%) 4 (17.4%) 6 (15.0%)

유형⑥ G1(동사) 28 (75.7%) 37 (88.1%) 65 (82.3%)
G2(명사) 9 (24.3%) 5 (11.9%) 14 (17.7%)

유형⑦ G1(동사) 24 (54.5%) 34 (73.9%) 58 (64.4%)
G2(명사) 20 (45.5%) 12 (26.1%) 32 (35.6%)

유형⑧ G1(동사) 40 (76.9%) 43 (95.6%) 83 (85.6%)
G2(명사) 12 (23.1%) 2 ( 4.4%) 14 (14.4%)

유형⑨ G1(동사) 19 (52.8%) 30 (88.2%) 49 (70.0%)
G2(명사) 17 (47.2%) 4 (11.8%) 21 (30.0%)

유형⑩ G1(동사) 27 (61.4%) 35 (83.3%) 62 (72.1%)
G2(명사) 17 (38.6%) 7 (16.7%) 24 (27.9%)

유형⑪ G1(동사) 6 (10.0%) 16 (28.6%) 22 (19.0%)
G2(명사) 54 (90.0%) 40 (71.4%) 94 (81.0%)

<표 Ⅲ-9> 번역 테스트에 나타난 표현 분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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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함께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급 학습자보다 고급 학습자가 

동사 표현을 사용한 개수가 많고 유형②와 ⑤의 경우에만 고급 

학습자보다 중급 학습자가 명사 표현을 사용한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유형②와 ⑤에서는 고급 학습자가 일본어 명사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번역을 산출한 개수가 중급 

학습자보다 조금 많았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동사 표현으로 바꾼 응답 수는 통계적으로 유형②와 ⑤에서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유형②와 ⑤는 모두 일본어의 연용형 명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초점이었다. 유형②는 학습자들은 일본어와 한국어의 조어상 차이로서 

일본어의 연용형 명사를 직역한 한국어의 명사 표현은 어색한 것을 

알아서 다른 말로 바꾸는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의미 전달 문제 

등으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림 Ⅲ-1] 번역 테스트에 나타난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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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②에서 명사 표형을 사용한 총 8개는 모두 번역 테스트 문항 

18이었는데, 해당 일본어 문장은 '(さっきまで飲んでいた) 

オレンジジュースの残りを飲みました。[남은 오렌지 주스를 마셨어요. 

(*오렌지 주스의 남음을 마셨어요)]'였다. 여기서 '残り'가 연용형 명사이며 

이것을 '남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국어로서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G1)이 되는데 명사 표현으로 번역한 8개의 응답(G2)은 모두 

'나머지'로 직역한 것이었다. 그러나 G3에 해당하는 것으로 '残り' 부분을 

아예 번역하지 못하여 '주스를 마셨어요'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중급 

학습자 중에 3명이 있었으며 '残り'에 해당하는 부분을 번역하려고 시도한 

학습자가 '나머지'라는 명사를 알고 있었고 그중에 고급 학습자가 약간 

많아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형⑤의 경우,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중에 차이가 나는 문항이 문항 21이었고 

일본어 원문은 '高校のころからの付き合いです。[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 

왔어요.(*고등학생 때부터 사귐입니다.)]'였다. 이 경우는 중급 학습자 

11명, 고급 학습자 10명이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G1)으로 바꾸었고 또한 

G3에 해당하는 일본어 원문과 의미 전달에 있어 문제가 될 경우는 중급 

학습자 17명, 고급 학습자 16명이었다. G2의 결과만 보면 중급 학습자가 

2명, 고급 학습자가 4명이었으며 2명 차이가 있어 고급 학습자가 더 많은 

오류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급 학습자도 

고급 학습자도 거의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을 사용하였거나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형⑪이다. 무려 중급 학습자는 90.0%, 

고급 학습자는 71.4%의 학습자가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서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G2)으로 번역하였다. 유형⑪은 

형용사+명사 구조를 지닌 일본어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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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형용사 구조로 동사적 표현구조로 표현을 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책 중인 강아지를 보고 '귀여운 

강아지다!'보다' '강아지 귀엽다'가 더욱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귀여운 강아지다'라고 표현을 해도 어색할 뿐, 뜻은 통하고 심지어 

한국어 맞춤법이나 문법에 어긋난 말도 아니다. 그러므로 80% 이상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한 '귀여운 강아지다'라는 

명사+형용사 구조, 즉 명사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발상의 차이

이 유형은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모두가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한국어의 명사 표현으로 번역하여 부자연스럽게 번역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우선 문항별로 고찰하겠다.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3
(道で、散歩中の子犬を見て)  可愛い子犬ですね。

[길에서 산책하는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가 귀엽네요. (*귀여운 강아지네요)
학습자 응답(명) 중 고 계

G1 
강아지 귀엽네요 3 5 8
강아지 이쁘네요 1 1

합계 3 6 9

G2
귀여운 강아지네요 24 16 40
이쁜 강아지네요 3 4 7

 합계 27 20 47

G3 
귀엽네요 4 4

 합계 0 4 4
전체 계 30 30 60

<표 Ⅲ-10> 유형⑪ - 문항 3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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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에서는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G2)을 

사용한 학습자가 조사 참여자 60명 중 47명(68.3%)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 27명, 고급 학습자 20명이었다. 이 학습자들은 '귀여운 

강아지네요'와 '예쁜 강아지네요’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모두 

형용사+명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동사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강아지 귀엽네요' 또는 '강아지 

이쁘네요'라고 번역한 학습자가 총 9명(15.0%) 있었고 중급 학습자는 3명, 

고급 학습자는 6명이었다(G1). 또한 한국어로 번역할 때 '강아지'라는 

단어를 빼며 단지 '귀엽네요'라고만 응답한 학습자가 4명(6.7%) 있었으며 

직역하지 않았으나 '子犬'에 해당하는 번역이 탈락되었으므로 표현구조를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G3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문항 3에서는 

학습자의 대부분이 명사 표현으로 응답하였다. 

문항 3은 매우 단순한 문법과 쉬운 단어로 이루어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답안의 약 70%가 명사 표현의 직역에 부자연스러운 번역을 

하였다. 이는 현 교육 과정에 일본어와 한국어의 명사/동사 표현구조에 

대한 교육이 부재함을 시사하는 바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문항과 같이 

단순한 문제에서도 그러한 명사/동사 표현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법이나 어휘 수준이 어려워질수록 그러한 표현 방법의 

변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추후 분석할 유형에서 

예외적으로 그러한 전환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는 오히려 일본인과 

한국인의 발상 자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언어학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문항의 결과는 그러한 근본적인 특성에 대한 교육학적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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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1에서도 문항 3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본어를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의 응답(G2)은 조사에 

참여한 총 60명의 학습자 중 47명(78.3%)에 이르렀고 그중 중급 학습자는 

27명, 고급 학습자는 20명이었다. 그 외에 학습자들은 '경치가 좋네요', 

'경치가 예쁘네요', '경치가 아름답네요'와 같은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G1)으로 번역하였고 60명의 학습자 중 13명(21.7%)밖에 없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G2로 분류되는 답안 내에도 ‘좋은’, ‘예쁜’, 

’아름다운’, ’멋진’ 등 다양한 형용사를 활용한 답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본 테스트의 대상 학생들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아 현저히 어휘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11
いい景色ですね。
경치가 좋네요. (*좋은 경치네요.)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경치가 좋네요 3 6 9
경치가 예쁘네요 2 2
경치가 아름답네요 2 2

합계 3 10 13

G2

좋은 경치네요 15 14 29
예쁜 경치네요 4 2 6
아름다운 경치네요 3 2 5
좋은 풍경이네요 4 1 5
좋은 곳이네요 1 0 1
멋진 경치네요 0 1 1

 합계 27 20 47

G3 
 합계 0 0 0
총계 30 30 60

<표 Ⅲ-11> 유형⑪ - 문항 11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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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떨어지거나 번역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즉 일반성을 

가진 대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자 집단 전체로 

보아, 다양한 어휘를 통해 번역하려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적절한 동사 표현의 활용이 아닌, ‘명사 표현의 

직역’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성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번역하려고 노력하는 대상을 통한 결과물이 위와 

같이 일본어와 한국어의 명사/동사 표현구조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항 3과 문항 11을 합쳐서 유형 ⑪ 전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항3,문항11) 모두 G1 하나만 G1 모두 G2/G3 계
중급 1 명

(3.3%)
4 명

(13.3%)
25 명

(83.3%)
30 명

(100%)
고급 4 명

(13.3%)
8 명

(26.7%)
18 명

(60.0%)
30 명

(100%)

계 5 명
(8.3%)

12 명
(20.0%)

43 명
(71.7%)

60 명
(100%)

<표 Ⅲ-13> 유형⑪ - 학습자별 응답 결과

중급 고급 총
문항3 문항11 합 문항3 문항11 합 문항3 문항11 합

G1 3 3 6 6 10 16 9 13 22
G2 27 27 54 20 20 40 47 47 94
G3 0 0 0 4 0 4 4 0 4

30 30 60 30 30 60 60 60 120

<표 Ⅲ-12> 유형⑪ - 전체 답안 분류(문항 3, 문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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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⑪에 해당하는 번역 테스트 문항 3과 문항 11의 각 질문당 60명의 

응답자, 총 120개의 응답 중,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으로 번역한 응답 

수는 총 94개(78.3%)였다(G2). 수준별로 살펴보면 중급 학습자 60개의 

응답 중, 무려 54개(90.0%), 고급 학습자도 60개의 응답 중 40개(54.0%)에 

이르렀다. 일본어 원문을 동사 표현으로 바꾸어 번역한 학습자는 60개의 

응답 중 중급 학습자가 6개, 고급 학습자가 16개의 총 22개였다.

학습자별로 살펴보면 모두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조사 참여자 

60명 중 단지 총 5명(8.3%)에 불과했다. 두 문항 중 하나라도 자연스러운 

동사로 바꿔 표현한 학습자를 합쳐도 총 17명(28.3%)이며 그 외의 

43명(71.7%)이 두 문항 모두에서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을 사용하였다. 

중급 학습자는 1명(3.3%)만이 두 문항에서 자연스럽게 번역하였으며, 

30명 중 25명(83.3%)이 두 문항에서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고급 학습자는 중급 학습자보다 번역을 잘하는 학습자가 많았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의확률 0.04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도 30명 중 18명(60.0%)이 

자연스럽게 번역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와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유형⑪에 해당 문항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본어는 형용사+명사 

구조로 표현하는 게 안정감이 있어 명사적 표현구조를 취하는 데 비하여, 

한국어의 경우 명사+형용사 구조로 동사적 표현구조로 표현을 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그러한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학습자가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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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순서대로 직역하면 말이 통한다는 

일본어와 한국어 간의 특징을 그대로 적용하여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번역한 것이다. 또한 유형⑪에 해당하는 번역 문장 가운데 '강아지', 

'귀엽다', '경치', '좋다'의 경우는 기본 어휘로서 중급 학습자 또는 고급 

학습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어휘이다19). 문장 구조도 그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결과를 봐도 어휘나 문법을 몰라서 번역을 

못한 학습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학습자가 

일본어를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는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무리 한국어와 일본어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해도 직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연스러운 표현구조로 바꾸어야 하는지에 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부터는 각 유형별로 상세하게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어상의 차이(N+ダ(다)형 - 단일어)

① 유형①: 비동사성 명사(명사)

일본어는 명사만으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 한국어는 동사를 

사용하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형①에 해당하는 번역 테스트 문항은 문항 번호 1과 5였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9)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의 어휘부록을 참고해보면 '강아지', '귀엽다',
'좋다'는 초급, '경치'는 중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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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에서는 대부분 '오늘은 비가 와요/내려요', '오늘은 비가 오고 

있어요'처럼 동사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번역하였다(G1). '비가 오다'라는 

표현은 한국어 학습에서 아주 기본적인 말이며 익숙하므로 동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참여자 60명 중 중급 학습자 9명(15.0%)이 

일본어 원문을 직역하여 '오늘은 비입니다/비예요'라고 응답하였다(G2).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이 부정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아울러 60명 중 

2명(3.3%)은 '오늘 날씨는 비입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이에요'라고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1
今日は雨です。
오늘은 비가 옵니다. (*오늘은 비입니다.)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비가 옵니다/와요 14 18 32
비가 오네요 3 4 7
비고 오고 있어요 1 1 2
비가 내립니다 3 3
비가 내려요 1 1
비가 내리고 있어요 2 2
비가 온다고 합니다 1 1
비가 올 겁니다 1 1

 합계 21 28 49

G2
비입니다/예요 9 9

 합계 9 0 9

G3
오늘 날씨는 비입니다 1 1
비 오는 날이에요 1 1

 합계 0 2 2
전체 계 30 30 60

<표 Ⅲ-14> 유형① - 문항 1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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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으며 직역하지 않았지만 일본어 원문에다 다른 의미를 추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표현구조의 문제에서 제외하였다(G3). 이렇게 답한 

학습자는 직역하지 않으려고 한 노력은 볼 수 있으나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하여 일본어 원문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번역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문항 5를 살펴보겠다.

문항 5에서는 '시간'과 '시작하세요'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주목한다.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60명 중 21명(35.0%)은 일본어를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5
時間なので始めてください。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세요. (*시간이니까 시작하세요)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세요 / 시작해 주세요 2 13 15

 합계 2 13 15

G2

시간이니까 시작하세요 / 시작해 주세요 6 6
시간이라서 시작하세요 / 시작해 주세요 7 6 13
시간인데 시작해 주세요 1 1
시간 때문에 시작하세요 1 1

 합계 14 7 21

G3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하세요 2 1 3
시간이 되니까 시작하세요 / 시작해 주세요 4 3 7
시간이 돼서 시작하세요 /시작해 주세요 3 2 5
시간이 왔으니까 시작하세요 / 시작해 주세요 4 1 5
시간이 부족해서 시작하세요 1 1
시간이 되는데 시작해 주세요 1 1
시간이라면 시작해 주세요 1 1
제 시간입니다. 시작하세요 1 1

 합계 14 10 24
전체 계 30 30 60

<표 Ⅲ-15> 유형① - 문항 5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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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G2). 직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연결한 경우는 60명 중 15명(25.0%)이었고 중급 

학습자가 2명, 고급 학습자가 13명이었다(G1). 

