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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것’ 양태 구문은 한국인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한

국인의 고빈도 사용을 고려할 때 ‘것’ 양태 구문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

육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학습 내용이 될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것’ 구문을

통해서 양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의존명사 ‘것’ 자체가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것’ 구문의 의미도 추상적이다. 또한 허사와 고정된 어순을 통해

문법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중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풍부한 교착어에 속

하는 한국어의 문법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것’ 양

태 구문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것’ 양태 구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으)ㄹ 것이

다’, ‘-(으)ㄴ/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으)ㄹ 것 같다’, ‘-(으)ㄴ/는 것

같다’, ‘-다는 것 같다’의 총 여섯 개를 연구 범위로 한정하여, 중국인 중�고

급 한국어 학습자가 문법적, 화용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면서 주어진

상황 맥락에 따라 해당 문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

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또한, 한국어 학습

자들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것’ 양태 구문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을 밝히고 연구 대

상 및 연구 방법을 선정하였다. Ⅱ장에서는 한국어 ‘것’ 양태 구문의 형태�

통사적, 의미�화용적 특징을 정리하고 각 구문을 중국어와 대조하였다. 또

한 중국에서 널리 쓰고 있는 한국어 ‘정독’(精讀) 교재를 분석하여 ‘것’ 양

태 구문의 문형 설정, 문법 설명 등 제시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사와 고학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

해 현지 교육의 문제점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중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 68명을 대

상으로 이들이 작성한 작문 65편과 설문지 68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참고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 103명의 작문 67편과 설문지 103

부를 수집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작문에서 모어 화자가 ‘것’ 양태

구문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데 비해 학습자는 단일한 표현만 사용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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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어민들은 문장 형식의 질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

는 대답을 하였으나, 텍스트 형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일치하는 대

답을 하였다.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문장 형식은 물론 텍스트 형식의

질문에서도 서로 불일치한 대답을 하며 혼란스러워하였다. 즉, 학습자의 경

우는 의미�화용적 기능에 혼동이 있어 미숙한 구문 분석과 어감에 의지하

여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초급

수준의 형태적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법적 오류, 즉 문맥과 어긋

난 사용, 회피와 남용 등 사용 양상이 나타난 원인은 모국어의 간섭, 목표

어의 복잡성, 교육 과정에서의 입력 부재나 부족의 영향, 그리고 학습자의

전략 사용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것’ 양태 구문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

는 교육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탐구 중심 원리에 의해 학습자가 스스로

문법 규칙을 발견하도록 하는 귀납적 접근법과, 교사가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연역적 교육 방법과 결합하는 절충적 접근법을 취하였다. 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밝혔다.

본 연구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양태 구문의 교육 내용 및 교

육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것’ 양태 구문의 전체적인 사

용 양상과 구어 사용 양상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주요어 : 한국어교육, 중국인 학습자, ‘것’ 양태 구문, ‘-(으)ㄹ 것이다’,

‘-(으)ㄴ/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으)ㄹ 것 같다’, ‘-(으)

ㄴ/는 것 같다’, ‘-다는 것 같다’

학 번 : 2016-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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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02년에 출판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중 약 21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에서 제시된 빈도순 단어 목록에 의하면 ‘것’이 의존명사 사용 빈도

뿐만 아니라 전체 단어 사용 빈도도 1순위로 나타난다. 2005년 판의 『현

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는 ‘것’의 사용 빈도가 ‘이다’ 다음으로 2위

를 차지한다는 결과도 확인된다. 의존명사는 ‘의존성’과 ‘명사성’의 일반적

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의존성’이란 그 앞에 어떤 한정 성분이 나

타나지 않으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비자립성을 의미한다.(백낙천�김정선,

2010) 또한 의존명사는 문장에 의존한다는 성격을 띠고 선행요소로는 관형

절과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것’과 결합하는 성분 중에 ‘이다’가 흔

히 보인다. 이혜현(2016)이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이용하여 구어 자료

를 분석하였는데 ‘-(으)ㄴ/는 것이다’가 구어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다고 하

였다. 왕청동(2013)이 한국어능력시험 21-28회 읽기 텍스트에 대해 실행한

통계에서는 ‘것’이 600여 번 출현하였고 ‘것’의 뒤에 ‘을’이 제일 많이 나타

나며 ‘이다’가 그 버금으로 나타났다. 서상규(2014)에 의하면 ‘-는/-ㄴ/-ㄹ

것 같다’(7.3%), ‘-ㄹ 것이다’(9%), ‘-ㄴ/는 것이다’(18.4%), 그리고 ‘-다는

것이다’(3.5%)를 포함하여 ‘-것이다’의 전체 빈도는 30.9%를 차지하고 있

다. 이러한 말뭉치 조사 결과가 보여 주듯이 ‘것’은 한국어에서 폭넓게 사

용되어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만큼 교육적 가치가 클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이 선행하는 문형은 서법(mood)

과 상(aspect)도 연관되어 있어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곤 한다.

표현 의도도 천변만화하므로 ‘것’ 양태 구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어 문법적 지식의 파악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표준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중국어는 고립어에 속하고 문법 체

계가 교착어에 속하는 한국어와 완전히 다르다. 중국어는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는 ‘것’ 양태 구문의 추가 여부에 따른

태도 차이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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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이에 ‘것’ 양태 구문에 대한 교수�학습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

습자가 같은 구조의 문장을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

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은/는 것이다’ 구문은 그간 한국어교육 현장

에서 문법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 교수, 학습되지 못하고 있고 충분히 이뤄

지지 못했다. 이 내용이 표현 문형으로 다뤄지지 못한 이유는 내용, 명사절

구성의 ‘-은/는 것’ 형과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

쓰임과 빈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장미라, 2009:250).

문법서를 포함한 사전류에서도 형태, 그리고 특정한 쓰임을 제시하고는 있

으나 그동안 형태�통사적, 의미�화용적 특정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되지 못

하였다.

실용적 목적으로 기술되는 교육 문법으로 한국어 문법과 국어 문법은 각

각 독립적이면서 상호 간 연관도 있다. 국어교육 분야에서 진행해 온 연구

들에서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명확한 정리를 찾기 어렵다. 국어교육

분야의 영향을 받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에 실제 교수�학습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한 의존명사 ‘것’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대용, 명사화 표지, 그리고 추측 양태 기능에 한정하여 비슷한 의미를 가지

는 ‘-(으)ㄹ 것이다’, ‘-(으)ㄴ 것 같다’, ‘-겠-’, ‘-(으)ㄴ/는 모양이다,’ ‘-나

보다’와 같은 문형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이로 인해 한국어교육에서 ‘것’

양태 구문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부수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래서 ‘것’

양태 구문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이 부재하거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보

인다.

중국 대학교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고급 심지어 최고급 한국어 학습자임

에도 불구하고 쓰기든 말하기든 ‘것’ 양태 구문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

의사소통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자가 모어 화

자와 달리 한국어에 대해 갖는 직관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일일이 다 교육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한 한국

어를 배우는 것이 시간 흐름에 따라, 아니면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점점

사용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것’ 양태 구문에

1) 장미라(2009), 조민영(2017) 등은 ‘-(으)ㄴ/는 것이다’ 구문이 양태를 나타내는 하나

의 덩어리로 기능하고 있어 삭제하더라도 문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명제 내용 또한 그대로 성립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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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습자들은 스스로 사용 방법을 습득하지 못해 느

낌대로 함부로 쓰게 되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존명사 ‘것’을 포함한 양태 구문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것’ 양태 구문 사용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봉착하는 어려움과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 보고 ‘것’ 양태 구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것’ 양태 구문을 다루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

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품고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것’ 양태 구문의 형태�통사적 및 의미�화용적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것’ 양태 구문 사용에 있어 어떤 난점이 존

재하는지 밝힌다.

셋째, 한국어교육에서 ‘것’ 양태 구문을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한다.

2. 선행 연구

현대국어 의존명사 ‘것’을 포함한 양태 구문에 관한 연구는 국어교육학

측면에서 진행한 통사 구조적 연구, 대조 분석 분야의 연구, 그리고 한국어

교육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통사 구조적 연구는 신선경(1993)이 ‘것이다’ 구문의 문법화 문제를 논의

한 것에서 시작된다. 신선경(1993)은 서술어 ‘이다’가 형식명사 ‘것’과 결합

하고 전형적인 ‘이다’ 구문으로서 ‘A가 B이다’의 구조를 ‘것이다Ⅰ’로 부르

고, 선행하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강조나 추측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재

구조화(restructuring) 결과인 ‘것이다’, 즉 양태 범주에 속하는 자체가 하나

의 융합체로 여겨지는 ‘것이다’는 ‘것이다Ⅱ’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러한 각

각 다른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다’ 구문이 통사 의미적 조건과 조건의 차이

를 중심으로 ‘것이다’ 구문의 통사 의미적 성격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이다’ 구문에 관하여 ‘이다’는 보어 간의 선택 제약을 3가지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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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것’의 어휘특성에 관하여 ‘것’은 형식명사 중 형식성이 가장 약하며 명

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것이다’의

두 형식의 구조적 차이를 살피는 데 ‘것이다’ 구문의 기저 구조를 ‘[top

]i[[sub e]i [ 것]i이다]’로 삽입함으로써 임동훈(1991)의 ‘범주 의존적 연계’라

는 개념을 받아들여, ‘외현적 주제 조건’과 같이 ‘것이다’ 구문의 재구조화

를 유발하는 동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자 본인이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의존명사로서의 ‘것’이 관형사형 어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관형절이

어떠한 관형형 어미를 취하느냐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는 통사 의미적 차이를 중심으로 하는 데 의미가 있는

데 그저 구조로 제시할 뿐 의미론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문법화를 거쳐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게 된 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연구로는 김상기(1994), 김기혁(2000), 양태영(2005), 박나리(2012)

등이 있다. 김상기(1994)는 신선경(199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것이다’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ㄹ 것이다’ 구문에 국한하여 전개되고 있는데 관형형

어미 ‘ㄴ’과 결합한 결과인 ‘-ㄴ 것이다’도 서법 논의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제시한다. 똑같은 ‘관형형어미+것이다’이지만 문장에서 작용하는 것이 다르

기 때문에 통사적 구성인 ‘관형형어미+것이다1’과 형태론적 구성인 ‘관형형

어미+것이다2’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관형형어미 ‘-은, -던, -는, -을’에 내

용을 도입해서 신선경(1993) 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형형어미+것이다2’의 의미가 상황에

의해 내포된 명제의 사실성을 확인한다는 결론을 지었다.

김기혁(2000)은 판단 서술문과 연결하여 ‘이다’의 논리적 판단 서술어로

서의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였다. ‘관형절+명사+이다’ 구문은 현대 국어에서

지정 구문 가운데 가장 생산적이라는 특성을 지적하고 판단을 제시하는 역

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것’ 명사절은 ‘관형절+것’ 구성, 그리고

판단 서술문인 ‘것이다’와 구조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지

고 있다. ‘것이다’ 구문의 핵심어 ‘것’이 대용, 명사절 형성, 판단서술문 형

성 등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재분석의 문법화 기제에 의하여 형성

된다는 관점이 신선경(1993) 연구에서 언급한 ‘것이다’ 구문의 재구조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

양태영(2005)은 기능주의 언어학(functional linguistics)의 원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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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 theory) ‘도식’과 ‘원형’ 개념을 빌려 ‘-이-’에 대해 합리적인 문

법화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가 본래의 어휘의미를 상실하고 문법적 요

소로 바뀌므로 ‘양태 기능’을 갖게 되어 ‘지정 기능’ 구문에서 분화되어 나

갈 수 있으며 ‘것’과 같이 하나의 연속체로 ‘것이다’ 구문이 된다. 이러한

단문성을 띄는 경우는 꼭 “선행관형절에 의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것’이 의무양태를 표현하는 ‘-이-’와 결합할 때, ‘것이다’ 연속체

는 재구조화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대부분 학자들은 ‘것이다’ 구문의 문법화를 인정하며, ‘것이다’ 연속체는

단문 구조로 해석한다. 더 나아가 문장 차원에서 의존명사 ‘것’의 성격과

분포, ‘것’ 구문 유형 분류, 즉 형태적 변화와 결합을 중심으로 한 구문구조

와 의미 기능을 기술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대희(2012)는 통어론적 구조

인 ‘매김법(-ㄴ/ㄹ) # 매인이름씨(것)+후행 요소(-을, -이다)’가 형태론적

구조로 문법화되는 과정을 ‘것’의 선�후행요소와의 결합 빈도 변화에 따른

기능 변화와 문법화 기제를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백낙천�김정선(2010)에서

는 ‘것’의 통합 환경을 연어 관계로 보고 말뭉치를 이용한 계량적 연구 방

법을 사용한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연구에서는 의존명사의 특성을 설명

한 후 그동안 직관에만 의존하여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웠던 의존명사의 연

어 관계를 연어값을 통해 밝혀 보려고 시도하였다.

박나리(2012)는 전의 ‘-는 것이다’ 구문에 관한 연구가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파생된 의미를 단순히 열거하는 데에만 머물렀다는 문제점을 밝혔

다. 이에 파생의미 간의 설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박나리(2012)는 ‘-는 것이다’ 구문의 구성요소 및 기저 통사 구조를 통해

핵심적인 문법 기능을 추출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어떤 문법적 메커니즘에

의해 담화 기능에 기여하고 이와 화자의 담화 전략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나리(2012)는

‘【topic(NP1)】i는【-는 것NP2)】i이다’를 ‘-는 것이다’의 기저 통사 구조

로 보고 ‘-는 것’의 명사화는 앞의 내용에 대한 개념화 가능을 한다고 하였

다. 개념화는 사태 밖의 외부 시점에서 동적인 사태를 동질적인 개념으로

고정화해 요해적(了解的)으로 인식하는 외망적(外望的, perspective) 인식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에 한편으로는, 메타적 논평자로서 ‘-는 것이다’에 대

한 화자의 담화전략을 다성성(多聲性, polyphonie) 전략의 하나라고 보았

다. 다른 한편으로 NP2는 공시적이며 재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며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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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또는 선행담화 내용의 재입력과 재귀적인 재정보 처리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기능만 나열되는 국면이 형성된 원인을 찾는 것, 그리고 ‘-는 것이

다’ 구문의 문법 기능, 담화 기능 및 전략 측면까지를 살펴보았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문장 차원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텍스트 차원에서 담화 기능을 밝

힌 연구, 텍스트 장르와 관련하여 ‘것’ 구문의 성격을 기술한 연구는 박소

영(2001), 김종복 외(2008a, 2008b), 남가영(2009), 이은미(2013) 등이 있다.

박소영(2001)은 텍스트 차원에서 초점화 장치와 응결성 표지로서의 ‘-은

것이다’의 통사�의미적 특성 내지 텍스트 기능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은 것이다’를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나누어 소설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빈도를 살펴보고 ‘-은 것이다’가 사용된 문장과 앞 명제와의 관계에

따라 이유, 요약, 부연, 결과, 그리고 기타류로 보는 전환, 역접으로 분류하

였다. 이유, 요약, 부연, 결과의 경우는 새 정보 초점화, 응결성 장치 그리

고 텍스트 경계표지로 기능하나 전환과 역접의 경우는 응결성 강화 기능보

다는 초점화 장치로 기능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장르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김종복 외(2008a, 2008b)를 들

수 있다. 김종복 외(2008a)는 세종말뭉치를 이용하고 드라마 대본과 신문

사설을 수집하여 ‘것’ 구문의 유형을 용언성[±Verbal]에 따라 총 16가지로

분류하고 그 속성들의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 특징을 논의하였다. 비용언

[-Verbal] 표현은 지시사, 명사, NP[Poss]로, 용언 표현은 공소(gap) 유무

에 따라 다시 완전한 문장과 결합하는 보문구조, 동격, 미래�추측 ‘ㄹ 것이

다’, 사건강조, 후회�제안, 명령, ‘것 같다’, 인용의 ‘것’, 내재관계절 및 불완

전한 문장과 결합되는 관계절, 분열문으로 나누었다. 이외에 숙어 구문과

부사적 기능도 하고 있다. 이러한 구문적 접근(constructional approach)을

통해서 ‘것’이 가지는 구문의 공통적 속성을 밝혔다. 김종복 외(2008b)에서

는 범위를 좁혀 연설문 말뭉치를 구축하여 대중에게 정보, 지식 전달 그리

고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하는 구어체 중심에서 벗어난 문어체

에서 ‘것’ 구문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설문이 일대다(一對多) 체

제의 담화이며 설득, 이해, 참여, 협조를 이끌어 내고 간결체(簡潔體), 강건

체(剛健體), 건조체(乾燥體) 등의 쓰임이 주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

므로 연설문의 속성을 반영하여 다른 문어체보다 ‘것’ 구문의 기능을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고, ‘예측’, ‘의지’, ‘당위 및 의무’, ‘염원 및 당무’,



- 7 -

‘확신’ 등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의존명사 ‘것’에 대한 문법적 기능을 고찰하

는 데 실제 사용성과 새로운 각도에서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연

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은미(2013)는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내러티브 연구에 입각하

여 시청자에게 화자의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데 자주 쓰이는 문말 명사화

형식 표현의 ‘-것이다’가 담당하는 기능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선

행 연구를 토대로 ‘-것이다’의 특성은 여덟 개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문

말 ‘-것이다’에서의 ‘것’은 그 의미가 맥락에 달려 있다. 둘째, 다른 보문명

사에 비해 어휘성을 잃고 담화적 기능성이 강화된다. 셋째, 명사화 구성이

며 선행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담화·문체적 의의도 지니고 있

다. 넷째, 하나의 단위로 재구조화된 ‘-것이다’는 단정, 강조, 추정 등의 의

미가 나타난다. 다섯째, 화자에 의해 이미 대상화되어 기정의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섯째, ‘-는 것’의 명사

화는 선행담화 내용에 대한 개념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는 조망적인 인식

을 가능케 한다. 일곱째, 선행사 또는 선행담화 내용의 재입력과 재귀적인

재정보 처리를 한다. 여덟째, 다성성(polyphonie) 전략의 하나이며 메타적

논평자로서의 입지를 상정하는 화자의 전략이다. 이상 기능은 크게 두 가

지, ‘것’의 특징(첫째, 둘째 특성), 명사화 구성으로의 의미 기능(남은 특성)

으로 볼 수 있다.

대조�비교 연구는 유사한 한국어 문법 간의 비교와 한�중 대조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자체 유사한 문법 간의 비교 연구는 서정수(1978),

안명철(1983), 전나영(1999), 이윤진�노지니(2003), 안주호(2004b), 염재일

(2005), 황주하(2015) 등이 있다. 추측�의지 표현 ‘-겠-’과 ‘-(으)ㄹ 것이다’

이 확실성 강약의 차이와 추측의 근거의 특성에 집중되었고, 그리고 ‘-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 ‘-(으)ㄹ 모양이다’, ‘-나 보다’ 등 추측

의미를 가지는 유사한 표현을 대상으로 문장 안에서 실현될 때 나타내는

선�후행요소 통합관계를 대조하고 의미 차이를 밝히는 연구로 진행되었다.

한�중 대조 연구에서는 어휘 측면의 ‘것’과 ‘的’자의 대응 관계 연구 孫昆

(2005), 강소력(2018)을 들 수 있다. 또한 ‘-겠-’, ‘-(으)ㄹ 것이다’, ‘-ㄴ가/

나 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중심으로 한 추측 표현 연구(유배

은, 2014; 우교, 2014; 장경희, 2016, 2018)와 ‘-겠-’, ‘-(으)ㄹ 것’, ‘-(으)ㄹ

래’, ‘-(으)ㄹ게’를 중심으로 한 의지표현 연구(리옌, 2013; 리정, 2017) 등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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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한국어 문법 표현

들 서너 항목을 가지고 대조�비교 논의(설초, 2014; 왕가정, 2017; 담혜,

2017)가 대폭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대조 연구는 둘 중의 어느 한 문형

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나열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표현들의 시제,

상, 양태, 부정 등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사, 어미 등의 단일한 문법 형태소뿐만 아니라 같은 기능을 갖는

표현 문형으로 연구의 대상을 넓히는 연구가 늘어났다. 즉, 각각의 형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양국 언어의 대비를 통해서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 경향이 있다.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지는 문법 항목들을 구분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습에 도움

이 되기 위해서, 대조 분석 분야 연구 성과를 가지고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형들의 의미 차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다.

이상의 연구 관점에서 계승되어 온 한국어교육 입장에서는 의존명사 ‘것’

을 공기 빈도가 높은 선후 요소와 함께 교육 문법 항목2)으로 교육하는 전

통이 있다. 예를 들자면 ‘것이다’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는/-(으)ㄹ’, 의

존명사 ‘것’, 서술격 조사 ‘이다’3) 세 요소를 합하여 하나의 단위, 즉 표현

문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한 ‘것’ 양태

구문 연구는 남가영(2009), 장미라(2009), 조인정(2011)에서 찾을 수 있다.

한 문장을 가지고 ‘것’ 구문을 통사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범위를 넘어 텍

스트 안에서 남가영(2009)은 ‘문법지식의 응용화’라는 관점과 연관하여 신

2) 한국어교육에서는 형태소를 하나하나씩 교육하는 방식도 있지만 일정한 의미 기능

을 가지는 두 어절 이상의 구성을 분류되면서 교육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는 경우

더 많다. 실제 사용에 유용한 형태나 구성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있기 때문이다.(장미라, 2009:230; 강현화, 2006:39) 이선영(2006)에서는 한국어교육에

서는 주로 ‘문형(sentence pattern)’으로 일컫고, ‘sentence pattern’으로서의 문형을

덩어리(chunk) 표현, 통어적 문법소, 의존구 등으로 칭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이

러한 구성은 ‘통어적 구문’(백봉자, 1999), ‘표현 항목(grammar entries)’(이미혜,

2002; 방성원, 2010), ‘표현 문형’(민현식, 2004; 서희정, 2016), ‘표현’(국립국어원,

2005b; 2011), ‘구문 표현(structural expression)’(최윤곤, 2007) 등으로 다양하게 부

른다. 종장지(2014)에서는 표현 문형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타당성 그리고 범위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표현’, ‘구문’이라는 것은 덩어리

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3) 본 연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여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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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텍스트답게, 학술 텍스트답게 만드는 주요한 언어 형태인 ‘-(다)는 것이

다’ 구문의 의미 기능을 고찰하였다. ‘-(다)는 것이다’가 문장 형식이나 주

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가능함을 가질 뿐만 아니

라 화자 주관성을 투영하는 장치로서 해석과 논평을 할 때 화자가 어떤 의

도를 구현하는지, 환언의 객관성을 보이는지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즉, ‘-는 것이다’는 유표적 언어 장치로서 ‘요약적으로서의 환언(換

言)’, ‘부여�상세화로서의 환언’으로 나누는 ‘해석적 환언’의 방식으로 텍스

트의 응집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단언적인 판단을 드러내는 역할

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문텍스트에 나타난 ‘-(다)는 것이다’ 구문

의 의미 기능을 도출하고 신문텍스트나 학술텍스트 등과 같은 장르적 속성

을 가진 텍스트를 읽을 때 ‘-(다)는 것이다’의 쓰임에 주목하되 한국어교육

에서 ‘표현 및 이해의 힘’을 입어 활용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한 언어의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을 기술한 후 실제 응용에 있어 양자 간

의 거리를 좁혀 문법 지식을 응용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장미라(2009)는 기존의 연구에서 더 발전하여 표현 문형으로서의 특징,

교재 제시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시켜 한국어교육 내용으로서 체계화

를 시도하여 ‘-것이다’ 교수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 그동안

‘-은/는 것이다’는 사용 빈도가 높지만 한국어교육에서 문법 내용으로 범주

화 및 제시�교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 착안하고 이의 의미기능과 형

태�통사적 제약을 살핌으로써 교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본적으로 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약화되고 객관적�단정적으로 전달할 때 자주

사용한다. 또한 ‘(N이) S-다/라/냐/자(고 하다)’와 같은 인용문과 결합하면

명제 내용을 객관적이고 단정적으로 확인시키는 기능도 가지게 된다. 문체

와 상관없이 ‘따라서, 즉, 쉽게 말하면’ 등의 표현과 함께 쓰일 때는 말의

내용을 요약해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조인정(2011)은 ‘-은/는 것이다’ 통사 구조의 기본적 의미 ‘A는 B이다’보

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간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는 관점에서

장미라(2009)의 견해와 일치된다. 그러나 장미라(2009)에서 제시된 ‘-은/는

것이다’ 세 가지 의미 기능의 공통제약 중 하나인 “‘즉, 쉽게 말하자면, 한

마디로 말하자면’ 등의 문두 표현과 함께 쓰이면 앞의 내용을 요약해 제시

하는 기능을 한다(공통)”라고 되어 있는 관점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

다. ‘요약’보다는 ‘부연’ 기능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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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하나의 독자적인 의미 기능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은 이

들은 문장의 때에 따라 해석할 수 있으나 더 큰 텍스트 맥락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보편적 진리나 규범, 부연 설명, 논리적 추

리나 결론, 원인이나 이유, 제안, 자신의 결심, 권유나 명령뿐만 아니라, 시

범, 짜증이나 화 표시, 놀라움 표시, 발화 내용에 대한 확인 표시나 사실

확인 등 네 가지 새로이 밝힌 기능을 포함하여 총 11개 담화 기능을 밝혀

내었다.

‘-(다)는 것이다’ 구문에 대한 내용은 서희정(2016)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인 학부생들이 ‘이다’ 구문에서 앞말의 결과나 원인, 앞말에 대한 상세

설명을 위해 ‘-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를 선택한 빈도는 중국인 학부

생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으며 중국인 학습자의 작문에서 ‘-는 것이다’ 중

‘-다는 것이다’나 ‘-다’로 대체되어야 하는 경우와 ‘-다’를 ‘-는 것이다’나 ‘-

다는 것이다’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세 가지 문법 항목의 용법 차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의 빈도수만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

용 예문을 제시하지 않아 학습자가 어떤 오류를 범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

어서 아쉬웠다.

이외에 의존명사 ‘것’의 사용에 있어서 준말 표현 사용 양상에 관한 대표

적 연구(이혜원, 2017)가 있으며 특정한 여러 가지 문체에 한하여 ‘것’ 구문

에 대하여 진행한 연구도 시선을 끌 만했다. 이경수(2004), 고형진(2005) 등

이 백석 시에 ‘-는 것이다’와 ‘-이다’를 사용함으로써 백석이 의식적으로

나타내려는 문체적 표현 효과 및 특별히 강조시키려는 의미를 밝혔다.

지금까지의 ‘것’ 양태 구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연구가 다양

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논란도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것’ 구문에 대한 연구는 지금껏 많이 있었지

만, 한국어에서 ‘것이다’ 구문의 사용이 빈번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도 불구하고 교육에서는 표현 문법 범위에 허용되지 않아, ‘것’ 구문에 관

한 연구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추측 표현끼리 짝을 지어 놓고 한�중 표현

과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것’ 양태 구문이 기존 연구에서 부

성분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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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것’ 양태 구문의 기능들을 나열할 때 대부분이 나름의 기준을 세

우기 때문에 ‘것’ 양태 구문 중 ‘것이다’ 구문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일치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는 상태이다. 물론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국어교육학의 교육 대상과 교수 목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연구 내용도 다소 차이점이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것이

다Ⅰ’구문과 ‘것이다Ⅱ’구문을 구별 없이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 대상까지를 고려해야 해서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어 ‘것’ 양태 구문

을 사용하는 환경을 학습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펼쳐져야 하는데 실정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사전 연구들을

통해서 ‘것이다Ⅱ’를 교수�학습하는 것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중 대조 연구는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과 ‘-것이다’ 각

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하지 못한 채 직관적으로 다른 유사한 문법

항목과 대비하는 문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것이’, ‘것이-’구문, ‘-(으)ㄴ

/는 것이다’, ‘관형형어미+것이다’ 구문처럼 연구 범위가 같지만, 형태적 표

시가 불일치하여 후속 연구자들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여 용언에 대한 혼란

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문어에서 사용되느냐 구어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연구 자료는 문어체와 구어

체에서 혼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것’ 양태 구문 교육

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4)

연구 대상을 보면 ‘것’ 양태 구문의 범위가 모호하여 연구의 깊이가 제한

된다. 또한 ‘것’ 양태 구문의 사용 원칙에 대한 정리는 아직 부족하다. 즉,

‘것’ 양태 구문에 대한 통일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

는 의미�화용적 효과 등이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간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대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양태 구문

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것’ 양태 구문의 사용

양상과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전면적으로 비교 고찰함으로

써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교육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4) 김병운(2004:99)은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한국어교육에서 나타난 문제들의 현상만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이론적 분석과 정리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논문은

했던 얘기를 계속할 뿐 독창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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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한�중 표현과의 대조�비교 연구를 넘어, 한국인 모

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들의 실제 사용 양상을 전면적으로 살피고자 한

다. 작문 자료와 설문지 분석에 의한 사후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것’ 양태 구문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

고자 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하는 데 난점을

찾아내어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것’ 양태 구문 교육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예비 실험 때 익명 학습자의 한국어능력시험 답안지(2017년도 제52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작문을 작성한 사람을 연락할 수 없으므로 그 사용

양상 속에서 학습자들의 의도가 어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

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 실험에서 직접 학습자를 모집

하여 의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작성한 작문에

서 예상처럼 ‘것’ 양태 구문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학습자가 사용하

지 않았다고 해서 잘 파악한다거나 잘못 파악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에 학습자의 작문에서 나타나지 않은 용법에 초점을 맞추어 출제하여 설

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3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작문에서 ‘-(으)ㄹ 것이다’, ‘-(으)ㄴ/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으)ㄹ 것

같다’, ‘-(으)ㄴ/는 것 같다’, ‘-다는 것 같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

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2차 설문 조사는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형태�통사와 의미�화용 양 방면을 고찰하여 나아

가 텍스트 맥락을 고려해서 적당한 ‘것’ 양태 구문을 고르고, 학생들이 ‘것’

양태 구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이렇게 학습자들이 ‘것’ 양태 구문의 사용 경향과 오류의 유형을 파악

하고 3차에서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찾

아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목표 문법의 사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 양태 구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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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연구 대상 및 자료 연구 방법

Ⅱ장

‘것’ 양태 구문과 관련

된 기본적인 내용
⦁‘것’ 구문 관련 국어의 전문 서적

및 한국어교육의 선행 연구

⦁한�중 문법 서적 및 양국의 대조에

관한 선행 연구

문헌 연구
‘것’ 양태 구문의 형태

�통사적, 의미�화용적

특징

한�중 ‘것’ 양태 구문

비교�대조

중국 대학의 ‘것’ 양태

구문 교육 실태

⦁학습자가 사용하는 교재 3 종

⦁한국어 교사 인터뷰

교재분석,

인터뷰

Ⅲ장

학습자의 ‘것’ 양태 구

문의 사용 양상 및 오

류 분석

연구 자료 연구 참여자

작문 및

설문지 분

석, 인터

뷰

작문 자료
⦁중국 H대, J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68명

⦁한국 C대, S대 한국인

모어 화자: 103명

설문지

결과

인터뷰

내용

⦁중국 H대, J대 한국어

교사: 4명

⦁중국 H대, J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0명

Ⅳ장

‘것’ 양태 구문의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

안

Ⅱ, Ⅲ장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탐

구 중심의 원리에 의해 입력 강화와

결합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함

-

Ⅴ장 연구 결과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 의의 및

한계점을 밝힘
-

<표Ⅰ-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장에서 그것의 구성요소 및 기저 통사 구조의 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의미

기능을 추출한 후, 이러한 의미기능이 어떻게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학습자들의 다각적인 사용 양

상을 궁극적으로 확인한다. 제4장에서는 학습자가 목표 문법의 사용에 적

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

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갖는 의의와 남은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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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것’ 양태 구문의 이론적 전제

1. 양태 구문에 대한 고찰

1.1. 양태의 개념과 유형

그동안 국어교육학에서 양태 개념과 용어의 이해에 혼란스러운 면이 많

았다. 또한, 전통 영문법의 ‘서법’ 개념을 수용하며 서법 범주를 구체화시키

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민현식, 1999:157) 양태라는 용어의 개념은 일반적

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Lyons, 1977:452)라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

는데, 이후의 학자들 역시 다소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 가. 주절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 행해질 때의 주체의 자세나 태도

(박소영, 2000)

나.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에 대한 주관적 판단(유현경 외,

2011)

다. 명제의 사실성이나 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서울대학교 국어교

육연구소, 2014)

라.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구본관 외, 2015)

이렇게 양태의 개념이 ‘명제는 표현하는 명제나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해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opinion or attitude)를 표현하는 범주’로 정

의된 후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규정하는 문제가 논의의 중

심이 된다.(임동훈, 2008:217). 이렇게 모호한 ‘화자의 태도’라는 범주에 관

하여 박재연(2006:53)에서는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구체화하여 양태의 정

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양태의 정의: 명제에 대한 화자, 청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문

법 범주. 단, 명제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는다.