문항 5의 경우 표현구조와 관계가 없는 것에서 문법을 잘못 사용하거나 

동사를 잘못 사용한 학습자들이 많은 편이었다. G3에 해당하는 60명 중 

21명(35.0%)의 응답에는 시제 오류로 '시간이 되니까 시작하세요', 

문법적인 오류로 '시간이 돼서 시작하세요', 동사 선택 오류로 '시간이 

왔으니까 시작하세요' 등의 응답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니까'와 '-아/어서'의 구별은 쉽지 않으며 그 어려움에서 온 

오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두 원문과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번역한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는 표현구조와 다른 차원에 문제이며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또한 문장을 2개로 나누어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하세요.'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3명(5.0%) 있었다. 이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본고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문장의 

표현구조를 살펴볼 수 없으므로 G3에 분류하여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문항 5는 해당 문장이 특이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말이나 고급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야 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 있었던 학습자가 60명 중 15명(25.0%)밖에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일본어를 직역한 학습자도 고급 학습자보다 중급 학습자가 

많으며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7명의 학습자가 직역하여 명사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문제로 삼을 만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어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국어가 동사적 표현구조를 

선호하여 동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유형① 전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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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테스트 문항 1과 문항 5가 해당 주제를 묻는 질문이며 각 질문당 

60명의 응답자, 총 120개의 응답 중, 일본어식의 명사를 그대로 직역하여 

번역한 응답 수가 총 30개(25.0%)였고 그중 중급 학습자의 답안이 23개, 

고급 학습자의 답안이 7개였다(G2). 또한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으로 번역한 학습자는 총 64개(53.3%)였고 중급 

학습자의 답안이 23개, 고급 학습자의 답안이 41개였다(G1). 중급 

학습자의 경우 G1과 G2의 비율이 같았으며 이렇게 이분화한 것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일본어 명사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동사를 

사용하여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형①에 

해당하는 문항 1과 문항 5 사이에 결과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오늘 비가 와요'라는 표현이 관용구처럼 외우고 

학습자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하였기 때문에 문항 1에서는 명사 표현이 

아니라 동사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어가 명사 

표현을 선호하고 한국어가 동사 표현을 선호한다는 것을 학습자가 알아서 

(문항1,문항5) 모두 G1 하나만 G1 모두 G2/G3 계
중급 2 명

(6.7%)
19 명

(63.3%)
9 명

(30.0%)
30 명

(100%)
고급 13 명

(43.3%)
15 명

(50.0%)
2 명

(6.7%)
30 명

(100%)

계 15 명
(25.0%)

34 명
(56.7%)

11 명
(18.3%)

60 명
(100%)

<표 Ⅲ-17> 유형① - 학습자별 응답 결과

중급 고급 총
문항1 문항5 합 문항1 문항5 합 문항1 문항5 합

G1 21 2 23 28 13 41 49 15 64
G2 9 14 23 0 7 7 9 21 30
G3 0 14 14 2 10 12 2 24 26

30 30 60 30 30 60 60 60 120

<표 Ⅲ-16> 유형① - 전체 답안 분류(문항 1, 문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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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다'는 표현을 단지 통째로 외워서 정답을 

맞춘 것일 뿐이다. 실제로 문항 5에서는 21명의 학습자가 명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직역하였다는 것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①에 해당하는 문항 1과 

문항 5를 모두 자연스럽게 적절한 동사 표현으로 응답한 학습자는 총 

15명(25.0%)이었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2명, 고급 학습자가 

13명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유의확률 p=0.000). 또한 문항 두 개 중 

하나만 부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34명(56.7%) 이었고, 둘 다 

부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11명(18.3%)이었다. 유형①에서 출제한 

번역 테스트 문제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문제인데도 고급 

학습자마저 절반 이상이 명사로 직역하였거나 문법상 오류 등으로 인해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였다. 해당 문항은 매우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장이며 일반적인 학습자가 접하기 어려운 예문이 아니다. 더구나 고급 

학습자가 틀릴 만큼 어려운 문장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급 

학습자 28명, 고급 학습자 17명이 문항 두 개 중 하나 이상에서 적절한 

동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번역하지 못했다는 것은 중급 과정 이전에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와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교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유형②: 비동사성 명사(연용형 명사)

유형②에서는 일본어의 연용형 명사를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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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0은 '決まり'라는 연용형 명사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주목할 

것이다. '정하다' 또는 '결정하다'가 가장 가까운 동사 표현이다. 이 

항에는 일본어 원문을 직역하여 명사 표현을 사용한 응답(G2)은 없었고 

'그걸로 정합시다'와 '그걸로/그렇게 결정합시다' 등 한국어로 동사 

표현으로 번역하여 응답한 학습자가 많았다(G1). G1에는 '정하다'라는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10
じゃ、それで決まりにしましょう。
그럼, 그걸로 정합시다. (*그럼, 그걸로 정함으로 해요)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그걸로 합시다 6 9 15
그렇게 합시다 6 6 12
그걸로 정합시다 7 3 10
그걸로 결정합시다 4 1 5
그렇게 결정합시다 1 1
그걸로 결정할까요 1 1
그걸로 할까요 1 1
그렇게 하시죠 2 2
그걸로 해요 2 2
그걸로 정해요 2 2

 합계 26 25 51

G2
합계 0 0 0

G3

그렇게 결정합니다 2 2
그걸로 결정하세요 1 1
그걸로 정리하죠 1 1
그걸로 해 보겠어요 1 1
그대로 하겠습니다 1 1

무응답 2 1 3
 합계 4 5 9
총계 30 30 60

<표 Ⅲ-18> 유형② - 문항 10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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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하다'를 사용하여 표현한 학습자들도 

있었으며, '그걸로/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와 같은 응답을 볼 수 

있었다. 직역하지 않았지만 동사 선택이나 문법적 오류로 인하여 일본어 

원문의 번역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G3). 예를 들어 '그걸로 

결정하세요', '그걸로 정리하죠', '그대로 하겠습니다'와 같은 경우이며 이 

문장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동사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일본어 

원문의 'それで決まりにしましょう'에 해당하는 한국어 번역문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러한 응답들은 표현구조 이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울러 답을 아예 쓰지 못한 

학습자가 3명(중급 학습자 2명, 고급 학습자 1명) 있었으며 직역도 하지 

못했거나 직역하면 어색한 것을 알지만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몰라 답을 

쓰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문항 18을 살펴보겠다.

문항 18은 '残り'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을 둘 것이다. <표 

Ⅲ-19>에서 볼 수 있듯이 '남은 오렌지 주스'처럼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으로 번역한 학습자가 가장 많아 총 28명(46.7%)이었고(G1),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3명, 고급 학습자가 15명이었다. '오렌지 주스'를 

수식하는 말로는 '남았던', '남아 있던', '남아 있었던', '남아 있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일본어 원문과 대략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본어 원문을 직역한 표현(G2)으로 '오렌지 주스의 

나머지를 마셨어요'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60명 중 8명(13.3%)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 3명과 고급 학습자 5명이었다. '나머지'는 일본어의 

'残り'에 해당하는 말이며 일본어의 명사를 그대로 직역한 표현이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이러한 명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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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응답으로는 '오렌지 주스가 남은 것', '오렌지 주스의 남아 있는 

것'등이 있었다. '남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일본어 원문에 

해당하는 번역으로서 완전히 자연스럽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표현구조의 

문제로 논의할 수 없으므로 이번 분석에서 제외하였다(G3). '마시던 

오렌지 주스를 다 마셨어요'와 '오렌지 주스가 남아 있어서 그걸 

마셨어요’처럼 약간 뜻이 달라질 경우도 있었으며, 동일한 이유로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18
(さっきまで飲んでいた) オレンジジュースの残りを飲みました。
남은 오렌지 주스를 마셨어요.(*오렌지 주스의 남음을 마셨어요)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남은 오렌지 주스 7 9 16
남았던 오렌지 주스 1 2 3
남아 있던 오렌지 주스 1 2 3
남아 있었던 오렌지 주스 2 2
남아 있는 오렌지 주스 2 1 3
마셨던 오렌지 주스 1 1

 합계 13 15 28

G2
오렌지 주스의 나머지 3 5 8

 합계 3 5 8

G3 

오렌지 주스 다 3 2 5
오렌지 주스를 조금만 1 1
오렌지 주스가 남은 것 1 3 4
마시던 오렌지 주스를 다 3 2 5
오렌지 주스의 남아 있는 것 1 1 2
남겼던 오렌지 주스 1 1
오렌지 주스가 남아 있어서 그걸 1 1
남던 오렌지 주스 2 2
주스를 마셨어요 3 3

 합계 14 10 24
총계 30 30 60

<표 Ⅲ-19> 유형② - 문항 18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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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중급 학습자 3명은 '残り'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예 번역하지 

못하여 '주스를 마셨어요'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일본어의 연용형 

명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동사 표현으로 풀어써야 하며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에 어려움을 겪고 아예 한국어 번역문을 생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표현구조의 문제가 아니므로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유형②에 해당하는 번역 테스트 문항 10과 문항 18에서 질문당 60명의 

응답자 총 120개의 응답 중, 일본어 원문을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는 총 8개(6.8%)였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3개, 

고급 학습자가 5개였다(G2). 일본어 원문을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G1)는 중급 학습자 39개와 고급 학습자 40개의 총 

79개(67.5%)였다. 다음으로 학습자별로 살펴보면 문항 10과 문항 19에서 

모두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는 60명 중 

(문항10,문항18) 모두 G1 하나만 G1 모두 G2/G3 계
중급 13 명

(43.3%)
13 명

(43.3%)
4 명

(13.3%)
30 명

(100%)
고급 13 명

(43.3%)
14 명

(46.7%)
3 명

(10.0%)
30 명

(100%)

계 26 명
(43.3%)

27 명
(45.0%)

7 명
(11.7%)

60 명
(100%)

<표 Ⅲ-21> 유형② - 학습자별 응답 결과

중급 고급 총
문항10 문항18 합 문항10 문항18 합 문항10 문항18 합

G1 26 13 39 25 15 40 51 28 79
G2 0 3 3 0 5 5 0 8 8
G3 4 14 18 5 10 15 9 24 33

30 30 60 30 30 60 60 60 120

<표 Ⅲ-20> 유형② - 전체 답안 분류(문항 10, 문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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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43.3%)이었다. 그 외의 절반 이상의 학습자들은 두 문항 중 하나 

이상에서 명사 표현을 사용하거나 동사 사용 오류 등으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 유형②의 경우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를 비교하였을 때 고급 학습자가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통계 검정 결과를 봐도 

G1으로 응답한 학습자의 유의 확률이 0.897였으며 유의 수준을 .05로 

하였을 때 영가설을 기각하여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고 

11개의 유형 중에 가장 차이가 없는 유형이었다. 

유형②의 경우, 일본어로서 자주 사용되는 연용형 명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초점이었다. 한국어로 '-ㅁ' 또는 '-기'를 이용하여 일본어 

명사 표현을 직역한 명사 표현이 있기는 하나 학습자들은 그 말들을 

듣거나 읽는 등 본 적이 없고 익숙하지가 않으며 그러한 명사를 만드는 

것보다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G1으로 응답한 

학습자가 절반을 넘어 일견하여 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표현구조를 이해하여 응답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문항에서 

좀 더 어려운 고급 어휘에 관해 물었더라면 잘못 사용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어휘라도 적용할 수 있게 교수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의 동사 연용형은 한국어로 직역하기가 어렵고 풀어쓰거나 

적절한 동사로 사용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직역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고 동사 활용 등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해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유형③: 동사성 명사(현재)

유형③은 일본어의 경우 한국어 '-이다'에 해당하는 '-です(-desu)'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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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성 명사에 붙여도 자연스럽지만, 한국어의 경우 '하다'와 연결하여 

동사 표현을 해야만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문항 2에 나타난 일본어 원문을 직역한 명사 표현(G2)은 주로 

‘산책입니까?’였다. 이렇게 답한 학습자는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총 60명 

중 24명(40.0%)에 달았다. 특히 중급 학습자 30명 중 17명(56.7%)이 

이렇게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번역은 일본어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하여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명사 표현이 아닌 

동사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60명 중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2
こんにちは。散歩ですか。
안녕하세요? 산책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책입니까?)

학습자 답안 (명) 중 고 계

G1 

산책해요/하세요 4 9 13
산책하고 있어요/있습니까/있나요/계세요 3 5 8
산책하는 거예요 2 2
산책가요/가세요/가시나요 1 2 3
산책하러 오셨어요 1 1
산책하시나요 1 1
산책하시나봐요 1 1

 합계 8 21 29

G2
산책입니까/이에요 17 7 24

합계 17 7 24

G3
산책 중이에요 5 2 7

합계 5 2 7
전체 계 30 30 60

<표 Ⅲ-22> 유형③ - 문항 2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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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48.3%)은 '산책하세요?', '산책하고 있어요?' 등 적절한 동사를 

사용하여 응답하였고(G1), 29명 중 21명이 고급 학습자였다. 또한, 중급 

학습자 5명과 고급 학습자 2명의 총 7명(11.7%)이 ‘산책 중입니까?’라고 

응답하였다(G3). ‘산책 중입니까?’라는 표현은 명사 표현이긴 하나 

'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진행을 나타내고 있으며 명사 표현이긴 

하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G3에 분류하였다. 반대로 ‘산책 

중입니까?’를 일본어로 직역한 '散歩中ですか'라는 표현도 일본어로서 

자연스러우며 이것은 약간의 의역이 강요되면서 일본어가 우연히 

긍정적으로 전이된 대표적이고 예외적인 문장이다. 동사성 명사의 경우 

일본어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그것을 직역할 때 특별히 

의역이나 동사 활용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특히 중급 학습자는 

일본어와의 차이를 몰라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 6에서는 ‘독서하세요?’처럼 '동사성 명사+하다'를 사용한 학습자가 

29명(48.3%)이었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0명, 고급 학습자가 

19명이었다(G1). 그러나 일본어 원문을 직역하면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가 60명 중 21명(35.0%)이었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4명, 고급 학습자가 7명이었다(G2). 또한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60명 중 

10명(중급 학습자 6명, 고급 학습자 4명)이 ‘책을 읽어요?’와 같이 

'독서'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풀어썼다. 학습자들에게 '책을 

읽다'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였거나 '독서'라는 단어 또는 절차가 생각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결과적으로 단어를 풀어써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표현구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G3으로 분류하였다. 일본어의 영향을 직접 받았으며 한국어로 번역할 때 

동사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항 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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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와 같이 아주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을 사용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가 

전체의 3분의 1이 있었으며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6
日曜日だというのに部屋で読書ですか。
[일요일인데도]방에서 독서하세요?　(*방에서 독서입니까?)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독서해요/하세요 6 17 23
독서하는 거예요 3 2 5
독서할 거예요 1 1

합계 10 19 29

G2

독서예요 13 5 18
독서요 1 1
독서라니.. 1 1
독서인가요 1 1

합계 14 7 21

G3 
책을 읽어요 6 4 10

합계 6 4 10
총계 30 30 60

<표 Ⅲ-23> 유형③ - 문항 6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중급 고급 총
문항2 문항6 합 문항2 문항6 합 문항2 문항6 합

G1 8 10 18 21 19 40 29 29 58
G2 17 14 31 7 7 14 24 21 45
G3 5 6 11 2 4 6 7 10 17

30 30 60 30 30 60 60 60 120

<표 Ⅲ-24> 유형③ - 전체 답안 분류(문항 2, 문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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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테스트 문항 2와 문항 6이 유형③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으며, 각 

질문당 60명의 응답자, 총 120개의 응답 중, 자연스럽고 적절한 동사 

표현을 사용한 응답(G1)이 총 58개(48.3%)였다. 일견하여 약 절반 정도가 

정답을 맞춘 것으로 보이나 수준별로 보면 중급 학습자가 18개, 고급 

학습자가 40개였으며 약 두 배 차이가 났다. 또한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을 사용한 응답(G2)이 총 

45개(37.5%)였고 그중에서 중급 학습자가 31개, 고급 학습자는 14개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120개의 응답 중 G3에 해당하는 응답이 

17개(28.3%)가 있었다.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직역하여 부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들은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때문에 일본어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절한 동사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교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문항 2와 문항 6을 둘 다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번역하거나 표현구조를 판단할 수 없는 응답을 한 

학습자는 중급 학습자가 16명, 고급 학습자가 5명으로 총 

21명(35.0%)이었다. 이것은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비율은 중급 학습자의 경우 2명 가운데 1명이 되는 

셈이다. 하나라도 일본어 원문을 직역하여 부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60명 중 20명(33.3%)이었고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각각 10명이었다. 

(문항2,문항6) 모두 G1 하나만 G1 모두 G2/G3 계
중급 4 명

(13.3%)
10 명

(33.3%)
16 명

(53.3%)
30 명

(100%)
고급 15 명

(50.0%)
10 명

(33.3%)
5 명

(16.7%)
30 명

(100%)

계 19 명
(31.7%)

20 명
(33.3%)

21 명
(35.0%)

60 명
(100%)

<표 Ⅲ-25> 유형③ - 학습자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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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장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문법 수준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고급 수준의 어휘나 문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오답을 낸 학습자가 많다는 것은 입문 혹은 

초중급 단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④ 유형④: 동사성 명사(종료)

이 유형에서는 일본어로는 단일어의 동사성 명사와 한국어의 '입니다'에 

해당하는 '-です(-desu)'를 바로 연결하여, 현재로 보이는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과거형으로 나타내야 

하는 경우이다. 

문항 8에서 나타난 일본어 원문을 직역한 명사 표현 중, '1위로 

통과입니다/예요' 또는 '1등으로 통과입니다/예요'라고 일본어를 직역한 

표현(G2)을 사용한 학습자가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60명 중 총 

14명(23.3%)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0명, 고급 학습자가 

4명이었다. 고급 학습자보다 중급 학습자가 일본어 문장을 직역한 경우가 

더욱 많았다.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총 26명이었으며, 그중에서 

중급 학습자가 9명, 고급 학습자가 17명이었다(G1). 

또한 '1위 통과예요'라고 응답한 학습자는 모든 학습자 중에서 고급 

학습자 3명이었다. 일본어의 경우 조사 'で'(한국어 '로'에 해당)를 빼고 

'1位通過', 즉 "1위 통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도 

일본어의 영향을 직접 받아 직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12명의 학습자가 

일본어를 직역하지는 않았으나 의미 전달이나 시제 문제로 G3으로 

분류되었다. 사용된 동사에는 '가다', '올라가다', '지나가다', '지내다' 

등이 있었다. 동사에 따라서는 그 문장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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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일본어 원문의 번역으로서는 부자연스럽다. 아울러 동사 

'통과하다'를 사용하였으나 '1위로 통과해요'와' '1등으로 통과해요'라고 

답한 학습자도 있었다. 이것은 일본어 원문이 겉보기에 현재형으로 

보이지만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과거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제의 

문제로 인해 일본어 번역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1등이에요', '1위예요', 

'일본이 일위로'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7명 있었고 이러한 답은 판단하려고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8
[今日の予選は]日本が 1 位で通過です。
[오늘 예선은]일본이 1 위로 통과했습니다. (*일본이 1 위로 통과입니다)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1 위로 통과했어요 5 11 16
1 등으로 통과했어요 4 6 10

합계 9 17 26

G2

1 위로 통과입니다/예요 7 7
1 등으로 통과입니다/예요 3 1 4
1 위 통과예요 3 3

합계 10 4 14

G3 

1 위로 갔습니다 2 2
1 위로 지냈어요 1 1
1 위로 지나갔어요 1 1
1 위로 올라갔습니다 1 1
1 위로 통과해요 2 2
1 등으로 통과해요 1 1 2
1 등이었어요 2 1 3
일본이 일위로 1 1
1 등이에요 1 2 3
1 위예요 3 3

무응답 1 0 1
합계 11 9 20
총계 30 30 60

<표 Ⅲ-26> 유형④ - 문항 8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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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통과' 부분이 빠졌으므로 표현구를 문제로 논의할 수가 없어 G3에 

분류하였다. 이러한 답안을 작성한 학습자들은 단순히 직역하지 않았으나 

직역하면 어색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여 '통과' 

부분을 빼고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문항 13이다. 문항 13에서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G1)은 '10만 

명 돌파했습니다'였고 학습자 60명 중 37명(61.7%),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5명, 고급 학습자 22명이었다20). 일본어 원문을 직역하여 '10만 명/인 

20) 이중에는 '10만 인 돌파했습니다'라고 답한 학습자도 많았다. '돌파했습니다'는
자연스럽지만 '10만 인'은 사람을 세는 단위 '인'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며,
이것은 일본어를 직역한 것으로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과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이기에 일본어의 '突破です'에
해당하는 번역 부분에만 집중하기로 하였다.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13
(利用客数が)おかげさまで 10 万人突破です。
10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 만 명 돌파입니다.)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돌파했습니다 15 22 37

 합계 15 22 37

G2
돌파입니다 10 3 13

합계 10 3 13

G3 

넘었어요/넘어갔어요 1 2 3
돌파합니다/해요 1 1 2
에 이르렀어요 1 1
(10 만 명) 돌파~! 1 1
10 만인입니다 1 1

무응답 1 1 2
합계 5 5 10

전체 계 30 30 60

<표 Ⅲ-27> 유형④ - 문항 13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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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입니다'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총 60명 중 13명(21.7%)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 10명, 고급 학습자가 3명이었다(G2). '돌파입니다'라는 

표현은 일본어 '突破です'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며 일본어의 영향을 직접 

받아 명사 표현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G3에 분류한 답으로는 동사 선택을 잘못하여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된 

경우가 있었으며 '넘었어요', '넘어갔어요', '이르렀어요'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2명(중급 학습자 1명과 고급 학습자 1명)이 

'돌파합니다'라고 응답하였고 '돌파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였으나 문항 

8의 경우와 같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을 사용하였으므로 시제 오류로 

인해 G3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10만 명 돌파~!'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1명 있었고 직역하지 않았지만 어미를 끝까지 쓰지 

않았으며 일본어 원문과 차이가 있으므로 G3에 분류하였다. 또한 

직역하지는 않았지만 '10만인입니다'라고 동사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이것은 '突破' 부분이 빠졌으므로 판단하지 못하여 G3으로 

분류하였다. 

(문항8,문항13) 모두 G1 하나만 G1 모두 G2/G3 계
중급 8 명

(26.7%)
8 명

(26.7%)
14 명

(46.7%)
30 명

(100%)
고급 13 명

(43.3%)
13 명

(43.3%)
4 명

(13.3%)
30 명

(100%)

계 21 명
(35.0%)

21 명
(35.0%)

18 명
(30.0%)

60 명
(100%)

<표 Ⅲ-29> 유형④ - 학습자별 응답 결과

중급 고급 총
문항8 문항13 합 문항8 문항13 합 문항8 문항13 합

G1 9 15 24 17 22 39 26 37 63
G2 10 10 20 4 3 7 14 13 27
G3 11 5 16 9 5 14 19 10 30

30 30 60 30 30 60 60 60 120

<표 Ⅲ-28> 유형④ - 전체 답안 분류(문항 8, 문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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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④에 해당하는 번역 테스트 문항 8과 문항 13의 각 질문당 60명의 

응답자, 총 120개의 응답 중,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직역한 명사 

표현을 사용한 응답(G2)이 총 27개(23.1%)였고 그중에서 중급 학습자가 

20개, 고급 학습자는 7개였다. 자연스럽고 적절한 동사로 번역한 

응답(G1)으로는 중급 학습자가 24개, 고급 학습자 39개 총 

63개(52.5%)였다. 또한 직역한 것은 아니나 시제나 동사 선택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본어 원문과 상이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답안, 해당 

부분의 번역이 생략되어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아예 아무 응답도 못 

하였던 무응답을 합치면 총 30개(25.0%),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6개, 

고급 학습자가 14개였다. 

다음으로 학습자별로 살펴보겠다. 유형 ④에 해당하는 번역 테스트 문항 

8과 문항 13에서는 모두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G1)는 조사 참여자 

60명 중 21명(35.0%)이었다. 그중에 중급 학습자 8명과 고급 학습자 

13명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문항 8과 13에서 모두 

G2와 G3에 분류된 경우는 총 18명(30.0%), 두 문항 중 하나 이상에서 

부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를 합치면 39명(65.0%)이며 절반을 넘었다. 

해당 문항이 특별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닌데도 약 3분의 2의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서 교육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N+ダ(다)형 단일어에서는 약 절반이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응답하였다. 유형②는 연용형 명사를 사용한 것이었고 한국어의 경우, 

조어상의 이유를 감안하여도 연용형의 독립성이 낮기 때문에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직역하기가 어렵고 강요된 의역을 하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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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명사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을 스스로 찾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동사 표현을 찾아내어 표현한 것으로 보여 유형①, ③, 

④에 비하여 약간이지만 정답률이 높았다. 반대로 유형①, ③, ④의 경우, 

일본어의 원문을 한국어로 직역하기가 쉽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직역한 

학습자도 많았다. 모든 문항에서 사용된 어휘나 문법은 초급 수준의 

어휘이며 고급 어휘나 문법은 필요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일본어의 명사 표현구조와 한국어의 동사 

표현구조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몰라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때문에 

그대로 직역하거나 직역하지 않으려고 한 학습자들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지 몰라 결과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표현구조 차이에 대해서 학습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조어상의 차이(N+ダ(다)형 – 복합어)

① 유형⑤: 비동사성 명사

유형⑤은 동사를 명사화한 연용형 명사를 사용한 복합어의 경우며, 

이것들은 한국어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주목하여야 한다. 유형⑤에 해당하는 번역 테스트 

문항 16과 문항 20에서는 동사를 명사로 만든 '자람/자라기'나 

'사귐/사귀기'를 사용한 응답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동사 사용 문제로 

원문 의미와 다른 의미를 전달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문항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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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6에서 일본어 원문 번역문으로서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총 

13명(21.7%)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4명, 고급 학습자가 9명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어 원문을 직역한 응답자는 없었다. 유형 ②와 

비슷하게 연용형 명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직역하려면 접미사 '-ㅁ' 

또는 '-기' 붙여야 하는데 그 생각을 못하였거나 풀어쓰거나 다른 표현을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16
私は東京育ちです。
나는 도쿄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도쿄 자람입니다.)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도쿄에서 자랐어요 4 8 12
도쿄에서 컸어요 1 1

합계 4 9 13

G2
합계 0 0 0

G3 

도쿄에서 살았어요 7 9 16
도쿄에서 태어났어요 1 4 5
도쿄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있어요 1 1
도쿄에서 태어나서 키웠어요 1 1
도쿄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어요 1 1
동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1 1
도쿄에서 성장했어요 1 1
동경에서 키웠어요 1 1
도쿄 출신이에요 6 2 8
도쿄 사람이에요 3 1 4
제 고향은 도쿄예요 3 1 4
어렸을 때부터 도쿄에 살고 있어요 1 1 2
저/나는 도쿄 2 2

합계 26 21 47
총계 30 30 60

<표 Ⅲ-30> 유형⑤ - 문항 16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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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동사를 사용하거나 직역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명사 

표현을 사용하여 일본어 원문과 상이한 뜻을 전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학습자 60명 중 45명(75.0%)에 달았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24명, 고급 학습자가 21명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많았던 응답으로는 '저는 

도쿄에서 살았어요'가 있었고 16명의 학습자가 이렇게 답하였다.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어 원문의 번역으로서는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G3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공부하고 있어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등도 G3으로 분류하였다. 

학습자들은 '도쿄'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育ち(자람)'의 해당하는 말을 

생각하다 직역하면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고의역을 하려고 

하였으나 동일한 뜻을 나타내는 다른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한 

결과,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일본어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도쿄 출신이에요', '도쿄 사람이에요', '제 고향은 도쿄예요'와 같은 

경우도 일본어 원문의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어렵고 

표현구조 문제를 논의할 수 없으므로 G3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중급 

학습자 중 2명이 '저/나는 도쿄'까지만 응답하여 '育ち'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지 못하였기에 G3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문항 21을 

살펴볼 것이다.

문항 21에서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고 있어요'라고 번역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고 60명 중 13명(21.7%)이었다(G1). '사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사귀어요', '사귄 친구', '사귀는 사이', '사귀고 있는 친구'라고 

응답한 학습자도 있었으며 일본어 원문과 대략 같은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G1에 분류하였다. '사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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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있어요', '알고 지낸 사이예요', '아는 친구예요'와 같은 경우도 

대략 같은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G1에 분류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부터의 사이예요.'와 같이 '사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여 표현한 학습자가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20
高校のころからの付き合いです。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 왔어요.(*고등학생 때부터 사귐입니다.)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사귀고 있어요 10 3 13
사귀어요 1 1 2
계속 만나고 있어요 1 1
알고 지낸 사이예요 1 1
사귄 친구예요 1 1
사귀는 사이예요 1 1
아는 친구예요 1 1
사귀고 있는 친구 1 1

 합계 11 10 21

G2
고등학생 때부터의 사이예요 2 4 6

 합계 2 4 6

G3 

아는 사이예요 1 3 4
친해요 2 2 4
사귀었어요 3 3
만났어요 3 3
알고 있어요 2 2
친한 사이예요 1 1
사이 좋아요 2 2
같이 자주 있었어요 1 1
알던 사람이에요 1 1
처음 봤어요 1 1
친구예요 5 6 11

 합계 17 16 33
총계 30 30 60

<표 Ⅲ-31> 유형⑤ - 문항 20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 93 -

6명이었으며(중급 학습자가 2명, 고급 학습자는 4명), '사이'의 경우 어떤 

'사이'인지를 설명하는 명사 또는 동사 등과 같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G2)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고등학생 

때부터) 친해요'라는 응답도 있었으며 이 문장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사귀어 왔다'는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의미가 탈락하여 

일본어 원문과 어울리지 않고 '알던 사람이에요'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원문과 의미 차이가 크므로 각각 G3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예요'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총 11명 있었으며, 그중 중급 

학습자가 5명, 고급 학습자가 6명이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G3으로 

분류하였다. 

유형⑤의 해당하는 번역 테스트 문항 16과 문항 20을 종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각 질문당 60명의 응답자, 총 120개의 응답 중, 일본어 

원문을 직역한 응답(G2) 수는 총 6개(5.1%)였고 일본어 원문을 직역하지 

(문항16,문항21) 모두 G1 하나만 G1 모두 G2/G3 계
중급 0 명

(0.0%)
15 명

(50.0%)
15 명

(50.0%)
30 명

(100%)
고급 2 명

(6.7%)
15 명

(50.0%)
13 명

(43.3%)
30 명

(100%)

계 2 명
(3.3%)

30 명
(50.0%)

28 명
(46.7%)

60 명
(100%)

<표 Ⅲ-33> 유형⑤ - 학습자별 응답 결과

중급 고급 총
문항16 문항20 합 문항16 문항20 합 문항16 문항20 합

G1 4 11 15 9 10 19 13 21 34
G2 0 2 2 0 4 4 0 6 6
G3 26 17 43 21 16 37 47 33 80

30 30 60 30 30 60 60 60 120

<표 Ⅲ-32> 유형⑤ - 전체 답안 분류(문항 16, 문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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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적절한 동사 표현으로 바꾸어 번역한 답안(G1) 수는 

34개(28.3%)였다. 또한 직역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의미 

추가나 탈락 등으로 인하여 적절히 번역하지 못한 응답(G3) 수는 

80개(66.7%)였다. 이처럼 본 유형에서는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일본어 

원문을 직역한 응답이 많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일본어의 직역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 즉 '도쿄 자람/자라기'와 '사귐/사귀기'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고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적절한 표현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강요된 의역을 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G2에 해당하는 응답 중 중급 학습자가 2개, 고급 학습자가 4개였고 

중급 학습자보다 고급 학습자가 많았다. 이 4개는 모두 문항 21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강요된 의역 때문에 고급 학습자는 '사이'라는 명사를 

알고 있어 일본어 원문과 대응하려고 그대로 직역한 것으로 보이며 중급 

학습자들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일본어 원문과 제일 가까운 단어를 

골라야 하는데 동사로 풀어쓸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직역하지 않고 

G1이나 G3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별로 살펴보면 유형⑤에 해당하는 번역 테스트 문항 16과 문항 

20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거의 없었고 학습자 60명 중 

고급 학습자 2명(3.3%)뿐이었다. 즉 60명 중 58명(96.7%)의 학습자는 두 

문항 중 하나 이상에서 일본어 원문을 동사 표현으로 바꾸지 못하였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응답한 것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번역한 학습자 간에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유형⑤의 경우 복합어이며 그중에 연용형 명사를 포함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연용형 명사는 일본어로는 독립성이 높으나 한국어로는 

실현한 빈도가 극히 낮으며 한국어로 번역할 때 동사를 풀어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 학습자들은 처음에는 흔히 직역하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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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한 말을 몰라 비슷한 명사를 찾거나 의역이 강요되어 동사로 

풀어쓰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미 추가 

혹은 탈락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 유형의 경우 G3이 66.6%로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G3이 

많다는 점은 직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은 했지만, 적절한 방법을 몰라 실패한 경우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밝히려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명사/동사 표현구조 

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의 부재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2)유형⑥: 동사성 명사

유형⑥은 동사성 명사를 포함한 복합어의 경우다. 이런 경우 풀어서 

번역할 필요가 있으며 문항 17과 21이 해당 유형을 묻는 질문이었다.