가. 명제의 수에 따라: 단일 명제 혹은 복수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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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의 종류 정의 예시

인식 양태

(epistemic modality)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믿음의 정도를 나타냄

확실성(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

당위 양태 사태의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 의무(obligation),

<표Ⅱ-1> 양태 범주의 개념(박진호, 2011:310-311)

나. 명제의 성격에 따라: 미확정 명제 혹은 시제적�양태적 한정이 이루

어진 명제

다. 명제의 내용에 따라: 정보 내용으로서의 명제 혹은 행위 내용으로

서의 명제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라 의미가 덧붙는 문법 장치로서

전통적으로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및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로 분류된다.(Lyons, 1977; 강범모 역, 2013:651)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에 대한 반성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제안되었

다. 박재연(2006:65)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태 분류 방법을 정리한 바 있다.

(3) 가. 인식 양태/의무 양태/동적 양태(Palmer, 1979/1995; Nuyts, 2001)

나. 의식 양태/동작주 지향적 양태/화자 지향적 양태(Bybee et al.,

1994)

다. 화자 중심 양태/주어 중심 양태(김지은, 1998)

라. 인식 양태/뿌리 양태(Coates, 1983; Sweetser, 1990)

마. 인식 양태/평가(의무) 양태(Givòn, 2001)

이상의 분류를 검토해 보면 인식 양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범주

적 지위가 비교적 명확한 데 비해, 나머지 양태 의미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태 분류의 범주에 대하여 최근의 대표

적인 논의를 선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진호(2011)에서는 양태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논의되어 온 것들을 더

세분화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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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ntic modality)

을 나타냄 또는 사태의 발생

책임이나 권리가 사태 내의 특

정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허락, 허용(permission)

동적 양태

(dynamic modality)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좌우하

는 원인이 사태 내부의 참여자

에게 있음을 나타냄

능력(ability),

의도(intention),

willingness),

바람(wish)

감정 양태

(emotive modality,

evaluative modality)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

타냄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

증거 양태

(evidential modality)

정보의 근원, 입수 경로를 나

타냄

직접경험(direct

evidence),

전문(hearsay),

추론(inferred)

양태의 종류 정의 하위 의미 영역

인식 양태

(무의지적 양태)

명제가 표현하는 정보의 성격에

대한 화자의 태도

추측, 가능성, 지각, 추론,

새로 앎, 이미 앎 등

행위 양태

(의지적 양태)

명제가 표현하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담화 참여자나 명제 참여자

의 태도

의도, 능력, 의무, 허가 소

망, 기원, 제안 등

감정 양태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태도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구본관 외(2015)는 양태를 크게 명제에 대한 ‘추측’, ‘가능성’, ‘자각’ 등

의미를 나타내는 의식 양태(epistemic modality), 행위 내용으로서의 명제

에 관한 ‘의도’, ‘의무’, ‘소망’, ‘능력’, ‘허가’ 등 의미를 나타내는 행위 양태

(act modality), 그리고 화자의 감정과 관련된 감정 양태(emotive modality)

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표Ⅱ-2> 양태 종류의 정리(구본관 외, 2015:326)

양태는 복잡한 문법 범주이다. 하나의 형식이 두 분류의 양태 의미를 나

타내는 경우가 있고 의미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완전 문법화되지 않은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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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양태와 관련된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다.(구본관 외, 2015:324)

(4) 가. 지금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겠다.

나. 지금 밖에는 바람이 불 수(도) 있다.

다. 나는 턱걸이를 10개 할 수 있다.

(4가)는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된 문장이며 화자가 말하는 당시에 상

황이나 상태를 보고 추측하거나 추정하는 뜻이다. (4나, 4다)는 같은 ‘-(으)

ㄹ 수 있-’을 사용된 문장인데 (4나)는 화자가 밖에 날씨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며 (4다)는 주어의 ‘능력’에

대한 서술이다. 따라서 (4가, 4나)는 ‘추측’, ‘가능성’의 의미로 인식 양태에

속하고 (4다)는 ‘능력’의 의미로 행위 양태에 속한다. 그리고 보통 양태 표

현이 문법 형식, 즉 (4가)의 ‘-겠-’처럼 어미 등을 통해서 양태를 표현하는

데 ‘-(으)ㄹ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의존명사 ‘수’, 보조사 ‘도’,

형용사 ‘있-’으로 이루어진 형식이지만 양태 의미 ‘가능성’, ‘능력’도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에서 양태 범주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고찰한 결과 한국어

‘것’의 고빈도 사용에 있어서 ‘것’이 사용되는 다양한 양태 구문을 본 연구

에서는 ‘것’ 양태 구문5)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이 ‘것’ 양태 구문의 유형 구분이 아니므로, 선행 연구의 전형적인 분류 방

식에 따라 그 유형을 인식 양태, 행위 양태, 감정 양태로 분류한다.

한편, 인식 양태는 명제의 진리치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이다.(시

정곤�김건희, 2011) 즉, 화자가 명제에 대한 확실성 여부를 제시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서의 인식 양태는 명제에 대한 판단, 믿음의 정

5) 백봉자(1999)에서는 구문(構文, construction)이 작은 단위들보다 더 큰 통사적 현상

으로 결합하는 패턴으로 정의된다. 이 논의에 따르면 종결어미로서의 ‘-(으)ㄴ/는/

(으) 것이다’, ‘-다는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다는 것 같다’가 의존명

사 결합형, 연결어미 결합형으로 부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것’ 양태

구문이라고 통칭하기로 한다. 민현식(1999:104)에서는 의존명사의 의미 기능이 시상

기능, 양태 기능, 대용 기능, 단위 기능 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것’의 용법은

매우 다양한데, 보문소, 대용 기능과 양태 기능이 주요 기능이다.(안정아, 2003:106)

그러므로 ‘것’ 양태 구문이 ‘추측’, ‘단정’ 등 특정한 양태 의미가 나타나지만 일부 양

태가 나닌 다른 기능도 있다. 이런 의미가 한국어교육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것’ 양태 구문이라고 부르지만 양태가 아닌 것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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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에 따라 확실성(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박재연(2006:81)에서 인식 양태의 확실성 정도에 대

해 논의한 바 있다.

(5)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가. 확실성 판단: 화자가 명제의 확실성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가짐.

나. 개연성 판단: 화자가 명제의 확실성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지만 적어

도 오십 퍼센트 확신을 가짐.

다. 가능성 판단: 화자가 명제의 확실성에 대해서 오십 퍼센트 미만의

확신을 가짐.

강소영(2001:194)에서는 확신의 정도를 제시하고 ‘가능’, ‘개연’, ‘당연’, ‘확

연’ 4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시정곤�김건희(2011:96)에서는 화자의 확신의

정도 차를 ‘한정’, ‘단정’, ‘이유’, ‘정도’, ‘의도’, ‘추측’으로 세분화하였다.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확실성 등급

[-확실성] --------------------------------> [+확실성]

가능 개연 당연 확연

추측 의도 정도 이유 단정 한정

다만,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화자가 판단할 때 증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

련하여 박재연(2006:81)에서는 인식 양태에서 정보의 획득 방법에 대해 논

의한 바 있다.

(7) 정보의 획득 방법

가. 해당 명제가 표현하는 정보가 감각적 경로에 의하여 획득된 것임.

나. 해당 명제가 표현하는 정보가 화자의 추론에 의하여 획득된 것임.

다. 해당 명제가 표현하는 정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임.

행위 양태의 의미 영역은 ‘대타적(對他的) 조건 부과’와 ‘재귀적(再歸的)

조건 부과’로 나눈다. ‘대타적 조건 부과’에는 조건 부과의 강도에 따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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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order)’, ‘제안(suggestion)’, ‘기원(desire)’ 등의 의미 영역이 있고 ‘재귀

적 조건 부과’에도 조건의 강도에 따라 ‘약속(promise)’, ‘의도(intention)’,

‘소망(desire)’ 등의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의도’는 중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는 조건 부과이며 화자 자신을 동작주로 하는 사태를 성립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1.2. ‘것’ 양태 구문 범위 한정

의존명사인 ‘것’은 ‘사물이나 일’ 따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것이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 의존명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도 없고

자체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모호성이 있어 다른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서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남기심�고영근(2015:17)에서는 국어의 통사

적 특징 중의 하나로 받는 체언 앞에만 온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의존

명사가 선 후행요소를 반드시 요구하며 이러한 결합에 따라 형태가 바뀌기

도 하고 문맥상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나중에는 양태 기능― ‘강조’,

‘명령’, ‘추측’ 등과 같이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데까지 이르기도 한다.

‘것’ 구문의 형태가 같더라도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의존명

사 ‘것’이 형태 변화에 따라 의존명사 ‘것’ 본래의 의미가 상당히 멀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러 의존명사 중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것’을 연구하고자 하며 실제 상황에서 ‘것’은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나타난 ‘것’의 사용 실태와 ‘것’ 구문의 양태 의미 기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양태가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 살펴

본 후 ‘단정’, ‘추측’ 기능에 해당하는 표현 중에 ‘것’을 포함된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삼는다. 용언은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인 ‘-ㄴ, -ㄹ’6)을 붙

여 의존명사 ‘것’을 수식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안효경(2001:200)에 따르면,

6) 관형사형 어미는 선어말어미처럼 시제, 상, 양태의 세 가지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

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서로 적용하여 늘 연관성이 있으므로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

이 올바르지 않으며 불가능하다. ‘것’과 결합의 쓰임이 다양하며 현재시제 ‘-는’, 회

상시제 ‘-던’, 과거시제 ‘-(으)ㄴ’, 미래시제 ‘-(으)ㄹ’ 등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권재일(1985:43)은 ‘-던’을 ‘-더-’와

‘-은-’의 결합으로 본다. 고영근(2004a:163)에서는 현대어와 중세어 두 시기의 언어

를 대상으로 할 때 간취(看取)되는 관형사형의 표지(標識)는 ‘-ㄴ’, ‘-ㄹ’이라고 본다.

본 논문의 핵심 논제는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므로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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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형 어미가 의존명사 ‘것’에 선행하는 요소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

인데, 의존명사 ‘것’에 후행하는 요소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바로 ‘이

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른 어휘들과의 결합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 재구조화가 딱히 ‘것’과 ‘이다’라는 두 어휘의 결합에서 쉽게 일어나게

되는 현상(신선경, 1993)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의 연구에서 양태

범주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형형 어미+의존명사+이다’의 통합

된 구조는 양태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박재연, 2003; 안주호,

2004a; 이필영, 2006)이 많이 있다. 양태영(2005)은 문법화된 ‘것이다’ 연속

체도 그것이 선행 관형절의 종속적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선행 관형절의

명제에 대한 일정한 양태적(modal) 의미로 쓰이게 된다고 하였다.

(8) 가. 철수가 먼저 도착한(하는, 할) 것이다.

나. 철수가 먼저 도착하였다.

(8가)처럼 ‘것’이 주로 ‘이다’와 결합하여 단정과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

데 (8나)의 일반 서술어와 거의 동일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명제

내용이지만 (8가)는 ‘것이다’형 서술어를 붙임으로써 명제에 대한 진술뿐만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 판단도 덧붙이게 된다.(유현경, 2017)

‘것’이 선행하는 시제(tense)나 상(aspect)을 나타낼 수 있으며 보문 구조

의 결합과 다르다. 선행 연구에서 ‘것’ 구문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주로 추

측 기능을 위주로 전개되었다. 이때는 ‘-ㄹ 것이-’의 형태를 취한다.7) 신선

경(1993)은 ‘것이다’ 자체가 하나의 분리되지 않는 독자적인 융합체로서

‘것’과 ‘이다’ 각각의 의미와는 별도로 강조 또는 추정이나 추측 등 제삼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박나리(2012)에서도 이전 연구들이

추측, 단어 의미만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는 것이

다’의 경우는 주로 명제 내용의 확실성을 나타내므로 증거성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 ‘-는 것이다’는 당위 양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감정

7) 도재학(2014)은 ‘-ㄴ/ㄹ 것이-’같이 논의하는 학자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표준국

어대사전』에서는 의존명사 ‘것’을 포함한 표현에 대하여 ‘-는/은 것이다’, ‘-ㄹ/을

것이다’, ‘-ㄹ/을 것’ 세 개를 제시하고 있어 관형사형 어미인 ‘ㄴ/ㄹ’를 나누어 제시

하였다. 김상기(1994)는 ‘관형형어미+것이다2’의 양태적 의미는 ‘-을 것이다2’과 ‘관

형형어미+것이다’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ㄴ’, ‘ㄹ’를 나누어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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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구본관 외(2015)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두 가지 이상의 양태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에 해당된다. ‘-는 것이

다’가 국어의 양태성을 나타나는 표현으로써 논설문 등에서 필자가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때 쓰인다.(고영근, 2004a:259) 다른 추측

표현에 비하면 ‘-ㄹ 것이-’가 가진 주된 양태 의미인 추측은 불확실성을

뜻하나 ‘-는 것이다’가 가진 주된 양태 의미인 연역은 증거로부터 내리는

추론을 뜻한다.

그러나 ‘-는 것이다’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강조 기능이라는 것

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학습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장미라,

2009:239, 조인정, 2011:338) 지적한 바 있으나 장미라(2009:250)에서는 ‘-는

것이다’ 구성이 한국어교육에서 표현 문형으로 다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대용, 명사절 구성 ‘-은/는 것’ 형과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한 것과 실

제 쓰임과 빈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는 것이다’의

의미 기능이나 형태 특징에 대해서 세밀하게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

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강조’, ‘추

측’ 기능을 대표로 수행하는 ‘-것이다’ 구문을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것이

다’ 구문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 안에 어떤 따른 세분 기능을 수행하는지,

학습자가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의의가 있겠다.

이외에는 중국 대학교 한국어 전공에서 사용하는 세 종류의 교재에서 공

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포함된 문법 항목을 추출하여 그중에 양태

의미를 지니는 항목을 정리하였다. 교재를 검토한 결과9), ‘것’을 포함한 양

8) ‘것이다’ 구문의 ‘것’과 ‘-이’가 핵심 요소이며 관형사형 어미는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이라 구문 전체 의미를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에 ‘-것이다Ⅱ’의 사용이

하나의 규범으로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모어 화자도 임의로 사용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 맥락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문 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체계성이나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충분히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9) 교재 분석 결과는 Ⅱ장 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뒤에서 교재의 제시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명백하게 ‘것’ 구문이 나오는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다. 초급 때부터 ‘것’에 대한 설명

을 출현한다. 주로 어휘적 해석, 문장 차원에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고, 즉 명사절

형성 기능을 하는 ‘-(으)ㄴ/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파생된 문법 항목들을 단계 수준

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명사절을 많이 다루어 있는데 ‘-다는 것이

다’는 연세대학교 교재를 제외하고 다른 교재에서 출현하고, ‘-는 것이다’ 구문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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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구문은 ‘-(으)ㄴ/는/(으)ㄹ 것이-’, ‘-(으)ㄴ/는/(으)ㄹ 것 같-’가 있다. ‘-

(으)ㄴ/는/(으)ㄹ 것이-’, ‘-(으)ㄴ/는/(으)ㄹ 것 같-’은 한국어에서 인식 양

태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단언’, ‘추측’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화자의 주관성

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적 장치로써 ‘-는 것이다’ 구문이 일종의 양태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은 신선경(1993), 김기혁(2000), 남길임(2003), 임동훈

(2003)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ㄴ/ㄹ 것 같-’는 ‘추측’ 기능의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역시 ‘것’ 양태 구문에 빠트릴 수 없다.

서희정(2016)에서도 중국인 학습자들이 ‘-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의

용법 차이 인식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간접화법에 속하는 ‘-다

고 하는-’과 ‘강조’ 기능을 하는 ‘-것이다’의 축약형으로 볼 수 있고 ‘-다는

것이다’가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신기한 ‘다성

성’ 기능도 가지게 되겠다. 안명철(1998)은 ‘-다고 하는’의 융합형 ‘-다는’이

‘사건 Y가 어떤 양태’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사건 Y가 어떠한가에 대한 간접

성을 띠게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남가영(2009)은 ‘-다/자/냐

는 것이다’와 ‘-는 것이다’가 통사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담화상으로 같은

기본값(default)을 가지고 있고 서로 대치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

서 화자의 의도가 은밀하게 드러나는 심리적 거리의 특징을 논의하였다.10)

다음 예문(9가, 9가')의 ‘-다는 것이다’, ‘-는 것이다’는 화자의 생각 및 판

단으로써 기본 명제 (9가'')와 의미상의 차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남가영, 2009:325-328).

예 제외되었다. 또한 형태�통사적 의미만 중심으로 하며 의미�화용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10) ‘것’ 명사절의 경우는 문장 종결형에 ‘-(고 하)는 것’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것과 문

장 서술어의 관형사형에 ‘것’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남기심,

2001:216-217)

예) 가. 김 사장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다.

나. 우리가 오늘도 회사에 지각할 것이 걱정한다.

다. 인류사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것은 그저 추측일 뿐이다.

라. 그의 제안은 예산안 처리를 다음 화기로 넘기자는 것이었다.

예문(가, 나)은 완전한 문장의 관형사형에 ‘것’이 붙임으로서 문장이 명사화한 결과이

며 (다, 라)는 독립적인 문장 ‘인류사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예산안 처리를 다

음 화기로 넘기자.’에 ‘-는 것’이 붙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는 것’은 원래 ‘-다고

하는 것’의 줄인 말이다. 전자는 ‘-는 것’ 명사절이라 부르고 후자는 ‘-다는 것’ 명사

절을 부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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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이제는 각 교과가 평가 일반 이론을 그대로 각 교과의 구체적 국면

에 획일적으로 대입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평가 일반론

에 함몰되지 않는 국어과 평가의 특수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1)

가'. 이제는 각 교과가 평가 일반 이론을 그대로 각 교과의 구체적 국

면에 획일적으로 대입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평가 일반

론에 함몰되지 않는 국어과 평가의 특수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 이제는 각 교과가 평가 일반 이론을 그대로 각 교과의 구체적 국

면에 획일적으로 대입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평가 일반

론에 함몰되지 않는 국어과 평가의 특수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본관 외(201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미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완전

문법화되지 않은 통사 구조도 양태와 관련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확

신]이라는 화자의 태도나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다는 것이다’ 구문도

양태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다는 것이다’를 추가해서 ‘-

(으)ㄴ/는/(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12)와 같이 ‘것’ 양태

구문 안에 구획되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13) 국어의 인식 양태는 대체로 선

어말어미나 이에 준하는 문법 요소에 기대어 실현되고 의무 양태는 어말어

미와 같은 요소에 기대어 실현된다(고영근, 2004b:32). 선행 명제에 결합해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것’ 양태 구문이 종결형 표현 문형에 속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것’ 양태 구문의 실현 양상을 가리는 과

정을 통해 각 표현 간의 공통된 양태성을 파악할 수 있고 한 형태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양태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다는 것이다’처럼 일치된 인용의 의미를 가지는 ‘-다는 것 같다’ 구문

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표현 문

11) 주요 문법적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이후 예문과 학습자의 글 등의 ‘밑줄’과 ‘굵은

글씨’는 연구자가 표시한 것이다.

12) 연구의 편리함과 간결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평서문에 구한하겠다. 관형사형 어

미를 생략하여 ‘-’의 형식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13) 현재 기존의 한국어 표현 문형의 단계별 성취 목표에 관해서 한국어능력시험만을

참조할 수 있다. 5급과 6급에 신문 기사나 논설문, 학문적인 저술 등에서 자주 사용

되는 문법 표현을 파악 상황은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

교육원, 2005:121-123) 이에 ‘-(다)는 것이다’의 사용을 중요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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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지만 추측의 양태를 나타내므로 예외가 없이

‘것’ 양태 구문 범위에 시켜야 한다. ‘-다는 것 같다’가 텍스트에서 어떤 기

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으)ㄹ 것이다’, ‘-(으)ㄴ/

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으)ㄹ 것 같다’, ‘-(으)ㄴ/는 것 같다’, ‘-다는

것 같다’를 ‘것’ 양태 구문의 하위 표현으로 한정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과 실제 화용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적 입장

과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입장 간의 조화를 갖추고자 한다.

1.3. ‘것’ 양태 구문의 교육적 가치

한 사회 내의 언어 사용자들은 특정 언어 표현이나 구조를 관습적으로

사용한다. 모어 화자들에게 한 덩어리로 인식되어 있는 형태들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다. 즉, 모어 화자들에

게 문형 구조는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 있는 형태이고 별도로 교육할 필요

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자신의 의

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문형을 선택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적 가치가 있는 ‘것’ 구문을 선정하여 이 구문이 가진 의미와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교육해야 한다.

의존명사의 선행요소 및 빈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존명사 중 ‘것’의 사

용 빈도가 다른 의존명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것’과 관련

된 ‘-(으)ㄹ 것 같다’, ‘-(으)ㄹ 것이다’ 등 구성은 주로 한국어교육 분야에

서 표현 문형으로 기술되어 왔다. 표현이 초급 교재에 배치된 사실은 실용

성뿐만 아니라 교육 가치가 크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 이처럼 덩어리,

표현 문형 등은 문법 교육에서 활용 자료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14)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는 의존명사 ‘것’ 자체보다 의존명사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성들을 문법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구문 교육은 자주 공기하

14) 임근석(2009:162)은 문법적 연어에 대해 한국어교육과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연구 주제라고 하였고, 우형식(2006:152)에서도

문법 항목을 덩어리 형태로 처리하여 교육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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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법 요소들을 묶어서 굳어진 표현의 식으로 학습자에게 제시하기 때문

에 학습자가 그대로 입력해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관습처럼 쓸 수 있을 것

이다. 개별 어휘보다 구문을 입력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문법의 정확성과 유창성(우형식, 2006:152)에 기여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시간적 경제성(종장지, 2015:22)도 확보할 수도 있다. 한국어 문

법 교육하는 데 구문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원인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구문이 하나하나의 흩어진 단편적인 문법 항목을 통합시킴으로

써 학습자 머릿속에 제2언어 지식의 체계화를 형성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방성원, 2003:105).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

듯이 ‘것’ 구문에 대한 교육 정보는 기본적인 형태�통사적 의미에 대한 설

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담화 차원에서 구문이 갖는 의미와 기능에 관해

서는 내용이 부재하거나 실려 있어도 통일되지 못한 채 제시되어 있다. 따

라서 학습자들이 ‘것’ 구문을 실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유사 문형과의 차이는커녕 각 ‘것’ 구문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강현화(2011:6)에서는 표현 문형으로 명명되는 덩어리

단위의 문법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많으나 이들을 왜 선정해야 하

는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는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문형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가 상당히 중시되며 문형의 설정에서는

보다 구체화하고 개별화해야 하(석주연, 2005:174)는데 ‘것’ 양태 구문에 대

한 설명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15) 그리고 앞서 한국어교육학

관련 연구에서 ‘것’ 구문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결론

을 내렸다.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관한 연구도 주로 관형사형 어미의 선

택, ‘-기’, ‘-음’과 구분되는 명사화 기능에 집중되어 있으며, ‘-것이다’ 오류

를 소절 정도의 분량으로 기술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자

주 쓰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것’ 양태 구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홀히

제시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의 연구 대상으로써 ‘-것이다’는 그의 중요성을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통사적 제약

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법 항

15) 장미라(2009), 조인정(2011)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은/는 것이다’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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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폭넓게 녹아 있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이를 다른 문법 요소와 결합할

때 오히려 제멋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존명사

를 동반한 복합 형식의 주어부, 선�후행절과의 관계, 문장 내외 성분과의

호응 관계까지 고려하지 못한다는 사실 등을 사료한다. 토픽 6급, 즉 고급

수준이라고 해서 한국인과 다름없이 한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

이다. 언어 사용능력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가 상대

방의 심리적 표현들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더불

어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태도와 관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도 역시 상

당히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거절화행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기 위한

한국인 모어 화자라면 ‘-(으)ㄹ 것 같다’ 구문 사용의 메커니즘이 자발적으

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으)ㄹ 것 같다’ 구문 자체가 추측 의미를 가지

므로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한국인 모어 화자가 사실상 거절하는 뜻을 전달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완곡 표현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

므로 양태 자체는 어려운 개념이자 학습자가 꼭 파악해야 하는 항목이다.

양태 구문을 잘 파악해야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문장을 읽을 때 특

히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 핵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것’ 양태 구문을 각각의 세분화된 의미로 유형화하여 교육할 필요성이 있

다. 이런 구문을 어렵다고 느끼는 근원은 바로 어떤 상황 하, 즉 언제 사용

하는 데 있다. ‘것’ 양태 구문의 작은 뉘앙스까지 알려준다면 학습자가 해

당 맥락에서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어색함을 없애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것’ 양태 구문이 한국어

필수 항목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영역에서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역시 여기서 출발하여 명사화 형식 표현의

‘것’ 양태 구문 범위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편, 남가영(2009)에서는 문법 지식을 실제로 응용화할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중국인 학습자가 교재 중심으로 교수�학습하고 ‘것’ 양태 구문에 관한

내용을 부분을 배우고 담화나 작문을 산출할 때는 상황과 맞는 표현을 응

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다)는 것이다’ 구문의 학습은 신문�뉴

스 읽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학이나 취직 때 시험16)을 보거나 공문서를

16) 토픽 53번 평가 기준(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이 본 연구의 내용과 연관

될 수 있는 부분이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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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17)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부설 언어교육기관

에서도 문학작품과 신문, 잡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글이나 말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등급별 한국어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민현식, 2004:67)

한편, 생략 작용이 일어난 텍스트의 처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언어에

관한 실험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단위는 반드시 적격한 문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는 것이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물

론 잘 사용하는 학습자가 있는데 더 많은 학습자가 아직 비문법적인 문장

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생략 가능한 ‘-는 것이다’를 무시하고 있다.

2. ‘것’ 양태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징

이 장에서는 ‘-(으)ㄹ 것이다’, ‘-(으)ㄴ/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으)

ㄹ 것 같다’, ‘-(으)ㄴ/는 것 같다’, ‘-다는 것 같다’ 등 양태 표현이 받는 통

사적 제약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다음으로 의존명사 ‘것’이

관형사형 어미들, ‘이다’, ‘같다’와 결합해서 형성된 양태 구문이 각각 어떤

환경에서 실제로 시용하는지, 그들이 가지는 의미 기능을 분석한다.

구분 채점 근거

내용 및 과제수행

(7점)

1)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2)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3)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글의 전개 구조

(7점)

1)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2)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3)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

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는가

언어 사용

(8x2=16점)

1)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며 적절한 문법

과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가

2) 문법,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3)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17) 의사소통 능력에는 한국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기능이 포함되어, 이런 언어

사용 기능과 언어 활동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수행 능력도 포함된

다. 이러한 기능 학습은 실제 사용으로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 대학

교의 한국어교육 과정을 보면 언어의 영역에 따라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그리고

한․중 번역하기 등 교과목이 개설되어 언어의 사용 기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

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박문자, 2011:136)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함을 터득하면 졸업한 후 사회생활에서도 유용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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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것이다’ 구문

2.1.1. 의지�추측 단정18): –(으)ㄹ 것이다

‘-(으)ㄹ 것이다’는 시제를 포함한 요소인 관형사형 어미 ‘-(으)ㄹ’에 의

존명사 ‘것’이 연결되고 후행하는 서술격 조사 ‘이-’와 연결되는 ‘Vst-(으)

ㄹ 것이다’ 형태로서 문장 주어의 인칭 제약이 없지만 인칭과 선행 용언

결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미래의 경우, 선행 용언과 결합할 때 ‘-겠-’,

‘-었-’이 올 수 없다19). 미래시제를 나타낼 때 쓰인 ‘-(으)ㄹ 것이다’는 주

로 동사와 결합하나 아래 예문(10다)과 같이 부분의 날씨와 관련된 형용사

와 결합할 수도 있다. 또는 주로 현재시제로 쓰이지만 (10라)처럼 ‘-았/었/

였-’과 결합하여 과거의 시점에서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20) 이런 표현에 후행하는 문장으로는 명령문과 청유문이 일반적으로

올 수 없다.(강현화, 2016:574) 아래의 (10)에서 제시하듯이 미래 의미를 나

타내면서 어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전망이나 추측을 나타내(국립국어원,

2005b:772)는 경우가 많다.

(10) 가. 유통 수단으로서의 CD는 없어질 것이다.

나. 30분쯤 후에 수업이 끝날 거예요.

다. 이번 주 날씨는 내내 화창할 겁니다.

라. 예정대로라면 그는 지난주에 지리산에서 돌아왔을 것이다.

18) 여기서 ‘의지�추측’이라는 것은 ‘-(으)ㄹ 것이다’의 대표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지은

명칭이다. 국어교육학 분야에서 한국어의 시제를 이분체계로 볼 것이냐 삼분체계로

볼 것이냐는 논란이 있는데 미래시제의 설정하는 것 여부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다.(관련 논의는 고영근(2004a), 박진호(2011)에서 이룬 바 있다) 도재학(2014:284)에

서는 ‘-ㄹ 것이-’가 미래시제 ‘-겠’에 해당되는 우언적 구성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어교육 입장에서 출발하여 미래시제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

였다.

19) 미래시제를 나타낼 때 ‘저는 방학에 여행을 (갔을/가겠을) 거예요.’는 비문이 된다

는 뜻이다.

20) 우형식(2012)은 미래시제가 부정적(不定的)으로 해석되고 의미가 부정적이어서 특

정한 시제를 표시한다고 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예) 그가 도착했을 때는 기차가 이미 떠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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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유(2017)는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네 개 대학의 한국어 교재21)로 추측 표현 항목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는데 ‘-(으)ㄹ 것이다’가 모든 학교 교재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교재에서 다룬 추측 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미래의 뜻

을 가지고 있는 ‘-ㄹ/을 것이다’는 어떤 사태 또는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말하는 이의

전망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소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구본관

외(2015)는 미래 표지인 ‘-(으)ㄹ 것-’이 순수하게 미래 사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양태적 의미도 드러내며 ‘추측’이나 ‘의지’가 주된 양태를 나타

내고 있다는 견해와 크게 차이가 없다.

① 추측

추측할 때는 일인칭 주어가 오면 (11가)처럼 어색한 경우가 있다. 현재시

제로만 쓰고 과거시제로 쓰면 의미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때는 미래 발생

할 일에 대한 단정적인 추측을 뜻하며 평서문만으로 쓸 수 있다.(강현화,

2016:575)

(11) 가. *저는 요즘 바쁠 거예요.22)

나. ?그 사람은 서울에 살 거였어요.

다. 다음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딸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일 거예요.

라. 퍼팅만 잘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위에 (11)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으)ㄹ 것이다’

구문은 서법적 사용의 예들이다. (11나)는 과거시제로 쓰는 경우인데 추측

의미가 아니라 의지 의미를 나타낸다. 미래 사건을 지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어난 사건에 대한 추측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11다)는

다음에 경기의 우승자임 등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고, (11라)처럼 과거 그

21) 『한국어1-4』(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0), 『연세 한국어1-6』(연세대학교 한

국어학당, 2012), 『한국어(초급, 중급, 고급)』(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

부, 2003), 『서강 한국어1-6』(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12)을 칭하였다.

22) 오류를 나타나는 표현에는 ‘
*’를 표시하고 어색한 표현에는 ‘?’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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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어떤 다른 행동에 따라 나타난 다른 결과에 대한 추측이기도 하다.

(12) 가. 이태원 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이태원 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단속의 손길은 미칠 것

이 아니다.

부정하는 방식은 ‘-지 않다’와 ‘-이/가 아니다’ 두 가지가 있다. ‘-는 것이

다’ 강조 구문과 달리 ‘-(으)ㄹ 것이다’ 추측 구문에서 삽입구의 동사를 부

정해야 한다(김종복, 2008a). (12가)는 삽입구의 동사인 ‘손길은 미치다.’를

부정하는 데 정문이나 (12나)에서는 ‘것이다’가 부정되므로 비문이 된다. 따

라서 추측 구문에서 서술절 내의 동사를 부정, 즉 하위절 부정을 하는 것

이 옳으나 ‘것이다’에 대해 부정하면 비문이 된다.