우선 문항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문항 17에서는 '큰웃음'에 해당하는 

'大笑い'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G2에 해당하는 일본어 

원문을 직역한 응답은 없었으며 '많이 웃었어요', '크게 웃었어요'와 같이 

'웃다'라는 동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의미의 추가나 탈락이 없이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G1). 이렇게 응답 한 학습자는 

조사 참여자 60명 중 34명(56.7%)이었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4명, 

고급 학습자가 20명이었다. 이는 일본어 '笑い'를 직역한 '웃음'이나 

'웃기'보다 '웃었어요'라는 동사 표현이 더 친숙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어요'나 '빵 터졌어요'라고 응답한 

학습자도 있었다. 일본어의 원문의 명사 표현을 직역하지 않았고 의미 

추가나 탈락 없이 자연스럽게 번역하였으나 이는 '웃었어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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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표현구조를 

문제로 삼은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G3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일본어에는 없는 표현이므로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답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현을 배워 자연스럽게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가 많았으나 

'너무 웃었어요’, '되게 웃었어요'처럼 직역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보이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도 있었으며 이러한 응답은 G3으로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17
もちろん彼女も大笑いでした。
[물론 그녀도]한바탕 크게 웃었다. (*큰웃음이었어요.)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많이 웃었어요 11 12 23
크게 웃었습니다/웃었어요 3 6 9
엄청 웃었어요 2 2

 합계 14 20 34

G2
합계 0 0 0

G3 

너무 웃었어요 5 6 11
되게 웃었어요 2 2
진짜 웃었어요 1 1
많이 웃고 있었어요 1 2 3
참 웃었어요 1 1
푹 웃었어요 1 1
많이/너무 웃겼어요 5 5
빵 터졌어요 1 1
배꼽이 빠질 정도 웃었어요 1 1

 합계 16 10 26
총계 30 30 60

<표 Ⅲ-34> 유형⑥ - 문항 17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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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그중에는 중급 학습자 30명 중 5명이 '웃겼어요'처럼 '웃다'의 

사동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문항 21에서는 일본어의 복합어 '嬉し泣き(기쁨울음)'를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문제였다. 먼저 일본어 원문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으로 응답한 학습자가 

60명 중 14명 있었다(G2). '기쁨 울음이에요'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중급 

학습자 중에 2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쁘다'와 '울다'라는 동사를 모두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21
これは、嬉し泣きです。
이것은 기뻐서 우는 거예요. (*이것은 기쁨울음입니다.)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기뻐서 우는 거예요 7 16 23
기뻐서 울어요 6 6
좋아서 우는 거예요 1 1
좋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1 1

 계 14 17 31

G2

기쁜 눈물이에요 5 5 10
기쁨 울음이에요 2 2
좋은 눈물이에요 1 1
기쁜 울음이에요 1 1

 계 9 5 14

G3 

기뻐서 울고 있어요 3 4 7
기뻐서 울었어요 2 2 4
기쁨에서 나온 눈물입니다 1 1
이 눈물은 기뻐서 흐르는 거예요 1 1
기분이 좋아서 울려요 1 1
기뻐서 우는 눈물이에요 1 1

 계 7 8 15
전체 계 30 30 60

<표 Ⅲ-35> 유형⑥ - 문항 21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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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 '-ㅁ'을 활용한 명사로 만들어서 연결한 표현이며, 이러한 표현은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또한 '기쁜 울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울음'이라는 명사가 어색하며 일본어 원문을 동사 

혹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학습자 60명 중 

31명(51.7%)이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적절한 동사 표현으로 

바꿨으며 의미 추가나 탈락 없이 자연스럽게 번역하였다(G1). 그중에서 

가장 많았던 응답이 '기뻐서 우는 거예요'였으며 다음으로 '기뻐서 

울어요'였다. 또한 직역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보이나 의미에 전달에 

문제가 있으며 적절한 번역으로 보기 어려워 표현구조의 문제가 아닌 

문장들은 G3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기뻐서 울고 있어요'라고 

진행형으로 응답하거나 '기뻐서 울었어요'와 같은 시제 오류, '울려요'라고 

사역형을 사용한 오류를 볼 수 있었다.

(문항17, 문항21) 모두 G1 하나만 G1 모두 G2/G3 계
중급 8 명

(26.7%)
12 명

(40.0%)
10 명

(33.3%)
30 명

(100%)
고급 11 명

(36.7%)
15 명

(50.0%)
4 명

(13.3%)
30 명

(100%)

계 19 명
(31.7%)

27 명
(45.0%)

14 명
(23.3%)

60 명
(100%)

<표 Ⅲ-37> 유형⑥ - 학습자별 응답 결과

중급 고급 총
문항17 문항21 합 문항17 문항21 합 문항17 문항21 합

G1 14 14 28 20 17 37 34 31 65
G2 0 9 9 0 5 5 0 14 14
G3 16 7 23 10 8 18 26 15 41

30 30 60 30 30 60 60 60 120

<표 Ⅲ-36> 유형⑥ - 전체 답안 분류(문항 17, 문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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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⑥에 해당하는 문항 17, 21의 문제에 대하여 각 질문당 60명의 

응답자, 총 120의 응답 중,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동사 표현 혹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명사 표현으로 응답한 

답안(G2)이 14개(11.7%)였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의 답안이 9개, 고급 

학습자의 답안이 5개였다. 또한 적절한 동사 표현으로 의미의 추가나 탈락 

없이 자연스럽게 번역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개(54.2%) 가운데 중급 학습자가 28개, 고급 학습자가 37개였다. 

일본어 원문을 직역하지 않았으나 의미의 추가나 탈락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번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G3)는 41개(34.2%)였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23개, 고급 학습자가 18개였다. 

유형⑥은 학습자들의 답안의 절반 이상이 G1으로 분류되며 번역을 

잘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해당 문장들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말이거나 고급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데도 약 45%가 

적절하게 번역하지 못하였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대부분이 직역이 틀린다는 것을 알아서 다른 동사나 표현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를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학습자별로 분석한 결과 60명 중 19명(31.7%)만이 모든 문항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응답하였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8명, 고급 

학습자가 9명이었다(G1). 학습자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 수준 

0.129였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해당 문항 모두 

부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60명 중 14명(23.3%)이었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 10명과 고급 학습자 4명이었다. 이처럼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번역을 두 문항 중 하나 이상에서 자연스럽게 

번역하지 못하였다. 유형⑥처럼 복합어에서는 일본어의 연용형 명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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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일본어의 단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와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해 이해를 시키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N+ダ(다)형 복합어의 경우, 일본어를 한국어로 직역하여 단순히 단어를 

다른 단어로 깔아끼우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적절한 

단어를 찾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고 적절한 동사 표현을 찾아내거나 단어를 풀어쓰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의미 전달 문제 등으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조어상의 차이(N1+ノ(의)+N2형)

① 유형⑦: N1=명사 - 비동사성 명사

문항 7에서는 '田舎の母'를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문제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60명 중 28명(46.7%)이 ‘고향(의) 어머니’와 ‘시골(의) 

어머니’처럼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명사 표현으로 

번역하였다(G2). 또한 해당 부분을 번역하지 않고 '어머니가 편지를 

주셨어요',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어요'라고 응답한 학습자도 있었고, 이런 

경우 해당 부분이 동사 표현인지 명사 표현인지 표현구조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G3으로 분류하였다. 적절한 동사 표현으로 의미의 추가나 탈락 

없이 자연스럽게 번역된 응답으로는 '시골' 또는 '고향'과 '어머니' 사이에 

동사를 활용하여 '있는', '계시는', '사는', '계신'등의 동사가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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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있었다(G1). 60명 중 28명(46.7%)이었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1명, 고급 학습자 17명이었다. 그러나 '시골' 혹은 '고향'이 아닌 

'지방'이나 '집'을 사용한 학습자도 있었고 이러한 경우 직역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볼 수 있으나 의미 전달의 문제로 적절한 번역이라 보기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7
田舎の母から手紙が来ました。
시골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시골의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5 3 8
고향에 있는 어머니 3 5 8
고향에 계신 어머니 2 2
고향에 사는 어머니 1 1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1 1
시골에 있는 어머니 2 2 4
시골에 계신 어머니 1 1 2
시골에 사는 어머니 2 2

합계 11 17 28

G2

고향 어머니 8 4 12
고향의 어머니 2 5 7
시골 어머니 4 1 5
시골의 어머니 2 1 3
집의 어머니 1 1

 합계 16 12 28

G3 

지방에 있는 어머니 1 1
집에 있는 어머니 1 1
어머니가 편지를 주셨어요 1 1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어요 1 1

 합계 3 1 4
총계 30 30 60

<표 Ⅲ-46> 유형⑦ - 문항 7 학습자 답안과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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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므로 G3으로 분류하였다. 문항 7의 경우 G3으로 응답한 

학습자들은 제외하면 절반이 번역을 잘하고 있었지만 또 절반이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여 적절한 번역을 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문항 19를 살펴보기로 한다.

문항 19는 'めがねの方'에 해당하는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조사 참여자 60명 중 중급 학습자 4명(6.7%)이 '저 안경 사람'　

또는 '저 안경 분'이라고 번역하였으며 일본어 원문을 직역하여 명사 표현 

그대로 사용한 것이며 한국어로는 아주 부자연스러우므로 G2로 

분류하였다. 직역하지 않고 적절한 동사 표현을 사용한 응답으로는 '저 

안경 쓰신 분', '저 안경 쓰고 있는 분', '저 안경 쓴 분' 등이 있었다. 

의미의 추가나 탈락도 없이 자연스럽게 번역하였다. 학습자 60명 중 

30명(50.0%)이 이렇게 답하였으며 중에 중급 학습자가 13명, 고급 

학습자가 17명이었다(G1). 아울러 '안경 쓰는 사람', '안경 쓰시는 분' 등의 

응답이 60명 중 26명(43.3%) 있었으며 이러한 응답은 직역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보이나 의미 전달 문제로 적절한 번역으로 보기 어려워 

G3으로 분류하였다. 

문항 19의 경우도 절반이 G1에 분류되었다. 그러나 6.7%가 일본어 

원문을 직역한 명사 표현으로 응답하여 또한 43.3%가 직역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문법이나 시제 오류로 적절하게 

번역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학습자에게는 한국어의 동사 표현구조를 

교수하고 연습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으로 번역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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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19
あのめがねの方は誰ですか。
저 안경을 낀 분은 누구입니까? (*저 안경의 분은 누구입니까?)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그 안경 낀 분 1 1
저 안경(을) 쓴 사람 2 1 3
저 안경 쓴 분 5 5
저/그 안경(을) 쓰신 분 1 8 9
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2 2
저/그 안경(을) 쓰고 있는 분 6 1 7
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 1 1
안경 쓴 그 분 1 1 2

 합계 13 17 30

G2
저/그 안경 사람 3 3
저 안경 분 1 1

합계 4 0 4

G3 

저/그 안경(을) 쓰는 사람 7 3 10
저/그 안경(을) 쓰는 분 5 3 8
그 안경(을) 쓰시는 분 1 1 2
저/그 안경 끼는 분 2 2
안경 끼시는 분 1 1
그 안경 쓰시던 분 1 1
안경하신 그 분 1 1
저 안경을 붓는 분 1 1

 합계 13 13 26
총계 30 30 60

<표 Ⅲ-38> 유형⑦ - 문항 19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중급 고급 총
문항7 문항19 합 문항7 문항19 합 문항7 문항19 합

G1 11 13 24 17 17 34 28 30 58
G2 16 4 20 12 0 12 28 4 32
G3 3 13 16 1 13 14 4 26 30

30 30 60 30 30 60 60 60 120

<표 Ⅲ-39> 유형⑦ - 전체 답안 분류(문항 7, 문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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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⑦에 해당하는 문항 7과 문항 19의 문제에 대하여 각 질문당 

60명의 응답자, 총 120의 응답 중,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동사 표현 

혹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명사 표현으로 응답한 

답안(G2)이 32개(26.7%)였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의 답안이 20개, 고급 

학습자의 답안이 12개였다. 적절한 동사 표현으로 의미의 추가나 탈락 

없이 자연스럽게 번역된 경우는 58개(48.3%)였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24개, 고급 학습자가 34개였다. 또한 직역을 하지 않았으나 의미의 추가나 

탈락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번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G3)는 

32개(26.7%)였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6개, 고급 학습자가 14개였다.

학습자별로 살펴보면 유형⑦에 해당하는 번역 테스트 문항 7과 문항 

20에서는 모두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G1)는 15명(25.0%)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 6명과 고급 학습자 9명이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통계적으로 학습자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유의 확률 0.078). 반대로 모두 부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17명(28.3%)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 12명, 고급 학습자 5명이었다. 

자연스럽게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중급 

학습자는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경우가 많았으며 

고급 학습자는 직역하지 않았지만 강요된 의역하는 과정에서 문법이나 

시제 오류 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번역문을 생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문항7,문항20) 모두 G1 하나만 G1 모두 G2/G3 계
중급 6 명

(20.0%)
12 명

(40.0%)
12 명

(40.0%)
30 명

(100%)
고급 9 명

(30.0%)
16 명

(53.3%)
5 명

(16.7%)
30 명

(100%)

계 15 명
(25.0%)

28 명
(46.7%)

17 명
(28.3%)

60 명
(100%)

<표 Ⅲ-40> 유형⑦ - 학습자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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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번역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법은 초급 

수준이며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도 일본어 

원문을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명사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일본어와 한국어의 표현구조 차이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 유형⑧: N1=명사 - 동사성 명사

유형⑧의 경우, 일본어는 한국어 '의'에 해당하는 'の'를 붙이면 

자연스럽게 연결된 표현도 한국어로 표현할 때에는 앞 명사 뒤에 

'하다'라는 동사를 넣어야 자연스럽다. 문항 4와 문항 12가 유형⑧을 묻는 

질문이었으며, 먼저 문항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문항 4의 학습자 답안과 

각 답안 수를 정리하면 <표 Ⅲ-40>과 같다.

문항 4에서 60명의 조사 참여자 중 12명(20.0%)이 '반대 사람', '반대의 

사람' 또는 '반대인 사람'이라고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여 답하였다(G2). 또한, '반대인 사람'이라고 응답한 고급 학습자 

1명 이외는 모두 중급 학습자였다. 60명 중 35명(58.3%)이 명사 표현의 

직역이 아닌 '반대하다'라는 적절한 동사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의미의 

추가나 탈락 없이 자연스럽게 번역하였다(G1).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6명, 고급 학습자가 19명이었다. 학습자 60명 중 13명(21.7%)이 G3으로 

분류되어 표현구조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본고가 문제로 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 '반대 

의견이신 분'이라고 번역한 학습자가 있었으며,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직역하지 않았고 적절한 의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번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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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장의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번역으로 보기는 어렵고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기 

때문에 G3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직역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의미 

전달의 문제로 적절한 번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는 시제를 잘못하여 

'반대하신 분' 또는 '반대하실 분'이라고 응답이 있었고 '반대하다'가 아닌 

'반하다'를 사용하여 부자연스러운 동사 선택 오류 등의 응답이 있었다. 

문항 4에서는 절반 이상(58.3%)이 일본어 원문을 직역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고급 어휘나 고급 문법 등이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4
反対の人は署名してくださ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의 사람은)[서명해 주세요.]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반대하는 사람 14 7 21
반대하시는 분 1 9 10
반대하는 분 1 3 4

 합계 16 19 35

G2

반대 사람 8 8
반대의 사람 3 3
반대인 사람 1 1

 합계 11 1 12

G3 

반대하신 분 4 4
반대한 사람 2 2
반대하실 분 2 2
반대할 분 1 1
반대로 사람 1 1
반하는 사람 1 1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 1 1
반대 의견이신 분 1 1

 합계 3 10 13
총계 30 30 60

<표 Ⅲ-41> 유형⑧ - 문항 4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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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8%의 학습자가 명사를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번역을 했고, 또 약 18%는 명사 표현의 직역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고는 했으나 자연스럽게 번역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한국어의 동사 표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항 12에서 학습자 60명 중 48명(80.0%)이 '공부할 때 먹을게요'와 

'공부할 때 먹을래요'라고 번역했고(G1)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24명, 고급 

학습자가 2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보려고 하는 일본어 '勉強の時'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번역하였으나 이어지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아 문장이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중급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12
勉強の時に食べますね。
공부할 때 먹을게요. (*공부의 때 먹을게요.)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공부할 때 먹을게요 23 23 46
공부할 때 먹을래요 1 1 2

합계 24 24 48

G2
공부 때 먹을게요 1 1 2

 합계 1 1 2

G3 

공부할 때 먹을 거예요 4 1 5
공부할 때 먹어요 1 1
공부할 때 먹을까 봐요 1 1
공부하면서 먹어요 1 1
공부할 때 잘 먹네요 1 1
공부하면서 먹을게요 1 1

 합계 5 5 10
총계 30 30 60

<표 Ⅲ-42> 유형⑧ - 문항 12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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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각 1명씩, 즉 60명 중 2명(3.3%)의 학습자는 

일본어를 직역한 '공부 때 먹을게요'라고 번역하였으며 이것은 G2로 

분류된다. 해당 문장 또한 고급 어휘나 고급 문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20%가 자연스러운 번역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적어도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는 학습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⑧에 해당하는 번역 테스트 문항 4와 문항 12, 각 질문당 60명의 

응답자 총 120개의 응답 중,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응답(G2)이 총 14개(11.7%)였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2개, 고급 학습자가 2개였다. 반대로 적절한 동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83명(69.2%)이었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40명, 고급 학습자가 43명이었다. 일본어를 직역하지 않았지만 

표현구조 문제가 아닌 다른 오류로 인해 부자연스럽고 의미 전달에 

(문항4,문항12) 모두 G1 하나만 G1 모두 G2/G3 계
중급 14 명

(46.7%)
12 명

(40.0%)
4 명

(13.3%)
30 명

(100%)
고급 17 명

(56.7%)
9 명

(30.0%)
4 명

(13.3%)
30 명

(100%)

계 31 명
(51.7%)

21 명
(35.0%)

8 명
(13.3%)

60 명
(100%)

<표 Ⅲ-44> 유형⑧ - 학습자별 응답 결과

중급 고급 총
문항4 문항12 합 문항4 문항12 합 문항4 문항12 합

G1 16 24 40 19 24 43 35 48 83
G2 11 1 12 1 1 2 12 2 14
G3 3 5 8 10 5 15 13 10 23

30 30 60 30 30 60 60 60 120

<표 Ⅲ-43> 유형⑧ - 전체 답안 분류(문항 4, 문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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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경우(G3)는 23개(19.2%)였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 8명, 고급 