② 의지

‘-(으)ㄹ 것이다’가 기본적인 미래에 대한 추측 의미를 제외하면 동사에

붙어 화자가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나 의사, 주관적 소신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국립국어원, 2005b:772). 물론 미래나 추측의 용법으

로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화자의 의지를 말하는 용법으로만

제한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일인칭 주어나 ‘우리’, ‘정부’와 같은 복수 인

칭과 함께 쓰인다. 선행 용언은 주로 동사와 결합하여 ‘결코’, ‘끝내’, ‘얼마

든지’, ‘기어이’, ‘기꺼이’ 등과 함께 사용되는 실례를 자주 볼 수 있다.(김종

복a, 2008:150)

(13) 가. 네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나는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나. ?당신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

다. 나는 결코 그런 존재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 이번에는 꼭 담배를 끊을 거야.

마.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

을 소중히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

켜나갈 것입니다.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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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으)ㄹ 것이다’ 형태

시

제

동사
현재

받침 ○ -을 것이다

받침 ✕ -ㄹ 것이다

과거(미래 예상) -았/었/였을 것이다

형용사
받침 ○ -을 것이다

받침 ✕ -ㄹ 것이다

부정 방식 서술절 내의 동사를 부정함

인칭 제한이 없지만 1인칭 주어일 때 의지를 표현함

선어말 어미
미래가 나타날 때 ‘-겠-’, ‘-었-’이 개재되기 어

려움

문장 유형 평서문, 의문문 ○; 명령문, 청유문 ✕

공기 정보 아마; 꼭, 결코 등

담화 정보

1. 의미적 특징: 미래, 의지, 추측

2.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을 거야/거예요

격식적인 상황에서: -을 겁니다/것입니다

3. 문어체에서 주로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함23)

위의 예문(13나)은 (13가)와 달리 일인칭을 사용하지 않으나 비문이 아니

지만 의지나 다짐의 의미를 나타내지도 않는다. (13다, 13라)에서 ‘-(으)ㄹ

것이다’가 ‘결코’, ‘꼭’ 등 양태 부사와 주로 같이 쓰임으로써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13마)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발취한 것이다. 일대

다의 맥락에서 설득, 격려, 위안 등 기능을 담당하는 연설문 특성이 있고

청자 대중의 찬성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목적에서 자기의 강한 의지를 표

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으)ㄹ 것이다’ 구문은 일반적으로 ‘추측’, ‘의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여

겨진다. 즉, 미래시제와 함께 가능성의 의미와 의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

다. 발화한 후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제 형태라고 해도 되고 추측, 의도의

양태성도 같이 수반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Ⅱ-3> ‘-(으)ㄹ 것이다’ 통사�의미적 특징

23) 한국어의 추측 표현은 여러 가지 완곡 표현 수단 중의 하나이다. 박재연(2006:109)

은 추측 표현이 비단정적 특성에 힘입어 공손의 화용론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일

반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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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설명 단정: –(으)ㄴ/는 것이다

‘-(으)ㄴ/는 것이다’는 의존명사 ‘것’이 선행 요소인 관형사형 어미 ‘(으)

ㄴ/는’과 후행 요소인 ‘이다’와 통사적인 구성을 이룬 구문이다. ‘-는 것이

다’는 (14가)에서 보듯이 동사에 쓰여 현재시제를 나타내고 ‘-(으)ㄴ 것이

다’은 동사에 쓰일 때는 (14나)에서 보듯이 과거시제를 나타내며 형용사에

쓰이면 현재시제를 나타낸다. 과거시제를 나타낼 때는 ‘-았/었/였-’과 결합

하기 어렵고 ‘-(으)ㄴ’과 결합한다. ‘-(으)ㄴ/는 것이다’의 통사 구조에 대한

연구는 남기심(1986), 신선경(1993) 등에서 이미 깊이 있게 연구되어 있다.

‘-(으)ㄴ/는 것이다’ 구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래 예문을 보겠다.

(14) 가. 내 취미는 영화를 보는 것이다.

나. 이 책이 김 선생님이 빌린 것이다.(조인정, 2001)

다. 우리 나라는 오늘로서 자주국가가 된 것이다.(신선경, 1993)

라. 오랜 기다림 끝에 당신을 만났던 것이다.(신선경, 1993)

(14가, 14나)에서는 내 취미와 영화를 보는 것이 등가(취미=영화를 보는

것)가 되고 이 책은 김 선생님이 빌린 책(책=김 선생님이 빌린 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14다)는 ‘우리 나라=오늘로서 자주국가가 된 나라’로 해석

하는 게 어색하며 (14라)는 문장의 선행 명사구조차 찾기 어렵고 ‘-것이다’

구조를 붙임으로써 어떤 진리치를 갖는 문장에 해당하는 생각을 강조하는

기능이 부가된 것이다. 따라서 (14가, 14나)는 ‘-ㄴ/는’, ‘것’, ‘이다’ 세 가지

부분을 결합한 ‘A는 B이다’ 구문이고 (14다, 14라)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의 굳어진 양태를 나타낸 ‘S-는 것이다’ 구문이다. 위에 (14가, 14나)와 같

이 주제어 자리가 어휘 형태로 실현될 경우는 ‘것이다Ⅰ’, (14나, 14라)와

같이 공법주로 실현될 ‘-것이다Ⅱ’로 지칭하였다.24) (14다, 14라)의 ‘-는 것

이다’는 재구조화(임동훈, 1991; 신선경, 1993), 통합구조체화된 ‘-는 것이

다’(강소영, 2004)로 기술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특히 문말에서 ‘것’의 대용 기능과 쉽게 혼동하는 양태 의미를 지

24) 본 연구에서는 ‘-는 것이다’가 이와 같은 문법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덩어리 표현

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연구 중점은 ‘것이다Ⅱ’로 삼는다. 그러나 ‘것이다Ⅱ’를 쉽

게 학습하기 위해 초급에 배치된 ‘것이다Ⅰ’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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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이다’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구문은 주로 ‘A는 B이다’

의 구조로 해석되며 선행절 중 주어 의미를 풀이하기 위해 쓰였다. 이때

관형사형 어미는 명제와 의존명사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며 ‘이다’는 의

존명사를 포함한 명제 전체를 다시 서술어로 만들어 주는 기능동사의 역할

을 한다.(시정곤�김건희, 2009:197) ‘NP1은 NP2이다’의 구조로 분석되지만

위에 설명했듯이 문법적 필요가 아닌 양태적 표현 효과를 위해 쓰인 경우

도 있었다. 이 경우는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는 것이다’의 문법화 과

정을 보여 준다.(조민영, 2017:42) ‘-는 것이다’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서 최

근 진행하는 연구는 양태영(2005), 조인정(2011), 조민영(2017)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법화 실행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Ⅱ-1> ‘-는 것이다’ 문법화 과정(조민영, 2017:20)

그러나 아래는 ‘-(으)ㄴ/는 것이다’의 문법화 과정을 보여 주는 예문으로,

‘것이다Ⅰ’과 ‘것이다Ⅱ’로 모두 분석이 가능하다.

(15) 가. 술과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국립국어원, 2005b)

가'. 술과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나. 한국어의 높임말은 바로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된 것

이다.

(15가)와 같은 문장은 ‘것이다Ⅰ’로도 ‘것이다Ⅱ’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것’은 앞에 ‘술과 담배’를 지칭한다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 또한, ‘술과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의 원래 의미에 ‘것이다’를 붙임으로써 좀 더 객관화

하여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 (15나)의 경우는 명사절 구성 ‘-(으)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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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으)ㄴ 것이다’와 구분하기 어렵다. 장미라

(2009:235-237)에서는 이 두 가지 해석 방식의 명확한 분류가 어려운 것은

명사절을 형성하는 ‘것이다Ⅰ’과 같은 구조로 쓰였다고 해도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Ⅱ’와 같은 표현 효과가 발생하는 문법화 단계에 있기 때

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것’과 함께 사용되는 구성들도 양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덩어리로 기능하

고 있어 삭제하더라도 문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제

내용 또한 그대로 성립된다. 이에 생략 가능하여, 의미상 변화가 없다.(김

종복 외, 2008a; 조민영, 2017) 아래 허정인(2013:55)에서 제시한 예문을 빌

려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6) 가. 주위의 상황은 그대로 둔 채 그냥 과거를 돌아갈 수 없다.

가'. 주위의 상황은 그대로 둔 채 그냥 과거를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나. 개인 안에서 그와 같은 연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한다.

나'. 개인 안에서 그와 같은 연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일반 문체 종결부만 사용하는 (16가, 16나)가 ‘것이다’를 넣지 않으면 오

로지 명제 내용만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16가', 16나')에서 유표적인 문

체 종결부를 삽입함으로써 양태 의미가 부각된다. 두 팀의 예문을 비교하

면 문장의 내용이 변하지 않지만 ‘것이다’가 사용된 문장에서 전체적으로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존명사 ‘것’도 통사적인 구성을 이

루어 사용함으로써 자체의 어휘적 의미가 약화되어 문법적인 표지 기능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문장의 주어 또는 주제어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

이다.(임홍빈, 1985; 신선경, 1993) 즉, 화자 자신의 발화에 대한 화자의 확

신, 강조 등의 양태 의미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의 입장에

서는 표현 문형 ‘-는 것이다’에 대한 학습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화자

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입장을 바

꾸면 대용 기능, 명사절 형성, 종결형 표현으로 사용이 모두 가능한 ‘것’ 구

문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특히 사용 안 해도 문장 내용이 그대

로 살아 있기 때문에 ‘-것이다Ⅱ’ 문장을 생성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

다. ‘-는 것이다’가 분명히 하나의 종결형 표현 문형으로서 다변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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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쓰기에서는 따로 정리�교수�학습이 이

루어지지 않으면 이해나 생성할 수 없는 문장들이다.

‘-것이다’ 구문이 현재의 사실을 강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 사실을

명제화한 후 강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는 하위절의 종결어미는 모두

현재형을 취한다. 다음 (17가, 17나)과 같은 현재시제를 이용해서 과거의

사실을 강조하는 예문이다.

(17) 가. 그때마다 어머니는 사정을 하고 여태까지 꼭 미뤄 온 것이다.

나. 지난 90년 아버지 이종각 씨가 무형문화재 96호로 지정을 받은 것

이다.

다. 이 말에 호랑이는 등잔만한 두 눈에 주르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

다.

라. 시를 기고했던 저는 원고료가 언제 나오나 하고 사무실을 기웃거

렸지만 딴 소리만 하는 거였습니다.

(17가, 17나)와 (17다, 17라)처럼 이렇게 서술절과 계사의 시점은 각각 과

거-현재, 현재-과거로 나타나는데 서술절과 ‘-것이다’가 각각의 시제 정보

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과 강조하는 초점의 차이도

볼 수 있다.(김종복 외, 2008a:150-151) ‘무엇이다’에 대해 부정하는 방식은

제약이 있다.

(18) 가. 우리가 이긴 것이다.

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다.

가''.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것이다.

(18가)는 우리가 이긴 사실에 대해 강조하는 문장이며 (18가', 18가'')는

강조된 사실에 대해 한 부정문들이다. (18가')이 올바른 부정형이 아닌 이

유는 이 문장에서 부정을 나타내야 하는 대상이 ‘것’이 아니라25) 의미상으

로 선행절에 있는 용언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8가'')처

럼 ‘것이다’가 수식하는 관형절의 동사에 대해 부정을 하는 것은 맞는 문장

25) 임동훈(1991:81)은 의존명사 ‘것’이 의미론적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는

부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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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 ‘-이/가 아니라’로 설정된 표현 문형이 있

다.26) 만약 선행절에 ‘것’ 명사절에 대한 부정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면 이는

(18가')의 부정 방식의 형식과 똑같아 보여서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양태영, 2005:49-51) 또한 김종복 외(2008a:151-152)에서는 사건

강조의 ‘-것이다’ 구문에서 서술절 내의 동사를 부정하거나 ‘것이다’를 부정

하는 게 다 가능하고 두 가지 부정 방식이 미묘한 차이를 밝힌다.

(19) 가. 결국 최희섭과 봉중근, 김선우는 아직 대표팀 탈락이 확정되지 않

은 것이다.

나. 그러나 NGO는 국가 권력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 하지만 눈을 감는다고 기억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라. 너도 나도 택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니고, 고아원에 들어간 것도

아니야.

(19가)에서 대표팀 탈락이 확정되지 않은 명제에서 서술절에 대한 부정,

즉 확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거나 확인하는 뜻이고 (19나)의 경우

는 ‘NGO는 국가 권력만 견제한다.’라는 명제를 하는 강조에 대한 하는 부

정이다. 또한, (19다)와 (19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정문의 사건 강조 구문

에서는 ‘것’이 긍정문에서 ‘이’, ‘가’만 결합할 수 있는 반면 주격조사나 한

정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장경현(2010:226)에서는 ‘-는 것이다’의 기저 구조에 있는 주제인 NP1을

문장주제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담화주제의 차원에서도 살펴야 함을 시사해

주는 언어 현상이라고 하였다. 전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선경이 구별

된 ‘-것이다Ⅱ’ 구문의 미래시제에는 ‘의지�추측’ 기능을 할 수 있는데 ‘ㄴ/

는’을 선행하면 완전 다른 의미 기능을 갖게 된다. ‘-는 것이다’의 의미�화

용 기능은 종류가 많은데 이에 언급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Ⅱ-4>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의미�화용 기능에

대해 학자마다 기진 경해가 다른 가운데 거의 다 인정하는 기능들도 있다

는 것이다. 먼저 의견이 다소 일치한 기능 ‘단정�강조’, ‘규칙�진리’ 두 가지

26) ‘것 아니다’는 주로 당위 의문문 ‘그럼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냐’와 ‘내가 먹은 게 아

니라 아내가 먹었다’와 같은 식으로 부정한다고 하였다. 이와 여기 논의하고 있는

사건 강조의 부정문과 다르다.(김종복, 2008a:151)



- 37 -

학자 ‘-는 것이다‘의 의미�화용 기능

임홍빈 1987 강조나 단정

남기심 1991 규범적인 사실이나 마땅히 지켜야 할 일

신선경 1993 기정사실, 강조

김상기 1994 확인

안주호 1997, 2004a 강조, 환언, 단정, 단어 확인

김기혁 2000 객관화, 단정, 당위, 규칙, 진리

안효경 2001 강조, 환언, 단정의 주관적 판단

박소영 2001 이유, 요약, 부연, 결과, 전환, 역접

양태영 2005 판단, 의무, 원칙, 추측, 의지, 당부

홍사만 2006, 2008 강조, 단정

백봉자 1999, 2006 강조,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거나 일반적인 규칙 및 진리

김종복 2008a, 2008b
강조,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나 사실, 이미 완결된 일, 과

거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확인 및 검증

남가영 2009 단언, 판단

장미라 2009 객관화, 단정, 당위, 규칙, 진리

장경현 2010
선행 행위 설명, 선행 문장 부연 설명, 상황 해석, 원칙

설명, 발화 완결, 요약 및 인용

조인정 2011

보편적 진리나 규범, 부연 설명, 논리적 추리나 결론, 원

인이나 이유, 시범, 제안, 권유나 명령, 자신의 결심, 짜증

이나 화 표시, 놀라움 표시, 발화 내용에 대한 확신 표현

남기심�고영근 2015 필자의 주장 강조

조민영 2017
단언, 판단, 강요, 방법 설명, 해명, 부연 설명, 의외성

표현

부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4> ‘-는 것이다‘ 의미�화용 기능에 관한 관점

① 단정�강조

신선경(1993)은 ‘것’이 들어가는 말을 ‘것이다Ⅰ’와 ‘것이다Ⅱ’ 둘로 나누

고, 전자는 주제어 자리가 어휘 형태로 실현되고 후자를 각 명사구를 보어

로 선택하는 문장의 핵(head) 역할을 하는 상위 서술어 역할을 담당하는

것, 즉 공범주로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재구조화 과정을 걸친

‘것이다’는 ‘단정�강조’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로 이해된다고 하

였다. 따라서 ‘것이다’ 구문은 화자에 의해 이미 대상화되어 기정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 ‘필자의 주장이 한층 더 강조’(남기심�고영

근, 2015:67)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는 것이다’ 구문이 다른 기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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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동시에 강조 기능을 함께 작용한다.(박나리, 2012:262) 즉, ‘-는 것

이다’ 구문이 지니는 유표성(markedness) 때문에 독자의 주의를 절대적으

로 증가시킴으로써 강조 기능은 기본 의미이자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능은 너무 일반적이27)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시제와 결합할 때 ‘것이다’ 구문이 전체 사건이나 서술어 부분을

강조하나 과거시제와 결합할 때는 과거 사실을 명제화시켜 강조하기도 한

다(홍사만, 2006; 김종복 외, 2008a).

(20) 가. 그는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나. 날씨를 이용한 마케팅이 크게 성공한 것이다. (장미라, 2009)

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다.(白峰子, 2008)

라. 과로한 것이 병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白峰子, 2008)

(20)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는 것이다’와 결합함으로써 화자의

판단은 약화되고 객관화하는 효과가 가게 된다. 청자에게 단정적으로 전달

하는 기능이 부가되었다.

(21) 가. 네 생각이 맞다.

나. 네 생각이 맞은 것이다.

예문 (21)은 모두 문법적이다. 두 문장의 차이점은 (21나)에서는 단정 양

태와 화자의 태도인 강조 양태가 실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명제에 대한 화

자의 판단이나 태도를 강하게 나타낸다. 강조 양태와 단정 양태가 문장의

문법적인 현성에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21나)처럼 생략

하더라도 비문법적인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하든 안 하든 크

게 차이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더 뚜

렷하게 보일 수 있다.(장미라, 2009:235) 주관적 판단임으로써의 ‘-는 것이

다’ 구문이 ‘-(으)ㄹ 것이다’의 추측보다 한층 더 확인된다. 즉, 생략도 가능

27) 많은 학자가 의견을 일치하게 취하는 ‘-는 것이다’의 강조라는 기능이 많이 언급되

(신선경, 1993; 최규일, 1993; 김기혁, 2000; 홍사만, 2006; 국립국어원, 2005; 박나리,

2012; 남기심�고영근, 2015)고 일반적이다. 또한 강조라는 의미를 다양한 표현에 관

해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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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단정하면서 강조하는 의미가 동반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규칙�진리

현재시제의 특수 용법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을 표현하기도 한다.

‘-는 것이다’ 구문은 사실이나 현재 진행되는 사건, 일반적인 규칙이나 진

리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남기심, 1991; 안효경, 2001; 김종복, 2008b).

그 때는 시간을 초월하고 명제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22) 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다.

나.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나치 땅위의 길이나 마찬가지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란 게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루쉰, 고향; 장경현, 2010에서 재인용)

다. 자꾸 틀려 봐야 무엇을 잘 못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장미라,

2009)

라. 어른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다.(양태영, 2005)

(22가)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어 일반적인 규칙, 보편적 진리(백봉자

2006:90-91)를 나타내는데 (22나, 22다)는 사건이나 화자의 태도를 객관적

으로 표현하는 예이며 ‘-인 것이다’는 자명한 명제에 대해 서술한다. (22라)

는 규범적인 사실이나 마땅히 지켜야 할 일(남기심, 1991:86)이며 이런 일

반 사회 규칙이나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인 당위성을 띠고 ‘당위’, ‘의무’

기능28)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

28) 안효경(2001:97)은 ‘단정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당위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위’, ‘의무’ 기능을 하는 ‘-는 것이다’ 구문

도 쉬게 찾을 수 있다. ‘-는 것이다’의 당위 기능에 관하여 김종복(2008b)에서 이런

예문을 든다.

① 이러한 역할은 외교부가 앞장서서 수행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 의식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입니다.(당위 및 의무, 송민순 외교 통상부장관 이임사

(20080229))

②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내

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당위 및 의무, 국무총리 연설(20061120))

위에 예문에서의 ‘-는 것이다’ 구문이 주어는 일인칭이나 복수 ‘우리’와 같이 사용하

며 내포되는 ‘-어야/아야 하다’ 뒤 따라 나온다. 본 연구는 여기서 ‘-는 것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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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정리 학자

설명�해석

이유
박소영 2001 이유

조인정 2011 원인이나 이유

결론
박소영 2001 결과

조인정 2011 논리적 추리나 결론

요약

박소영 2001;

장미라 2009

요약

요약

남가영 2009 요약으로서의 환언

장경현 2010 요약�인용

부연

최규일 1993 서술 설명

남가영 2009 부연�상세화로서의 환언

박소영 2001 부연

장경현 2010
선행 행위 설명, 선행 문장 부

연설명, 상황 해석

조인정 2011 부연설명

조민영 2017 해명, 부연 설명

역접

안주호 1997;

안효경 2001;

고영근 2004a

환언

박소영 2001 전환, 역접

남가영 2009 해석적 환언

다음은 개별 학자들이 제기하여 논란이 있는 기능을 논의하겠다. 박나리

(2012:255)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파생의미가 단순히 열거되는

기술에 머무른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조인정(2011)에서는 ‘-

는 것이다’의 담화 기능은 ‘보편적 진리나 규범’, ‘부연 설명’, ‘논리적 추리

나 결론’, ‘원인이나 이유’ 등 11가지로 세분화한 바 있다. 또한, 이에 관한

연구에서 학자에 따라 ‘-는 것이다’의 의미나 기능을 다르게 세분되어 있어

각각 의미는 서로 겹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정의 의미로 지적된

다양한 파생의미 간의 유기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느낌이 없

지 않다. 위에 논의했던 ‘단정�강조’, ‘규칙�진리’ 외 선행 연구에 제시된 ‘-

는 것이다’ 구문의 다른 의미�화용 기능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5> ‘-는 것이다’ 구문의 의미�화용 기능 재정리

표<Ⅱ-5>에서 제시한 듯이 ‘-는 것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에 제

‘당위’, ‘의무’의 기능을 하는 원인은 ‘-어야/아야 하다’의 기능 영향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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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행위의 이유, 근거 설명이라는 기능을 하고, 선행 문장들이나 전체 상

황을 설명�해석하는 기능까지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장경현, 2010:229) 이

러한 단정적 설명�해석이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설명

�해석’이라는 큰 범주로 통칭하고 예문에 따라 ‘이유’, ‘결론’, ‘요약’, ‘부연’,

‘역접’으로 하위분류를 나누었다.

③ 이유

이유를 표현할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뜻으로 ‘-기 때문이다’ 표현과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도 밝혔듯이 선행 문장에서 언급

한 상황이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언급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조인정, 2011:341)

(23) 가. 그 사람이 몰라서 당신에게 묻는 것이지.

나. 그러나 우리는 30분도 안되어 경복궁을 나와야 했다. 문을 닫을 시

간이었던 것이다. 그녀와 나는 반쯤 젖은 몸을 이끌고 카페로 들어

갔다. (열한번째 사과나무, 195; 한정자(2002:35) 재인용; 조인정

(2011:341)에서 재인용)

다. 요즈음 아이들은 팔을 부러뜨리기 쉽다. 칼슘이 부족한 것이다.

(남영복, 1991:11; 조인정(2011:341)에서 재인용)

④ 결론

‘-는 것이다’는 선행 문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 추리나 결

론을 내릴 때 사용한다.(조인정, 2011:340) ‘그래서’와 같은 접속부사와 함께

공기하며 앞의 명제가 원인이 되어 ‘-는 것이다’ 구문이 추래한 결과를 의

미하기도 한다.(박소영, 2001:143)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그 결과 정보의 흐

름이 원활해지고 논리적 견고성이 확보된다.

(24) 가. 중앙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바이칼로 가는 방법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그 호수의 한 쪽 자락을 내려다

본 것으로 갈증을 달래야 했던 것이다.(하얀 배:44; 박소영

2001:143 재인용)

나. 저요? 태생이야 전라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젊어선 어지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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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았지요. 그러다 어찌 어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천

지:33, 박소영 2001:143 재인용)

다. 끔찍한 얘깁니다.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질투의 한 단면이지만 사

람의 마음 속엔 이러한 면이 조금씩은 다 숨어 있게 마련인 것입

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59; 한정자 2002:40 재인용, 조인정

2011:340에서 재인용)

라. 도(道)란 곧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한 때 인도(人道)에 어긋난다고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우리

사는 동안에, 78; 한정자(2002:39) 재인용, 조인정 2011:340에서 재

인용)

⑤ 요약

‘-는 것이다’의 ‘요약’ 기능이 ‘즉’, ‘마침내’, ‘따라서’, ‘그러므로’, ‘다시 말

하면’ 등과 같은 부사적 표현을 선행하거나 문맥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많다. 이때는 글의 장르와 관계없이 ‘즉’, ‘쉽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자

면’ 등의 표현을 문두에 함께 써서 앞의 내용을 요약해 제시하거나, 앞 내

용을 요약해서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장미라, 2009:234).

텍스트 차원에서 보면 더 명백하게 느낄 수 있으며 더 큰 단위인 발화나

문장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

(25) 가. 따라서 북한당국은 그들의 인간성 회복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

해 반성해야 함은 물론 세계 인류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제12대 대통령 취임사; 김종복 외, 2008b:272)

나. 결론적으로 미국기업들은 팀제의 이러한 성격이 기존 조직에 팀웍

등 집단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극단적 개인주의 경영방식에서

야기되는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

하였던 것이다.(박나리, 2012:262)

다. 가령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극동 러시아 블라디보스

토크나 우수리스크 등지로 떠나는 사람이 꽤 있는데, 이는 머나먼

몇 만리의 이역인 것이다.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길을 찾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하얀 배:54; 박소

영, 2001:14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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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에 따라 인간 중심의 평가관,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부응하는 평

가관 등이 등장하면서 평가는 학습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정보

를 수집하고 그것을 교육적으로 송환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다가가고 살피고 이해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북돋워주는 활동’으

로서의 개방적 평가관이 형성된 것이다.(남가영, 2009:322)

예문(25)에서 ‘-은/는 것이다’ 구성이 쓰인 문장의 문두에 접속부사 ‘그러

므로, 그러니까, 따라서’ 등 메타성을 갖는 표현들과 공기함으로써 외부, 요

해적이고 외망적 화자의 시점(박나리, 2012:267)을 통해 진술 내용을 요약

하면서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 환언이라는 기능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는데 환언이란 선

행문의 맥락과 일치되어 이어지는 경우와 문장이나 말의 의미를 다른 방향

으로 바뀌는 전환한다는 뜻이다. 뒤에 ‘인용�환언’이라는 기능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따로 ‘부연’ 및 ‘역접’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⑥ 부연

‘-는 것이다’가 종결부에 나타난 문장에는 지시어가 선행 문장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으므로 ‘-는 것이다’의 선행 문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때는 선행 문장이 전제이며 후행 문장이 보충 설명의 역할을 한다. 즉,

‘-는 것이다’는 지시어나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고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행 내용 전체를 긴밀하게 연결해 준다.

(26) 가. 현행 수행평가계획서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영역-관련 단원-평

가 목표’의 순서로 접근하고 목표에 맞추어 평가 장면을 결정한다.

평가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인위적으로 평가 상황을 조성하는 것

이다.(남가영, 2009:322)

나. 그런데 구조선에 몇 명의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을

죽음의 상태로 방치하는 행동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소중한 사람을 인식하는 긍정의 상황을 그려보는 활동이 아

니라 죽음에 직면한 부정적인 상황을 그려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남가영, 200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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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26)의 경우는 앞 문장을 그대로 전환하고 환언을 통해서 화자의 설

명이 더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문장의 응집성29)도 강화되다. 즉, ‘-는 것이

다’와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행 문장과의 논리적인 관계를 강조해 준

다. ‘-는 것이다’는 길고 관용적인 형식으로 응집성 충족의 요소로 볼 수

있으나 무표적인 ‘-ㄴ다’로 바꿔 보면 그 차이가 뚜렷해진다. 이처럼 선행

문장과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를 제시할 때가 많다.

⑦ 역접

다음 예는 뒤에 문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역접 기능을 보인다. ‘-는 것

이다’가 문장 끝자리에 나타나면서 앞에 접속사와 호응하므로 이러한 성향

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7) 가. 그런데 그때 무심코 눈을 든 나는 비로소 보았던 것이다. 눈이 부

셨다. 멀리,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웅대하고 장엄한 산이 검푸

르게 앞을 가로막고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하얀 배:57; 박소영,

2011:144에서 제인용)

나. 내가 도망치던 시절은 아득한 유신 시절이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

히 그 망령에 쫓기고 있는 것이었다.(하얀 배:56; 박소영, 2011:145

에서 제인용)

예문(27)에는 어떤 다른 화제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부사 ‘그런데’, ‘그러

나’ 등 표시되는 역 접속이다. 이때 ‘-는 것이다’가 사용된 것은 예측된 결

과를 완전 뒤엎어 다른 화제로 새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환과 역접의

경우는 응결성 강화 기능보다는 초점화 장치(박소영, 2001:145-146)로 기능

을 담당하고 독자의 주의력을 끌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등의 부사와 결합함으로써 화제 전환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독자의 시점

을 끌 수 있다. 앞에 여섯 개 기능은 주로 선행 문장과 연관되고 있으나

역접 기능은 후행 문장이나 발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텍스트의 응집성

(장경현, 2010:232)이 강하다. 단정 구문 ‘-(으)ㄴ/는 것이다’의 형태�통사적

29) 박소영(2001)에서는 ‘-은 것이다’가 새 정보 초점화, 응결성 장치 그리고 텍스트 경

계표지로 본다. 이러한 유표적인 종결어미가 일반 무표적인 형식보다 문잘 간의 관

계를 견고히 한다. 텍스트의 결속주조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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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것이다Ⅰ 것이다Ⅱ

동사

(있다, 없다)

과거
받침 ○ -은 것이다

받침 ✕ -ㄴ 것이다

현재
받침 ○

-는 것이다
받침 ✕

형용사(이다, 아니다)
받침 ○ -은 것이다

받침 ✕ -ㄴ 것이다

인칭 제한 없음

선어말어미 ‘-겠’이 개재되기 어려움

공기 정보

즉, 쉽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론

적으로; 그 때; 즉,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니

까; 그런데, 그러나 등

부정 서술절 내의 동사를 부정; ‘것이다’를 부정함

생략 불가능 가능

담화 정보

1. 의미적 특징: 단정�강조, 규칙�진리, 설명�

해석(이유, 결론, 요약, 부연, 역접)

2. 주로 문어에서 사용함

3. 문장 응집성을 강화함

4. 외망적 표현 효과

특징 및 의미 기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Ⅱ-6> ‘–(으)ㄴ/는 것이다’ 통사�의미적 특징

2.1.3. 인용 단정: –다는 것이다

‘-다는’은 ‘-다고 하는’의 ‘-고 하-’가 축약된 형태로 인용이 기본 의미라

고 할 수 있다. ‘-고 하-’가 생략된 문장을 다시 복원해 보면 복원이 가능

한 경우도 있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형식동사 ‘하-’가 어떤 구체

적인 뜻이 없이 화자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판단을 인정해 주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임호빈 외, 2005:257) 환원적 인용표지 ‘-고’와 동사 ‘하-’

가 사용됨으로써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중립적 간접 전

언의 의미를 가지나 비환원적인 ‘-다는’은 문법화된 구조로써 앞의 명제에

대해 화자의 인식 상태의 의미를 가진다.(김선효, 2004:173) 환원성과 비환

원성이 ‘-다고 하는’이 수식하는 보문명사의 성격에 달려 있는데 남기심

(1973, 1996)에 의하면 ‘것’은 완형보문이 허용되어 어느 정도 환언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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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김선효, 2004:166-169)

‘것’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명사절에는 종결형으로 끝난 문장에 ‘-는 것’이

붙어서 되는 것과 관형사형으로 된 문장에 바로 ‘것’이 붙어서 되는 것이

있다. 전자는 ‘긴형’이라면 후자는 ‘짧은형’으로 구분된다.(남기심�고영근,

2015:388-391) 인용절은 명사절의 일종일뿐더러 관형절의 일종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이때는 ‘-다고’ 대신 ‘-다는’이 쓰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이익섭, 2005:358)

간접 화법에서 ‘-고’라는 특별한 어미가 쓰여 ‘주어-피전달자-피인용문-

고-서술어’의 형식이 취한다.30) 인용의 내포문이 ‘-고 하-’가 연결되면서

뒤에 연결어미가 붙는 구성은 ‘(ㄴ/는)다고 하-+연결어미’가 다시 ‘-고 하-’

가 생략되며 ‘-(ㄴ/는)다+연결어미’의 구성이 된다. 대부분의 연결어미는 이

러한 구성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다.31)(임호빈 외, 2005:253) 어미 ‘-는다’와

인용을 나타내는 인용조사 ‘-고’와 동사 ‘-하다’의 활용형인 ‘-하는’이 결합

되어 ‘-는다고 하는’이 된다. ‘–다는 것이다’ 구문은 ‘-는다고 하는’이 줄어

서 된 ‘-는다는’에 ‘-것이다’이 붙어 형성된 것이다.

(28) 가. 수미는 ‘바빠.’라고 말했다.