학습자가 15명이었다. 표면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이는 절반 이상이 

자연스럽게 번역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해서 교수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번역 

테스트 문항 4와 문항 12에서 제시한 문장의 어휘, 문법, 구조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약 30%의 학습자가 한국어의 

표현구조를 실현하지 못해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역시 

학습자에게 표현구조에 대하여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형⑧에 해당하는 문항 4와 문항 12를 학습자별로 살펴보면 모두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60명 중 31명(51.7%)이었으며 절반을 

넘었다. 반대로 모두 부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8명(13.3%)이었다.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모두 각각 절반 이상이 두 문항에서 자연스럽게 

번역하였으며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잘 번역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답률이 높은 편인데도 중급 학습자 16명과 고급 학습자 13명이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직역하기 쉬울 만큼 일본어가 명사적 표현구조, 한국어가 

동사적 표현구조를 취한다는 특징을 알고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 과정이 

부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꼭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③ 유형⑨: N1=명사+조사

문항 14는 명사로 표현한 응답 수는 총 14명(23.3%)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2명, 고급 학습자는 2명이었다. 또한 자연스럽게 표현한 G1은 

학습자 60명 중 11명(18.3%)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2명,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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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9명이었다.  '니시구치 씨에게', 혹은 '니시구치 씨한테'의 경우, 

니시구치 씨가 전화를 건 사람인지 받을 사람인지 불명확한 표현이기에 

G3으로 분류하였고, '니시구치 씨에게서 전화입니다.‘, '니시구치 씨께서 

전화입니다.', '니시구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니시구치 씨한테 받은 

전화입니다.’와 같은 응답의 경우, 자연스럽고 의미의 추가나 탈락이 없는 

번역으로 보기에는 어렵기에 G3으로 분류하였다. G3은 60명 중 

35명(58.3%)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6명, 고급 학습자가 

19명이었다. G1과 G2를 비교해보면 중급 학습자는 명사 표현으로 응답한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14
西口さんからの電話です。
니시구치 씨가 전화하셨어요. (*니시구치 씨에게서의 전화입니다.)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니시구치 씨한테서 전화 왔어요 2 4 6
니시구치 씨에게서 전화 왔어요 5 5

합계 2 9 11

G2

니시구치 씨에게 전화입니다 2 2
니시구치 씨에서 전화예요 2 2
니시구치 씨에게서 전화입니다/예요 4 4
니시구치 씨부터 전화예요 2 2
니시구치 씨한테의 전화예요 2 2
니시구치 씨께서 전화입니다/예요 2 2

합계 12 2 14

G3 

니시구치 씨한테 받은 전화입니다 1 1
니시구치 씨에게서 전화 오고 있어요 1 1
니시구치 씨께서 전화 왔어요 4 5 9
니시구치 씨부터 전화 왔어요 2 3 5
니시구치 씨에서 전화 왔어요 1
니시구치 씨한테 전화 왔어요 6 10 16
니시구치 씨에게 전화 왔어요 2 2

 합계 16 19 35
총계 30 30 60

<표 Ⅲ-53> 유형⑨ - 문항 14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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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고급 학습자보다 많고 동사 표현으로 응답한 학습자는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표현구조 차이에 대해서 

중급 이상, 고급 수준에 이르러서야 학습자들이 명확히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표현의 차이는 매우 기초적인 부분에서 

학습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해당 표현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 학습 과정 초중급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22
友達への手紙を忘れてきました。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고 왔어요.(*친구에게의 편지를 두고 왔어요.)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친구에게 쓴 편지 9 8 17
친구한테 쓴 편지 4 6 10
친구에게 보낼 편지 2 1 3
친구에게 줄 편지 2 3 5
친구를 위해 쓴 편지 1 1
친구에게 보내려고 하는 편지 1 1
친구한테 주려고 했던 편지 1 1

합계 17 21 38

G2
친구에게 편지 4 1 5
친구의 편지 1 1 2

 합계 5 2 7

G3 

친구한테 쓰는 편지 1 1 2
친구한테 편지 쓰려고 했다가 까먹었어요 1 1
친구에게 주는 편지 5 3 8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1 1 2
친구한테 썼던 편지 1 1
친구() 편지를 ()왔어요 1

 합계 8 7 15
총계 30 30 60

<표 Ⅲ-45> 유형⑨ - 문항 22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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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2에서는 일본어 원문을 직역한 학습자는 60명 중 

7명(11.7%)이었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5명, 고급 학습자가 

2명이었다. 예를 들어 '친구의 편지' 또는 '친구에게(의) 편지'라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G1에 분류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친구에게 쓴 편지', 

'친구에게 보낼 편지', '친구에게 줄 편지' 등이 있었으며 '쓰다', '보내다', 

'주다'와 같은 동사를 적절히 사용하였다. G1은 학습자 60명 중 

38명(63.3%)이었고 그중에서 중급 학습자가 17명, 고급 학습자가 

21명이었다. 동사의 시제 오류나 조사 등을 쓰지 못하는 등 표현구조 

이외의 문제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번역한 학습자도 있었고 G3에 

분류하였다. 이는 학습자 60명 중 15명(25.0%)이었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8명, 고급 학습자가 7명이었다.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절반 

이상의 학습자의 응답이 G1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매우 

단순한 단어와 문법으로 이루어진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G2와 G3을 

합쳐서 35%를 넘을 오답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오답률이라고 

간주된다. 또한, 오답의 절반 이상은 명사의 직역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 

다른 번역을 하려고 했으나 그 정확한 방법을 몰라 G3에 분류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번역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도 있으며, 

이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명사/동사 표현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급 고급 총
문항14 문항22 합 문항14 문항22 합 문항14 문항22 합

G1 2 17 19 9 21 30 11 38 49
G2 12 5 17 2 2 4 14 7 21
G3 16 8 24 19 7 26 35 15 50

30 30 60 30 30 60 60 60 120

<표 Ⅲ-46> 유형⑨ - 전체 답안 분류(문항 14, 문항 22)



- 113 -

유형⑨에 해당하는 번역 테스트 문항 14와 문항 22, 각 질문당 60명의 

응답자 총 120개의 응답 중,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직역한 응답(G2)은 

21개(17.5%)였으며 그중에서 중급 학습자가 17개, 고급 학습자가 

4개였다. 아울러 일본어 원문을 자연스러운 동사 표현으로 번역한 

답안(G1)이 49개(40.8%)였고 그중에서 중급 학습자가 19개, 고급 

학습자가 30개였다. 이어서 일본어 원문을 직역하지는 않았으나 의미 

추가나 탈락 때문에 자연스러운 번역이라 볼 수 없던 G3에 해당하는 

답안은 50개(41.7%)였다. G2의 경우, 명사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고급 

학습자는 중급 학습자의 1/4수준이었다. 그러나 해당 문장의 경우 어휘나 

문법이 매우 단순한 점을 생각해보면, 고급 학습자가 오답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에 비해 G1의 경우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비율은 대략 2:3 정도로 G4에서의 비율보다 낮아졌다. 즉 

고급 학습자일수록 명사 표현의 직역이 잘못된 점은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급자별로 살펴보겠다. 유형⑨에 해당하는 문항 14와 문항 

22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9명(15.0%)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명, 고급 학습자는 8명이었다. 통계적으로도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모두 부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20명(33.3%)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12명, 고급 

(문항14,문항22) 모두 G1 하나만 G1 모두 G2/G3 계
중급 1 명

(3.3%)
17 명

(56.7%)
12 명

(40.0%)
30 명

(100%)
고급 8 명

(26.7%)
14 명

(46.7%)
8 명

(26.7%)
30 명

(100%)

계 9 명
(15.0%)

31 명
(51.7%)

20 명
(33.3%)

60 명
(100%)

<표 Ⅲ-47> 유형⑨ - 학습자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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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8명이었다. 명사를 직역한 학습자도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간에 차이를 보인다. 유형⑨의 경우도 일본어를 한국어로 직역하려고 했을 

때 의역할 필요 없이 조사를 그대로 나열할 수 있기에 학습자들이 오답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급 학습자 30명 중 29명(96.7%)과 고급 학습자 

30명 중 22명(73.3%)의 51명(85.0%)은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에서 사용된 어휘나 문법이 아주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답률이 높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일본어와 한국어의 표현구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표현구조 차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일본어는 명사를 선호하고 한국어는 동사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직역할 학습자는 없어질 것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유형⑩: N1=부사

문항 9에서는 일본어를 직역한 학습자는 학습자 60명 중 

11명(18.3%)이었고 모두 중급 학습자였고 '아까 사람', '아까 분', '아까의 

사람'이라는 응답이 있었다(G2). 일본어로는 '아까'에 해당하는 'さっき'와 

'사람'에 해당하는 '人' 사이에 동사가 없고 '의'에 해당하는 'の'만 있으면 

'아까 본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로 표현할 경우 

역시 동사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아까 사람' 또는 '아까의 사람'은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 60명 중 37명(61.7%)은 '만난', 

'있던', '있었던', '본' 등 동사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번역하였다(G1). 또한, 동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관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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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자연스럽게 표현한 학습자도 11명(18.3%) 있었고 직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표현구조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없으므로 G3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부분을 생략한 채 응답한 ‘남자친구 분이에요'에 대해서도 G3으로 

분류하였고 이것 또한 해당 부분을 직역할 경우 부자연스럽다는 인식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적절한 번역이 되는지 몰라서 해당 부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부분만을 번역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본 문항에 대해서도 약 

40% 정도의 답안이 적절한 번역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어의 동사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9
さっきの人が彼氏さんですか？
아까 본 사람이 남자친구예요? (아까의 사람이 남자친구예요?)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아까 만난 사람 6 3 9
아까 있던 사람/분 3 5 8
아까 있었던 사람/분 3 5 8
아까 본 사람/분 2 4 6
아까 온 사람 2 2
아까 계신 분 2 2
아까 본 그 사람 1 1
아까 지나가신 분 1 1

 합계 16 21 37

G2

아까 사람 8 8
아까 분 2 2
아까의 사람 1 1

 합계 11 0 11

G3 

아까 그 사람/분 3 7 10
아까 저 분 1 1
남자친구 분이에요? 1 1

합계 3 9 12
총계 30 30 60

<표 Ⅲ-48> 유형⑩ - 문항 9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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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항 
번호

설정한 문장
(한국어는 예시, 괄호 내는 일본어를 직역한 명사 표현)

15
いつもの時間に会いましょう。
항상 만나던 시간에 봅시다. (*항상의 시간에 봅시다.)

학습자 응답 (명) 중 고 계

G1 

맨날/매일/매번 만나는 시간 4 3 7
항상 만나는 시간 2 6 8
늘 마나는 시간 1 1 2
항상 보는 시간 1 1
언제나 보는 시간 1 1
보통 보는 시간 2 2
평소 보는 그 시간 1 1
평소에 만나는 시간 2 2
평소랑 똑같은 시간 1 1

합계 11 14 25

G2

보통 시간 2 3 5
항상 시간 3 1 4
제 시간 1 1
평소 시간 3 3

 합계 6 7 13

G3 

같은 시간 5 4 9
그때 그 시간 1 1
첫 번에 만난 시간 1 1
정한 시간 1 1
시간은 평소대로 1 1
이/그/저 시간 2 2 4
시간에 만납시다 2 1 3

무응답 2 0 2
 합계 13 9 22
총계 30 30 60

<표 Ⅲ-49> 유형⑩ - 문항 15 학습자 답안과 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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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5의 일본어 표현 'いつもの時間'은 '時間(시간)'이라는 명사를 

'いつも(항상)+の(의)'가 수식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직역하면 '항상의 

시간'이 된다. 이런 표현은 한국어로서 아주 부자연스러우며 번역할 때 

동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학습자가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60명 중 13명(21.7%)이었으며, 그중에 

중급 학습자는 6명, 고급 학습자는 7명이었다(G2). 이 학습자들은 '보통', 

'항상', '평소', '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명사 표현으로 응답하였다. 

60명 중 25명(41.7%)의 학습자는 일본어의 'いつも'에 해당하는 '맨날', 

'항상', '평소' '보통'과 같은 단어와 '시간' 사이에 '만나다'와 '보다'라는 

동사를 넣어 자연스럽게 번역하였다(G1). 이렇게 응답한 학습자는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사를 넣어 응답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였다. 

그러나 60명 중 22명(36.7%)의 학습자는 직역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간'이나 '그 시간' 등 의미가 다소 다르게 전달되는 등 표현구조 문제가 

아닌 오류가 있었으므로 G3으로 분류하였다. G1에 해당하는 응답이 G2에 

해당하는 응답보다는 많아 자연스럽게 잘 번역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준별로 살펴보면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사이에 큰 차이는 

없고 G2에 이르러서는 중급 학습자보다 고급 학습자가 더 많았다. 즉, 

중급 학습자보다 고급 학습자에 일본어 원문을 직역한 학습자가 많았다. 

G2로 응답한 학습자들이 만약 일본어와 한국어의 명사적/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급과 고급 학습자에게 큰 차이가 없고 고급 학습자마저 

23.3%의 학습자에게 표현구조의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은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출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습득되기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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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테스트 문항 9와 문항 15가 해당 주제를 묻는 질문이며 각 질문당 

60명의 응답자, 총 120개의 응답 중, 일본어를 직역하여 표현한 응답 수가 

총 24개(20.3%)였고 그중 중급 학습자의 답안이 17개, 고급 학습자의 

답안이 7개였다(G2).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적절한 동사 표현으로 번역한 

답안(G1)은 62개(52.5%)였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27개, 고급 학습자는 

35개였다. 또한 직역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의미 

전달 문제 등으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번역된 경우와 해당 부분의 생략 

또는 무응답 등으로 인해 표현구조를 판단할 수 없었던 G3으로 분류된 

답안은 34개(28.3%)였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는 16개, 고급 학습자는 

18개였다. 

다음으로 학습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⑩에 해당하는 문항 9와 

문항 15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번역한 학습자는 17명(28.0%)이었고 그중에 

중급 학습자가 8명, 고급 학습자는 9명이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잘 

번역한 학습자의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 

(문항9,문항15) 모두 G1 하나만 G1 모두 G2/G3 계
중급 8 명

(26.7%)
11 명

(36.7%)
11 명

(36.7%)
30 명

(100%)
고급 9 명

(30.0%)
18 명

(60.0%)
3 명

(10.0%)
30 명

(100%)

계 17 명
(28.3%)

29 명
(48.3%)

14 명
(23.3%)

60 명
(100%)

<표 Ⅲ-51> 유형⑩ - 학습자별 응답 결과

중급 고급 총
문항9 문항15 합 문항9 문항15 합 문항9 문항15 합

G1 16 11 27 21 14 35 37 25 62
G2 11 6 17 0 7 7 11 13 24
G3 3 13 16 9 9 18 12 22 34

30 30 60 30 30 60 60 60 120

<표 Ⅲ-50> 유형⑩ - 전체 답안 분류(문항 9, 문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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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항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지 못한 학습자는 3명(10.0%)밖에 

없었고 두 문항 중 한쪽만 자연스럽게 번역한 경우가 

18명(60.0%)이었으며 가장 많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끼고 바꾸는 노력을 

하였지만 그 방법을 몰라 결과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였거나 

자연스러운 표현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만약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를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N1+ノ(의)+N2형의 경우, 일본어 'ノ(no)'는 한국어 '의'에 대부분이 

해당하는 조사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직역한 결과 한국어로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하기도 쉬운 것으로 보인다. N1+ノ(의)+N2형에 

해당하는 유형 ⑦에서 유형 ⑩ 중에 자연스럽게 적절한 동사 표현을 

사용한 응답을 수준별로 비교하였을 때 유형 ⑨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직역하였고 그 비율이 중급 학습자와 

비슷했다는 것은 역시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명사적/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번역 테스트의 결과, 발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중급 학습자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자도 절반 이상이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응답하였다. 

더구나 해당 문항들은 문법이나 어휘의 수준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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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와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를 모르는 학습자라면 직역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고급 학습자에게서조차도 높은 오답률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조어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중급 학습자 주에도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 에도 불구하고 오답의 약 3~4분의 1이 고급 학습자였다. 문장의 

구성 자체가 직역할 경우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라 직역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낮다는 점은, 

발상의 차이 유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라는 차이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선정되거나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테스트에서는 학습자의 인식까지는 알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번역 테스트 후 즉시 실시한 사후 점검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서 

학습자들의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및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

번역 테스트 후에 사후 점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번역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드러난 표현구조 차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표현구조 차이 교육의 요구

번역 테스트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나 연구자의 의도를 예상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이 "직역하면 안 되는 문장들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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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느냐를 보고 있을 것 같다", "어떤 표현을 쓸지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다. 일본어 원문이 모두 명사 표현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번역하려면서 단순히 직역하기도 어려운 문항들도 있어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이렇게 의도를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번역하고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단지 말이 통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능숙하게 말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최종적으로는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학습자의 말은 다음과 같다.

限りなく韓国人みたいに話せれば…スラスラ、話せれば、やっぱり表現と

か、正しい表現、正しいと言うか。文法的にはおかしくなくてもやっぱり

こっちの人が使うような、話し方ができればいいなとは思っています。

가급적이면 한국인처럼 말할 수 있으면.. 술술 말할 수 있으면, 역시 표현

이나 올바른 표현, 올바르다기보다.. 문법적으로 이상하지 않아도 역시 원

어민이 사용하는 말투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급 학습자 I14]

それはよく考えますね。英語をかつて勉強していた時も、やっぱりいかに

ネイティブっぽく話すかとか、母語として話している人に近づけることを

考えて失敗することを恐れていた時期もあるんですけど、今って結構、

ワールドイングリッシュっていう概念があって、いろんな国の英語があっ

ていい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方向に進んでいると思うんですが、それも

一理あるなと最近思っていて。完璧に母語みたいに話せるようになった

ら、それはそれで便利だろうし、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 100%近づける

かって言ったら難しいので、やっぱり意思疎通を優先したいなとは思い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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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ただ、理解はしているんですけど、韓国語だったら、韓国人みたい

に、外国人だってばれないように話したいっていう気持ちは強いです。英

語だったら、シングリッシュとかコングリッシュとかいろいろあるけど、

韓国語って朝鮮半島でしか話されてないから、その点で英語とは違うかも

しれないですね。

(그건 자주 생각하네요. 영어를 예전에 공부하고 있을 때도 역시 어떻게 

원어민처럼 말할지나 모국어로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워질 수 있을

지를 생각해서 실패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시기도 있지만, 최근 영어의 경

우는 World English 라고 여러 나라의 영어가 있어도 되지 않냐고 하는 

것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모어처럼 말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다고는 생각하긴 하는데 100% 가깝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어려울 

거니까 역시 의사소통을 우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걸 알

면서도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외국인인 것을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은 강해요. 영어의 경우는 싱글리쉬, 콩글리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국어의 경우는 한반도에서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영어와 

다를 것 같긴 하네요.)                              [고급 학습자 A25]

[I14]의 경우, 문법적으로 맞더라도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아니라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A25의 경우 영어 학습 경험에서 대략 원어민처럼 

말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을 

우선하는 것이 맞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외국인이라고 

들키지 않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즉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다는 말이며, 

그 이유는 영어의 경우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어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조금 더 

현지인처럼 말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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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면서 한국어를 말하고 싶다고 대답하였으며, 그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단순한 

의사소통 이상을 목표로 하며, 문법적으로 정확한 것보다 원어민이 

사용하는 말을 배우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표현구조에 

관한 교수·학습의 필요서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번역 테스트에서는 

연구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은, 일본어와 한국어의 

표현구조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를 나타내며, 이러한 인식을 

기존 학습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해당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경우, 학습자들의 실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

한국어와 일본어 간에 있는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 차이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60명 중 4명(6.7%)만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56명(93.3%)이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4명은 일본 소재 대학교 수업에서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나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재를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그것을 읽고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평소에 그 

차이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다고 대답한 [I10]의 경우 중급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번역 테스트에서 거의 모든 유형에서 자연스러운 동사로 

바꿨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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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本を読んだときに)日本には体言止めが多いけど、韓国ではそんなこ

としないよって書いてあったのが印象に残っていたので、(今回の翻訳テ

ストも)それを意識してやっとところはありますね。…(中略)…そういうの

は教科書には載ってないので他の本で学んだ部分が多いですね。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일본에서는 문장의 마지막을 체언으로 맺는 표현법

을 자주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

었고 그게 인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번역 테스트에서도)그것을 

의식해서 한 부분이 있네요. ...(중략)... 그런 것은 교과서엔 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책으로 배운 부분이 커요.                  [중급 학습자 I10]

今、交換留学でこっちにいるんですが、日本では大学 4 年生で、朝鮮語を

専攻しています。日本人の(韓国語の)先生が授業中の、なんか、会話の中

でさらっとそんなことを言っていた気がするんですが...　 うーん、でもあ

んまり意識したことはないですね。

지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대학교 4 학년이고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어요. 일본인 (한국어)선생님 수업 중에, 뭐 그냥 

이야기하면서 살짝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긴 한데요... 음.. 근데 의식한 

적은 별로 없네요.)                                [중급 학습자 I20]

韓国的な表現と日本語的な表現があるってことは聞いたりしたんですが、

それが明確にどう分かれているのかまでは、知らなかったです。

(한국적인 표현과 일본어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은 들었고 느끼기도 

했는데 그것이 명확히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까지는 몰랐어요.) 

                                                [고급 학습자 A8]  

이처럼 대부분의 조사 참여자들이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 차이에 

대해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재를 읽었거나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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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들었다고 하였지만 

해당 내용은 Ⅱ장 3.2.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재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교수 여부는 교사의 재량 문제이며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음은 

명확하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답안을 낸 중급 학습자의 경우, 양 언어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응답한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 등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자신의 감각으로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학습자가 명사 및 동사적 표현구조 차이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학습자의 경우 그 차이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응답한 학습자도 몇몇 살펴볼 수 있었다. 

아울러 그것을 언제 느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중급 수준 

이상이 되고 나서’라고 응답하였고 그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학습자도 있었다. 학습자 자신의 감각이나 느낌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번 

번역 테스트보다 고급 어휘나 문법이 나왔을 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명사와 동사 차이는 중급 학습자라면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중급 

단계부터 일본어와 한국어의 명사 및 동사적 표현구조를 교수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여 학습자들이 보다 한국어로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데 유익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꼭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유형별로 보았을 때도 일본어 명사 표현을 한국어의 명사 표현으로 

번역했을 때 그런 단어나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어색함을 느껴서 

동사로 바꾸었다고 하였고,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한국어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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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한 학습자의 경우에도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고 응답한 학습자들을 몇몇 

볼 수 있었다. "학교 선생님께 '그것은 일본어식 표현이다'고 지적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런 문장은 한국에서는 말하지 않는구나'라고 문장을 

그때그때 하나씩 외우거나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한 학습자도 종종 

있었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한국어로 동사 표현으로 바꾼 경우가 많았고, 어떤 고급 학습자는 

일본어를 생각하고 나서 한국어를 말할 것이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번역하려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말이나 고급 어휘, 고급 문법을 한국어로 표현해야 할 때가 오면 일본어는 

명사를 선호하지만 한국어는 동사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는 

모르는가에 차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고급 학습자 [A6]의 경우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일본어를 먼저 

떠오르고 번역하게 되어 어색한 표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응답하였다. 즉 감각으로만 알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말을 말해야 

할 때 응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론적인 면을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적용 가능할 것이며 역시 일본어와 한국어의 명사적 및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대부분이 한·일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해 모르고 

있었지만 연구자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알려주었을 때 지금까지 의문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언어 교육 기관에서도 

일일이 '그것은 일본어식 표현이라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어디가 어떻게, 왜 그러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학습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급 학습자 중에 

1명([I10])은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해 알고 있고 평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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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학습자가 다른 중급 학습자보다 

자연스럽게 번역했었다는 점에서도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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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수 학습 실제

Ⅲ장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의 동사 표현구조에 맞게 동사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사후 점검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의 동사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그 경향과 

문제점을 밝혔다. 이 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및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목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상세한 목표(objective)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종합목표(goal)가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브라운(Brown, 2017:174)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종합목표: "소망하고 달성 가능한 프로그램 목적과 지향점 관한 일반적 

진술"

목표: "특정한 지식, 행동, 및/혹은 기능을 기술하는 구체적인 진술"

즉, 목표는 종합목표보다 구체적이며 종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사항으로 구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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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 일본인 학습자들이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번역 테스트 결과를 봐도 일본어의 명사 표현을 한국어로 

적절한 동사 표현으로 바꾸지 못하였으며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매우 

유사한 까닭에 학습자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도 말이 통할 때가 

많아 부자연스러움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어렵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말하고 싶다는 학습자들이 대부분인데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결국 학습자 자신이 한국어에 노출되면서 스스로 

학습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일본어 양 언어의 차이를 인식한다면 더욱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표현구조 차이에 

대한 교육은 말이 통한다는 차원이 아닌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의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Ⅲ장까지 살펴본 

한·일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다른 표현구조 

차이보다 접근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일 표현구조 차이, 특히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표현구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표현구조 차이 중 하나로서 한국어는 동사적 표현구조, 일본어는 

명사적 표현구조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명사적 표현구조를 가진 일본어 문장을 동사적 표현구조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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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넷째,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 표현을 익힌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내용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어는 동사를 선호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인식하기만 해도 더욱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일 표현구조 차이 인식의 중요성

한국어와 일본어가 통사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양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단지 유사하다고만 알고 있다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일본어를 

직역한 한국어를 계속 구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한국어로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무리 통사구조가 유사하더라도 표현구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차이를 

인식하고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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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Ⅲ장에서 한국어가 동사적 

표현구조, 일본어가 명사적 표현구조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던 중급 

학습자가 다른 중급 학습자에 비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언어 표현에 있어서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데도 다른 표현을 취할 

경우가 있음을 인식하여 언어마다의 발상의 차이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2)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이해

한국어와 일본어 간에 표현구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더 

구체적인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Ⅲ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언어 간에 차이를 느끼고 있던 응답자 중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한·일 표현구조 차이 중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Ⅱ장 3절에서 재분류한 일본어 명사적 표현구조와 Ⅲ장에서 실시한 

번역 테스트를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실제로 가르칠 때 어떤 

순서 또는 어떤 범주로 나누어서 가르쳐야 할지 고찰해보았다. 단 

학습자에게 접근하기 쉬운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아래와 같이 

일본어가 명사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그대로 

직역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동사 표현으로 바꿔야 함을 예시를 통해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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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형

일본인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부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 바로 

유형⑪이었다. 자연스럽게 번역한 중급 학습자는 120개 중 

6개(10.0%)였고 고급 학습자마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가 

절반을 넘었다. 같은 상황이면서도 두 가지 다른 표현이 가능하고 

일본어의 경우 '형용사+명사'형으로 나타낼 경우가 많지만, 한국어에서는 

'명사+형용사'형을 취한다. 한국어든 일본어든 이러한 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장은 모두 문법적으로 어긋난 

표현이 아니다. 그러기에 부자연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해 학습하는 데 

간과하기 쉬울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어로 표현할 때 '형용사+명사'형을 

취하면 부자연스럽고 '명사+형용사'형을 취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러한 

경향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형⑪에 대한 설명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N+(이)다'형[연용형 명사 제외]

다음으로 'N+(이)다'형 중 연용형 명사를 사용하는 유형②를 제외한 

유형 ①, ③, ④이다. 일본어는 단순히 명사와 '이다(だ)'로만 표현하는 데 

비해 한국어는 적절한 동사를 이용하여 설명하듯이 말해야 한다. 유형 

①은 앞 명사와 대응하는 동사를 붙여야 하고 유형③은 '하다'를 붙여서 

유형 주의 사항 예시

⑪
명사를 주어로 하여 형용사와 

자리를 바꿔야 한다
いい景色ですね(*좋은 경치네요)
→ 경치가 좋네요

<표 Ⅳ-1>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내용('A+N'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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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해야 한다. 또한, 유형④는 '했다'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성된 한국어 문장들은 아주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 중급 

학습자라는 것을 고려해보아도 접근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며 

우선적으로 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의 설명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3) 'N1(P)+의+N2'형

다음으로 'N1(P)+의+N2'이며 유형⑦, ⑧, ⑨, ⑩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한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일본어 'ノ'만으로 전후의 명사를 연결할 수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 '*안경의 사람(유형⑦)', '*반대의 사람(유형⑧)', 

'친구에게의 편지(유형⑨)', '항상의 시간(유형⑩)' 등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실현된다. 따라서 대응하는 적절한 동사를 넣어서 표현하여야 할 

경우이다. 유형⑨, ⑦, ⑩, ⑧의 순서로 중급 학습자들은 일본어 명사를 

직역한 결과가 나왔는데 유형⑧에 관해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동사를 

넣어 잘 번역한 학습자도 많은 편이긴 했지만 20% 이상 부자연스럽게 

번역하였으므로 교수할 필요는 있으며, 유형⑦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형⑦과 ⑧은 동시에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유형 주의 사항 예시

①
N 에 대응하는 동사가 

필요하다.
今日は雨です(*오늘은 비입니다)
→ 오늘은 비가 오다

③
'N+하다'로 동사 '하다'가 

필요하다.
散歩ですか。(*산책이에요?)
→ 산책하세요?

④
'N+했다'로 동사 '하다'의 

과거 시제가 필요하다.
1 位で通過です(*1 위로 통과예요)
→ 1 위로 통과했습니다

<표 Ⅳ-2>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내용('N+(이)다'형[연용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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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형⑩에 대해서는 앞이 명사가 아닌 부사이기는 하나 한 단어로 

구성되고 설명하는 동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의 설명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4) 연용형 명사

 

유형 ②, ⑤, ⑥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습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한국어 

어휘가 떠오르지 않을 때, 모국어인 일본어 어휘 또는 표현을 떠올리며, 

그것을 머릿속으로 번역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어로 표현할 것이다. 연용형 명사는 다른 단순한 명사에 비하여 

직역하기가 어렵고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단순하지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상황에서는 말을 아예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어의 연용형 명사는 동사로 풀어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동사로 풀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의 설명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유형 주의 사항 예시

⑦
N1 에 

대응하는 동사가 필요하다.
眼鏡の方は～(*안경의 분은..)
→ 안경을 낀 분은..

⑧ N1 에 '하다'가 필요하다.
反対の人は～(*반대의 사람은..)
→ 반대하는 사람은..

⑨
조사와 N2 사이에 동사가 

필요하다.
友達への手紙を～(*친구에게의 편지를..)
→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⑩
부사와 N2 사이에 동사가 

필요하다.
いつもの時間に～(*항상의 시간에..)
→ 항상 만나는 시간에

<표 Ⅳ-3> 'N1(P)+의+N2'형 교육 내용



- 135 -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모국어인 일본어와 목표어인 한국어를 비교할 

때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확실히 인식한다면 더욱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에서 (4)에 갈수록 번역 과정이 단순하지가 

않아 학습자들에게는 연습할 기회를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방법

1) 한국어 동사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 강화 교육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어와 유사성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용이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통사구조가 유사하다고 해도 표현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우선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 

유형 주의 사항 예시

②
연용형 명사를 원래 동사로 

바꾼다.
それで決まりですね(*그것으로 정함이네요)
→ 그것으로 정하지요.

⑤
연용형 명사를 원래 동사로 

바꾼다.
東京育ちです。(*도쿄자람이에요)
→ 도쿄에서 자랐어요.

⑥
연용형 명사를 원래 동사로 

바꾼다.
長生きしてください(*오래삶하세요)
→ 오래 사세요.

<표 Ⅳ-4> 연용형 명사 교육 내용



- 136 -

●활동 예시1

1단계

다음과 같은 대화문을 제시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국어를 직역한 일본어도 나열하면서 

교사는 동일한 상황과 의미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①과②처럼 다른 

표현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킨다.

2단계

다음 예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문장①, ②, ③, ④, ⑤, ⑥에 주목하게 

한다. 교사는 이것들은 모두 사용 가능한 표현인지 문제를 제기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준다. 

아야:
 
수연:
 

아, 수연 씨. 안녕하세요?
(あ、スヨンさん、こんにちは。)
아야 씨. 안녕하세요?
(あやさん、こんにちは。)

아야: ①오늘은 좋은 날씨네요. / ②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今日はいい天気ですね。/今日は天気がいいですね。)

수연: 그러네요.
(そうですね。)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을 보고]

아야: 어, ③귀여운 강아지다! / ④강아지 귀엽다!
(あ、可愛い子犬だ。/ 子犬、可愛い。)

⑤이런 시간에 산책입니까? / ⑥이런 시간에 산책하세요?
(こんな時間に散歩ですか。/ こんな時間に散歩されていま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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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교사는 학습자들의 의견을 요약하면서 문장①, ③, ⑤는 일본어를 

직역한 말이며, 한국어로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임을 설명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어는 동사 표현을 선호하고 일본어는 명사 표현을 선호함을 

설명하면서 문장②, ④, ⑥이 동사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시킨다. 