가'. 수미는 바쁘다고 말했다.

나. 수미는 ‘바빴어.’라고 말했다.

문장 종류 동사류 어미변화 주어+피전달자+피인용문+인용조사+인용동사

서술문

AVst

DVst

-이다

-ㄴ/는다

-다

-(이)라

철수가 나에게 비가 온다고 했어요.

철수가 배가 고프다고 말했어요.

철수가 이건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문문
AVst

DVst

-(느)냐

-(으)냐

-(이)냐

어머니가 비가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날씨가 더우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게 무슨 책이냐고 하셨습니다.

명령문 AVst -(으)라 친구가 빨리 오라고 말했습니다.

청유문 AVst -자 친구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했습니다.

30) 간접인용절에 사용되는 종결어미는 특정한 어미로만 나타나며 인용조사 ‘-고’와 연

결되는 어미의 변화가 정리된 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인용문의 형태�통사적 특징(임호빈 외, 2005:253)

31) 문장의 관형사절 중에는 종결어미를 살려 둔 채 관형사형 어미를 취해 관형절이

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다. 이 종류의 관형사절은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실, 기대, 소식, 정보’ 등 특정한 단어일 때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관형사절은

일종의 인용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기 쉽다.(이익섭, 2005:356)

예) 나는 여기가 한때 번화한 도시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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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미는 바빴다고 말했다.

다. 수미는 ‘바쁠 거야.’라고 말했다.

다'. 수미는 바쁠 거라고 말했다.

간접인용절의 시제는 안은문장의 시제와 일치시키지 않고 말할 때의 시

제가 그대로 사용된다. (28가, 28나, 28다)는 직접 인용문이고 (28가', 28나

', 28다')는 간접 인용문이다. 간접 인용절에서 안는 문장의 시제는 직접

인용절의 시제를 그대로 인용하고 간접 인용절의 시제와 일치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는 본래 ‘-다(고 하)는 것’에서 이른바 인용의

‘-고 하-’가 줄어서 된 것이라서 역시 시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는 것이다’ 구문이 ‘-고 하는’이라는 인용의 융합된 표지 ‘-다는’이

의존명사 ‘것’을 수식하고 ‘완형보문+보문명사’에 ‘이다’가 결합한 구성이라

고 설명할 수 있으나 ‘-는 것이다’ 구문과의 통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NP이다’ 구문의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양자가 주제가 비어 있

는 구문이라는 점에서 통사적 유사한 면도 있다. 즉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

이 비어 있는 문장인 셈이다(남가영, 2009:319). 명사절로서의 인용문으로

보는 ‘–다는 것이다’는 무엇보다도 다른 종속절에 쓰이지 않은 어미를 쓰는

점에서 구별된다(박영순 외 20인, 2008:141).

① 강조�설명

‘-다고’를 인용이 의미로 묶기에는 흔히 일이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앞뒤

의 결합 요소와 요구하는 서술어에 따라 실현된다. 이의 기본적인 의미는

‘정보 전달’인데 ‘정보’보다는 ‘전달’이라는 점에 더 초점을 둔다.(유현경,

2017:78) ‘강조�설명’ 기능을 할 때 ‘-은/는 것+이다’ 구성과 구분되지 못하

는 경우도 있지만 이점에서 두 문형이 구분 가능하다. 이때 ‘-다는 것이다’

는 주제의 의미나 내용(장점, 문제점, 특징, 힘든 점...)을 자세히 설명할 때

쓴다.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문장 안에 포함된 문장의 주어에는 조사 ‘이/

가’가 결합한다.(서울대 한국어, 4A)

(29) 가. 대중목욕탕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장점은 사우나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장미라, 2009:236)

나. 한국 음식의 특징은 반찬이 많고 요리법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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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생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은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었

다.

라. 대학교가 고등학교와 다른 점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인용�환언

환언은 다음 예에서 보듯이 표현을 바꾸어 내용을 환기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간접 화법과 연관이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는 ‘-ㄴ/는다는 것이다’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옮겨서 말하는 것으로 본다.32)(국제한국

어교육자협회, 2015:124) 아래 예문들이 제삼자의 말을 환언함으로 전달의

의미가 강하고 인용문 성격을 띤다.

(30) 가. 제가 보기에는 모자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어제 거리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하던 친구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다. 철수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이다.

라.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가, 나: 한국어3; 다, 라: 국제한국어교육자협회, 2015)

③ 단정�환언

앞의 ‘인용�환언’이라는 기능은 남의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명제에 대한

중립적인 태토를 취한다. 이러한 간접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다는 것이

다’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제삼자의 말을 환언하고 있는데 자기

의 말이든 남의 말이든 환언은 이미 화자 자신의 해석 결과로서 주관성이

투여되(남가영, 2009:326)기 때문이다.

(31) 가. 한 시중 은행 자금 담당자는 ‘한동안 하루짜리 초단기대출로 의존

했던 은행들이 가격 불문하고 기간물 차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

32) 한국어교육에서 ‘-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의 차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설명

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는 말하는 사람이 확신이나 결심 등을 나타내거나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다는 것이다’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이나 생각을 옮겨서 말할 때 사용한다는 점에서 양자 의미상 차기가 있다.(국제

한국어교육자협회, 20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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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달러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남가영,

2009:326)

나. 이제는 각 교과가 평가 일반 이론을 그대로 각 교과의 구체적 국

면에 획일적으로 대입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평가 일반

론에 함몰되지 않는 국어과 평가의 특수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남가영, 2009:325)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무리 위대한 과학 기술의 힘이지만 인간의

생활 공간을 무제한 확장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장미라,

2009:232)

라. 이들 외국인학교에는 또 상당수 무자격자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으로는 외국인이나 5년 이상 외국에서 살다 일시

귀국한 한국 학생만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해외 유학 및

특례 입학 등의 연결고리로 입학하고 있다는 것이다.(한송화,

2013:469)

예문(31가)의 ‘-다는 것이다’는 앞에 나온 내용을 환언하는 것인데 (31나,

31다, 31라)에서는 화자 자기의 말을 환언하고 ‘전문’처럼 들리는 것이다.

(31나)의 경우는 화자가 ‘평가 일반론에 함몰되지 않는 국어과 평가의 특수

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화자의 생각이다. 객관성을 구현하게 하고

싶을 때 자신의 판단을 인용 형식을 택한다. (31다, 31라)의 경우도 마찬가

지다. 이때의 인용은 객관성을 지니므로 인용 화자가 무책임성을 확보(한

송화, 2013:468)할 수 있는 만큼 인용 내용에 대한 확실 정도는 떨어짐(남

가영, 2009:327)을 알 수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인용 내용의 진실

성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즉, ‘-다는 것이다’는 완곡 표현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김종복(2008b)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설문에

서 강한 요구를 표현하는 데 간접 화행 방식이 선호하는 이유는 화자가 자

신의 의도를 완화하게 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거부감을 줄이고 그들의 동

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박나리(2012)는 ‘-다는 것이다’에 대한 화자의 담화전략도 언급하였다.

다성성(多聲性, polyphonie)을 지니는 ‘-다는 것이다’는 화자의 심리가 나타

나는 데 유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의 발화 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구사하여 텍스트를 변주해 냄으로써 메타적 논평자로서의 입장을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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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는 것이다’ 형태

동사
받침 ○ -는다는 것이다

받침 ✕ -ㄴ다는 것이다

형용사(있다, 없다) -다는 것이다

이다, 아니다 -라는 것이다

인칭 1인칭 주어와 함께 쓰면 어색함

선어말어미 제한 없음

담화 정보

1. 의미적 특징: 강조�설명, 인용�환언, 단정�환언

2. 문어, 구어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함, 의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임

3. 문어의 경우, 문장 응집성을 강화함

4.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데

자기의 의견을 외망적으로 표현하는 효과도 가짐

화자전략이라고 하였다. 한편, 메타적 논평자로서의 목소리를 낸다는 공통

점이 지니는 다성성의 예는 자기 인용 구문 ‘-다고 할 수 있다’를 들 수 있

다. ‘-다는 것이다’는 반대로 자신의 말을 제삼자의 입으로 빌려 한다. 둘을

비교함으로써 가능성보다는 단언 기능이 더 강한 ‘-는 것이다’가 ‘-다고 할

수 있다’와 대조된다는 것을 밝혔다.

‘-다는 것이다’가 이차 환언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장경현(2010:226), 박

나리(2012:261)에서 지적되었듯이 단락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선행담화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표Ⅱ-7> ‘–다는 것이다’ 통사�의미적 특징

2.2. ‘것 같다’ 구문33)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는/(으)ㄹ’에 의존

명사 ‘-것’이 연결되고 후행하는 형용사 ‘같다’와 같이 쓰여 구성된 형태이

다. 용언 어간이나 ‘있다’, ‘없다’ 어간에 붙는다. 주어의 인칭 제약이 없으

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제약도 받지 않는다. 형용사나 ‘이다’일 때 현

재 그 상태일 것이라고 추측함을 나타내며 동사를 쓸 경우 과거는 ‘-(으)

33) 이 항의 예문이 주로 국립국어원(2005b), 강현화(2016), 강현화 외(2017), 그리고 앞

에 언급한 교과서 및 문법서의 내용을 창조해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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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것 같다’, 현재는 ‘-는 것 같다’, 미래는 ‘-(으)ㄹ 것 같다’로 쓰인다. ‘-

(으)ㄹ 모양이다’, ‘-나 보다’와 같은 추측 구문에 비해 ‘-것 같다’가 ‘무표

성’(이혜용, 2003)을 지니고 제약이 없이 다양한 상황 맥락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32) 가. ?나는 왠지 예쁠 것 같다.

나.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다. 곤 좋은 소식이 들릴 것만 같다.

라. 다시 보니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것도 같다.

마. *오늘 날씨가 좋겠을 것 같다.

바. *그 두 사람은 다정한 사이인 것 같겠다.

사. 회의가 곧 끝날 것 (같습니다./같습니까?/*같읍시다./*같으십시오.)

(32가)는 추측할 때 쓰기 때문에 주어 일인칭이면 어색할 때가 있다. 막

연히 추측하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개인적 견해이므로 부사어 ‘왠지’와 공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어 제약은 현재시제와 (32나)와 같은 진행상이 나타

날 때 더욱 두드러진다.(강현화 외, 2017:340) (32다, 32라)는 ‘것’ 뒤에는

‘만’, ‘도’ 등과 같은 보조사가 올 수 있다. (32마)를 통해서 선행 용언과 결

합할 때는 ‘-겠’이 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32바)를 통해서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도 ‘-겠’와 결합하기도 어렵다. 주로 현재시제와 과거시제

로 쓰인다. (32사)에서 보여주듯이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어말어미

와 결합할 때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 명령문, 청유문

으로 쓰기 어렵고 주로 평서문, 의문문으로 쓴다.(강현화, 2016:550-551)

(33) 가. 노는 걸 보니까 이미 일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나. *노는 걸 보니까 이미 일을 다 끝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예문 (33)은 과거에 대해 추측을 하는데 ‘-(으)

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았는 것 같다’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사례

이다. 과거의 동작이나 현재의 상태를 추측할 때 ‘-은/을 것 같다’를 사용

한다.(국립국어원, 2005b:166)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명사절+형용사’의 구조로 나타난다.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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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과: 옷이 좀 큰 것 같

아요.

6과: 비행기로 보내

면 얼마예요?

7과: 한옥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형태

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

N인 것 같다

V-(으)ㄴ 것 같다 A/V-(으)ㄹ 것 같다

설명

⦁ 여러 상황으로 미루

어 현재 그런 일이 일

어나거나 그러한 상태

에 있다고 추측함을 나

타낸다.

예)유진 씨가 오늘 기

분이 좋은 것 같아

요.

⦁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추

측함을 나타낸다.

예) 유진 씨가 그 옷

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 말하는 사람의 추측

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다.

예)이 책을 너무 길어서

오늘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명제 내용을 명사절로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같다’는 형용사로 유사

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서술어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장형 부정과 결합한다.

(34) 가. 밖에 비가 오는 것 같다.

기'. 밖에 비가 오지 않는 것 같다.

가''.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지 않다.

예문(34가)은 ‘밖에 비가 오고 있다’라는 명제에 대해 추측하는 뜻이다.

(34가', 34가'')는 (34가)명제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다. 둘 다 문법적이다.

의미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34가')는 ‘비가 온다.’에 의해 부정하는 것이

나 (34가'')는 ‘-는 것 같다’의 가능성에 의해 부정하는 것이다.34)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관련된 내용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2A에 제시되어 있으나 교재 뒤에 있는 부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Ⅱ-8> 서울대 교재 ‘-것 같다’의 제시 설명

34)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2A 4과의 부록 부분에서 ‘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 N인 것 같다’의 부정 형식은 용언에 따라 다르다고만 제시하였다. 어미 ‘-

것 같다’ 자체에 대한 하는 부정은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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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에서 ‘-(으)ㄹ 것 같다’는 미래의 뜻을 강조하지 않고 이탤릭체로 표

시되는데 간략하게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라고 설명

한다. 당연히 추측 의미인데 이와 같이 설명을 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앞에

서 배웠던 다른 관형형 어미와 결합한 ‘A/V-(으)ㄴ/는 것 같다’의 차이점

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2.1. 미정 추측: –(으)ㄹ 것 같다

추측이란 기억 속에 축적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과 화자가 지각

하는 현 대상들 사이의 [유사성-개연성]에 근거하는 인식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추측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도재학(20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ㄴ/ㄹ’의 구별 없이

‘-ㄴ/ㄹ 것이-’로 ‘확실성’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인식 양태 범위 안에 ‘확실성’과 ‘개연성’에 의해 ‘것’ 추측 구문이 구별된

다.35)

(35) 가. 다음 주말쯤 졸업 사진을 찍을 것 같다.

나. 저 가수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다.

다. 벌써 집에 도착했을 것 같다.

라.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예쁘셨을 것 같다.

위의 예문은 사건의 양태를 기술하며,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

태나 사실에 대한 화자의 강한 미정(未定)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 동사가

붙은 (35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짐작을 하는 예이다.

35) ‘-ㄴ/ㄹ 것이다’와 ‘-ㄴ/ㄹ 것 같-’의 확인 정도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도재학, 2014:292를 참조)

인식 양태
확실성 ‘-ㄴ/ㄹ 것이-’

개연성 ‘-ㄴ/ㄹ 것 같-’

또한, 아래 예문 중 공기 부사를 통해서도 양자의 추측 정도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강현화, 2016:552를 참조)

예) 가. 왠지 그 사람은 서울에 살 것 같이요.

나. *왠지 그 사람은 서울에 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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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나)에서는 형용사에 붙어 현재나 앞으로 이러한 상태가 있음을 예측한

다. (35다, 35라)의 경우는 ‘-았-’에 붙어 과거의 일이나 상태에 확신을 덜

하고 추측하나 화자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36) 가. 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갈 것 같다.

나. 모임에 늦을 것 같아서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다. ㄱ: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ㄴ: 될 수 있는 대로 참석하세요.

라. ㄱ: 어디 나가요?

ㄴ: *우체국에 좀 갔다가 올 것 같습니다.

예문(36)은 화자 자신의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원인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다. 이때는 주�객관적 상황과 상관없이 비단정적 언술

대토와 함께 완곡어법의 일종으로 여겨 사용된다. 인칭 제약이 없다고 하

는데 만약 화자 자기의 내적 느낌이나 상태, 행동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있

다면 확신 정도가 낮은 ‘-(으)ㄹ 것 같다’를 많이 쓰지 않는다. 또한, (36

라)와 같은 경우, 일인칭 주어로 하는 문장이 비문이 된다.(전나영,

1999:173-174)

2.2.2. 기정 추측: -(으)ㄴ/는 것 같다

‘-(으)ㄴ 것 같다’는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나

현재 그 상태일 것이라고 추측함을 나타내며, ‘-는 것 같다’는 현재의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상태에 있다고 추측함을 나타낸다.(국립국어원, 2005b)

즉, ‘-(으)ㄹ 것 같다’는 막연히 추측하는 것보다 ‘-(으)ㄴ/는 것 같다’는 보

다 확실하고 직접적인 근거로 미루어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정(旣定)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37) 가. 어제 모임에 사람이 많이 온 것 같다.

나. 수미는 요즘 바쁜 것 같다.

다. 연말이고 해서 바쁘실 텐데 제가 방해를 한 것 같습니다.(전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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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73)

(37가)는 어제 모임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사실에 대한 추측하는 것이고

(37나)는 수미가 바쁠 것이라는 상태에 대한 추측하는 것이다. (37다)도 마

찬가지로 역시 과거의 동작이나 현재의 형태를 짐작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른 일이나 사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부드럽게 말하는 경우이다.

(38) 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선물로 책을 샀다.

나.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다. 제 생각으로는 영수 씨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라. 이 식당 음식은 참 맛있는 것 같다.

(38가)는 어떤 사실로 미루어 듣는 사람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추측하여 책을 선물로 산다는 것이고 (38나)는 전화를 안 받는 것에 근거

하여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38다)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주관적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추측하는 예이다. 또한, (36)처럼

(37라)는 음식이 맛있다는 자신의 느낌을 말할 때 강하게 주장하거나 단정

적으로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있다.(국립

국어원, 2005b)

위의 예문(35)처럼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

므로 추측 표현 ‘-것 같다’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36)과

같은 경우, 우리가 일상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데도 ‘-것 같다’를 선

택하여 발화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38다)는 상대방에게 ‘영수

씨가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는 상황

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표현이다. ‘-것 같다’는 자기의 의도에 의해 자신

의 주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교재에서는 ‘A/V-(으)ㄴ/는 것 같다’와 ‘ A/V-(으)ㄹ 것 같다’는

다른 형식을 취하지만 거의 같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

지 않고 겸손하게, 완곡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있다’다고 부

가 설명이 붙어 있다. <표Ⅱ-9>에서 보듯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데 같은 부드러운 발화 효과가 있지만 ‘-(으)ㄹ 것 같다’

는 발화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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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

N인 것 같다
A/V-(으)ㄹ 것 같다

⦁ 말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때 강하게 주장하거

나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완곡

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말하는 느

낌이 있다.

예)이 책은 저한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 상대방에게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

예)가: 고향에서 부모님이 오시는데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나: 부모님과 같이 가면 인사동이 좋을

것 같아요.

해 대답할 때 더 많이 사용되고 ‘-(으)ㄴ/는 것 같다’는 보다 증거성이 강

하다. 예문(37, 38)의 경우는 추측으로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

지 않도록 완곡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36) (36, 37다, 38다, 38라)는 더 확

실히 화자의 추측이라기보다는 완곡어법으로 발화한다는 게 더 적절하다.

완곡한 표현들이 추측이라는 형식으로 실현되는데 주장을 약하게 하는 것

이다. 이때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때 화자가 자기의 직관적인 느낌이 들

고 명제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다.

<표Ⅱ-9> 서울대 교재 ‘-것 같다’에 대한 부가 설명

한편, 화자의 선택에 의해 ‘-것 같다’를 사용함으로써 완곡하고 겸손하게

주장하고 의사소통이 부드러워지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청자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한 책략으로 사용되지만 한편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

는 ‘-것 같다’가 남용될 우려도 없지 않다(안주호, 1997; 이윤진�노지니,

2003; 조진수 외, 2015; 임형모, 2017). 대상에게 거부감을 일으킬까 봐 화

자가 자신의 의도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Bonvilliain, 2003; 김종복, 2008b에서 재인용) 이렇게 ‘부담 줄이기’라는

출발점은 좋은 뜻인데 지나치게 사용하면 의미가 불투명해져 혼란을 일으

킬 수도 있으므로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문법2』에서는 지나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특히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모어

화자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학습자의 ‘-것 같

36) 이윤지�노지니(2003:189), 박선현(2008:13)은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 데 완곡한 표

현들이 추측이라는 형식으로 많이 실현되기 많기 때문에 두 용어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구분이 애매하여 명확히 이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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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으)ㄴ/는/(으)ㄹ 것 같다’ 형태

시

제

과거 동사

받침 ○ -은 것 같다

받침 ✕ -ㄴ 것 같다

과거나 완료: -았/었/였을 것 같다

-았/었/였던 것 같다

현재

동사

(있다/없다)

받침 ○
-는 것 같다

부

정

-지 않는 것 같다
받침 ✕

형용사

(이다/아니다)

받침 ○ -ㄴ 것 같다
-지 않은 것 같다

받침 ✕ -은 것 같다

명사
받침 ○

-인 것 같다
-이 아닌 것 같다

받침 ✕ -가 아닌 것 같다

미래 동사/형용사
받침 ○ -을 것 같다

받침 ✕ -ㄹ 것 같다

인칭 제한 없지만 추측할 때 1인칭 주어와 함께 쓰면 어색할 때 있음

선어말어미 ‘-겠-’이 개재되기 어려움

문장 유형 평서문, 의문문 ○; 명령문, 청유문 ✕

공기 정보 왠지, 마치, -(으)ㄴ/는 걸 보면

담화 정보

1. 의미적 특징: 미정�추측, 기정�추측, 완곡 표현

2. 주로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함38)

3. 주로 구어에서 사용함39). ‘추측’의 의미이므로 ‘정확성’을 요구하

는 전문성, 학술성, 공식성이 강한 장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음

4.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판단을 할 때 단어를 피

하고 소극적으로 공손하게 개인 태도를 보이고 싶음

다’ 쓰임을 남용까지 판단하는 게 어렵다고 본다.

위의 두 목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사건의

양태를 기술하며 주관적인 판단이나 느낌을 나타낸다. 판단의 근거에 대한

확신도가 낮아 추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의미 면에서는 불확실한 단정을

기본 의미로 하고 담화적인 면에서는 공손하고 완곡 표현으로 여겨진다.

전에 정리했듯이 사용할 때는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만큼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Ⅱ-10> ‘-(으)ㄴ/는/(으)ㄹ 것 같다’ 통사�의미적 특징37)

37) 강현화(2016: 551-553)를 참조해서 상술 내용과 함께 정리하였다.

38)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주로 개인적이 견해임을 담보하는 추측을 나타내므

로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전문성, 학술성, 공식성을 띠는 장르에서 잘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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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인용 추측: -다는 것 같다

‘-다는 것 같다’는 융합된 인용표지 ‘-다는’40)에 의존명사 ‘것’을 수식하

고 형용사 ‘같다’와 같이 쓰여 형성된 구문이다.

(39) 가.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사회 경험이 쌓인다는 건 나쁘게 말해서 세

상의 때가 탄다는 것이다. 좋은 측면이야 삶에 이로운 지식이 많

아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점점 밝아진다는 것 같다.(『하고 싶다,

사랑』, 지혜인, 2016)41)

나. 복음이 전파되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또, 복음

안에서 성령을 좇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같으며, 갈

5:22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였다.42)

다. 노트북이나 기타 스크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는 것 같으며 생

각보다 예약이 많이 차있어 예약을 한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

다.43)

는다.(강현화 외, 2017:350)

39)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이미혜(2005:143)는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모두 활발하

게 사용한다고 하였다.

40) 인용을 의미하는 축약형 ‘-다는’에 관해서 2.1.3.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나 여기서 넘

어가도록 하였다.

41) ‘-다는 것 같다’는 한국인이 자주 쓰지만 외국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국

어교육학이나 한국어교육계에서 이에 관련한 선행 연구나 문법 사전 등 전문서에서

‘-다는 것 같다’에 관한 전문적인 설명을 찾기가 힘들다. 이에 네이버

(www.naver.com)와 구글(www.google.com)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예문을 찾아보

았다. 출처는 따로 표시하였다.

https://books.google.co.kr/books?id=6IX4DAAAQBAJ&pg=PT107&lpg=PT107&dq

=%EB%8B%A4%EB%8A%94+%EA%B2%83+%EA%B0%99%EB%8B%A4&source

=bl&ots=hSQoLMqnbZ&sig=jOSdtjBZHuralxMtOIz4NGLSlGI&hl=zh-CN&sa=X&sq

i=2&ved=2ahUKEwiJgLzQuP7eAhUDEJAKHVG6AWUQ6AEwAnoECAgQAQ#v=on

epage&q=%EB%8B%A4%EB%8A%94%20%EA%B2%83%20%EA%B0%99%EB%8

B%A4&f=false

42) http://www.sarang.com/srcc_quiettime2/6335/?lan=ko&pid=srcc_quiettime&categor

y=13&&select_arrange=headnum

43) https://trello.com/c/pYBNASWP/8-%EC%9E%A5%EC%86%8C-%EC%84%A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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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는 것 같다’ 형태

동사 받침 ○ -는다는 것이다

라. 가는 곳마다 비슷한 얼굴의 할아버지들이 ‘북으로 가라’고 하더라.

얼핏 들으니까 일당을 받으신다는 것 같더라. 노인 복지가 잘돼

있다면 추운 겨울에 돈 몇 푼 받으려고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44)

마. ㄱ: 광장시장의 마약김밥이 그리 맛있다면서요?

ㄴ: 음, 그냥 특별한 맛은 아닌데 계속 먹게 된다고... 그래서 마약

김밥이라 부른다는 것 같더라고요.45)

바. 결혼하면 군대 안 가고 돈 없어도 안 간다는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46)

사. 해외지부로 가신다는 것 같던데?

예문(39)을 보면 ‘-다는 것 같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추측하

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39가)는 소설에서 발췌한 주인공의 독백이고 (39

나, 39다)는 인터넷 홍보 글이다. 모두가 인용문 성격을 띤다. (39라)는 보

도 기사에서 실린 응답자의 대화이며 (39마, 39바, 39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한 대화들이다. ‘-다는 것 같다’ 구문이 ‘-다는’이 있어 발화의 근

거가 다른 사람의 말이라 책임감이 약해지다가 ‘-것 같다’의 발화 긍정 정

도를 낮추는 기능을 덧대서 관점을 표현하는 데 여지를 남겨둔다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다는 것 같다’는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확신하지 않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표Ⅱ-11> ‘-다는 것 같다’ 통사�의미적 특징

C%A0%95

44) http://weekly.donga.com/Print?cid=99549

45) http://www.10000recipe.com/recipe/1645307

46) (38바), (38사)의 출처는 같은데 다음과 같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22

%EB%8B%A4%EB%8A%94+%EA%B2%83+%EA%B0%99%22&oquery=%22%EB%

8B%A4%EB%8A%94+%EA%B2%83+%EA%B0%99%22&tqi=Us5CyspVuFsssuZKh4

GssssstwK-40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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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 ✕ -ㄴ다는 것이다

형용사(있다, 없다) -다는 것이다

이다, 아니다 -라는 것이다

인칭 1인칭 주어와 함께 쓰면 어색함

선어말어미 제한 없음

담화 정보

1. 의미적 특징: 인용�추측

2. 주로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함

3. 주로 구어에서 사용함

4.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이 말을 근거로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자기의 판단이나 의견

을 확신하지 않음을 나타남

3. 중국어 양태 구문과의 대조47)

한국어에서 조사, 어미 등 문법 요소들은 형태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

는 것이 특징이고 동시에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

도 한다. 이 문법 요소들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리고 한국어 문법에서 기능을 해당하는 요소들이 중국어에 다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서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만다. 이른바 ‘것’ 양태 구문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어와의 대응 양상을 통해 그 의미 관계

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48)

3.1. 단정 구문과 ‘斷定’

설명 단정 구문 ‘-(으)ㄴ/는 것이다’와 ‘是...的’ 구조의 대응 관계에 관한

연구는 蔡象麗(2017)만 들 수 있고 박신순(2008), 전기정(2014) 등과 같은

47) 이 절에서 사용한 예문은 대부분 선행연구, 교과서와 문법서, 그리고 인터넷 뉴스

에서 발췌하였고 표시하지 않은 일부 예문은 직접 작성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성립 여부를 검증받았다.

48) 동일한 언어장(linguistic fields)에서도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국어에서 사용

하는 표현이 다르다. 본 연구는 대조를 통해서 한국어 ‘것’ 양태 구문의 특성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에게 이해�활용을 위해 유익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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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是)······적(的)’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문에서 나온 예문들도 있

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서에서 나온 예문을 함께 참조하여 양자의 대응 상

황을 정리하였다.

(40) 가.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일 것이다.

中国的首都(就)是北京.

나.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爱是相互的。(李得春, 2009:99)

다. 그들에게는 밀수밀매 업자를 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이다.

对于他们来说，是没有比缉私更重要的事的。(刘沛霖, 2009:106)

라. 대중가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다.

流行歌曲给我们带来的影响是非常大的。(蔡象丽, 2017:331)

마. 우리가 알고 있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산타클로스는 코카콜라의

마케팅에서 비록된 것이다.

我們所知道的那個深受小孩子們喜愛的聖誕老人，其實是起源於可口可

樂公司的營銷戰略的。(최청자, 2005:179)

(40가)의 ‘-는 것이다’ 구문은 명사 대응 기능과 강조 기능 공기하는 경

우이며 (40나)의 ‘-는 것이다’ 구문은 규범적인 진리를 개괄하는 기능을 하

는 예이다. (40가)는 중국의 수도는 다른 도시 아니라 베이징임을 강조하며

(40나)는 사랑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되 ‘-는 것이다’는 중

국어에서 동일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就)是’, ‘是...的’49) 구문과 대응 관계

를 가지는 것이다. (40가)처럼 ‘이다’와 달리 ‘是’는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的’는 어기 조사로서 어기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보통 (40나)처럼 문

장 끝에 붙는다. (40다)는 ‘단정�강조’ 기능과 대응되고 (40라)는 결론을 내

리는 겨우며, (40마)는 ‘부연�설명’ 기능과 대응된다.

인용 단정 구문 ‘-다는 것이다’를 중심으로 한 한�중 대조 연구는 아직까

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중 관영 사이트를 통해 각각 한국어판과 중

국어판에 실린 뉴스에서 예문을 발췌하였고 또한 교과서에 실린 예문을 함

49) 袁毓林(2003:3)은 ‘是...的’ 구문이 ‘事態句(state-of-affairs sentences)’라고 한다. 즉,

사태를 설명하는 판단구(說明事態的判斷句)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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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분석하였다.

먼저 ‘강조�설명’ 기능을 하는 ‘-다는 것이다’는 (41가)처럼 ‘...的(就)是’와

대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예문(41나, 41다)와 같이 고정적인 대

응 형식이 없다는 경우도 있다. (41나)는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로 이어져

혼인율이 하락했다.’가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고 대응하는 중국어에서

도 마찬가지로 ‘造成適婚期人口減少, 導致婚姻率下降.’가 ‘結果’는 무엇인지

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41다)의 경우는 ‘특히 눈에 띄는 점은’은 ‘特別

顯眼的是’의 뜻으로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판에 실

린 내용은 더 간결하고 객관적인 뉴스체로 보인다.

(41) 가. 주목할 만한 점은 제조업 기업 원자재 구매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이다.50)(인민망 한국어판, 2018년 10월 3일)

值得注意的是, 制造业企业原材料的购买费用正在增加.

나. 중국은 1982년 9월 산아제한을 국가 정책으로 정하고, 그해 12월 헌

법에 명시해 인구증가를 장기간 억제해 왔다. 그 결과 결혼 적령

기 인구 감소로 이어져 혼인율이 하락했다는 것이다.51)(인민망 한

국어판, 2018년 8월 17일)

中國在1982年9月將計劃生育被列為中國的基本國策。並於同年12月將

長期限人口增漲明確寫於憲法。結果造成適婚期人口減少, 導致婚姻率

下降.

다. 24일 오후 5시까지 중국 관광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눈

에 띄는 점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52)(인

민일보, 2018년 9월 25일)

截至9月24日17时，全国旅游市场运行基本平稳，未发生重特大涉旅安

全事故。 

‘-다는 것이다’가 제삼자의 말을 인용이나 환언하는데 ‘据说, 听说’로 실

현된 구문과 대응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때는 간접 인용의 의미를 담당

할 때는 (42다)처럼 ‘表示’로 번역된 경우가 많다. 중국어에서 전후 문장을

50) http://kr.people.com.cn/n3/2018/1003/c414333-9505742.html

51) http://kr.people.com.cn/n3/2018/0817/c414430-9491936.html

52) http://kr.people.com.cn/n3/2018/0925/c207554-95034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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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42가, 42나)처럼 특별한

인용 표지를 찾기 어렵다.

(42) 가. 미국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의지’ 특히 ‘행동’을 믿지 못하겠다

는 것이다.53)(조선일보, 조선닷컴 오피니언, 2018.10.01.)

美国表示不信任朝鲜的无核化“意志”，尤其是“行动”。

나. 관방장관은 이와 별개로 자위대가 동해를 넘어 괌으로 향하는 북

한 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2015년 정비한 안

보 관련법을 바탕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

다.54)(조선일보 칼럼, 2018.10.02.)