이처럼 한국어 동사적 표현구조 차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상황을 

대화문을 이용하여 제시하여 두 문장은 같은 상황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한쪽은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발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2) 번역 활동을 통한 한국어 동사 표현구조 교육

한국 국내 교육 기관에서 교수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번역을 통한 교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언어권 학습자가 모여 있는 주로 국외 한국어교육,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ore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KFL)교육 현장에서는 효과적으로 번역 학습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번역을 통한 학습에 대해서는 모국어 간섭을 조장한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오히려 모국어 간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련희, 2003:43).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구조 차이를 교수할 때에는 학습자는 일본어권 학습자로 

한정할 수밖에 없고 모어인 일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번역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일 것이라 할 수 있다. 번역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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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유형 예문

1 ⑪
-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좋은 날씨네요.)
- 강아지 귀엽다. (*강아지 귀엽다.)
- 경치가 좋네요. (*좋은 경치네요.)

2

①

- 오늘은 비가 와요. (*오늘은 비예요.)
-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세요. (*시간이니까 시작하세요.)
-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시간입니다.)
- 이제 나이가 다 됐습니다. (*이제 나이입니다.)

③

- 일요일인데도 방에서 독서하세요? (*일요일인데도 방에서 독서입
니까?)

- 토요일은 출근하세요? (*토요일은 출근입니까?)
- 안녕하세요. 산책하세요? ( *안녕하세요. 산책입니까?)
- 저녁 식사 후 산책하러 갔어요. (*저녁 식사 후 산책에 갔어요.)

④

- 덕분에 10 만 명 돌파했어요. (*덕분에 10 만 명 돌파입니다.)
-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

입니다.)
- 조금 전 예선은 1 위로 통과예요. (*조금 전 예선은 1 위로 통과했어요.)

3

⑦

- 저 안경을 낀 분은 누구입니까? (*저 안경의 분은 누구입니까?)
- 저 긴 머리를 한 소녀는 누구입니까? (*저 긴 머리의 소녀는 누구

입니까?
-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시골의 어머니로

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⑧
- 반대하는 사람은 서명해 주세요. (*반대의 사람은 서명해 주세요.)
- 그녀를 본 건 이사할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나. (*그녀를 본 건 이

사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나.)

⑨

- 니시구치 씨가 전화하셨어요. (*니시구치 씨에게의 전화입니다.)
-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안 갖고 왔어요. (*친구에게의 편지를 안 

갖고 왔어요.)
-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좋네요. (*창문에서의 바람이 좋네요.)
- 이것은 어머니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의 선물

입니다.

<표 Ⅳ-5> 번역 활동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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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예시2

1단계

<표 Ⅳ-5>에서 제시한 예문을 바탕으로 명사적 표현구조를 가진 

일본어를 4개로 나누어 한국어로 번역하게 한다. 

⑩
- 항상 만나는 시간에 만나자. (*항상의 시간에 만나자.)
- 모처럼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잃어버렸다. (*모처럼의 아르바이트

비를 잃어버렸다.

4

②
- 오늘은 내가 한턱낸다. (*오늘은 내가 한턱냄이다.)
- 남은 오렌지 주스를 마셨어요. (*오렌지 주스의 남음을 마셨어요.)
- 그럼 그렇게 정하자. (*그럼 그렇게 정함이에요.)

⑤
- 고등학생 시절부터 사귀어 왔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사귐이다.)
- 나는 도쿄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도쿄자람입니다.)
- 그것은 팔고 남은 것이에요. (*그것은 팔고남음이에요.)

⑥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남은 
몸에 좋아요.)

- 이것은 기뻐서 우는 거예요. (*이것은 기쁨울음이에요.)
- 푹 자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 푹 자고 오래오래 삶해야지.)
- 그녀도 크게 웃었다. (*그녀도 큰웃음했다.)

1. 今日はいい天気ですね。　→ (                            )

   景色がいいですね。　→ (                            )

2. 今日は雨です。　→ (                            )

　 時間なので始めてください。　→ (                            )

　 部屋で読書ですか。　→ (                            )

 　土曜日は出勤ですか。　→ (                            )

　 おかげさまで10万人突破で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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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교사는 학습자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확인한다. 직역한 것과 직역하지 

않았던 것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비교해보면서 자연스러운 

표현이 무엇인지를 학습자에게 생각하게 한다. 

3단계

교사는 학습자에게 자연스러운 표현을 제시하여 각각 어떤 특징(형용사 

위치, 동사 추가, 풀어쓰기 등)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4단계

한국어는 동사 표현, 일본어는 명사 표현을 선호한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한다. 다른 번역 문제를 풀면서 그 인식을 강화하여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히도록 한다.

학습자들에게 직접 번역하게 하여 한국어 문장을 산출하게 함으로써 

한국어의 동사 표현구조에 대한 생각을 보다 깊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라 생각된다. 

3. あの眼鏡の方は誰ですか。　→ (                            )

　 友達への手紙を忘れて来ました。　→ (                          )

　 いつもの時間に会いましょう。 → (                            )

4. じゃあそれで決まりですね。 → (                            )

　 高校生の頃からの付き合いです。 → (                          )

   これは嬉し泣きで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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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동사 표현구조 교육 모형

일반적으로 PPP 모형은 제시, 연습, 생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 인식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한국어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교육 모형은 한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둘 피료가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일본어의 명사 

표현구조와 한국어의 표현구조를 알 수 있는 문장을 교재 또는 

학생들과의 대화 중에 나타날 때마다 학습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입 : 5분

먼저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를 생각하게 하면서 통사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차이가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학습 대상 일본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
학습 내용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학습

학습 목표

①한국어와 일본어에 표현구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②한국어는 동사적 표현구조, 일본어는 명사적 표현구조를 지향한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③일본어의 명사적 표현을 자연스러운 한국어 동사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학습 시간 50 분

<표 Ⅳ-6> 수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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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20분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설명한다. 

또한 앞 절에서 교육 우선도 순으로 4개로 교육 내용을 나누었고 그 

순서대로 학습자들에게 설명한다.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여러분, 한국어와 일본어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이 비슷할까
요?
어순이 같아요. / 한자어가 많아요. / 발음이 같은 것이 있어요. 등
네. 그럼 다 같을까요? 다른 부분이 없을까요?
가끔 조사가 달라요. / '하다'와 '하고 있어요'의 차이도 있어요. 등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요?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그럼 'いい天気ですね'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좋은 날씨네요. / 날씨가 좋네요.
네. 그렇지요. 같은 것을 말하는데 두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은 어느 쪽 표현을 자주 사용할까요?
날씨가 좋아요. / 둘 다요.
한국 사람들은 동사와 형용사로 끝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날씨가 
좋네요.'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좋은 날씨네요.'는 거의 안 써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 [형용사] + [명사]이다. → [명사](가) [형용사]다.

예) いい景色ですね(*좋은 경치네요) → 경치가 좋네요

처럼 구조적으로 반대가 되어야 한국어로서 자연스럽다.

(2). [명사]이에요/예요. → [명사]+[동사]다. / [명사]하다. / [명사]했다.

예) 今日は雨です (*오늘은 비입니다) → 오늘은 비가 오다

    散歩ですか (*산책이에요?) → 산책하세요?

    1位で通過です (*1위로 통과예요) → 1위로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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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0분

이 단계에서는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를 익히도록 연습한다. 교사는 

명사적 표현구조를 가진 일본어를 제시하여 그것을 번역하게 한다. 또한 

'비'나 '산책'이라는 명사에 대응하는 동사를 붙여야 한국어로서 

자연스럽다. 또한 의미를 생각할 때 '통과'처럼 과거 시제를 나타내야 할 때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1. [명사]의 [명사] → [명사]+[동사(-ㄴ/는/ㄹ)]+[명사] /

                       [명사]하는/한/할 [명사]

예) 眼鏡の方は.. (*안경의 분은..) → 안경을 낀 분은..

   反対の人は.. (*반대의 사람은..) → 반대하는 사람은..

'안경'이나 '반대'에 대응하는 동사가 있어야 한국어로서 자연스럽다.

(3)-2. [명사+조사]의 [명사] 

                  → [명사+조사]/[부사]+[동사(-ㄴ/는/ㄹ)]+[명사]

예) 友達への手紙を～(*친구에게의 편지를..) →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いつもの時間に～(*항상의 시간에..) → 항상 만나는 시간에..

'の(의)'에 함축되어 있는 동작을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국어로서 

자연스럽다.

(4). 연용형 명사 → 풀어서 말하기

예)それで決まりですね。(*그것으로 정함이네요.) → 그것으로 정하지요.

   東京育ちです。(*도쿄자람이에요.) → 도쿄에서 자랐어요.

   長生きしてください。(*오래삶하세요.) → 오래 사세요.

한국어도 명사로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풀어써서 

동사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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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연스럽게 번역된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구조를 가진 문장을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되도록 고치게 하기도 한다.

정리 단계: 5분

학습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학습자들이 그것을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진행한다. 무엇보다 표현구조 차이에 대해서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습자들이 이러한 차이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음을 강조하도록 한다. 이러한 주의에 대해 환기기키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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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단순한 

의사소통, 즉 말이 통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매우 유사한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표현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있다. 표현구조는 '표현' 측면에서 '그 언어답다, 

자연스럽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 차이 중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자마다 해당 내용을 각각 다르게 

분류하였고 단지 대조했을 뿐,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원서와 번역본상의 표현의 차이를 

분석한 것에 그치고 학습자들이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연구는 볼 수 없었다. 또한,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정리하여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 4권을 분석하여 

일본에서의 현직 교사 8명에게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명의 

교사는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지만 교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즉 일본 국내 한국어교육에서 표현구조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르치고 있는 경우에도 

이는 교사의 재량의 의한 것으로 체계적인 교수 학습이 우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여렵다. 한국 국내 한국어교육의 경우 학습자가 다국적이라 



- 146 -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구조 차이 교육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와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 표현구조 차이 중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유형을 재분류해 11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그것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는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우선 중급 학습자 30명과 고급 학습자 

30명의 총 60명에게 번역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형⑪에서는 

중급 학습자의 90%와 고급 학습자의 약 72%가 일본어 원문의 명사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여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기타 유형에 대해서도 아주 기본적인 어휘나 표현만 

필요한 문장인데도 중급 학습자는 고급 학습자보다 부자연스럽게 번역한 

비율이 높았으며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것은 중급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번역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 결과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학습자의 

대부분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동사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극히 적었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고 평소에도 의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이번 번역 

테스트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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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구조와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하여 교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명사 표현을 직역하지 않고 동사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노력을 더욱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Ⅳ장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방법을 모색하였다. 

먼저 표현구조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국내 

한국어교육의 경우 번역 활동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보며, 

한국어로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익히고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자들이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의 차이라는 차원에서 언어 

학습에 접근하여 그 이론적 배경과 현황을 확인했다는 점과 해당 주제에 

대한 일본인 학습자의 사용 실태와 인식, 기존 학습법의 한계를 파악하여 

새로운 교육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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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어 교사 설문지(일본어)

Ⅰ. 基本事項

1. 性別　  ①女     ②男

2. 年齢 　①25-30歳 　②31-35歳　 ③36-40歳　 ④41-45歳 　⑤46歳以上

3. 第一言語　  ①日本語(設問4へ)   ②韓国語(設問5へ)   ③その他(　　　　　　)

4. 韓国居住経験(日本人教師のみ)

  ①語学研修(　  年  　ヵ月) ②大学(　  年  　ヵ月) ③大学院(　  年  　ヵ月)

　③仕事(　  年  　ヵ月)　④その他　　　　　　　　 (　  年  　ヵ月)

5. 日本居住経験及び滞在理由(韓国人教師のみ)

  ①語学研修(　  年  　ヵ月) ②大学(　  年  　ヵ月) ③大学院(　  年  　ヵ月)

　③仕事(　  年  　ヵ月)　④その他　　　　　　　　 (　  年  　ヵ月)

6. 韓国語教授歴 　(　　  年　  　ヵ月)

7. 韓国語教員資格の有無   ①あり (3級)    ②あり (2級)    ③なし

8. 現在の主な韓国語教授機関

   ①高等学校 　②専門学校　 ③大学　 ④大学院 　⑤民間語学教室

9. 主な韓国語教授機関での授業進行言語  ①日本語　②韓国語  ③その他(    　)

10. 現在の担当クラスレベル

   ①入門 　②初級　 ③中級　 ④上級 　⑤その他(　　　　　　)

  本日はお忙しい中、本調査にご協力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アンケート調査は、匿名で処理し、調査を通して得た情報は、韓国語教育学の修

士論文にのみ使用し、その他の目的のために使用しないことをお約束致します。本

アンケート調査の目的は、日本の大学で韓国語を教授している韓国語教師の韓国語

表現教授の内容及び方法を検討し、これからの韓国語教育の指針を示すところにあ

ります。このアンケート調査の所要時間は約10分です。

(*アンケート調査に関するご質問は、下記メールアドレスまでお願い致します。)

  ソウル大学校 師範大学 国語教育科

   韓国語教育専攻(修士課程)

   宮嶋 友美(みやじまともみ)

  E-mail: tomomin102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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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韓国語教授に関する調査

　特記する内容がありましたら、□にご記入ください。

1. 学生たちの主な学習目的は何ですか。又は、何だと思われますか。

①就職に活かすため  ②韓国国内の大学(院)進学  ③韓国人の友人との会話

④K-POPや韓国ドラマの理解  ⑤歴史的背景の理解   ⑥選択必須科目

2. 学生たちに最終的に求めるレベルはどのくらいですか。

①ネイティブ級  ②だいたいの日常会話が可能  ③言葉が何とか通じる

④ゆっくりなら文章作成可能  ⑤文字が読める  ⑥その他(                    )

3. 日本語と韓国語で、どんなところに違いを感じますか。

①発音 ②イントネーション ③語彙 ④語順 ⑤段落構成 ⑥その他(             )

4. その違いについて学生に説明していますか。該当するものに回答してください。

- 発音 ①はい   ②いいえ

- イントネーション ①はい   ②いいえ

- 語彙 ①はい   ②いいえ

- 語順 ①はい   ②いいえ

- 段落構成 ①はい   ②いいえ

- その他(　　　　　　) ①はい   ②いいえ

 
5. 日本語は名詞を好み、韓国語は動詞を好む構造であることをご存知でしたか。

①はい   ②いい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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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次の文章の内、どちらが自然な表現だと思いますか。自然だと思う方に〇を付けてください。

① (    )주말인데 집에서 독서예요? 　／  (    )주말인데 집에서 독서하세요?
② (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  (    )오늘은 좋은 날씨네요.
③ (    )아까 만난 사람이 남자친구예요?　／  (    )아까 사람이 남자친구예요?

7. 上記３つの文章は、日本語が名詞を好み、韓国語が動詞を好む例でしたが、この

ような構造をそれぞれの言語が好んでいることを、学生たちに教授していますか。

①はい   ②いいえ

8. このような構造を持つことを学生たちに教授するべきだと思いますか。

①はい   ②いいえ

９. このような構造を持つことを学生たちに教授することで、学生たちはより自然な韓国

語で表現することが出来ると思いますか。

①はい   ②いいえ

10. 表現構造という言葉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

①聞いたこともあり意味も知っている  ②聞いたことはあるが具体的には知らない

③聞いたこと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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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その他、何かご意見等ございましたら、ご記入ください。

以上です。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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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어 교사 설문지(한국어)

Ⅰ. 기본정보

1. 성별　  ①여자     ②남자

2. 나이 　①25-30세 　②31-35세　 ③36-40세　 ④41-45세 　⑤46세 이상

3. 제 1언어　  ①일본어(→설문4)     ②한국어(→설문5)    ③기타(　　　　　　)

4. 한국 거주 경험(일본인 교사 대상)

  ①어학연수(　  년　  개월)  ②대학교(　  년　  개월)  ③대학원(　  년　  개월)

　③직장(　　  년　   개월)　 ④기타　　　　　　　　 (　　  년　   개월)

5. 일본 거주 경험 및 체류 이유(한국인 교사 대상)

  ①어학연수(　  년　  개월)  ②대학교(　  년　  개월)  ③대학원(　  년　  개월)

　③직장(　　  년　   개월)　 ④기타　　　　　　　　 (　　  년　   개월)

6. 한국어 교수력 　(　　  년　   개월)

7. 한국어교원자격증  ①있음 (3금)    ②있음 (2금)    ③없음

8. 현재 주 한국어 교수 기관

   ①고등학교 　②전문학교　 ③대학교　 ④대학원 　⑤민간 어학 교실

9. 주 한국어 교수 기관에서의 수업 진행 언어 ①일본어 ②한국어 ③기타(　　  )

10. 현재 담당 반 한국어 수준  ①입문 ②초급 ③중급 ④고급 ⑤기타(　　  　　)

  바쁘실 때 본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한국어 

교육학 석사논문에만 사용하여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해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일본 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교수하고 계시는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 표현 교수의 내용 및 방법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한국어교육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주소까지 연락주십시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석사과정)
　미야지마토모미(MIYAJIMA　TOMOMI)

  E-mail: tomomin102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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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 교수에 관한 조사

　특기 사항이 있으시면 □안에 기재해주십시오.