此外，日本官房长官还阐明立场，表示自卫队将拦截越过韩国东海飞向

关岛方向的朝鲜导弹。以2015年修改的安保相关法为基础，日本要积

极行使“集团自卫权”。

다. 얼마 전 아베 신조 총리가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한 후, 첫 인

터뷰에서 강조한 것이 ‘헌법 개정’이다. 그가 하겠다는 개헌을 요약

하면, 일본 국민에게 주로 ‘재해 복구 요원’으로 인식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明記)해 그 역할과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55)(조

선일보 칼럼, 2018.10.02.)

前不久，日本首相安倍晋三成功三连任自民党总裁后，在他的首个采访

中强调了“宪法修订”。他要进行的改宪，概括来讲就是把对日本国民而

言主要被认知为“救灾要员”的自卫队明确写入宪法，扩大其作用和规

模。56)

또한 양국의 표현이 복잡한데 아래와 같은 예문을 보면 대응된 성분이

안 보이는 경우가 물론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가)는 단정의 의미

를 표현하는데 중국어 번역문에서는 일반 서술문으로 실현되고 (43나)의

경우는 ‘-는 것이다’는 ‘就是说’와 대응하는데 ‘说’ 자가 들어가지만 여기서

사람이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환언 설명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5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30/2018093002184.html

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1/2018100103402.html

55) 출처는 위와 같다.

56) 출처는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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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 이와 더불어 중국이 국내외 정세를 총괄해 변함없이 평화발전노선

을 걷고 상호 이익의 개방전략을 이행하는 것은 정확한 의리관(義

利觀)을 지키고 세계 평화의 건설자이자 세계 발전의 공헌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은 ‘2개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건국 100주

년)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꿈(夢)을 실현하는 데 있

어 더욱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매우 중요한 지도적 의미를

갖추고 있다.57)(인민망 특집보도, 2018년 10월 15일)

對於統籌國內國際兩個大局，始終不渝走和平發展道路、奉行互利共

贏的開放戰略，堅持正確義利觀，始終做世界和平的建設者、全球發

展的貢獻者、國際秩序的維護者，為實現“兩個一百年”奮鬥目標和中

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營造更加有利的國際環境，具有十分重要的

指導意義。

나. 트럭 옆에는 ‘재해(災害) 복구 지원’이라고 쓰인 대형 플래카드가

달려 있었다. 군용 차량이 대민 홍보용 플래카드를 옆에 걸고 있

었던 것이다.58)(조선일보 칼럼, 2018.10.02.)

卡车侧面写着“支援灾害复原”的大型标语，就是说，军用车辆的侧面挂

着对民宣传用标语。

위에 예문(42), (43)의 경우는 중국어와 한국어는 어순과 표현 방식이 다

르기 때문에 한국어 표현이 대응되는 중국어를 찾기 어려운 예이다. 이상

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번역문 중에 ‘说’, ‘是’가 나타나 있는데 원작에 대응

되는 ‘-다는 것이다’, ‘-는 것이다’가 사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어떤 문법은 중국어로 번역하면 대응 표현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떤 문법은

목표어와의 대응 표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 교육을 하는 데

에는 암기시키는 것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57) http://kr.people.com.cn/n3/2018/1015/c203278-9508340.html

5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1/20181001034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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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측 구문과 ‘推测’59)

한�중 한국어의 추측 표현이 판단의 근거 여부, 주관성 정도, 확실성 정

도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또한 양태 기능까지도 한다는

점에서 이의 수효가 중국어보다 많다. 양 언어 확실성 정도의 차이점을 대

조하는 데 한국어의 추측 표현이 ‘가능성’, ‘막연’, ‘개연’, ‘확연’, ‘필연’ 등으

로 나누었다. 이에 비해 중국어의 추측 표현들은 단순하게 ‘가능성’ 및 ‘필

연성’의 의미만 나타낸다.60)(엄녀, 20010:39) (44다, 44라)는 과거를 나타내

는 문장에는 가정적인 시각으로 과거 사건의 필연성을 추측하는 것이다.

(44) 가. 하늘을 보니 오후에 비가 곧 내릴 것이다.

看现在的天气情况，下午要/會下雨。      

나. 법은 당신을 반드시 찾아갈 것이다.

法律一定會懲罰妳們的。

다. 그들이 이미 돌아왔을 것이다.

他们應該已经回来了。

라. 모든 준비는 이미 다 끝났을 것이다.

一切準備，應已就緒。

‘-(으)ㄹ 것이다’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의지 의미가 나타날 때 중국어

의지 표현 ‘要’에 대응할 수 있다. 이때는 강한 어기를 가지게 된다.

(45) 가. 우리는 꼭 조국을 통일시킬 것이다.

我们一定要统一祖国。

59) 이 항의 예문은 앞에 언급한 교과서, 사전, 엄녀(2010), 임향란 외(2012)에서 발췌

한 것이다.

대응 가능성 막연 개연 확연 필연

한국어

-(으)ㄹ 수 있

다1, -(으)ㄹ지

도 모르다

-(으)ㄹ 듯

싶다, -(으)

ㄹ 것 같다

-(으)ㄹ 듯싶

다, -(으)ㄹ

것 같다

-(으)ㄹ 모양이

다, -나 보다,

-(으)ㄹ 것 같다

-(으)ㄹ

수 있다

2

중국어 可能 - - - 會1, 要1

60) 아래 표에서 제시한 듯이 한국어의 ‘가능성’, ‘필연’ 중국어의 ‘可能’, ‘要1’, ‘會1’과

대응할 수 있는데 ‘막연’, ‘개연’, ‘확연’의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양태 조동사를 찾기가 힘들다.(엄녀, 2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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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번 방학에는 고향에 갈 것이다.

这个假期要回老家。

다. 큰 항구가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돈을 벌려면 큰 배를 타야하니까.

我想去有大港口的地方，要想賺錢就要坐大的船。

이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미래 곧 발생할 사건의 필연성에 대한 추측할

때 중국어 양태 조동사61) ‘要(yào)’, ‘會(huì)’, ‘應該(yīng gāi)’와 대응할 수

있다.62) 다음,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중국어의 대응 상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46) 가. 보아하니 비가 올 것 같다.

看樣子要/會下雨。  

나. 저 사람은 오늘 늦게 돌아올 것 같다.

他今天可能很晚回来。

다. ‘10년 후 내 소득 수준이 상승할 것 같다’고 대답한 한국인 응답자

는 열 명 중 네 명꼴이었다.

韩国受访者中每10人中有4人认为“10年后收入水平会上升”。(조선일

보 경제; 장경희, 2018:233에서 재인용)

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것 같다.

职员好像都已经下班了。           

61) 조동사는 중국어 품사 중에서 아주 특수한 한 유형이고 이는 능원동사(能愿動詞)

라기도 한다. 아래와 같은 단어들을 포함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손득금 저, 이영희 역, 2010:78)

① 의욕을 나타냄: 想, 想要, 要, 打算, 准备; ② 소원을 나타냄: 愿意, 愿, 高兴, 乐

意, 情愿, 爱, 肯; ③ 가능을 나타냄: 能, 能够, 会, 容易, 爱, 可以, 可能, 敢, 敢于; ④

필요를 나타냄: 应该, 应当, 应, 该, 得, 用, 用得着, 要, 需要, 配; ⑤승낙을 나타냄:

可, 可以, 能.

기능 연구자 -(으)ㄹ 것이다

추측

표현

이영(2011) 會, 要，應該

송아영(2012) 要，會, 應該, 該

유창(2011) 要，會

의지

표현

양희(2011) 打算，要

이영(2011), 유창(2011), 하효우(2012), 진추검(2013) 要，會

62) 선행 연구에서 ‘-(으)ㄹ 것이다’의 추측과 의지 기능과 중국어의 대조 표현을 정리

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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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의 경우에는 시제는 다르지만 형태와 상관없이 상황 맥락과 맞게

어기부사를 통해서 ‘가능성’, ‘막연’, ‘개연’을 두루 쓸 수 있다. (46)에서는

‘好像(hǎo xiàng)’, ‘似乎(sì hū)’, ‘大概(dà gài)’, ‘也许(yě xǚ)’, ‘可能(kě

néng)’ 등 조동사와 결합하여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나 경우에 짐작을 표현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白峰子, 2008; 许维翰, 2008)에

서 추측 기능으로 간주된 ‘-(으)ㄹ 것이다’와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거의 다 추측 양태 주동사 ‘要, 會’, ‘大概, 可能’로 번역되어 있다63). 양자는

차별 없이 추상적으로 ‘推测(추측)’의 뜻으로 해석되어 있다.6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어 표현과 대응되는 중국어가 여러 가

지 능원동사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要’, ‘會’, ‘能’, ‘可能’, ‘應該’가

중국어 문법 중에 능원동사에 속하는데 한국어 문법에는 ‘능원동사’라는 요

소가 없다. 양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①대부분

중국어 능원동사나 한국어 능원표현법이 주로 술어와 결합한다. ②의미가

다른 능원 표현을 연이어 쓸 수도 있다.(임향란 외, 2012:460-462; 손득금

저, 이영희 역, 2010:79)

(47) 가. 내일 날씨가 아마 추울 것이다.

明天天氣可能會冷。

나. 그는 내일까지 이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63) 우교(2014)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12중을 대상으로 ‘-(으)ㄴ/는/(으)

ㄹ 것 같다’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어기부사 ‘大概，也许, 可能’와 조동사 ‘要’로 나

누어 제시한 바 있다.

구문

문법서

韦旭升�许东振

(2006)

李得春

(2009)

刘沛霖

(2009)

王丹

(2012)

-ㄹ 것이다

미래 將 預想， 會, 能 -

추측 大概，可能 可能 可能 可能

의지 要 要 要 要, 會

-ㄹ 것 같다 추측 好像 似乎, 可能, 好像 - -

-(으)ㄴ/는 것이다 -
強調動作的進行或

壹般規律，真理。

肯定,

確信或強調
-

64) 문법서에서 제시된 각각 문형의 대조�설명은 다음 표와 같다. ‘-’은 설명이 없다는

의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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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明天應該可以完成這件事。

위에 예문(47)이 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可能-會’, ‘應該-可以’가

병렬 관계를 맺는다. (47나) 중에 ‘-(으)ㄹ 수 있다’와 ‘-을 것이다’가 결합

하여 같이 쓰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는 것 같다’는 ‘-다는’와 ‘-것 같다’

의 결합의 산물이다.

(48) 가. 노트북이나 기타 스크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는 것 같으며 생

각보다 예약이 많이 차있어 예약을 한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

다.(39, 다)

好像說是可以免費租用筆記本電腦或其他屏幕, 如果您想預訂, 請盡

快, 因為預訂的人比想象的要多。

나. ...(생략) 얼핏 들으니까 일당을 받으신다는 것 같더라.(39, 라)

聽到好像說是得到了日薪。

다. ...(생략) 그래서 마약김밥이라 부른다는 것 같더라고요.(39, 마)

所以才好像叫作毒品紫菜包飯。   

라. 결혼하면 군대 안 가고 돈 없어도 안 간다는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39, 바)

似乎聽說是結婚了就不去軍隊了, 沒錢也不用去, 請告訴我具體情況

吧。

마. 해외지부로 가신다는 것 같던데?(39, 사)

好像說是要到海外分部去?

‘-다는 것 같다’는 환언과 추측 의미를 동시에 나다내고 (48)에서 제시한

듯이 중국어에서도 轉述(전달)과 推測(추측) 의미를 지니는 ‘聽說’, ‘說’와

‘好像’, ‘似乎’, ‘大概’, ‘也许’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한국어와 대응이 된다.65)

앞의 두 항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것’ 양태 구문이 중국어에서 찾

을 수 있는 대조 표현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5) 예문 번역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중국인 한국어 박사 1명과 한국어 교사 1명을 같

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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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양태 구문 중국어 표현

‘것이다’

구문

-(으)ㄹ 것이다
의지 要, 會, 應該, 該, 打算

추측 將, 會, 能, 可能, 大概

-(으)ㄴ/는 것이다

단정�강조 肯定, 確信或強調;

(就)是, 是...的
규칙�진리

설명�해석

-다는 것이다

강조�설명 ...的(就)是

인용�환언 据说, 听说, 說的是..., 就是說...;

表示, 闡明단정�환언

‘것 같다’

구문

-(으)ㄹ 것 같다 미정/기정

추측

要, 會, 應該;

好像, 似乎, 大概, 也許, 可能-(으)ㄴ/는 것 같다

-다는 것 같다 인용 추측
(聽到)好像說是..., 據說/听说是...,

似乎聽說...

<표Ⅱ-12> ‘것’ 양태 구문과 대조된 중국어 표현

4. 중국에서 ‘것’ 양태 구문의 교육 현황

4.1 교재별 ‘것’ 구문에 대한 제시

중국에서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학교에서 교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운다. 교재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교재는 교수 업무의

지침서로서 학습 범위를 정하며 문법 양식을 모범화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대의 발전은 교재의 개편 부족한 문제

를 초래하여 교과서 집필에 있어 누락이나 소홀해질 수도 있다.(임향란 외,

2012:26-30) 학생들이 실수한 이유를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데 중요한

일환인 교재를 통해 알아낼 수 있으며 향후 강의 과정에서 강의안으로 보

충을 통해 보충 교재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절에서는 일상에

서 빈번히 쓰이고 있는 ‘것’ 구문에 대해 교과서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

하고 어떤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4년제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은 성인 한국어 학습자들

을 위해 개발된 것이고 크게 중국 본토 교재와 한국에서 들여온 수입 교

재, 그리고 한�중이 공동으로 개발한 교재 등 세 가지이다. 중국 본토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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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 대학교에서 편찬하여 출판된 교재이며 한국에서 수입된 교재는 주

로 한국의 명문대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개발한 종합 교재이다. 한국의 교

재들은 수입한 후 원판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어 번역본도 있으나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맞춰서 개편하는 경우도 있다.(최윤곤,

2006:30-35) 이 절에서는 설문을 실행한 대학의 주요 한국어 교재들을 중

심으로 ‘것’ 구문에 대해 어떤 유형들이, 어떤 설명의 모습을 보이는지 분

석한다. 한국어교육용 ‘것’ 양태 구문 교육의 필요성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교재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1-6』,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0

㉡『韓國語 1-4』,李先漢�金京善�王丹�金成蘭�金正佑(韩)，民族出版社66)

(『한국어 1-4』, 이선한�김경선�왕단�김성란�김정우(한)）,민족출판사)

㉢『延世韓國語 1-6』, 延世韓國語學堂，世界圖書出版公司, 201467)

(『연세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세계도서출판사, 2014)

이런 교재들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화되어 교수요목도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독 교재이다. 주지

하다시피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과목은 학교마다 다르고 통일적으로 사용되

는 교재도 없지만, 대부분이 정독 과목68)을 제일 중요한 위치에 두고 회화,

문학, 신문, 문법 등 전공과목을 수반하고 있다. 실험을 실시한 두 개 대학

교의 경우는 수업시간 배정에서 정독 과목은 보통 주당 5-8시간이고 다른

세부 과목은 대개 2-4시간씩이다. 선정된 주 교재는 서울대, 연세대, 북경

대 교재69)가 해당되어 정독 수업으로 대학 4년간 총 수업 시간 중

66) 『韓國語』 시리즈의 간행 연대는 서로 다르다. 『韓國語 1(수정판)』은 2008년,

『韓國語 2(수정판)』는 2010년, 『韓國語 3』은 2003년, 『韓國語 4』는 2004년에

출판이 되어 있다.

67) 『延世韓國語 1-6』은 한국의 연세한국어학당이 편집하여 중국 세계도서충판사를

통해 번역�출판된 원판 교재이다.

68) ‘정독(精讀)’ 수업은 입문부터 시작하고 한글의 자모, 어휘, 문법 등 교육 내용으로

교육함으로써 한국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업이

다.(임향란 외, 2012:32) ‘정독’이라는 과정은 한국어 기본 지식을 쌓는 필수 과목이

며 통합 수업이다. 대학교에서 이런 한국어 수업을 ‘기초 한국어’, ‘종합 한국어’, ‘한

국어 정독’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69) 편리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후속은 다음과 같이 약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는 서

울대 교재라고 하고, ㉡는 북경대 조선문화 연구소 편집하기 때문에 북경대 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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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재 연세대 교재 북경대 교재

추측 ,

의지

1B-1071) V-(으)ㄹ 거

예요

1B-16 V-(으)ㄹ게요

2A-4 A(으)ㄴ 것 같

다, V는 것 같다, N인

것 같다

2A-5 A/V-(으)ㄹ 거

예요

2A-6 V-(으)ㄴ 것 같

다

2A-7 V/A(으)ㄹ 것

같다

1-9-3 -을/ㄹ

것 같다

1-8-1 -을게요/

ㄹ게요

1-8-4 -을/ㄹ

거예요

3-5-3 -었/았/

였던 것 같다

3-10-3 -었을/

았을/였을 것이

다

1-20 惯用型72)-ㄹ 것이

다/-을 것이다

1-20 惯用型 -ㄹ 것 같

다/-을 것 같다

1-23 惯用型 -ㄹ 거예요

/-을 거예요

대 용

(명사

절)

2B-11 V-는 게 어때

요?

4A-6 여간 A-(으)ㄴ 것

이 아니다, 여간 V-는

것이 아니다, 여간 A/V

지 않다

4B-15 V-(으)ㄴ 게 아

니라

4-2-3 -을/ㄹ

게 아니라

4-6-4 -는 게 틀

림없다

4-7-3 설마 -는/

은/ㄴ 건 아니겠

지요?

5-9-2 -을/ㄹ

게 아니라

1-21 惯用型 -ㄴ 걸/-는

걸/-은 걸

3-1 惯用型 -ㄴ 것보다

(는)/-는 것보다(는)/-은

것보다(는)/-던 것보다(는)

3-2 惯用型 -ㄴ 것과

(는)/-는 것과(는)/-은 것

과(는)/-던 것과(는)

3-4 惯用型 -ㄴ 것을/-는

것을

3-9 惯用型 -ㄹ 게 아니

<표Ⅱ-13> 교재에서 ‘것’을 포함한 문형 제시

40%-50%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교과목 중에서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문법 항목은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문법 항목은 사용 빈도, 난이도, 일반화 가능성 정도, 그리고 학습

자의 기대 네 가지 기준으로 선정�배열된다.(우형식, 2006:153; 한국방송통

신대학교 평생교육원, 2005:121) 먼저 서울대, 연세대, 북경대 교재에 등장

하는 ‘것’을 포함된 문형의 내용을 기능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0)

부르며, ㉢는 연세대 교재라고 지칭한다.

70)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문법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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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을 게 아니라

3-12 惯用型 -ㄹ 것이 없

다/-을 것이 없다/-ㄹ 게

없다/-을 게 없다

3-14 惯用型 -아야만(-어

야만/-여야만) ㄴ(-는/-

은) 것은 아니다

4-6 惯用型 -ㄴ 것처럼/-

는 것처럼/-은 것처럼, -

ㄹ 것처럼/-을 것처럼, =

던 것처럼

강조 ,

‘ㄴ/는

다는

것’

형식

4A-1 N은/는 A-다는

것이다[점이다], N은/

는 V-ㄴ/는다는 것이

다[점이다]

4B-11 A-다는 것은 N

에서/N(으)로 알 수 있

다, V-ㄴ/는다는 것은

N에서/N(으)로 알 수

있다

5B A/V-다는 거야(거

예요)

5B A/V-다는 지적이

있다/점을 인정하다

3-7-1 -는다는/

ㄴ다는 것이

4-1-4 -는다/ㄴ

다 -는다/ㄴ다

하는 게

3-3 惯用型 -다는 것이

다

4-1 惯用型 -거라고(것이

라고) 생각하다(믿다, 여기

다, 짐작하다)

  

위의 <표Ⅱ-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과서마다 제시된 항

목이 모두 다르다. 이것은 한국어교육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법 항목을

선정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 그리고 각 문법 항목은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

71) 번호는 문법 항목이 배제된 교과서에서의 위지이다. 서울대 교재의 경우: ‘1B-10’

는 ‘1권B 10과’임을 의미한다. 연세대 교재의 경우: ‘1-9-3’는 ‘1권 9과 3항’임을 의

미한다. 북경대 교재의 경우: ‘1-20’는 ‘1권 20과’임을 의미한다.

72) ‘표현 문형’과 같은 개념을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흔히 ‘惯用型’이라고 지칭한다.

최윤곤(2010)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惯用型’이라는 개념이 ‘표현 문형’보다 포괄적

이며 더 큰 범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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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최윤곤, 2007:187). 문형들을 표기할 때 용언(A/V)을 같이 제시하는

교재가 있고 ‘-’로 대체하는 교재도 있다. 용언을 제시하지 않는 연세대 교

재는 ‘-(으)ㄹ 것이다’로 표기하며 북경대 교재는 ‘-ㄹ 것이다/-을 것이다’

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교재는 각각의 표기 기준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또한, 제시된 문형들의 수도 다르다. 연세대 교재에서는 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나타났다. 두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73)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편집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문형의

선정에 대해 문제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별 문법 항목

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본 문형과 여기에서 파생된 문항들의 처리가 일관

되지 못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강현화(2011:6)에서도 한국어 교재는 문법

항목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교재 간 문법 항목 일치도가 매우 낮

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종장지(2015)에서는 교육 현장 이러한 원리와

기준 없이 남용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덩어리 구성을 구별하여 표현 문형으

로 가늠할 기준을 논의하였다.

설명 단정 구문 ‘-(으)ㄴ/는 것이다’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 교재에서 모

두 찾을 수 없다. 조민영(2017)은 교재와 한국어 문법서나 사전에서도 ‘-는

것이다’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어 교재에서 표현 문형 ‘-는 것이다’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장미라(2009:238-244)

를 참고할 수 있다. 대신에 이와 관련된 표현은 문장 일부분이 됨으로써

명사화 기능을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것’의 형태를 중심으로 한다. 어떤

행위를 하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내포문

에 들어가 안긴 성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는 것이다’ 구

문이 ‘-는 것+이다’로 해석되고 ‘것이다Ⅰ’ 구문과 등가이다. 교재에서 문형

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연세대 교재를 예로 들면 뒤에 연습 과제에서

제시된 읽기 연습 텍스트에서는 ‘것이다Ⅱ’ 구문으로 끝나는 문장이 일부

확인된다.

73) 4권 2과 3항의 ‘-을/ㄹ 게 아니라’가 ‘앞의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뒤의 행동을 선택

할 것을 제안하거나, 앞의 행동을 선택함이 더 나았을 거리는 후회나 원망을 나타

낼 때 쓴다.’고 하나 5권 9과 2항에서는 ‘앞의 내용을 부정하며 대조적으로 뒤의 내

용을 강조할 때 쓴다.’고 설명하고 있다. 5권의 ‘-을/ㄹ 게 아니라’가 뒤에 명령이나

권유의 표현이 나와야 한다는 걸 보니 4권 ‘-을/ㄹ 게 아니라’에 합쳐서 한 번만 나

타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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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형식 내용 기능

서울대
V-(으)ㄹ 거예요

예정이나 가능성 등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나타낼 때 씀
추측

V-(으)ㄹ게요 구어에서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청 의지

<표Ⅱ-15> 교재별 ‘-(으)ㄹ 것이다’ 제시 상황

제시 형식 내용 기능

서울대

N은/는 A-다는 것이다[점이

다], N은/는 V-ㄴ/는다는 것

이다[점이다]

주제의 의미나 내용을 자세

히 설명할 때 쓴다.
설명

5B A/V-다는 거야(거예요) 다른 사람 말의 전달 인용

연세대 -74) - -

북경대 惯用型 -다는 것이다
表示引用，多用来强调听来

的事实。

강조/

인용

다음으로, 인용 단정 구문 ‘-다는 것이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표Ⅱ-14> 교재별 ‘-다는 것이다’ 제시 상황

연세대 교재에서 ‘-다는 것이다’ 형태로 나타난 문형이 없이 간접 화법

인용의 방식인 ‘-다고 하는-’으로 나타나고 서울대와 북경대 교재는 인용

기능을 제외하고 설명, 인용에 대한 강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는 것이

다’의 다른 의미�기능적 정보에 대해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북경대 교

재는 강조의 기능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 역시 인용과 무관하지 않다. 이

에 비해 서울대 교재는 장점, 문제점, 특징, 힘든 점 등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문장 안에 포함된 문장의 주어에는 조사 ‘이/가’가 결합된

다는 통사적 제약도 같이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다는’이 ‘-다고 하는

-’의 축약형일 뿐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교재는 문장을 나타내는 내용을 귀납하여 환언 등

다른 기능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교재별 의지�추측 단정 구문 ‘-(으)ㄹ 것이다’의 제시 상황을

검토하였다.

74) <표Ⅱ-13> 중 표기 ‘-’는 교재에서 제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75 -

자에게 약속할 때 사용함

A/V-(으)ㄹ 거

예요

어떤 상황에 대한 추측이나 자신의 생각을

완곡하게 말할 때 사용함

추측/

완곡

연세대

-을게요/ㄹ게요
和动作动词词干连用的终结词尾，表示说话

人的意愿或者约定。
의지

-을/ㄹ 거예요

和动作动词或者状态动词连用。(1)如果主语

是第一人称或者第二人称，表示说话人的意

志或者将来要发生的事情。这时用于动作动

词词干后。(2)如果主语是第三人称，表示说

话人的推测或者猜想。这时动作动词和状态

动词词干都能用。

의지/

추측

-었을/았을/였을

것이다
表示对已经结束的行为或状态进行推测。 추측

북경대

惯用型 -ㄹ 것이

다/-을 것이다

这一惯用型由冠形词形语尾-ㄹ/-을与依存名

词것，叙述格助词-이다结合而成，表示推测

或意志，相当于汉语的‘大概’，‘可能’，‘一

定’。

추측/

의지

惯用型 -ㄹ 거예

요/-을 거예요

是-ㄹ 것이다/-을 것이다的缩略形式。其语

法意义与-ㄹ 것이다/-을 것이다基本相同。

表示推测或意志。

추측/

의지

제시 형식 내용 기능

서울대
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추

추측/

완곡75)

국립국어연구원(1999)에서는 ‘것’의 용법을 모두 여섯 가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용법을 다 제시하는 것이 불가

능하며 학습 초기에 너무 세분화하여 교수�학습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한

국어 언어교육원에서 지양하고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교재는 모두 추측 및

의지 기능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하는 한국어교육은 의사소

통 목표로 하므로 교재의 편집하는 데 구어 표현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

을 ‘-(으)ㄹ 것이다’의 제시 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경우는 한국어 교재에서 추측의 의미로 교

육되고 있는 문법 항목이다. 교재별 제시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Ⅱ-16> 교재별 ‘-(으)ㄴ/는/(으)ㄹ 것 같다’ 제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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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인 것 같다 측함을 나타낸다.

V-(으)ㄴ 것 같

다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과거에 그런 일

이 일어났다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추측

V/A(으)ㄹ 것 같

다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표현할 때 사용

한다.
추측/완곡

연세대

-을/ㄹ 것 같다
和动作动词或者状态动词词干连用，表

示对将来动作或者状态的推测。
추측

-었/았/였던 것

같다

表示对记忆模糊的事情或看到某时候而

发生的事情进行推测, 陈述。用在动词

或形容词词干后。

추측

북경대
惯用型 -ㄹ 것

같다/-을 것 같다

由冠形词形语尾后加依存名词及形容词

构成，表示推测，相当于汉语中的‘也

许’，‘可能’，‘好像要…似的’，‘大概’等。

추측

세 가지 교재에서는 모두 ‘추측’ 기능이 실려 있는데 한국어 사전76)과 문

법서에서도 추측과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만을 제시하고 있다. 서

울대 교재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에서는 완곡 기능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설명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학습자의 이해를 돕지 못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습 과제에서 나타난 작문에서는 완곡 기능을 수행

하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의사

소통 중심으로 한 한국어교육은 교재에서 거의 다 구어적인 특징을 지니는

문어77)로 인쇄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입력받는 과정에서 구어체와 문어체

의 차이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교재에 실린 상황대로 작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완곡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관형

75) 완곡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Ⅱ장 2.2.2.을 참조하길 바람.

76)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서울: 두산동아, 1999), 『고려대 한국

어대사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2009), 『연세 한국어 사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두산동아,

2001), 『새우리말 큰사전(增補版)』(신기철�신용철, 三省出版社, 1977) 등이 있으나

문법서는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문법2』(국립국어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신개정)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임호빈 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등을 검토하였다.

77) 구현정(2005)은 텍스트 유형을 구어(일상대화, 전화 대화, 상담, 인터뷰 등)→ 문어

적 특징을 지닌 구어(강연, 연설, 발표 등)→ 구어의 특징을 지닌 문어(희곡, 시나리

오, 대본, 소설의 대화 등)→ 문어(수필, 소설, 학술서적, 교과서 등) 네 가지 연속체

로 나열한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한국 교재가 구어 표현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

을 ‘-(으)ㄹ 것이다’의 제시 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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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어미에 따라 강조에 두는 것도 달라진다. 서울대 교재만 ‘-(으)ㄴ/는/

(으)ㄹ’를 세 과에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교재와 달리 연세대 교재만

과거 완료상 ‘-었/았/였’이 포함된 표현이 따로 실려 있다. ‘-다는 것 같다’

는 모두 교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교재에 실린 ‘것’ 양태 구문의 제시 문제를 분석하였다. 의미를

제시하는 데 추상적인 개념어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단정하거나 추

측하는 근거와 이유 유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다른 추측 표현과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반 상황에 대한 추측이라는 개념으로 학

습자가 ‘것’ 추측 구문을 이해�변별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것’ 양태

구문은 실제로 담화 차원에서 추측 의미보다는 완곡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완곡 기능을 함께 제시하

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섯 가지 ‘것’ 양태 구문이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 교재는 표현 문형의 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는 것이다Ⅱ’ 구문의 교육 내용 부재를 제일 큰

문제로 보고 학습자에게 형태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의미

�화용적 유사성과 개별성까지도 유기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보인다. 이외

에 중국 대학교에서는 주교재를 제외한 다양한 기타 교재가 사용되고 있

다. 대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사용하는 교재 목록도 다르다.

세 가지 교재는 ‘제시-설명-예문-연습’의 전통적인 순서로 제시되어 있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78)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 설명에

서는 중국어와 대응하는 문법이나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3-6개의 예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특별한 음운 변화에 따라 예로 제시래 주기 때문에 학습

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용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단순히

문법 구조만 제시하는 예문도 존재한다. 사용 맥락에서 실제 사용과 관련

이 있는 예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78) 엄녀(2007)는 북경대 교재『한국어』, 연변대 교재『초급/중급/고급 한국어』등 대

표적인 교재가 이전 교재보다 많이 발전하였지만 내용이나 구성이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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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S30 인터뷰 내용 발췌>

중요해요.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감에 의해 찍곤 하고 숙제를 하

고 싶지는 않아요. 한국어 문법 수업과 정독 수업에서 문법을 다 가르쳐 왔지

만 실제 적용하는 데 여전히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요. 글을 쓸 때도 느낌만 의

존하고 있어요. 이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뜻을 전달에 있어

서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문장의 의미와 어기 이해에 대해서는 큰 편차가 있

을 것이며 심지어 반대의 이해도 있을 거예요.

<ICS59 인터뷰 내용 발췌>

4.2 교육 현장의 ‘것’ 양태 구문 교육 문제점

4.2.1 학습자의 요구 분석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원인이나 목적을 보면, 취미(드라마, 아이

돌)(31번)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선택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한국

어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25번),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22번), 한국

대학에 가기 위해(20번),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15번) 순으로 결과가 나

타났다. 취미를 제외하면 한국어 학습 후의 진로와 관련된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유창성이 요구된다. 한국과 관

련 있는 직업 종사, 한국어 전문가, 특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통�번역 영

역은 더 엄격한 언어 능력을 요구한다. 즉, 학습의 동기나 목적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것(취직, 학업 등)이다. 이때에는 자신이 구사하는

한국어가 문법적으로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미와 기능적으로도 문제

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많이 쓰는 ‘것’ 양태 구문의 의미 기능이

학습자에게 학습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의사소통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설문지 마지막 학습자 태도�인식 문제에서 학습자들이 대부분 ‘것’

양태 구문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하며 이에 관한 교육

내용을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전부 ‘것’ 양태 구문들을

제대로 사용하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교수�학습의

요구를 보인다. 대표적인 응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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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사용하면 보다 생생하고, 너무 단조롭지는 않게 표현할 수 있어서 매

우 중요해요. 특히 작문에서 응용할 수 있다면 한층 더 빛낼 수 있을 것 같아

요! 이들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의

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

는 표현이 우리에게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표현이 중국식의 한국어가

아니라 더 한국 사람의 표현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겠어요.

구별 성별 연령 교사 경력 주요 담당 학급 및 과목

T1 H대

학

여 30대 12 1-3학년 초급-고급 한국어

T2 여 30대 5 2학년 기초한국어

T3
J대학

남 40대 9 2,3학년 정독; 3학년 문법, 한�중 번역

T479) 남 40대 10 고급 한국어, 쓰기

연구자: 학습자에게 ‘것’ 양태 구문(‘-(으)ㄹ 것이다’, ‘-(으)ㄴ/는 것이다’, ‘-

다는 것이다’, ‘-(으)ㄹ 것 같다’, ‘-(으)ㄴ/는 것 같다’, ‘-다는 것 같

다’)을 주로 어떤 내용, 어떤 식으로 가르치십니까?

T1: 정독 교재에 나오는 문법의 선후 순서에 따라 교수를 진행하고 교재에 나

4.2.2 교사의 교수 실태

대학교에서 ‘것’ 양태 구문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한국어 주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4명에게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Ⅱ-17> 인터뷰 대상 교사 기본 정보

인터뷰는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에게 ‘것’ 양태 구문을 주

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가르칠 때 어려운 점, 그리고 각각 구문 기능

의 교육 필요성에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교사의 대답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79) T4만 조선족 한국어 교사이며 다른 한국어 교사는 모두 한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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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연습 문제를 학생들과 같이 하는 식으로 합니다. 교과서에 나타난 문

법만 순서대로 가르치고 있고 교과서에 없는 문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으)ㄹ 것이다’는 주어가 제일 인칭일 때 의지나 결정을 표하여, 주어가

제삼 인칭일 경우 추측을 표현합니다. ‘-(으)ㄹ 것 같다’는 추측을 표하거나

부드럽게 돌려서 말할 때 주로 씁니다. ‘-는 것이다’는 확신이나 결심을 나

타냅니다. ‘-다는 것이다’는 ‘-다고 하는 것이다’의 준말로 씁니다. ‘-다는

것 같다’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연구자: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방식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T1, T2, T3: (장점) 학생들에게 별로 부담 안 주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단점) 교과서 순서에 따라 학습하고 복습하지 않으면 후속 학습

문법을 학습하면서 이미 배웠던 문법을 잊어버릴 겁니다. 학생들

이 유사한 표현을 제대로 구별하여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T4: 단점이라면 회화 교육 시간이 짧은 것 같고 문법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

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명 교사가 모두 교재에 나타난 순서에 따라 가르치고 수업에서 설명

하면서 교재에 나온 연습 문제를 학생들과 같이 푸는 PPP 교수법을 사용

하고 있었다. 교육 내용은 ‘-(으)ㄹ 것이다’는 인칭에 따라 의지나 결정, 추

측함을 표현하는 기능, ‘-(으)ㄹ 것 같다’는 추측을 표하거나 부드럽게 돌려

서 말하는 기능, ‘-는 것이다’는 확신이나 결심, 현재 동작의 묘사가 나타나

는 기능, ‘-다는 것이다’는 ‘-다고 하는 것이다’의 준말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근거하여 남에게 전달할 때, 즉 간접적인 인용 기능을 가르치고 있었다.80)

이 인터뷰를 통해, 전통식으로 교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큰 부담

이 없지만, 반면에 이렇게 되면 독자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도 없고 지식

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 학

습 과정을 이수하면서 전 학습을 계속해서 활성화해야 한다.

80) 교사들이 ‘것’ 양태 구문을 알지만 교사 T4를 제외한 세 명 교사가 수업을 할 때

‘-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다는 것 같다’를 언급하지 않고 학생들이 질문할 때

만 설명해 준다는 상황이었다. 교사 T4는 쓰기 수업에서 문체에 관한 내용을 가르

칠 때 간단한 단정 의미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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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 여섯 가지 어미를 가르치실 때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교수

과정 중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까?

T1: ‘-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다는 것 같다’는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책이나 신문에서 고빈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끔 둘의 용법을 물어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조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실은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

는지를 잘 몰라서... 유사한 문법들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연습하는 내용을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으)ㄹ 것 같다’의 완곡 기능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르칠 때 항상 이 기능을 소홀합니다.

T2: ‘-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는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구별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과서에서 예문 제시의 다양성 및 활용

사항, 그리고 비슷한 문법에 대한 대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주

로 학습자의 문법적 오류에 집중하고 수정하는데 형태적인 면만 고려합니

다. 나중에 의미�화용적 측면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T3: 의지 표현 ‘-(으)ㄹ 것이다’와 ‘겠’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 ‘-(으)ㄹ 것이

다’와 ‘-(으)ㄹ 것 같다’ 추측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독 수

업에서 배웠던 문법이라는 것이 미시적 개념입니다. 문법 수업은 저학년

때 했던 선행 학습에 대해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

서 문법 수업에서도 ‘것’ 양태 구문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것’ 양

태 구문은 읽기 수업이나 쓰기 수업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4: 추측, 의지, 전문 등 내용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차이를 설명함에 그치면

안 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연습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문법 강의를 강조

하는 동시에 실제 회화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

다. 1, 2학년 때 문장이나 짧은 문단 내용을 이해하고 3학년 때부터 양태의

개념을 도입하며 좀 복잡한 담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에 대한 통사�의미적 설명과 주어진 용법에 따라 반복 연습시키는

일반적인 교수방식이다. ‘것’ 양태 구문을 가르칠 때 어렵다고 느끼는 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교과서에 부재하지만 교수해야 하는 문법 항목에 관하여 어떤 내

용, 어느 정도까지 교수해야 하는지도 교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교사가 언

급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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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항목을 교사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수업 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교과서에 제시한 대로 형태�통사적 문법 지식을 위주로 교수�학

습하고 있으며 유의미 연습을 통해 문법을 활용하는 경험을 학습자에게 많

이 주지 못한다. 이는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이해와 실제 상황에서 사용을

유도하며 학습 내용을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둘째, 문법이 유사하므로 서로 구별하는 것이다. 유사한 표현 간의 구별

이 어렵다. 교과서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교사가 경험에 의해서

학습자가 흔히 혼동한 표현 간의 차이를 정리하고 미리 제시하는 것이 좋

을 듯하다. 즉, 구조와 기능을 일대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

인 정리가 필요하나 기능을 위주로 유사한 문형들을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데 어느 문법 항목을 포함시키는지, 유사한 표현들은 사용되는 상황 제한

이 무엇인지 등 문제가 교가가 조절해야 하는 문제이다(한국방송통신대학

교 평생교육원, 2005:123-125). 중국어 체계가 구절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것’ 양태 구문을 익히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독 수업 이외의 쓰기 수업에서도 ‘것’ 양태 구문을 이른다. 작문은 어

휘, 구조 등 표현 능력과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과목이다. 쓰기는

언어의 종합 운영 능력이며 ‘것’ 양태 구문의 부정확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

에 연습을 많이 시켜야 한다. 교사 T4는 1년 반이나 2년의 학습을 거친 후

쓰기는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초급 때부터 쓰기

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아 체계적 훈련이 없기 때문에 모어나 영어

의 쓰기 습관을 그대로 옮겨 오는 경우81)가 많다고 하였다.

교사들이 ‘-(으)ㄹ 것이다’의 ‘추측’, ‘의지’ 기능; ‘-(으)ㄴ/는/(으)ㄹ 것 같

다’의 ‘추측’, ‘완곡’ 기능; ‘-는 것이다’의 ‘단정�강조’, ‘규칙�진리’, ‘설명�해석’

기능; ‘-다는 것이다’의 ‘강조�설명’, ‘인용�환언’ 기능을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을 수행

하기 원한다면 ‘것’ 양태 구문에 관한 높은 수준의 사용 정확성과 적절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또한 표현 문형을 포함한 단조로운

문장 생산보다는 한층 세련된 문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2005:131) 생산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으)ㄹ 것이다’의 ‘완곡’ 기능, ‘-다는 것이다’의 ‘단정�환언’ 기능,

81) 습관적으로 일에 대한 확실하게 단언하지 않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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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는 것이다’/‘-다는 것이다’/‘-다는 것 같다’의 다른 의미�화용적

기능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T2: 잘 생각해 보니까... 학생의 숙제를 수정할 때 학습자들이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는 것이다’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는 것이다’의 ‘단정�

환언’ 기능은 이미 ‘인용�환언’ 기능에 포함되어 있으니 더 이상 설명할 필

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간편성을 고려하면 한 번만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T3: 기능을 너무 자세하게 구별하면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하거나 다른 문법과 구별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T4: 교과서에 없으며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습자의 수준별로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까지 강의하는 것이 적당하

고 교사는 한꺼번에 강의하면 학습자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것 같다’의 ‘인용�추측’ 기능을 가르칠 필요성이 없다는 관점

에 대해 교사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교사가 ‘것’ 양태 구문의 교육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상황에 맞도록 적절

하게 문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기능을 가르치면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헷갈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르치지 않으면 학습자가 남용,

회피 사용, 그리고 오류를 계속 범하는 현상을 계속해서 목격한다는 사실

에 대해 교사 T4가 지적하였듯이 표현의 기능을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까지 나누어 교수하면 될 거라고 합의되었다. 고급단계에서는 전에 배웠

던 문법을 심화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용법을 배우게 하면 된다. 그리고

문법 항목 간의 미묘한 차이나 비슷한 상황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중점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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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인 학습자의 ‘것’ 양태 구문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1. 분석 대상 및 조사 도구 개발

1.1. 분석 대상자 정보

의존명사 ‘것’이 쓰이는 표현 문형은 주로 초�중급단계82)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문형 학습을 한 바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연구

의 연구 대상을 중급 이상 학습자들로 정하였다. 중국에서 공식적 정규 한

국어교육은 주로 정규 4년제 대학교 안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과를 통해

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고급 학습자는 중국 대학 2학년 이

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83) 또한, 실험을 실시한 대학교의 경우, 3학년

학습자이면 2년의 학습을 걸쳐 최소 약 1200(필수: 760+선택: 420)시간의

한국어 학습을 하게 되며, 한국어 수준은 중급이나 고급이라고 할 수 있

다.84) 중국 대학교 교육과정을 검토한 결과, 통합 교재인 기초 한국어는 대

학 1, 2학년에 배정되어 있고, 한국어 문법, 읽기, 쓰기 등의 과목은 학교마

다 개설 시간이 다르지만 주로 대학 4-6 학기 때 개설되어 있다.85) 즉, ‘것’

82)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는 한국어 교재들을 대상으로

문법 유형의 난이도,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의 친숙성에 따라 문법 유형을 등급화를

하여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었다. ‘-은/는/을 것이다’, ‘-은/는/을 것 같다’는 모두

초급 문법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것’ 추측 구문이 교재 1, 2권에 나타나는 사실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것’ 양태 구문이 대부분 중급 후반까지 배치되어 있다.

83)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3, 4학년 대학생을 고급 학습자로 간주하는 학자(예, 주옥

파(2004))도 있다. 또한 중국에서 TOPIK시험은 자원해서 응시하는 것이며 TOPIK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고급 학습자도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을 TOPIK 등급으

로 구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등급을 따지는 대신에 수업 시간별로 계산하였다.

84) 한국 대학교가 소속된 언어교육 기관에서 개설된 정규 한국어 전공 수업은 한 학

기에 200(4*5*10) 시간 정도 학습된다. 해당하는 한국어 학습 시간을 고려하면 선정

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에서의 언어교육원 6급 반 학습자의 학습 시간

1200(200*6)과 큰 차이가 없다.

85) 중국 대학교의 학과 홈페이지에서 공시되어 있는 교수요목을 조회하여 확인한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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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 구문을 접할 수 있는 과목은 대학 1학년 초반에서 3학년 후반 사이에

다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 과정에서 ‘것’ 양태 구문과

관련된 지식을 이미 충분히 습득했다고 판단되는 중국 H대학교와 J대학교

의 3, 4학년 재학생들 68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실험 진행 기간은 학기

말로 정했다. 한국인 모어 화자 중에서도 ‘것’ 양태 구문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주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 판단의 주관성으

로 인해 연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를 최대한 확보하였다.86) 총 103명의 모어 화자를 확보하

였는데, 이는 ‘것’ 양태 구문의 사용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향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것’ 양태 구문 사

용 양상은 중국인 학습자가 애매모호하게 사용할 경우 판단 기준으로 삼을

만한 참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한국어 전공 학습자의 나이는 전부 20대이다. 다문

화 가족 출신이 아니고 한족이며 입학 전에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없다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험은 강제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학

생들이 자원하여 응답했으므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실험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이하 약칭함) 성

적은 졸업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본 경험이 없거나 성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TOPIK 성적은 유효 기한이 2년에 불과해서 학

생들이 4학년 졸업 전에 응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고학년 학습자가 초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것은 학습자가 1학년 때 응시한 결과

라고 설명하였다. 즉 TOPIK 성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취득한 성적

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학습자 현재의 한국어 수준을 대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다니고 있는 학년을 기준으로 하

여 3학년 이상 중�고급 학습자를 분석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한국인 모어

화자는 총 103명이며 모두 표준말을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상 출신자

이다. 구체적인 피실험자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86) 외국어 습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언어적인 패턴을 원어

민 화자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내는 단계에 이른 것을 뜻하(우형식, 2006:16)기 때문

에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현황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 서울 소재 C대, S대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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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정보 인원

중국인

학습자

성별
남 8명

총 68명
여 60명

학년

H대학교
3학년 19명 총 68명

(3학년 44명,

4학년 24명)87)

4학년 13명

J대학교
3학년 25명

4학년 11명

한국어

능력

TOPIK 급수
3~4 급 24명

총 68명5~6 급 16명

없음 28명

모어

화자
성별

남 28명
총 103명

여 75명

중�고급 학습자의 작문 자료 수집

↓

자료 분석(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

설문 조사 실시

↓

설문 조사 분석(오류 분석)

↓

사후 인터뷰(오류 원인 찾아내기)

<표Ⅲ-1> 학습자 기본 정보

1.2. 연구 절차 및 설계

‘것’ 양태 구문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에 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

를 밟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Ⅲ-2> 연구 절차

87) 실험을 실시한 시간이 7월 초이며 학년이 거의 끝난 셈이다. 즉, 3학년 학생들은

학습 시간이 6학기이며 4학년 학생들은 수업이 없고 논문 심사가 거의 끝나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3학년 학생에 비해 4학년 학생의 자료를 많이 수집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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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양태 구문 사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단 학습자의 작문 쓰기 자료

를 수집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작문 쓰기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모

국어의 쓰기 능력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언어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응결 장치로서의 ‘-은 것이다’는 별개 문장이 아

니라 텍스트나 더 큰 단위에서 고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어에서

‘-다는 것이다’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을 전달하거나 제삼자의 시

각으로 다시 한 번 해석하는 맥락과 어울려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작문 주

제는 논어에서 나타난 중국인에게 잘 알려진 명언 ‘父母在, 不远游(fù mǔ

zài, bù yuǎn yóu)’를 선택했다. 이 말은 공자가 말한 것인데 뒤에 ‘游必有

方(yóu bì yǒu fāng)’라는 말이 있지만 앞부분만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자녀가 효도하고 먼 곳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분명한 목표

가 있을 때는 외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명언을 해석한 후

찬반 의견을 논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논설문은 실용문의 한 가지이며 어

떤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조리에 맞게 논하며 다른 사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텍스트의 한 종류이다.(고영근, 2011) 이러한 변증법

적 논쟁88)을 던지고 학습자로 하여금 이 말을 해석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

하기 위해 문장을 생산함에 있어서 ‘것’ 양태 구문 사용 양상의 특성을 포

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은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작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고찰할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인식이 없으므로 언어가 통제되지

않고 자연 생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

이 작성한 작문을 수집하여 글에서 나타난 ‘것’ 양태 구문의 사용 상황을

검토하였다.

이외에는 학습자들이 ‘것’ 양태 구문을 관습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존

재하므로 목표 문법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문과 더불어 설문지도 같

이 수집하였다. 김세령(2011)은 구어 텍스트 분석 결과, ‘-은/는/을 것 같

다’는 의사소통하는 데 폭넓게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이에 관련된 시제 오

류는 8.6%로 제일 높다고 하였고89), 김금(2012)은 고급 학습자의 자유 작

88) 여기서 얘기하는 문체는 논설문, 주장하는 글을 구별하지 않고 접근이 제일 많은

실용적인 문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TOPIK 마지막 54번 문항의 형식도 참조 하였다.

추측표현 의미 오류 시제 오류 형태 오류 총계

89) 김세령(2011)에서 구어 텍스트의 추측 표현 사용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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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0편을 분석한 오류율 통계 결과90)에 따라 다른 추측 표현에 비해 시제

오류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는/을 것 같다’ 표현이 시제나 이

형태 문제를 고찰할 필요성이 나타났기에 문항Ⅱ를 따로 만들었다.

설문지는 문장 차원(문항Ⅲ)의 고찰과 텍스트 차원(문항Ⅳ)의 고찰로 나

누어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의 작문에서 출현하지 않은 기능을 위주로 ‘것’

양태 구문 사용이 적절한 맥락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들의

사용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상황 맥락을 잘못 파악

해서 오답을 산출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항Ⅲ의 문장이 대응되는 중국

어로 번역해 놓았다.91) 문항Ⅴ 단답형 문제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나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정도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것 같다(81) 4 4.9% 7 8.6% 3 3.78% 14 17.2%

-겠-(47) 7 14.8% 0 0% 0 0% 7 14.8%

-ㄹ 것이다

(32)
3 9.3% 0 0% 0 0% 3 9.3%

-나/가 보다

(13)
0 0% 0 0% 1 7.6% 1 7.6%

오류 분류
- 겠

-

-을 것

이다

- 듯

하다

-것 같

다

- 모 양

이다

-나/ㄴ 가

보다

목표

어

영향

공기 제약을 무시하여

나타난 오류
3 3

유사한 표현 간의 의미

적 차이를 구별하지 못

해서 나타난 오류

6 4 6

관형사형 어미를 잘못

써서 나타난 오류
7

종결어미를 잘못 적용

하여 나타난 오류
3

모국

어

영향

의미적 대응 관계를 잘

못 인식하여 생긴 오류
4

오류 횟수 3 10 0 7 7 9

사용 횟수 15 26 2 30 12 15

오류 빈도(%) 7.32 24.39 0 17.07 17.07 21.95

90) 김금(2012)에서 추측 표현별 오류 분석의 결과이다.

91) 번역문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과 박사 과정 재학 중인 중국인 2

명과 교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중국인 한국어 교사 2명과 같이 검토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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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항 Ⅴ-3에서는 학습자의 ‘것’ 양태 구문

에 대한 학습 요구를 확인할 것이다. 학습자의 ‘것’ 양태 구문 사용 양상과

오류를 살펴보고, 오류를 범하는 원인 및 사용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사

후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리고 학습자 작문이나 설문지에서 판단이 모

호한 부분을 사후 인터뷰에서 재확인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용 설문지는 세 가지 문제로 구성되었다. 모어 대상이

라서 ‘-(으)ㄴ/는/-(으)ㄹ 것 같다’ 형태적 문항과 ‘것’ 양태 구문 간의 차이

를 쓰게 하는 문항92)은 제외한다. 문장 차원과 텍스트 차원에서 ‘것’ 양태

구문을 선택하는 두 문항과 자유 작문을 포함시켰다. 설문 내용은 작문의

첫 번째 질문을 제외하면 학습자용의 문제와 완전히 일치한다. 학습자용

작문 질문은 중국인에게 잘 알려진 명언인데 한국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

은 표현이다.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효’와 관련된 한국인에게 잘 아는

표현인 ‘부자유친[父子有親]’을 작문 주제로 바꾸기로 한다. 작문의 두 번째

질문은 중국의 효도에 대한 하나의 관점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며 학습

자용의 문제와 통일시켰다.

모어 화자의 경우 회수된 답안지는 충 103부이며 마지막 작문까지 다 완

성된 설문지는 67부이다. 작문 중 한자성어 ‘부자유친[父子有親]’에 대해 뜻

을 풀어 성명하는 데에, 한 문장만 쓴 사람은 14명이 있으며 이 14개 문장

은 ‘-다는 것이다’를 분석하는 데만 처리하기로 하였기에 67부 안에는 들어

가 있지 않다. 설문지 67부 중 ‘것’ 양태 구문이 나타난 텍스트는 38편이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68부를 회수하였는데 이 중에 3명이 ‘父母

在, 不远游’에 대해 뜻을 풀어 한 문장만 썼다. 이 경우에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와 같이 작문 전체 편수에서 제외하였고 ‘-다는 것이다’를 분석

하는 데만 활용하기로 하였다. 작문 65편 중 ‘것’ 양태 구문이 나타난 텍스

트는 47편이 있다. 위와 같은 실험 설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92) 모어 화자가 모어를 자연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언어를 왜 이

렇게 쓰는지와 모어 문법을 잘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모어 화자가 꼭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치더라도 상황에 따라 어느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경우는 이런 상황과 다르다. 학습자

들은 문법의 비슷한 의미 사이에 어떤 차이나 제약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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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료 질문 유형 출제 목적

작문 논설문 쓰기 ‘것’ 양태 구문 자유 생산 상황의 확인

설문지

빈칸 채우기
‘-(으)ㄴ/는/(으)ㄹ 것 같다’ 형태적 문법

지식을 알아보기

문장 차원 빈칸 채우기
‘-(으)ㄹ 것이다’, ‘-는 것이다’, ‘-다는 것

이다’ 의미 기능 파악 상황의 고찰

텍스트 차원 최상의 답

선택하기

‘-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으)ㄴ/는

/(으)ㄹ 것 같다’ 의미 기능 파악 상황의

고찰

단답형 문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형들에서 무엇이

헷갈리는지 확인하기

인터뷰
학습자 답안지에 맞추어

질문하기

작문 내용 재확인 및 오류 원인을 찾아

내기

구별 회수 작문 편 수
‘것’ 양태 구문이 나타난 작문

편 수 문장 수

중국인 학습자 65 47 513

한국인 모어 화자 67 38 201

합계 132 85 714

<표Ⅲ-3> 학습자 및 모어 화자의 작문 정보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것’ 양태 구문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단일 형

식 문항에서 형태�통사적, 의미�화용적 기능이 일일이 작용하는 것은 불가

능한 것이며 개개의 의미를 따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맥락을 제공하고 비슷

한 의미를 지니는 항목을 묶어서 같이 고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약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하게

하는 작문, 목표 문법의 출현을 유도하는 설문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자료

를 통해 발견된 문제에 대해 사후 인터뷰를 통해 얻은 상세한 설명과 원

인,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간의 사용 경향의 차이가 본 논문

의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표Ⅲ-4> 실험 설계 내용93)

93) 작문 쓰기 과제는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문 텍스트 내용은 부록[2],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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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선정➜ 오류 식별➜ 오류 분류➜ 오류 설명➜ 오류 평가

2. 학습자의 ‘것’ 양태 구문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2.1. 오류 판정 기준 설계

본 연구의 오류 분석 작업은 아래와 같은 Corder(1981)가 제시한 5단계

를 따라 분석하겠다.

먼저 분석 자료의 선정에 있어서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본 크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Microsoft Word 2010 프로그램에 전사하였다.

학습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것’ 양태 구문 사용 형상을 제시하기 위해

띄어쓰기만 수정하고 그대로 입력하였다. 학습자의 작문 완성 후 제출 순

서에 따라 번호를 매겼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쓰기 자료도 똑같은 방식으

로 처리하였다. 학습자와 모어 화자들이 작성한 작문에서 각각 ‘것’ 양태

구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문에서 ‘것’ 양태

구문이 나타난 문장들을 추출하여 사용 맥락도 같이 기록하였다. 작문 분

석에 있어서 작문에서 학습자가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하는 부분을 코딩하

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최종 회수된 중국인 학습자용 설문지

68부, 한국인 모어 화자용 설문지 103부를 분석하는 데 Microsoft Excel

20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해답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 체계를 구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실수를 수반한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

한 일이고 누난(Nunan, 1988:28)은 오류를 표준 문법 규정에서의 일탈이

아닌 부분적으로 바르고 불완전한 발화로 봄으로써 이를 틀린 것이라기보

다 다소 다른 것으로 보았다. 중간언어 가설(Interlanguage Hypothesis)의

입장에서는 오류가 나타나는 현상을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하나의 체계를

구축해 가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오류 분석 가설(error analysis

hypothesis)에서도 오류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

는 자연스러운 현상 및 학습자 언어 발달의 일환으로 본다. 오류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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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코드(Corder, 1981:167)에서는

오류 자료 분석은 학습자, 교사뿐만 아니라 언어 연구가에게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며 학습자의 언어

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오류를 관찰, 분석, 분류하는 것, 즉 오류 분

석(誤謬分析, error analysis)이 필요한 것이다.(이정희, 2003:63; Brown,

2007a; 이흥수 외 공역, 2015:276-278)

오류(error)의 성격은 실수(mistake)와 구별(Corder, 1967)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구별하지 않고 일회적인 실수도 오류로 처리한다.94) 또는 이정

희(2003:69), 석주연�안경화(2003:102)에서는 문법성(grammaticality)과 용인

가능성(acceptability)의 두 가지 요건에 맞지 않을 때 오류로 판단한다.95)

‘것’ 양태 구문이 학습자 태도와 연관 되어 있어 사용의 문법적 정확성 및

적절성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코드(Corder, 1971)는 오류를

식별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데 이에 따라 명백한(overt) 오류와 명백하

지 않은(covert) 오류로 구분한다. 즉, 문장 수준에서 확실히 비문법적인

오류와 문장 수준에서는 문법적이지만 발화 전후 담화에서는 해석이 안 되

는 오류이다. 그 후 레논(Lennon, 1991)에서는 오류 영역(domain)과 오류

범위(extent)를 구별하여 제시하였는데 코드의 명백한 오류와 명백하지 않

은 오류의 구분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역은 오류를 명백하게 만

들기 위해 문맥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음소로부터 담화에 이르기까지의 언

어 단위 계층이며 범위는 문장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생략, 대치, 보충, 혹

은 어순 재배열 등을 해야 할 언어 단위 계층이다.(Brown, 2008; 이흥수

94) 실수는 이미 알고 있는 언어 체계를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무작

위로 추측하는 것이다. 오류는 학습자의 현재 언어 체계를 직접 보여주는, 학습자

언어의 고유한 특성의 반영이다. 즉, 원어민의 성인 문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

엇인가 잘못된 것, 이탈 형태(deviation)로서 학습자 언어 능력의 반영인 것이

다.(Brown, 2007a; 이흥수 외 공역, 2015:277) 사실 오류와 실수의 경계가 모호하며

판단 기준은 학습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호작용이 없는 작문 자료를 분석하는

데 연구자가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류인지 실

수인지(특히 형태�통사적의 경우) 구별하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일단

전부 다 오류로 처리하고 나중에 설문지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95) 문법성이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완

성된 형식을 갖추었을 때 문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인가능성은 언어

적 요인 외의 사용되는 사회문화 구조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경우를 의미한다.(이정

희, 2003:69-70; 우형식, 200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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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분석 방법 범주

미시구조 분석

쓰기산출성

어휘다양성

구문복잡성

정확도 및 오류율

거시구조 분석 전반적인 글의 질

철자 철자분석

유창성 쓰기유창성

기타
쓰기검사도구

쓰기전략 및 태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원인에 따른

분류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부정적 전이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
과잉 적용

불완전 적용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
교육 자료에 의한 오류

교수 방법에 의한 오류

결과의 판정 범주별 오류 발음 오류

외 공역, 2015:280-283) 본 연구는 작문을 분석하는 데 텍스트 전체 맥락을

더 중요시하며 ‘것’ 양태 구문의 사용 타당도(validity)도 문맥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류 영역에 의해 오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박주영�정부자�김가은(2014)은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은 5가지 분석 방법의 범주를 나누었다. 박성희(2014)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만으로 나누어 고급 학습자의 쓰기 자

료를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것’ 양태 구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분

석 방법을 방탕으로 미시적 분석, 거시적 분석, 그리고 쓰기 전략 및 태도

에 따라 분석하겠다.

<표Ⅲ-5> 쓰기 분석 방법의 범주(박주영 외, 2014:37)

오류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내용적인 접근과 형식적 접근 두 가지 측면으

로 나눌 수 있다. 이정희(2003)는 서양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바 있는데 아

래 표와 같이 오류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 중

분류를 하여 총 1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표Ⅲ-6> 한국어 오류 분류(이정희, 20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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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분류

문법 오류

어휘 오류

기타(맞춤법, 어순 등) 오류

현상에 따른 오류

대치 오류

누락 오류

첨가 오류

정도에 따른 오류
전체적 오류

부분적 오류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의 분류 틀로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통사적 오류는 결과의 판정에 따른 분류 중에서 현상

에 따른 오류로 적용해 살펴보겠다.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모국어의 영향

에 의한 오류,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 그리고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로

세분화할 것이다. 그리고 ‘것’ 양태 구문 오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96)

㉠ 텍스트는 단순히 문장 쓰기가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가 되어 문장 간 연

결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문에서 연결이 어색한 경우, ‘것’ 양태 구문

사용이 잘못된 경우는 오류로 처리한다.

㉡ 오류 식별은 문법성 및 용인 가능성 두 가지로 판단한다. 문장 차원의

문법적 오류는 물론이고 문법적 오류가 없더라도 모어 화자의 용인 가

능성에서 벗어난 것도 오류로 처리한다.

㉢ 본 연구의 중심이 문말 어미의 사용이므로 문장에서 나타난 철자 오류,

띄어쓰기, 격조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며 규범 문법에 비

추어 맞지 않는 경우는 모두 오류로 처리한다.

구별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한국어

교사

가 나 다 라 마

전공/학력 한국어교육 석사 영어 교육 석사 한국어교육 박사

교직 경력 1년 - - - 12년

96) 판정 과정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 4명, 중국인 한국어 교사 1명과 같이 검토하였

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판정 사람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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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으)ㄹ

것이다
-(으)ㄴ/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으)ㄴ/는/(으)

ㄹ 것 같다

추

측

(완

곡)

의

지

단

정 �

강

조

규

칙 �

진

리

설명�해석 강

조�

설

명

인

용�

환

언

단

정�

환

언

추측 완곡이

유

결

론

유

약

부

연

역

접

학습자 9 4 8 - 1 - - 4 1 - 5 2 5 14

모어 화자 13 1 2 - 1 3 3 2 1 2 3 5 7 5

합계 학습자: 총 53번; 모어 화자: 총 48번97)

<표Ⅲ-7> 작문에서 ‘것’ 양태 구문이 나타난 상황

2.2. 학습자 ‘것’ 양태 구문의 사용 실태

2.2.1. 작문에서의 사용 양상

중국인 학습자의 작문은 총 65편인데 ‘것’ 양태 구문이 나타난 작문은 47

편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는 총 67편의 작문을 취합하였는데 이 중

‘것’ 양태 구문이 나타난 작문은 38편이다. 작문에서 나타난 ‘것’ 양태 구문

에 해당하는 기능과 출현 빈도는 <표Ⅲ-7>와 같다.

2.2.1.1 미시적 분석

미시 구조적 분석은 주로 문법의 정확성 즉, 문장에서 필요한 문법이 형

태�통사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박주영 등,

2014)

한국인의 경우, 첫 번째 질문은 사자성어 ‘부자유친[父子有親]’의 의미를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어 화자는 ‘-다는 말이다’, ‘-다는 말이 있다’,

‘-말하고 있다’, ‘-다는 의미이다’, ‘-다는 것을 뜻한다’, ‘-다는 것이다’, ‘-뜻

하는 것이다’ 등 여러 가지 문말 어미 가운데 ’-다는 것을 뜻한다’, ‘-다는

97) 한국인 모어 화자가 학습자보다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

수를 기준으로 심으면 사용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다는 것 같다’는 학습자와 모어 화자가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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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다는 것이다 17 4(6%)

-다는 뜻이다(-다는 것을 뜻한다) 26 18(26%)

-는 것이다 3(‘뜻하는 것이다’ 포함) 14(21%)

-는/ㄴ다 - 32(47%)

합계 -98) 68

것이다’를 각각 26번, 17번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학습자의 경우,

첫 번째 질문은 ‘父母在，不远游’라는 명언의 의미를 해석하도록 하는 것

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달리 ‘-는다는 것이다’, ‘-는다는 뜻이다’, ‘-는

것이다’, ‘-는/ㄴ다’ 네 가지 답만 나왔다. 다음 표에서 제시했듯이 각각 4

번(6%), 18번(26%), 14번(21%), 32번(47%)으로 나타났으며 오류율은 68%

에 달하였다. ‘-는/ㄴ다’는 오답이자 학습자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답이다.