1.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취직  ②한국 국내 대학(원) 진학  ③한국인 친구와 대화

④K-POP이나 한국 드라마 이해  ⑤역사적 배경의 이해   ⑥선택 필수 과목

2. 학생들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한국어 수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네이티브 급  ②대략 일상 회화 가능 ③말이 겨우 통한다

④천천히 문장 작성 가능  ⑤글자를 읽을 수 있다  ⑥기타(                )

3. 일본어와 한국어 중에 어떤 점에서 차이를 느낍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①발음  ②억양  ③어휘  ④어순  ⑤단락 구성  ⑥기타(                   )

4. 그 차이에 대해서 학생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답해 주십시오.

- 발음 ①네   ②아니오

- 억양 ①네   ②아니오

- 어휘 ①네   ②아니오

- 어순 ①네   ②아니오

- 단락 구성 ①네   ②아니오

- 기타(　　　　　　) ①네   ②아니오

5. 일본어는 명사를 선호하고 한국어는 동사를 선호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네   ②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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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문장 중에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쪽에 표시해주십시오.

① (    )주말인데 집에서 독서예요? 　／  (    )주말인데 집에서 독서하세요?

② (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  (    )오늘은 좋은 날씨네요.

③ (    )아까 만난 사람이 남자친구예요?　／  (    )아까 사람이 남자친구예요?

7. 위의 3개의 문장은 일본어가 명사를 선호하고 한국어가 동사를 선호한다는 예시였습

니다. 이러한 구조를 양 언어가 선호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수하고 계십니까?

①네   ②아니오

8.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네   ②아니오

９.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학생에게 교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네   ②아니오

10. 표현구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들어봤고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②들어본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모른다.

③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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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주십시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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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일본인 학습자 대상 번역 테스트

Ⅰ. 基本情報

1. 性別　  ①女     ②男

2. 年齢 　①10代 　②20代　 ③30代　 ④40代 　⑤その他

3. 現在の所属(語学堂等あれば) 　(　　　　　　　　　　　　　　　　級)

4. 韓国語関連資格

　①韓国語能力試験 (  )級(取得年月：　) ②ハングル能力試験 (   )級(取得年月：　)

5. これまでの韓国語学習期間

  ①3ヵ月以下  ②3ヵ月以上、6ヵ月未満   ③6ヵ月以上、1年未  ④1年以上( 　年   ヵ月)

6. 韓国居住年数

  ①3ヵ月以下  ②3ヵ月以上、6ヵ月未満   ③6ヵ月以上、1年未  ④1年以上( 　年   ヵ月)

7. 韓国での韓国語学習経験

  ①なし   ②あり(学校名:                    　　  期間:    年    ヵ月)

8. 韓国語を学習し始めた理由

　① 韓国文化が好きで ② 韓国人の友達がいるから ③ 韓国国内の学校に進学したいから 

  ④ その他 (　　　　　　　　　　　                             　　　)

9. 韓国語学習目標レベル

　①初級(短い文章で会話)  ②中級(日常生活に問題なし) 

　③上級(専門的な会話も可能)  ④ネイティブ級

10. 韓国語学習目的 (大学必須科目、趣味、留学等)

  (　　　　　　　　　　　                                    　　　　)

本日はお忙しい中、本調査にご協力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調査は日本人韓国語学習者の文章作成における特徴を研究調査するために実

施します。この調査を通して得た情報(個人情報含む)は、本研究の目的にのみ使用

し、その他の目的のために使用しないことをお約束致します。このアンケート調査の

所要時間は約15分です。

(*アンケート調査に関するご質問は、下記メールアドレスまでお願い致します。)

  ソウル大学校 師範大学 

  国語教育科 韓国語教育専攻

　修士課程   宮嶋 友美

  E-mail: tomomin102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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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韓国語表現調査

下記は様々な状況を表す文章又は会話文です。日本語の下線部分を、韓国語で同

じ(又は似た)意味になるように翻訳してください。あまり考えすぎずに進めてください。

1. 今日は雨です。

  [  ①오늘은 비가 옵니다. (*오늘은 비입니다.) ]

　 
2. こんにちは。散歩ですか？

　                      [　　③안녕하세요? 산책하세요? (*안녕하세요?]

　 
3. (道で、散歩中の子犬を見て)  可愛い子犬ですね。

                    　  [ 강아지가 귀엽네요.  (*귀여운 강아지네요   )]

　 
4. 反対の人は署名してください。

  [  ⑧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인/반대의 사람은)   ] 서명해 주세요.

　 
5. 時間なので始めてください。

　 [　　①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세요. (*시간이니까 시작하세요) ]

　 
6. 日曜日だというのに部屋で読書ですか。

        일요일인데도   [      ③방에서 독서하세요?　(*방에서 독서입니까?]

 

7. 田舎の母から手紙が来ました。

  [ ⑦시골에 있는 어머니(*시골의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

8. (今日の予選は)日本が1位で通過です。

　 [　④일본이 1위로 통과했습니다. (*일본이 1위로 통과입니다) ]

　 
9. さっきの人が彼氏さんですか？

　 [⑩아까 본 사람이 남자친구예요? (아까의 사람이 남자친구예요?) ]

　 
10. じゃ、それで決まりにしましょう。

　 [　②그럼, 그걸로 정합시다. (*그럼, 그걸로 정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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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いい景色ですね。

　 [　⑪경치가 좋네요. (*좋은 경치네요.) ]

12. 勉強の時に食べますね。

　 [　⑧공부할 때 먹을게요. (*공부의 때 먹을게요.) ]
　　 
13. (利用客数が)おかげさまで10万人突破です。

                 [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만 명 돌파입니다.)]
　 
14. 西口さんからの電話です。

  [시구치 씨한테 걸려 온 전화입니다. (*니시구치 씨한테의 전화입니.]
　 
15. いつもの時間に会いましょう。

  [ ⑩항상 만나던 시간에 봅시다. (*항상 만나던 시간에 봅시다.) ]
　 
16. 私は東京育ちです。

　 [　⑤나는 도쿄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도쿄 자람입니다.) ]
　 
17. もちろん彼女も大笑いでした。

  물론 그녀도   [⑥한바탕 크게 웃었다. (*큰웃음이었어요.) ]
　 
18. (さっきまで飲んでいた) オレンジジュースの残りを飲みました。

                  [은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오렌지 주스의 남음을 )]
　 
19. あのめがねの方は誰ですか。

　 [⑦저 안경을 낀 분은 누구입니까?(*저 안경의 분은 누구입니까?) ]
　 
20. 高校のころからの付き合いです。

　 [⑤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 왔어요.(*고등학생 때부터 사귐입니다.)]
 
21. これは、嬉し泣きです。

　 [　⑥이것은 기뻐서 우는 거예요. (*이것은 기뻐울음입니다.) ]
　 
22. 友達への手紙を忘れてきました。

　 [⑨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고 왔어요.(친구에게의 편지를 두고 )] 
書面調査は以上です。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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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Verb-centered

Expression Structure of Korean language     

for Japanese Intermediate Learners

Miyajima Tomom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educational contents and 

to establish the methodology of Korean language teaching for 

intermediate Japanese students by having them understood the 

expression structure of Korean language and thus by enabling to 

articulate naturally with more accuracy and fluency.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its 

syntactic structure. However, the expression structure shows 

meaningful difference. Study of expression structure concerns 

whether an expression is considered natural in the language by 

focusing on the way of expression and representa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difference of the verb-centered expression structure 

of Korean and noun-centered expression structure of Japanese. The 

core content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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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established regarding the 

difference in expression structure of both languages and the needs 

of this study is confirmed by reviewing the present education 

condition. Previous studies reassured that Korean language prefers 

representation with verb and Japanese prefers that with noun.  

However, individual studies cannot be compared and/or contrasted to 

each other in meaningful ways since each study categorized the 

object of its study differently. Further, although each study has 

analyzed the difference in representation of the original language 

and translation, there are no discussions on how the differences are 

recognized and applied by the students in their learning.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has 

re-categorized the object, analyzed Korean textbooks in Japan, 

surveyed Korean teachers only to find out that no textbook has any 

contents on the difference of the expression structure and teachers 

decided to include the difference into their curriculum at will.

Second, with re-categorized object standard, Japanese students’ 

level of recognition and application regarding the expression 

structure is researched. The translation test of two typical 

sentences of each category show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accurate and/or natural translation for each category by different 

level of the students. The post interview of the students also showed 

that there are few students who were aware of the difference of 

expression structure. The fact that those a few students who already 

knew the difference could translate better also tell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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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al approach for teaching the difference is vouched and the 

order of teaching of each category is determined.

Third, based on the analysis mentioned above,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methodology and educational contents for expression 

structure of Korean language, which reflected PPP model considering 

the order of teaching determined by the result of the translation 

tes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has 

confirm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sent condi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expression 

structure of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and that it has suggested 

a new methodology that supplements the shortcoming of previous 

teaching technics for Japanese students.

keywords : Japanese Learn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Expression Structure, Intermediate Learners

Student Number : 2016-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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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 抄録

日本人中級学習者のための

韓国語動詞的表現構造教育研究

宮嶋友美

ソウル大学校 師範大学

国語教育科 韓国語教育専攻

本研究は中級日本人学習者が韓国語が通じるという単純な水準の教育にとど

まらず、より自然な韓国語を駆使し、より良い水準の意思疎通ができるよう教育

内容及び方法を用意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韓国語と日本語は統辞構造レベルでは非常に類似しているが、表現構造レベ

ルでは異なっている。表現構造レベルとは、「表現」的な面で「その言語らしく、

自然か」を重要視するアプローチである。本研究では韓国語と日本語の表現構

造の違いの中で、特に韓国語の動詞的表現構造と日本語の名詞的表現構造の

差に焦点を当てた。その主な内容は次のとおりである。

一つ、両言語間の表現構造の違いについての理論的背景を整理し、また実

際の教育の現状を確認することで、本研究の必要性を検討した。先行研究を調

査した結果、韓国語は動詞を好み、日本語が名詞を好むことを確認できた。し

かし、研究者ごとに研究対象の分類方法が異なり、それぞれ分析していたため

比較対照が難しく、多くの研究が原書と翻訳本上の表現の違いを分析するにと

どまり、学習者がそれをどのように認識して活用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の議論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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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扱っていなかった。そのため、実際の日本人韓国語学習者が各言語間の表

現構造の違いをどのように認識し、韓国語学習に適用しているのかを考察する

必要があった。本研究ではこのような先行研究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両言語

間の表現構造の違いを再分類し提示した。また、日本国内の韓国語教材を分

析した結果、表現構造についての言及がなかったことからも、表現構造の違い

についての教育の必要性を確認した。

二つ、再分類した表現構造の違いについて日本人韓国語学習者がどのくらい

認識、活用しているのかを調査した。その違いを再分類し、類型別に代表的な

文章を2つずつ抽出し、翻訳テストを実施した結果、表現ごとに自然な翻訳をす

る程度に差があり、また詳しい認識を調査するために実施した事後インタビュー

でも、両言語間の表現構造の違いについて知っていたと回答した学習者は極端

に少ないという結果を得られた。さらに、その違いについて既に知っていた学習

者は自然な表現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点においても、表現構造の違いに

ついての教育の必要性を認識でき、類型別に教育の優先度を抽出することができた。

三つ、このような分析結果をもとに、韓国語の動詞的表現構造及び日本語の

名詞的表現構造について教育内容及び方法を提示した。類型別に抽出した教

育優先度を参考に PPP 模型を利用し、日本人韓国語学習者を対象とした韓国

語動詞的表現構造の教育方法を模索した。

本研究の結果は韓国語及び日本語の表現構造の違いという次元で言語学習

に接近し、その理論的背景と現況を確認したという点と本研究テーマについて日

本人学習者の認識と既存の学習法の限界を把握し、新しい教育方法を提案した

という点で意義があ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 : 表現構造, 日本人学習者, 日韓対照研究, 韓国語教育 

学籍番号 : 2016-221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1) 한일 대조 관련 연구
	2) 표현구조 관련 연구
	3)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관련 연구

	3. 연구 방법 및 대상

	II. 한일 표현구조 차이에 대한 이론적 전제 
	1. 대조연구와 표현구조
	1) 대조분석
	(1) 대조분석의 의의
	(2) 일본어와의 대조

	2) 표현구조 개념
	3) 한일 표현구조 차이
	(1) 동사적 표현구조 및 명사적 표현구조
	(2) 능동 및 피동 표현구조
	(3) 수수표현


	2.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유형 재분류
	3. 한일 양국 간 동사적/명사적 표현구조 교육 현황
	1) 일본 국내 한국어교육
	2) 교재 분석
	3) 교사 설문조사


	III.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 
	1. 조사 방법
	1) 조사 절차
	(1) 예비조사
	(2) 본 조사

	2) 조사 참여자 선정 및 정보
	3) 조사 도구 개발
	(1) 번역 테스트
	(2) 사후 점검 인터뷰

	4) 자료 분석 방법

	2.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사용 양상
	1)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1) 발상의 차이
	(2) 조어 상의 차이(N+ダ(다)형 - 단일어)
	(3) 조어 상의 차이(N+ダ(다)형  복합어)
	(4) 조어 상의 차이(N1+ノ(의)+N2형)

	2)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
	(1) 표현구조 차이 교육의 요구
	(2)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



	IV.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수 학습 실제 
	1.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목표
	2.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내용
	1) 한일 표현구조 차이 인식의 중요성
	2)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이해
	(1) 'A+N'형
	(2) 'N+(이)다'형[연용형 명사 제외]
	(3) 'N1(P)+의+N2'형
	(4) 연용형 명사


	3.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방법
	1) 한국어 동사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 강화 교육
	2) 번역 활동을 통한 한국어 동사 표현구조 교육
	3) 한국어 동사 표현구조 교육 모형


	V. 결론 
	1. 요약
	2. 제안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日本語抄 


<startpage>14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1) 한일 대조 관련 연구 3
  2) 표현구조 관련 연구 4
  3)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관련 연구 8
 3. 연구 방법 및 대상 11
II. 한일 표현구조 차이에 대한 이론적 전제  13
 1. 대조연구와 표현구조 13
  1) 대조분석 13
   (1) 대조분석의 의의 13
   (2) 일본어와의 대조 15
  2) 표현구조 개념 18
  3) 한일 표현구조 차이 22
   (1) 동사적 표현구조 및 명사적 표현구조 22
   (2) 능동 및 피동 표현구조 30
   (3) 수수표현 31
 2.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유형 재분류 32
 3. 한일 양국 간 동사적/명사적 표현구조 교육 현황 41
  1) 일본 국내 한국어교육 42
  2) 교재 분석 42
  3) 교사 설문조사 44
III.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  48
 1. 조사 방법 48
  1) 조사 절차 48
   (1) 예비조사 48
   (2) 본 조사 50
  2) 조사 참여자 선정 및 정보 50
  3) 조사 도구 개발 51
   (1) 번역 테스트 51
   (2) 사후 점검 인터뷰 53
  4) 자료 분석 방법 55
 2.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사용 양상 59
  1)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 59
   (1) 발상의 차이 64
   (2) 조어 상의 차이(N+ダ(다)형 - 단일어) 69
   (3) 조어 상의 차이(N+ダ(다)형  복합어) 89
   (4) 조어 상의 차이(N1+ノ(의)+N2형) 100
  2)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 120
   (1) 표현구조 차이 교육의 요구 120
   (2) 한일 동사적 및 명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 123
IV.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수 학습 실제  128
 1.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목표 128
 2.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내용 130
  1) 한일 표현구조 차이 인식의 중요성 130
  2)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에 대한 이해 131
   (1) 'A+N'형 132
   (2) 'N+(이)다'형[연용형 명사 제외] 132
   (3) 'N1(P)+의+N2'형 133
   (4) 연용형 명사 134
 3.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구조 교육 방법 135
  1) 한국어 동사 표현구조에 대한 인식 강화 교육 135
  2) 번역 활동을 통한 한국어 동사 표현구조 교육 137
  3) 한국어 동사 표현구조 교육 모형 141
V. 결론  145
 1. 요약 145
 2. 제안 147
* 참고문헌  148
* 부록  152
* Abstract  163
* 日本語抄  166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