오답 ‘-는/ㄴ다’도 많이 선택되었다.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문장 생산 상황은 다음과 같다.99)

(49) 가. 이 말은 즉, 부모님은 살아 계시고(계실 때) 자식을 위한(으로서)

효심이 있어야지,(있어야 한다.) 너무 먼 곳에 살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없다는 것이다).(ICS27)100)

나. 이 말은 즉,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자녀가 멀리 가지 않고 자녀는

부모 옆에서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한다는 것이다).(ICS31)

(50) 가. 이 말은 즉, 부모님은 계신다면 자식들이 너무 멀리 안 갈 것이다

(간다는 것이다).(HCS14)

98) 작문에서 ②번 답하지 않고 ①번 질문에 한 마디 해석만 쓰는 경우(모어 화자는

14명, 학습자는 3명)도 포함하였다. ①번 질문의 해답은 모어 화자는 총 81개, 학습

자는 총 68개이다.

99) 괄호 안은 수정 표현이다. 오류를 살펴볼 때는 ‘것’ 양태 구문의 오류만을 제한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학습자 글의 맞춤법과 조사 오류 등은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

겼다. 다만 해석이 아예 안 되는 문장은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괄호 안에 넣는 경우

도 있다. 또한 학습자의 현 상태를 그대로 최대한 보여 줄 수 있도록 목표 문법이

포함되지 않는 문장을 수정하지 않고 원래 글 그대로 제시하였다.

100) ICS: Intermediate level Chinese student 중급 학생의 약자.

HCS: High level Chinese student 고급 학습자의 약자.

NKS: Native Korean Speaker 한국인 모어 화자의 약자.

괄호 속에 있는 것은 해당 문장의 출처(약자를 이용해 기술한 학습자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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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말은 즉, 부모님께서 계실 때 자녀가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다는 것이다).(ICS18)

다. 이 말은 즉,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자녀가 부모님 곁에서 많이 모

시고 혼자 먼 곳에 가지 않은 것이다(않는다는 것이다).(ICS36)

라. 이 말은 즉, 부모님을 원하는 생활을 드리고 부모님을 행복하는(행

복한) 게 중심입니다. 이 말의 기본은 부모님(이) 늙으면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게 부모님에게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일이라는 것입니

다).(ICS44)

(49)는 학습자에게 사용 의식이 아예 없는 누락 오류이다. ‘이 말은 즉’

더 구체적으로 ‘뭐뭐라는 말이다’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뒤에서 앞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재해석이 나타나야 한다. ‘-는다’로 문장이 끝나면 앞

의 의도를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명언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말을 다시 해

명하는 데 ‘-다는 것이다’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50)에서 보듯이 학습자

들은 ‘-다는 것이다’ 대신 ‘-는 것이다’나 ‘-(으)ㄹ 것이다’ 형식을 취해 썼

다. 이는 학습자들의 사용 의식을 보여 주었는데 통사적 제약을 잘못 파악

해서 대치 오류를 범하였다.

(51) 가. 이 말은 즉,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라고

생각한다(부모라는 것이다).(ICS19)

나. 이 말은 즉,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자녀가 멀리 가지 않는다고 한

다(않는다고 하는 것이다).(ICS24)

다. 이 말은 즉,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자녀가 멀리 가지 않는다라는

(않는다는) 뜻이다.(ICS30, ICS33)

라.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자녀가 멀리 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모

님께 계실 때 자녀들은(이) 보모님 곁에 자세히 보살펴야 되는 것

이다(된다는 것이다).(ICS34)

(51가, 51나)도 대치 오류이다. (51가)의 경우, ‘-라고 생각한다’라는 표

현이 학습자 자기의 생각을 표명하는 것인데 역시 앞의 ‘이 말은 즉’과 어

울리지 않는다. (51나)는 ‘-다고 한다’를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지만 전후 호응까지 고려하지 못해 ‘-다고 하는 것이다’를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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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치한다. (51다)는 ‘는다’와 ‘라는’은 같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역시 비

문이 되어 첨가 오류이다. (51라)에서 학습자 ICS34의 경우에서 볼 수 있

듯이 직접 인용하는 데 ‘-라는 말’을 쓸 줄은 알지만 뒤에서 의미를 재해석

하는 데도 인용 표현 ‘-다는’을 써야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학습자가 간접 화법 표지 ‘-다는 것이다’의 기본적인 형태�통사 지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가. ①이 관점은 고대 사회에서 아마 잘 통한 것이다(통했을 것이

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항상 부모님 옆에 있으

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②자녀들이 열심히 일해야 사

회에 떨어지지(뒤떨어지지) 안는 것이다(않을 것이다).(HCS7)

나. 아마도 자녀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없는 미래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없을 것이다).(ICS32)

다. 엣날에 교통과 통신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고 아주 불편한 상황였

다. 그래서 자녀가 집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주 귀가하지

못하고 부모는 밤낮없이 자녀들을 적정할 것이다(걱정했다/걱정

했던 것이다).(ICS47)

(52)는 학습자 작문에서 나타난 시제 오류이다. (52가)의 ①번 문장은 ‘아

마’가 있어서 학습자의 추측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옛날 고대

사회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②번은 현대 사회에 뒤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라 미래시제 ‘-(으)ㄹ 것이

다’가 적절하다. (52나)의 경우는 미래에 대한 추측의 의미로 ‘-(으)ㄹ 것이

다’가 잘 어울린다. (52다)는 옛날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미래시제를 사용하

였다. 즉, ‘걱정하다’는 과거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간단한 과거시제나 회

상 의미를 지니는 ‘-했던’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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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거시적 분석101)

거시 구조적 분석은 텍스트 주제의 명확성, 즉 글의 질과 연관되어 명확

하게 말하고자 하는지의 문제이다. 어휘나 문법과 같은 미시적 요소를 넘

어 텍스트 전체에 착안하여 글의 구성, 응집성, 간결성 등을 함께 보는 것

이다. 응집성과 결속성은 텍스트의 중심 요소(R. de Beaugrande & W.

Dressler, 1981:1-12)이며 문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장 간의 의미적 관

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의미상의 오류가 많다. 아래는 문

맥과 어긋난 사용의 양상이다.

<HCS4>

나는 이 관점에 대해서 크게 부모님과 자녀로서의 입장을 나눠서 전면적으

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과거시대나 현대인 지금에 자녀가 멀리 가는

것은 보모님에게 있어서 걱정되고(걱정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일인

것 같다(일이다). ②자녀가 멀리 떠나면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떻게 살지나

잘 살지(어떻게 사는지, 잘 사는지) 걱정해주고 자기가 자녀들의 도움이 필

요한데 받지 못하거나 몸이 편찮을 때 역시 괴로울(괴로운) 순간들이겠다

(순간이 될 것이다).

자녀가 부모님을 멀리 떠난 후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추측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①번 문장은 먼저 명사절 성분

을 누락하는 문제가 있고 앞뒤 문장의 의미 측면을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HCS4가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바는

단정 추측인데 ‘-(으)ㄹ 것 같다’를 덧붙이면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은 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는다’를 쓰는 대신 ‘-(으)ㄹ 것 같다’로 바꿨다

고 했기 때문이다.102) 이에 ‘-(으)ㄹ 것 같다’는 화자의 막연히 주관적인 추

101) 이 부분에서 고친 부분은 학생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존중하며 살리기 위

해 직접 학생들에게 확인하고 나서 협의한 결과이다.

102) 학습자 HCS4가 작문에서 ‘-(으)ㄹ 것 같다’와 ‘-는다’의 의미 차이가 없다고 생각

하는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한 결과, “일상에서 자주 써서 말버릇이 되었어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쓰기에서 ‘-것 같다’를 관습적으로 쓰게 되었어요. 특

별한 추측 의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무 특별한 의도가 없어요.”라고 대답하였

다. 또한 교사 인터뷰에서 T4는 구어체와 문어체 차이가 있는데 문법 항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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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의미로 올바르지 못한 양태로 볼 수 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멀리 떠

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관념을 전제로 ②번 문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

을 떠난 후 부모님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나 몸이 편찮으실 때 괴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으)ㄹ 것 같다’는 감각적 경험에

의한 추측의 의미로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②번의 경우, 임동훈(1999:

140)에서는 ‘-겠’에 비해 ‘-을 것이’가 좀 더 단정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뒷

받침된 추측이라는 의미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였다. 또한 일기예보처럼 현

장성이 더 강한 경우에는 ‘-겠-’을 쓰는 것이 더 잘 어울리지만 여기서 ‘-

겠-’을 쓰면 어색하다. ‘-(으)ㄹ 것이다’를 사용함으로써 말하는 사람의 관

점을 객관화하고, ‘-겠-’보다는 주관성과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103)

<ICS64>

젊은이들은 공부로 밖에 나가면서 부모님 곁에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①어렸을 때는 항상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지만 우리

(우리는) 커서 집을 떠나 세상을 구경하는 경우(경우가) 점점 더 많게 될

것 같다(된다). 그리고 부모들과 떨어서(떨어져서) 사는 경우(경우도) 더

많아졌다.

이 문단의 전후 문장들을 보면 사실을 서술하는 맥락임을 알 수 있다.

평서문이며 단언의 의미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중간 부분에 갑자기 추측

구문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나타나서 부자연스럽다. 텍스트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긴 문장을 생산할 때 학습자들이 이어지는

문장이나 절이 앞이나 뒤의 절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흔하다. ‘것’은 서술

서 어느 쪽에서 자주 쓰이는지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으)ㄹ

것 같다’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으)ㄹ 것 같아요’의 경우는

주로 구어에 사용하는데 한국인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한 비문법적인 문장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교실에서 배우는 언어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의 괴리감을 감소하기 위해서다. 학습자의 경우는 남용까지 보기 어렵지만 구어의

영향을 받아서 쓰기에서 당연하게 쓰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103) 의존명사 ‘것’은 객관화될 수 있는 사물 또는 사실을 뜻하며 서술격조사 ‘-이다’는

지정의 의미가 있다. ‘-것이다’는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객관화된 사실로 지정하는

것이다. 어떤 사태를 객관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겠-’이 화자의 의지, 추측,

가능성 등 양태적인 의미가 드러나는데 화자-지향적인 속성이 있다. ‘-것이다’는 사

태-지향적인 속성이 강하다.(우형식, 2012: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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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 ‘이다’와 흔히 결합되고 독자를 대상으로 의미 전달, 이해, 심지어

설득까지를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에서 사실을 독자에게 확신시킬 때 특히

많이 사용된다. 여기서는 ‘-된 것이다’는 이런 형식에 근거한 단정적 강조

의 의미를 포함한다. 아래는 학습자가 ‘것’ 양태 구문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양상이다.

<ICS17>

중국에서는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자녀가 멀리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

다 .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에 처음 왔던 우리를 데리고 돌봐 주는 사람이

다. 그러나 그들이 늙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전부 모시고 갈 수 없는 것이

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가까운 것이다. 동반자는 사랑

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은 부모님이 늙으셨으면서 우리가 항상 그

분들 곁에 있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곁에 있지 않더라도 우

리 사이의 거리 그리 멀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서로 돕고 사는 것이다.

<ICS17>의 경우는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볼 때 학습자가 무슨 의미인

지를 대충 짐작하겠지만 읽은 후 뜬구름을 잡는다고 느낄 것이 분명하다.

한 문단 내 총 여덟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중 여섯 개의 문장이 ‘-는 것이

다’로 끝난다. 물론 필수적으로 ‘-는 것이다’로 끝내야 하는 문장이 있기는

하지만 읽은 후 지나치게 추상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독자에게 남는 인

상은 결코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를 전개하는 전후 문장의 관계

를 논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는 것이다’가 지나치게 사용되므로 오히려

문장 강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글을 더욱 간결하고 명료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문장의 간결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위 학습자의 작문처럼 이러한 성분이 계속 반복하여 나타

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

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ICS17-수정>

중국에서는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자녀가 멀리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

다.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에 처음 왔던 우리를 데리고 돌봐 주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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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그러나 그들이 늙었을 때(연로해지면) 우리는(우리는) 그들을 전부(모두)

모시고 갈 수 없는 것이다(없다). ②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사

이에 가까운 것이다(우리와의 가까운 사이다). ③동반자는 사랑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그들이 필요한 것은 동반자의 사랑이다). ④이 말은 부모

님이 늙으셨으면서(늙으셨을 때) 우리가 항상 그분들 곁에 있는(있지) 못

할 것이다(못한다는 것이다). ⑤그러나 우리는(우리는) 그들 곁에 있지 않

더라도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것이다(않을 것이다). ⑥그

러자 보면(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서로 돕고 사는 것이다.

원문의 ①, ⑤, ⑥번 문장은 ‘-는 것이다’가 생략 가능한 문장이고 ②, ③,

④번은 생략 불가능한 문장이다. ①번 문장은 접속 부사 ‘그러나’가 있는데

앞 문장과 그리 뚜렷한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는 것이다’가 필

요 없는 것으로 보고 ⑤번 문장의 경우는 강한 전환 관계를 지니므로 ⑥번

문장과 호응이 되어 추측의미를 갖게 되므로 ‘-(으)ㄹ 것이다’로 보았다. 마

지막 ⑥번 문장의 경우는 텍스트 전체의 응집성을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

는 것이다’를 사용함으로써 전문을 통제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적절한 사용이다. ②, ③번의 경우는 ‘것’의 대용성에 의해 명사절 형성의

기능을 실현하는 문장들이다. 원문에서는 완전 틀리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

만 사족이라는 군더더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역시 문장이 간결하지 못하

다. 이에 ‘것’ 명사절 형식을 포기하고 더 간단한 구조로 수정하였다. ④번

문장은 ‘말’에 대한 설명이라서 ‘-다는 것이다’가 제일 자연스럽다.

<ICS18>

중국은 옛날전부터 효도를 중시하는 국가다. 그리고 중국은 "예의지국"이

라는 별명이 있다. ①그래서(그래서) 중국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존경

해야 한다는 것이다(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

는지 효도를 하는 것입니까? ②중국 옛날에는(중국에서는 옛날에) 자녀들

이 매일 아침과 자녁에(아침저녁) 부모님께 인사를 해야(드려야) 하고 밥

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드려야 한다). 그리고 부보님께서 아프면 자녀

들이 매일 침대 옆에 약을 먹이고 돌아봐야 한다. ③또한 중국 사람들의

전동(전통) 관념 중에서(에서) 가족들끼리 모이만(모이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④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먼 곳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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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도 명절에는 돌아갈 것이다(돌아가는 것이다).

앞의 ①, ②번 두 개 문장은 ‘-다는 것이다’의 표현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①, ②번은 굳이 다른 사람의 말104)을 하는 것처럼 완곡 표

현하거나 그리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①번에서 굳이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하려면 부연 설명으로서의 ‘-는 것이다’가 가능하며 ②번은 옛날의 사

실을 진술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는다’로 문장을 끝내면 텍스트의 간결성

을 유지할 수 있다. ③번은 시제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문장 구조 측면에

보면 ‘중에’ 뒤에 있는 명사절 결함 문제가 더 뚜렷하다.105) ④번은 텍스트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는 추측 의미를 표현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현재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ICS18>과 <ICS17>의 마지막 문장은 같은 요약 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학습자는 표현하고 싶은 바가 명확하지 않아 ‘-(으)ㄹ 것이다’와 ‘-는

것이다’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용된 단어들의 되풀이, 예를 들어 반

복, 동의어를 사용함으로써 어휘적 응집성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너무 과

도하게 사용하면 남용이 되어 대체로 ‘-는 것이다’에 의해 문장의 응집성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텍스트의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2.2.1.3 쓰기 전략 및 태도

학습자 작문에서 ‘것’ 양태 구문의 사용을 분석해 보면, 부연 설명하는

데 올바른 양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문장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은 남용

104) 그러나 학습자가 ‘-다는 것이다’의 사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ICS18: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다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묵인하고 준수하

는 것이며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일종의 사회 규칙과 비슷한 것인 것 같아요. 처

음엔 누가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사회현상을 ‘-다는 것이다’로 강조

해야 해요. 또한 이런 널리 퍼져 있는 지켜야 하는 규범이 분명히 다른 사람의 묘

사임이 틀림없어요. 비교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근거가 있어 보여요.”

105) 학습자 작문에서 나온 문장 성분을 결합하는 양상은 다음 문장들과 같다.

①이 말은 즉, 부모님 계실 때에 자녀가 멀리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멀

리 떨어져 있는 대학에 다니고, 이국다향에서(타지에서) 일하고 위험한 곳에서 위

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하는 것이 해당된다).(ICS29)

②부모님에(께) 잘해 주는(드리는) 제일 좋은 방식은 부모님의(을) 옆에 모신다(모

시는 것이다).(ICS44)



- 104 -

현상도 볼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가 전략을 잘못 쓰는 탓에 일으키는 오

류이다.

(53) 가. 부모님 곁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겐 최대한 사랑이고 효

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가(제가) ‘父母在，不远游’

이(이라는) 말의 관점을 찬성하는 것이다.(ICS59)

나.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부모님 곁에 있어 주는 시

간이 많아져야 한다. 특히 외동딸, 외동아들이면 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다.(ICS29)

다. 어떤 때(언제가)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할 때) 부모는 이미 고인

이 되었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되었을 수 있

다).(HCS35)

사실, 한국인 모어 화자도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106) 앞에는 이런 관점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있

어야 한다. (53가)는 화두에 나타난 경우이며 (53나)의 근거는 단순히 학습

자의 주관적 판단이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53가, 53나)는 예문들이

길긴 길지만 내용은 그리 충실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학습자가 단순히

문장의 길이를 늘이려고 굳이 ‘-는 것이다’를 붙일 필요가 있냐는 의구심이

든다. 강조한다고 해서 항상 ‘-다는 것이다’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다. (53다)의 경우는 더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다. 대신 문장 내용의

효율성이나 간결성 측면을 고려하여 ‘-는다’로 문장을 끝나는 것이 더 자연

106) 오류를 판정하는 데 또 다른 문제점은 모어 화자가 흔히 범하는 실수를 학습자도

따라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애매한 것이다. 작문에서 입버릇처럼 ‘뭐뭐한

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강조, ‘뭐뭐할 것 같다’, ‘-(으)ㄹ 수도 있을 수 있는 것 같

다’라고 추측�완곡으로 쓰는 모어 화자도 있기는 한데 학습자가 완전한 제2언어 지

식 체계를 현상하지 못하는 이상, 내용 표현에 관심을 두지 못한 채 단지 글자수만

채울 뿐이라는 입장에서는 글의 표현상 문제로 지도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에 페어

치(Faerch)와 카스퍼(Kasper)는 의사소통 전략이 축소(reduction) 전략과 성취

(achievement) 전략으로 나누었다. 학습자가 표현할 때 어려움을 봉착하면 방도를

찾아 해결하는 시도는 바로 성취 전략이다. 형식이나 기능을 축소하는 회피 전략보

다 성취 전략을 통해서 학습자가 가정을 형성하고, 피드백을 이용하여 가정에 검증

을 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束定芳�庄智象, 2008:79) 따라서 회

피 전략이 아닌 성취 전략 쓰기를 독려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

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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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59 인터뷰 내용 발췌>

‘-는 것이다’는 종결어미예요. 어떤 일에 대한 진술의 뜻이에요. ‘-라고 생각하

다’는 문법 항목이고 ‘-는 것이다’도 문법 항목이에요. 양자를 같이 쓰면 더욱

강조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이 문장은 원인의 의미가 좀 있으니 ‘그리는’을

사용하여 나의 관점을 요약해요. 사실 ‘-는 것이다’를 더하지 않아도 될 것 같

은데... 의미의 차이도 없고, ‘찬성하는 것이다’는 다소 객관적인 느낌이 들어, 문

장을 좀 더 길게 만들 수 있고요.

<HCS35 인터뷰 내용 발췌>

이미 4학년생이 되어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써야 해요. 배웠던 문법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조직해서 많이 사용하고 긴 문장을 쓰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을 원

활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해요. 여기서 문법 네 개를 사용했어요. 그러

한 시도를 통해 작문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법 활용 수준도 향상시키는 것

이 목적이에요. 근데 항상 그들의 언어 조직은 뒤틀릴 수도 있어, 이해하기 어

려워요.

스럽다. 학습자의 사용 의도에 대한 대답은 아래와 같다.

학습자 두 명이 모두 문장 구조 측면에 착안해서 분석을 시작하였다. 중

국 대학교에서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문법 사용

을 중요시하기 마련이다. 학습자 ICS59는 ‘-는 것이다’ 사용여부의 차이점

을 모르는데도 문장을 길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일단 쓴다는 입장이

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례 <ICS4>, <ICS64> ‘-(으)ㄴ/는/(으)ㄹ 것 같다’

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바는 단정 추측인데 ‘-(으)ㄴ/

는/(으)ㄹ 것 같다’를 덧붙이면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는다’를 쓰는 대신 ‘-(으)ㄴ/는/(으)ㄹ 것 같다’로 바꾼다고

하였다. 학습자 HCS35는 학습자 ICS59와 같이 문장을 좀 더 길게 만들 수

있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고급 학습자로서 자기에 대한 높은 기

대를 가지고 있다. 고급스러운 표현, 문법 간의 유기적인 조합, 한국인답게

긴 문장을 쓰기107) 등을 목표로 세운다. ‘-다는 일’, ‘-ㄹ/을 것’, ‘-라고 생

107) 중국 대학교 한국어 글쓰기 과목(중국어로서 사작(寫作)이라고 부른다)의 취지에

관하여 장광군(2005:279)에서는 ‘한국어 지식을 배워서 중국사회에서나 한국사회에

서 다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서를 한국어로 한국어답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

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학생의 ‘한국인답게’라는 말의 뜻은 ‘한국어답

게’와 차이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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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39 ICS53

-(으)ㄹ 것

이다

미래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긍

정적으로 추정할 때는 써요. 쓰

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

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 추측하는 경우가 많

지 않고 보통 현재시제를 쓰기

때문이에요.

구어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요. 개인이 뭘 하고자 할 때 쓰

는데 글에서는 자주 안 써요.

각하다’, ‘-는 것이다’의 네 가지 문법 항목을 한꺼번에 한 문장에 넣어 어

색한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용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학습자의 문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기계적인 암송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학습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제멋대로 문

장을 만들고 일부 잘못은 화석화되어 오히려 학습에 불리한 면이 있다.

학습자는 어떤 문법을 애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쓰지 않는 경

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학습자의 회피 전략108)과 연관이 있다. 회피 전략

은 학습자가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중국인 학습자의 전략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다. 회피 사용의 경

우는 학습자들이 문법 용례를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와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학습자가 회피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것’

양태 구문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학습자 2명에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것’ 양태 구문109)에 대한 생각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 표와 같다.

108) 이정희(2003:81)에서는 학습자가 생산한 문장에 나타난 문법 요소의 총 횟수를 비

교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빈도가 현

저히 떨어진다면 오류율은 낮을지라도 목표 문법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유

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것’ 양태 구문은 문법적인 오류로 판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표현 의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화용적 오류를 단정하

기 어렵다. 이에 오류율을 계산해도 무의미해지고 직접 학습자의 생각을 파악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하물며 작문 분석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 모어 화

자의 답에 비해 인식 차이를 뚜렷하게 보였다.

109) 이외에 학습자가 인터뷰 때 평서문 종결어미 ‘ㄴ/는다’에 대해도 언급하였다. 두

명이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ㄴ/는다’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도

“‘-ㄴ/는다’가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문장을 끝내는 게 제일 흔해

요. 간단할수록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져요. 또한 많이 보이는 대로 당연히 많

이 쓰죠.”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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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ㄴ/는/

(으)ㄹ 것

같다

글에서 추측 정도가 강한 표현

을 보통 안 써요. 신뢰도가 떨

어진다고 생각해요. 일상 이야

기할 때 씀으로써 말을 딱 잘

라서 하지 않고 우회할 여지를

둘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글을 쓸 때 자주 사용

하지 말하고 강조하였어요.110)

제 의견을 표현하는 데서 전혀

확신이 없다고 느껴져요. 독자

에게 충분한 확신을 줄 수도 없

어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好

像…’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 패

턴을 사용해요.

-다는 것 같

다

본 적이 없어요. 써 본 적도 없

어요.

추측의 뜻이죠? 근데 어떻게 사

용하는지 몰라요.

-는 것이다

앞부분을 명사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앞 내용에 대한 해설, 설

명 기능도 있어요. 그러나 설명

으로서의 ‘-는 것이다’의 용법

은 잘 모르고 숙련되게 쓰지

못해요. 그리고 시제의 선택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아요.

적게 써요. ‘-는다’와 차이가 없

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형용사

와 동사에 어떤 접미사를 쓰는

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부

정확한 사용보다는 안 쓰는 게

더 나아요.

-는다는 것

이다

글에서 자주 안 써요. 구체적인

의미와 용법을 잘 몰라요. 인용

과 강조의 용법만 알아요. 문장

을 읽을 때 자주 보인 것 같은

데... 저는 잘 쓰지 않아요. 능숙

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아직 사

용이 습관화되지 않았어요.

거의 안 써요.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강조의 뜻이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어요. 용법이 고급

스러운데 제 수준이 아직 도달

하지 않았어요.

학습자가 ‘-(으)ㄹ 것이다’가 일종의 완곡 표현111)이라는 것을 모르고 ‘-

110) 진술에 양태를 부여하고 특정 환경에서는 이러한 완곡�추측 표현이 의견을 표명

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 단지 일률적으로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지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논증 전개를 제외하고 ‘-것 같다’가 잘 어울리

는 다른 상황을 학습자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111) 한국인 모어 화자가 자기 의도에 의해 ‘-ㄹ’, ‘-는’, ‘-ㄴ’를 절절하게 사용할 수 있

다.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추측 양태를 표현하는 데 ‘-(으)ㄹ 것이다’가

‘-다면’, ‘-(으)ㄹ 수 있다’와 같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의 ‘-(으)ㄹ 것이다’는

일종의 완곡 표지로 볼 수 있다.

NKS3: ‘멀리 있더라도 마음을 다해 살피고 자주 연락하여 부모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효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NKS37: ‘요즘 같이 연락수단이 다양해지고 제한이 적어진 시대에는 자녀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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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빗소리가 들린다) 아마 밖에 비가           .         

해답 온 것 같다 오는 것 같다 올 것 같다 온다112)

합계(68, 100%) 4(6%) 42(62%) 18(26%) 4(6%)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확실성이 낮아서 글에서 일률적으로 쓰지 않

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사가 어떤 문법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

들이 부적절한 태도로 이 규칙을 사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교왕과직(矯枉過

直) 현상이다. ‘-다는 것 같다’는 배우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 ‘-는 것

이다’의 경우는 명사절로 보고 평서문 종결어미 ‘-ㄴ/는다’와 혼동한다. ‘-

다는 것이다’는 읽기에서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해하고 고급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각각 어미에 대한 지식이 부

족하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 형태가 주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 단순화하

여 회피하려고 한다.

2.2.2. 설문지 분석 결과

2.2.2.1 형태�통사적 오류

설문지 Ⅱ번 문항의 괄호 안에 전제를 주고 추측 구문 ‘-(으)ㄴ/는/(으)

ㄹ 것 같다’를 변형시켜 문장을 완성하는 식으로 형태�통사적 지식 파악 상

황을 알아보기 위한 문법성 테스트이다. 상황에 따라 학습자의 답이 모두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외국인을 위한 한국어2』를 참조하여 판단 내

리에 의한 근거의 출처와 시제 제한을 함께 제공하였다. 또한, 동사, 형용

사임에 따른 이형태 변화도 함께 고찰하려고 총 6개 문제를 냈다. 학습자

답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두려는 또는 통제하려는 하나의 구절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NKS43: ‘내가 부모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신경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얼마나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NKS58: ‘지구 저편에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이 있다면 바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

눌 수 있게 된 것이다.’

NKS66: ‘모부-자식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처럼 친밀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

소원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112) ‘온다’라는 답과 같은 차원의 문제가 다섯 번째 질문에 있으므로 뒤에서 다섯 번

째 질문과 같이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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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땅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비가           .         

해답 온 것 같다 온 것 같았다 왔는 것 같다

합계(68,100%) 62(92%) 5(8%) 1(2%)

3. (기온을 고려할 때 난징이 영하 5도이라면) 러시아에는 지금쯤 눈이        .  

해답 오는 것 같다
오고 있는 것 

같다

올   것   

같다
온 것 같다

합계(68,100%) 24(35%) 3(4%) 37(55%) 4(6%)

4. (어제 비가 온다고 한 일기예보를 상기하며) 비가           .            

해답
온 것 

같다

왔는 것 

같다

온 것 

같았다

왔을 것 

같다

왔던 것 

같다

합계(68,100%) 59(87%) 3(5%) 4(6%) 1(1%) 1(1%)

1번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답은 ‘오는 것 같다(62%)’, ‘올 것 같다(26%)’,

‘온 것 같다(6%)’, ‘온다(6%)’ 순으로 총 4개 있는데 정답은 ‘오는 것 같다’

이고 오류율이 38%이다. 학습자가 현재시제와 미래시제를 혼동하여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번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답은 ‘온 것 같다(92%)’, ‘온 것 같았다(5%)’,

‘왔는 것 같다(2%)’의 순으로 총 3개 있는데 정답은 ‘온 것 같다’이며 정답

률이 92%로 상당한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온 것 같았다’를 선택한 학습

자는 과거시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거의 표지를 어디에 붙

여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다.

3번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답은 ‘올 것 같다(55%)’, ‘오는 것 같다(35%)’,

‘온 것 같다(6%)’, ‘오고 있는 것 같다(4%)’의 순으로 총 4개 있다. 정답은

‘올 것 같다’가 55%로 절반을 넘는다. 오답 중에 현재시제에 해당하는 ‘오

는 것 같다’는 35%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현재 진행을 더 강조하는

‘오고 있는 것 같다’가 4%를 차지하고 있다.

4번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답은 ‘온 것 같다(87%)’, ‘온 것 같았다(6%)’,

‘왔는 것 같다(5%)’, ‘왔을 것 같다(1%)’, ‘왔던 것 같다(1%)’의 순으로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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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밖에 옷을 많이 입은 사람이 덜덜 떠는 모습을 보고) 날씨가          .     

해답 추운 것 같다 추울 것 같다 춥는 것 같다 춥다

합계(68,100%) 49(72%) 8(12%) 8(12%) 3(4%)

6. (상식이나 정황 근거 등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고) 날씨가          .    

해답 추울 것   같다 추운 것 같다 춥는 것 같다 추는 것 같다

합계(68,100%) 48(70%) 12(17%) 7(11%) 1(2%)

개 있는데 정답 ‘왔을 것 같다’를 단 한 명만 맞혔다. 오답 중에 일반 과거

형 ‘온 것 같다’가 87%나 되는 비율을 보이고, 학습자가 어제 비가 온다고

한 일기예보를 상기한다는 전제로 ‘비가 왔다’라는 어제 발생한 사실에 대

한 추측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일어난 사건에 대해 추측하

는 데 ‘-았/었/였을 것 같다’를 써야 정확하다. 이때는 학습자들이 ‘-온-’과

‘-왔을-’의 차이를 모른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겠다.

5번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답은 ‘추운 것 같다(72%)’, ‘추울 것 같다

(12%)’, 춥는 것 같다(12%)’, ‘춥다(4%)’의 순으로 총 4개 있는데 정답은

‘추운 것 같다’이며 정답률이 72%나 된다. 오답 중 12%는 시제 오류(추울

것 같다)이며 12%는 ‘ㅂ’ 불규칙 용언에 의한 오류(춥는 것 같다)이다. 또

한 ‘춥다’라는 답을 쓰는 학습자도 3명이 있는데 1번 문제 ‘온다’라는 답을

쓰는 학습자 4명 중 같은 사람은 2명이 있다.113) 화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직접적이고 단정적으로 나타내지 않을 때 ‘-것 같다’가 가능하다. 학습자가

이렇게 간접적인 근거에 의해 추측하는 데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같은 상

황에서 중국인이 단정적인 어기로 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러한 비문을 생산하였다.

113) 사후 인터뷰 때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습자

가 이렇게 설명하였다.

ICS41: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비가 내린다고 직접적 결론을 내

릴 수 있어요. 추측이라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고 봐요. 5번 문제는 1번 문제

와 또한 매우 유사해요. 엄청 두껍게 입고도 떨리는 모양이라면 매우 추운

것이 틀림없겠네요. 바로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거의 100% 정도로 틀릴

수도 없는 일이라서... 추측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

ICS48: “빗소리를 듣고 밖에 비가 내릴 것 같은 뜻인데 추측을 나타내는 성분인

‘아마’가 이미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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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받아들인다 - 10(15%)

받아들이는 것이다 103(100%） 58(85%)

합계 103(100%） 68(100%)

⑤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경청하지 않을 것이라 103(100%) 51(67%)

경청할 것이 아니라 - 25(33%)

합계 103(100%) 76(100%)

6번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답은 ‘추울 것 같다(70%)’, ‘추운 것 같다

(17%)’, ‘춥는 것 같다(11%)’, ‘춥다(2%)’의 순으로 총 4개 있는데 정답은

‘추울 것 같다’이며 오류율이 30%이다. 오답 중 17%는 시제 문제이고 13%

는 ‘ㅂ’ 불규칙 오류이다.

Ⅲ번 텍스트 문항에서 형태�통사적 질문은 두 개 있다. 먼저 ‘것이다Ⅰ’구

조, 즉 명사절의 파악 상황을 확인하는 결과를 살펴보겠다.

②하나는 자신의 뜻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받아들인다/받아들이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어 화자는 예외 없이 모두 ‘받아들이는 것

이다’를 선택하였다. 이에 비해 학습자의 경우는 85%로 정답률이 높은 편

이므로 학습자가 ‘-는 것’의 명사화 기능을 잘 습득했다고 할 수 있지만 ‘-

는 것’은 기초 문법으로서 중�고급 학습자의 수준으로 보면 여전히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나는 ...것이다’가 전후 호응해야 하는데 긴 문장이라

서 그런지 학습자가 문장 성분을 자주 빠트린다.

⑤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실험자의 절반 이상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것

이 아니라/경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⑤번은 부정 표현의 사용 상황을 고찰하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제시하

였듯이 한국인 모어 화자는 전부 ‘경청하지 않을 것이라’를 선택하며 미래

에 대한 예상, 추측 구문을 부정할 때 모어 화자가 서술절 내의 동사를 부

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경우는 ‘경청하지 않을 것이라’가 51

번으로 정답률이 67%에 달한다. ‘경청할 것이 아니라’는 25번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 학습자 8명이 둘 다 적었다. 이에 양자 다 사용 가

능하다고 인식하고 서술절 동사에 대한 부정과 ‘-(으)ㄹ 것이다’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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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ㄴ/는다
모른다 -114) 8

모르겠다 - 3

소계 0 11(16%)

-는 것이다
모른 것이다 - 9

모르는 것이다 14 33

소계 14(8%)115) 42(62%)

-다는 것이다
모른다는 것이다 87 15

몰랐다는 것이다 7 -

소계 94(92%) 15(22%)

합계 108116)(100%) 68(100%)

정의 차이를 모르는 학습자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다.

2.2.2.2 의미�화용적 사용 경향

Ⅲ번 문항은 개방적인 문제이며 ‘-는 것이다’ 기능별 중국인 학습자와 모

어 화자의 해답과 각각 답의 나타난 횟수 및 총 답의 비율을 따로 정리�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전화번호를        

       (모르다). (강조·설명)

   我最遺憾的是我至今不知道我喜歡的人的電話號碼。(強調·說明)

예비 실험 때 수집한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는 것이다’의 강조�설명 기능을 고찰하는 것이다. 모어 화자의

경우는 ‘모른다는 것이다’를 87번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선택하였다. 그중

에 86번이 제1순위로 나타나며 1번만 ‘모르는 것이다’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로 나타난다. ‘모르는 것이다’의 경우는 총 14번이 나타나며 그중에 제1순

위로 나나난 횟수는 12번이고 남은 2번은 ‘모른다는 것이다’ 후의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몰랐다는 것이다’는 7번으로 비교적 적게 나

타난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다는 것이다’가 제일 자연스럽다는 것을

114) ‘-’ 표기는 해당 표현을 대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15) 사용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계간 결과는 7.714%인데 사사오입(반올림)에 의해

8%로 친다. 아래 똑같은 기록 방식을 취하였다.

116) 모어 화자가 최선의 답을 채운 후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표현도 같이 제2, 3순위

로 적은 경우도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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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ㄴ/는다

잇는다 54 -

잇고 있다 2 -

이어가고 있다 1 8

- 기 

때문

이다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 -

잇고 있기 때문이다 1 -

잇기 때문이다 2 -

소계 61(54%) 8(12%)

-는 것이

다

이은 것이다 2 -

잇는 것이다 45 8

이는 것이다 - 7

이어가는 것이다 - 2

잇고 있는 것이다 - 1

소계 47(44%) 18(26%)

-다는 
것이다

이는다는 것이다 - 3

잇는다는 것이다 - 13

잇다는 것이다 - 26

소계 0(0%) 42(62%)

합계 108(100%) 68(100%)

확인할 수 있다. 모어 화자는 92%의 상당히 높은 비율로 ‘-다는 것이다’

구문을 선택하였는데 학습자의 경우는 ‘-는 것이다’를 62%로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오류율이 78%에 달하였다. 주어부의 ‘것’과 서술부가 호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는 것이다’나 ‘-다는 것이다’를 구별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최근 사회 일각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가진 자가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환원하는 것을 자신의 사회적 의무처럼 여기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철강 왕 카네기, 석유 재벌 록펠러에서부터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갑

부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미국 부자들의 자선 기부 문화도 이런 전통을        

      (잇다). (사회적 규칙)

最近, 社會各界正在展開"貴族責任型"運動。 這是指為自己所在的社會奉獻某種東西, 

把它當作自己的社會義務而付諸實踐的行為。從鋼鐵大王卡內基、石油大亨洛克菲爾

德到現在世界首富比爾蓋茨, 美國富人們的慈善捐助文化也是延續了這種傳統。(社會

的規則)

이 텍스트는 『연세 한국어 읽기』 4권 3과 2항 논설문에서 발췌한 단락

이다. 원문은 ‘... 미국 부자들의 자선 기부 문화도 이런 전통을 이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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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닫아두지 않는다 - 3

ㄴ/는다  소계 0(0%) 3(4%)

닫아두지 않기 때문이다 - 56

닫아두지 않기 때문이었다 3 1

닫아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7 2

닫아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58 -

-때문이다 소계 68(65%) 59(87%)

닫아두지 않았던 것이다 15 -

닫아두지 않은 것이다 19 -

닫아두지 않은 것이었다 2 -

닫아두지 않는 것이다 - 6

-것이다 소계 36(34%) 6(9%)

합계 105(100%) 68(100%)

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모어 화자의 답을 보면 보다 다양하게 나타

난다. 두 명만 이를 선택한 것을 보고 대부분 모어 화자에게 수용되지 않

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적인 규범적 전통을 소개하는

데 ‘-는다’나 ‘-는 것이다’ 모두 가능하며 뉘앙스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다.

학습자의 답을 보면 오히려 ‘-다는 것이다’ 구문을 쓰는 사람이 적지 않았

다. 인터뷰 때 학습자가 ‘다들 다 아는 규칙을 말하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인용하는 게 좋다’고 하였고 ‘-다는 것이

다’를 ‘인용’ 구문으로 보고 사용함으로써 설득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

다고 생각한다.

3. 오후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려는데 강아지가 계속 현관에 엎드려 있

었다. 아무리 끌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을 향해 계속 짖어댔다. 알고 

보니 대문을       (닫아두지 않다). (이유) 

當下午要帶著小狗散步時, 小狗一直在門口趴著. 再怎麽也拉不過來, 還一直衝著門叫, 

照著叫的方向看才發現原來是大門沒關上。(理由) 

‘-기 때문이다’와 ‘-는 것이다’의 선택 비율이 한 2.4:1로 두 배를 초과하

였는데 모어 화자가 ‘-는 것이다’를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증

명하였고, 반대로 모어 화자보다 중국인 학습자가 거의 모두 ‘-기 때문이

다’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학습자가 확실히 이런 기능을 모

르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문제를 풀 때 문장 전체를 읽은 후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괄호 안에 담겨 있는 기능 ‘이유’만을 보고 답을 고르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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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ㄴ/는다

있겠다 1 6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 -

있다 30 23

있는다 1 7

있기 때문이다 7 3

소계 41(39%) 39(57%)

-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47 7

있을 것이다 1 2

소계 48(45%) 9(13%)

-다는 것이다 있다는 것이다 17 20

소계 17(16%) 20(29%)

합계 106 68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였는데 8명 학습자

중 7명은 여러 가지 행동의 원인을 밝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였고, 1명은 ‘-것이다’가 ‘이유’의 기능을 함을 알기는 하지만 이 맥락에

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 기능에 대해

아직 서툴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겠다.

4. 예전보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인터넷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

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만 사용하던 용어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도 변하

고          (있다). (결론)

比起以前,人們經常上網使用網絡用語。所以在網上使用的網絡用語自然而然地就在我

們的生活中占據了一席之地。隨著社會的變遷,人們所使用的語言也正在發生變化。(結

論)

총체적으로 보면 모어 화자에게서 ‘-는다’와 ‘-는 것이다’의 사용이 다

허용되고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학습자의 답안에서는 ‘-는 것이다’

가 비교적으로 적었다. 인터넷 용어를 일상생활에도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은 사회 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다. 중국어

번역문에 대응될 수 있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는다’, ‘-는 것이

다’, ‘-다는 것이다’를 사용함에 있어서 뉘앙스 차이를 쉽게 간과한다. 학습

자가 중국어에서 번역되지 않는 구문의 경우 특별한 사용 표지가 없으면

사용을 아예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특히 접속사가 학습자가 문장

태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역시 ‘것’ 양태 구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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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ㄴ/는다

만진다 47 11

만지겠다 - 21

만져보아야 한다 - 3

만지고는 한다 2 -

소계 49(45%) 35(52%)

-는 것이다
만질 것이다 - 16

만지는 것이다 44 8

소계 44(40%) 24(35%)

-다는 것이다
만지다는 것이다 - 3

만진다는 것이다 15 6

소계 15(14%) 9(13%)

합계 108 68(100%)

어려운 분야이자 복잡한 범주이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

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5. 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하뉴 유즈루가 경기를 

하기 전에 먼저 빙판을 만지는 것처럼 나도 시험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펜

을          (만지다). (부연 설명)

我還有一個習慣。就像花樣滑冰選手羽生結弦比賽前先觸摸冰面一樣,如有考試或重要

事情的時候我也必須得摸一下那支筆。(附加說明)

‘만지다’와 ‘만지는 것이다’는 각각 반반 정도로 출현 횟수가 거의 똑같지

만 모어 화자가 둘 다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 ‘만지다’가 우선으로 선택되고

‘만지는 것이다’가 제2순위로 배치되었다. 이에 서희정(2016)에서 ‘말’, ‘원

칙’, ‘습관’과 같은 특정 단어가 구문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어 이

에 따라 후행절의 문말 어미를 선택한다는 결론은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서휘정(2016)은 학습자 작문에서 이처럼 같은 맥락에서

‘-ㄴ/는다와 ’-는 것이다’ 둘 다 수용된 문장117)임에도 불구하고 ‘-다는 것

이다’나 ‘-는 것이다’를 붙여서 수정한다. 모어 화자의 선택과 다른 결과가

117) 학습자 작문에서도 비슷한 맥락 하에서 범한 다른 오류문이 있다.

예)
*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많다. 하나는 부모님께 편안한 생활 환경을 주시(드

리)고 집에 자주 가 봐, 부모님을 많이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모시는 것이다).

(HCS35)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에 대해 설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

다. ‘-고 있다’는 진행시제 의미를 지니는 문법 항목이며 여기서 방법에 대해 일반

화하는 것이므로 ‘-다는 것이다’와 역시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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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는다
있겠다 11 23

있다 1 3

소계 12(11%) 26(38%)

-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 4

있을 것이다 93 29

소계 93(89%) 33(48%)

-는다는 것이다
있겠다는 것이다 - 1

있다는 것이다 - 9

소계 0(0%) 10(14%)

합계 105(100%) 69(100%)

나오는 경우는 학습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 또한 학습자의 경우 ‘만지겠다’라는 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초급 단계에서 ‘-겠-’과 ‘-(으)ㄹ 것이다’

는 구별되지 않고 빈번하게 양산되었던 오류가 중�고급에서 줄어들기는 하

지만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데 ‘-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문장의 의미는 중국어로 번역하면 ‘我也要...’으로 자기 의지를

포함한다는 것이며 괄호 속에 제시된 기능과 상치되기 때문이다.

위의 3번, 4번, 5번 문제들처럼 심지어 한국인 모어 화자 간 차이도 양분

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이런 결과는 불가피한 것이

다. 모어 화자의 어감에 따라 대체로 주어진 환경에서 이러한 문법 항목을

사용하는 것에는 공감을 나타냈으나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때는 선택하기

곤란한 용법에 대해 이런 경우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융통성 없이 단

일한 답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시점을 바꾸어 다양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

였다.

6. 지금 중국은 드론,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중심

지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ICT 강국의 전통 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

래를 찾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장점을 가

지고 있는 분야에서 함께 협력한다면 양국은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 지도를 함

께 그려나갈 수          (있다). (연설문, 추측 및 희망)   

現在，中國是無人機，VR(虛擬現實)和AI(人工智能)等第四次工業革命的中心。韓國的

年輕人也正從信息通信技術強國的傳統中尋找第四次工業革命領域的未來。如果無限

潛力的中國和韓國的青年在有實力的領域共同合作，那麽兩國就能夠共同繪制世界第

四次工業革命的藍圖。(演講文, 推測和希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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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ㄴ/는다

합격겠다 - 4

합격하겠다 32 48

합격해야겠다 4 3

소계 36(34%) 55(81%)

-는 것이다
합격할 것이다 67 10

합격하고(야) 말 것이다 2 -

소계 69(66%) 10(15%)

-는다는 것이다 합격하다는 것이다 - 3

소계 0(0%) 3(4%)

합계 105(100%) 68(100%)

대중에게 정보 전달 및 설득의 특성을 지니는 연설문의 경우이다. 일대

다(一對多) 체계의 담화 형태로, 설득, 이해, 참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간결

체(簡潔體), 강건체(剛健體), 건조체(乾燥體)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김

종복, 2008a:259-261). 이 문제의 경우 주어는 일인칭 또는 삼인칭 복수이

며 미래에 대한 ‘추측’의 의미는 물론, ‘-(으)ㄹ 수 있다’와 결합함으로써 행

위자인 주어가 문장 목적어에 영향을 미쳐 ‘의지’의 구조로 볼 수도 있다.

‘-겠-’보다는 ‘-(으)ㄹ 것이다’가 더 객관화하며 연설문 문체와 더 어울려서

거의 90%의 모어 화자가 ‘-(으)ㄹ 것이다’를 선택하였다. 학습자의 경우는

‘-겠-’과 ‘-(으)ㄹ 것이다’의 선택은 모어 화자처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현재시제 단정 구문 ‘-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를 쓴 사람도

있다. ‘-다는 것이다’ 구문의 선택 원인에 대해 앞에 ‘-한다면’이라는 형식

이 쓰여 있기 때문에 뒤에도 같은 형식을 써야한다는 학습자의 해석을 보

면 문법 기능과 상관없이 잘못된 답을 찍는 전략을 사용한 결과이다. 또한

한 명의 학습자는 추측 의미라기보다는 화자의 희망임을 더 강하게 느꼈고

중국어 번역문을 봐도 강조의 느낌이 강한 것 같다고 하였다.

7. 나는 반드시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다). (강한 의지)

我一定要在這次考試中合格。(強烈意志)

특정한 문맥이나 담화 상황을 떠나서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데

서로 대치해도 큰 문제가 없는 두 항목 ‘-겠다’와 ‘-(으)ㄹ 것이다’는 다 허

용된다. 모어 화자의 느낌에는 ‘이번에 실험에서 합격할 것이다’와 ‘이번 시

험에 합격하겠다’처럼 격조사 호응이 있어서 자연스럽다. 그래서 모어 화자

의 66%가 ‘-할 것이다’를 썼다. 학습자들의 첫 반응은 ‘합격하겠다’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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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있다 103(98%) 45(62%)

있는 것이다 1(1%) (2순위) 13(18%)

있다는 것이다 1(1%) (3순위) 15(20%)

합계 105(100%) 73(100%)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자명한 상황에서도 ‘-다는 것이다’를 쓰는 사람도 있

다. 앞서 6개 문제의 답을 검토한 결과 학생 2명이 거의 모든 문제마다 ‘-

다는 것이다’를 선택하고 변형하여 문장을 완성했다. 이렇게 ‘무조건’ ‘-다

는 것이다’를 선택하는 경우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다는 것이

다’ 구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다소 인식 편차가 있118)고 또 잘 모르는

문법의 사용을 회피하는 학습자가 대부분인가 하면 그 문법을 사용함으로

써 고급스러운 느낌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학습자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도 잘못된 전략으로 인해 범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

다.

문장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정보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기술한

모어 화자 판단의 경향성이 그리 뚜렷하지 않다고 하면 텍스트 차원에서

나온 답이 더 통일된다. Ⅳ번 문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가 갖추

어야 할 태도에 관한 글이며 ‘-ㄴ/는다’, ‘-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상호 간 기능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한정 맥락

에서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사용 차이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

다/있는 것이다/있다는 것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관점을 밝히는 첫 번째 문장이다.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사실을 서술하는

데 간결하게 ‘이다’로 문장을 끝내는 것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습관이라는

118) 학습자의 인터뷰 대답 내용 발췌는 아래와 같다.

ICS22: “이 문항은 사실에 대한 서술이나 화자의 의지를 기술하는 것이고, ‘-다는

것이다’ 이 문법을 사용함으로써 나의 태도, 의견,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사실을 표현할 때 내 의견과 생각이 분명하고 확

실해요.”

ICS31: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다는 것이다’는

주로 하나의 일에 대해 설명하는 데 사용하며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어요. 실은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 문법이 고급스러

운 문법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쓰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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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91(84%) 28(38%)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0(9%) 22(30%)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 같다 8(7%) 24(32%)

합계 109(100%) 74(100%)

선택 항목 선택 근거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이 관용어이다.

�객관적인 진술이다. 간결하고 명료하며, 군더더기가 없다.

�가장 흔히 보일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어감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의 ‘고려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의 목적어가 필요하

다./문장 중의 ‘있다’는 ‘有’를 해석으로 서술어 기능을 한다./명

사화해야 한다.

�문법적 해석은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낌이다.

있다는 것이다

�중국어 쓰기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리는 습관이 있다.

�그냥 느낌이다. 

것을 선택 비율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있는 것이다’와 ‘있다는 것이

다’는 각각 한 번 선택되었는데 모어 화자 한 명이 제2순위와 제3순위로

삼은 것이다. 또한 ‘-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는 재정보 처리의 의미를

가지고 서두가 아니라 보통 2차 담화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역시 여기서 사

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학습자의 오류율이 36%인데 각각 표

현을 선택한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평소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형식이므로 대부분 학습자가 ‘이다’를 선택하

고 명사화를 잘못 인식하거나 양태를 잘못 파악하는 탓에 다른 어미를 선

택하였다. 또한, 관점을 설득력이 있게 표명하기 위해 중국어 쓰기의 습관

에 따라 ‘있다는 것이다’가 문두에 나타나게 된다.

③둘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 같다).

모어 화자의 경우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는 10번 전부 다 2순

위로 나타난다.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1순위로 선택된 것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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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항목 선택 근거

된다

�일의 타당성을 표시해야 하고, ‘되는 것이다’는 너무 거추장스

럽고, ‘될 것 같다’는 추측이다.

�추측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다.

�문장은 도리를 서술하는 것이므로 추측하는 어투가 적절하지 

않다.

�순조로운 느낌이다

되는 것이다

�앞 문장의 형식과 같다. 앞뒤가 일치해야 하며 모두 명사여야 

한다. 

�비교적 완곡하는 느낌이다. 

�객관 법칙�진리 진술하는 것이다.

�사실 확인, 비교적 믿는다.

�문법적 각도와 감각이다.

�이렇게 하면 가장 잘 읽는다.

될 것 같다

�처음엔 딱 맞는 완곡 느낌이다.

�‘如果...就’의 의미로 추측하고 완곡하게 말한다.

�가정의 맥락에서 근거가 없이 추측하는 것이라 완곡하게 표현

해야 할 것 같다. 아래 문장의 원인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 느낌에 따라 알아맞힌다.

한 번이며 남은 7번은 모두 2순위로 나타난다. 이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다’가 제일 어울리는 답이다. 뒤에 근거가 있으나 앞에 간결하게 결론을 내

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를 올바른 양태로 본다. 그러나 세 가지 답은

각각 많은 학습자에게 선택되었고,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나 대체로 3등분

으로 분산되어 있다. 학습자의 선택 원인은 다음 표와 같다.

학습자가 선택하는 근거들을 보면 문법의 의미 차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소거법을 이용하여 답을 선택하는 전략을 보인다. ‘명사화’ 문장으로 판단

된다면 학습자가 ‘-는 것이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비교적 완곡 표현

이거나 50%를 믿는다’라는 판단 근거를 보면 학습자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의 태도 표현 정도를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와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 같다’ 사이로 여기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기 의견을 완곡

하게 펼치려는 의도가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 같다’를 선택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원인에 있어, 본 문항 제목에서와 같이 ‘설

득력 있게’라는 요구가 쓰여 있는 경우라면 사용 타당도에 대해 논의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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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관철시키려고만 한다 103(94%) 31(40%)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것이다 6(6%) (전부 제2순위) 20(25%)

관철시키려고만 할 것 같다 - 27(35%)

합계 109(100%) 78(100%)

선택 항목 선택 근거

한다

�주�술어 구조가 간단하고 명료하다. 

�전후문 동사 형식이 일치하게 유치해야 한다.

�언어 환경이 실제 상황이라서 일반적인 어미를 채택한다.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다.

�어감이 더욱 좋다.

하는 것이다

�미래의 느낌이 있다.

�이미 발생한 일을 확인하다.

�앞 문장 동사의 형식과 대비하여 선택한다.

�틀림없이, 일반적인 일이다.

�느낌이 가장 좋고 편하다.

할 것 같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기말만 들어주기 바란다’의 뜻으로 돌려서 

말한다.

�그것은 완성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며 화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기 때문에 추측할 필요가 있다.

�‘관철시키려고만 한다’와 ‘관철시키려고만 할 것 같다’가 다 된

다고 생각하는데 ‘관철시키려고만 한다’보다는 ‘관철시키려고만 

지가 있게 된다.

④그러나 우리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만 한다/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것이다/관철시키려고

만 할 것 같다).

한국인 모어 화자 ‘관철시키려고만 한다’의 선택률이 90%나 된다. ‘관철

시키려고만 하는 것이다’는 6번이며 전부 다 제2순위에 나타나는 한 ‘관철

시키려고만 한다’는 100%의 1위 선택률로 최선의 답이 되는 것이다. 학습

자의 선택은 ‘관철시키려고만 한다(40%)>관철시키려고만 할 것 같다

(35%)>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것이다(25%)’의 순서로 나타나며 모어 화자와

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학습자의 선택 근거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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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

자

부족하다 9(7%) 17(23%)

부족한 것이다 44(35%) 36(49%)

부족하다는 것이다 73(58/%) 20(27%)

합계 126(100%) 73(100%)

할 것 같다’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더 잘 어울린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도 아마 추측일 

것이다.

학습자들이 화두의 전환 맥락에 다른 의견이나 경우를 서술하는 데 완곡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많이 입력되어 습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본

다. 또한, 모어 화자가 특별한 말을 돌려서 하는 관습의 영향을 받아 더 한

국인답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119)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것이다’의 경우는 명사절과 상관없이 ‘-는 것이다’의 의미가 ‘미래의

일’, ‘과거의 사건’ 등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또한,

전후의 서술절의 형식을 대조하여 서로 맞추어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전략

도 많이 쓰이고 있다. 형식에 집중하느라 의미�화용적 표현 효과까지 통제

할 틈이 없다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다.

⑥즉,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

하다/부족한 것이다/부족하다는 것이다). 

⑥번 문장의 경우 앞에 있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화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 모어 화자의 경우는 ‘부족

하다’가 제일 적게 선택되며 ‘부족하다는 것이다’는 73번으로 가장 많이 나

타난다. ‘부족한 것이다’는 총 44번 나타나는데 제1순위로 33번, 제2순위로

11번이 나타난다. ‘부족하다는 것이다’가 제1순위로 65번, 제2순위로 8번임

119) 모어 화자가 흔히 입버릇처럼 ‘뭐뭐할 것 같다’라고 추측�완곡으로 지나치게 쓰는

형상을 비판하는 학자도 있다. 임형모(2017)는 한국인 대학생가 글쓰기에서 ‘같다’

구문을 남용하는 경향을 바로잡았다. 박선현(2008)은 자신의 의견을 모호하고 불분

명하게 하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간결하게 똑바로 이야기하라는 의견도 적지 않

다고 하며 연구자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학습자도 따라 하는 것은 텍스트의 효율

성과 응집성을 고려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124 -

선택 항목 선택 근거

부족하다

�서술어를 결핍한다. ‘주어+서술어’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일반적인 사용이 된다.

�직접적 형용사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부족함을 강조한다.

�간단히 서술하다.

부족한 것이다

�원인을 설명한다.

�‘즉’ 뒤에 주로 무슨 일이나 도리를 서술하는 것이며 ‘것

이다’로 문장을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즉’은 정의하는 의미로 화자의 관점이고 간접 인용이 

아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을 진술한다.

�문장 전체를 총괄한다.

�앞 문장에 대한 해석이다.

�앞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간접 인용 형식이 더 좋고, 

좀 더 공식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익숙하다.

을 보면 제일 어울리는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즉’과 같은 접속 표현을 덧

붙임으로써 앞 문장에 대해 다시 해석하고 강조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좀 더 분명해진다. 그러나 27%의 학습자들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를 선택하였다. 앞 연구 결과가 다른 말로 바꾸어 제시하는데 적절한 표현

방식임을 모르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의 선택 원인은 다음

표와 같다.

학습자들의 선택 이유를 보면 ‘-다는 것이다’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는 의미만 알고 있으나 이렇게 앞 문장의 내용을 재해석이나

요약적으로 환언한다는 강조 기능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드

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다는 것이다’든 ‘-는 것이다’든 이러한 환언이 결

과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이어갈 수 있도록, 텍스트를

응집성 있게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3%의 학습자가 ‘부족하다’

를 사용하면 문장이 간결해지고 명료하며 문장을 표현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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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필요하다 99(82%) 21(30%)

필요한 것이다 21(17%) 38(55%)

필요할 것 같다 1(1%) (제2순위) 10(15%)

합계 121(100%) 69(100%)

선택 항목 선택 근거

필요하다

�확실한 태도이다.

�관점과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며 화자가 긍정적인 결론을 얻는다. 

�자주 보일 수 있는 간단한 서술이다. 

�군더더기가 없으며 더 정확하다

필요한 것

이다

�‘배려하는 것’과 호응하며 사실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표시이다.

�다른 점을 지적하고 열거하는 것이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명

확하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며 비교적 엄밀하다.

�보편적인 진리 규칙을 진술한다.

�‘따라서’가 있다. 마지막 요약적으로 하는 문장이 항상 ‘것이다’로 

끝난다. 

�앞에 주어는 ‘것’이며 ‘이다’가 서술어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당위

성을 지니게 되므로 ‘것 같다’는 이러한 강조의 강도는 부족하다.

⑦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청자의 입장

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필요한 것이다/필요할 것 같다).

문단의 마지막 문장으로 텍스트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

이다. ‘필요할 것 같다’가 한 번만 제2순위로 나타나며 이 모어 화자가 ③

번 문장에서도 같은 ‘-(으)ㄹ 것 같다’를 제2순위로 선택하였으나 완곡 표

현을 많이 쓰는 개인적 습관일 수 있다. 모어 화자의 경우는 상황 문맥에

가장 잘 맞는 답이 ‘필요하다(82%)’로 여겨진다. ‘-(으)ㄴ 것이다’를 붙임으

로써 당위 기능으로 해석도 가능하나 괜찮다는 답이 된다.120) ‘필요하다’

자체가 완곡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경우는 ‘필요한 것이

다(55%)>필요하다(30%)>필요할 것 같다(15%)’의 순서로 나타나며 모어

화자와 다소 인지 차이를 보인다. 학습자의 선택 원인은 다음 표와 같다.

120) 선행 연구에서 따로 언급한 ‘당위’ 기능이 본 연구 Ⅱ장 2.1.2에서 제시했듯이 당

위 기능은 화자의 단정�강조이나 일반화된 사회 규칙 등 기능에 따라 수반해서 일

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28번 각주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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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 

같다

�문장 맥락에 의해 추측의미가 나타난다.

�근거가 있는 추측을 표현한다. 

‘필요한 것이다’는 물론 명사절의 입장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일

반적으로 문단 마지막 단락에서 관점을 다시 강조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데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고 또한 ‘따라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익숙해진다는 기준에 의해 ‘필요한 것이다’를 선택하였다. ‘-(으)ㄴ/는/(으)

ㄹ 것 같다’는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단정적으

로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기능이 있는데 ③번, ④번, ⑦번 문제에

서 이를 선택하는 학습자가 적지 않았다. 그들은 관점을 표현하는 데 일관

적으로 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한

번만 쓰고 ‘-는 것이다’, ‘-는다’를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 학습자 대부분이

완곡 표현으로서 자기나 타인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을 약하게 하는 기능을

알고 있으나 문단에서 많은 문법을 사용할수록 문단 내용이 더 풍부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미에 따라 종결어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문법을 일일이 다 사용하려는 목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어느

문장에 어느 어미를 붙이는지는 선택의 기준이 어감일 수밖에 없다.121)

오류 연구의 문제점과 어려움은 정오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같은

문장이라도 사람의 생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이고 판정 결

과에 대한 논쟁도 생길 수 있다. 특히 목표 문법에 사용 여부가 문장의 의

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류까지 판정하기 어렵다. 같은 모어

화자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정문으로 보기도 하고 비문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같은 맥락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특정 문법 항목을 잘 쓰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인 학습자는 아예 쓰지 않는 경우, 아니면 반대로 모어

화자는 이 문법 항목을 쓰지 않으나 학습자는 많이 사용한다면 교수�학습

시 왜 그랬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121) 학습자의 인터뷰 대답 내용 발췌는 아래와 같다.

ICS57: ‘수준이 낮게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법을 중복 사용하지 않아요. 표현

을 사용한 후에 만약 다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유사한 표현

을 찾을 거예요. 원래 이 네 개 종결어미를 그리 구분할 수 없으며 모르면서

느낌만으로 함부로 그럭저럭 섞여 쓰여 있어요. 채점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많은 문법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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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차이점

좋겠다

�자신의 희망을 표현한다.

�‘最好（必须）怎么怎么样’의 의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 

쓴다. 아니면 어떤 사물의 좋은 점이나 우월성이 뚜렷

하게 보일 때 쓴다.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른다.

좋다

�아무 감정이 없다. 동작을 강조한다.

�자기의 추측을 표현한다. 자신의 의지가 있어 이것은 

더 좋다고 생각한다.

좋을 것 같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더 나을 것 같을 때 쓴다.

�의견이나 제안을 할 때 쓴다; 완곡하게 관점을 표현할 

때 쓴다; 이로운 점에 대해 추측할 때 쓴다. ‘应该怎么

做’，‘也许这样不错’ 등 뜻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쓴다.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를 사용함으로써 앞 문장이 큰 주어가 

된다; 체계적인 느낌이 든다; 사건을 강조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줄 때 ‘좋을 것이다’를 자주 쓴

다. 가끔 미래의 의미도 나타난다.

다음으로 Ⅴ번 문항의 해답 내용을 보겠다. Ⅲ번 문항에서 학습자는 ‘것’

양태 구문 간의 의미�화용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V번 문항은 질문을 두 개로 구성하여 학습자가 어느 부분을 모호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금요일 저녁이면 더 많은 공연자들이 홍대 앞 거리로 나온다. 만약 서울에 가

게 되면 면세점에만 있지 말고 길거리로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①이 문단에서 ‘좋다’, ‘좋겠다’, ‘좋을 것이다’, ‘좋을 것 같다’ 네 가지 답이 다 적

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밑줄 친 부분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②여러분의 답들이 각각 어떤 차이로 사용되고 있는지 써 보세요.

①번 질문의 경우, 학습자가 이 네 가지 답 모두 맞는 것이라고 대답하

였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좋다’는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학습자가 스스

로 대답을 하게 한 결과, ‘좋겠다’는 37개(54%), ‘좋다’는 16개(24%), ‘좋을

것이다’는 5개(7%), ‘좋을 것 같다’는 10개(15%)의 순서로 나타난다. ②번

질문에서 각각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외에 ‘잘 모른다’라는 대답도 몇 개 있고 또한 ‘感觉ㅇㅇ在此处比较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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适(여기서는 뭐뭐를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적당한 느낌이 들어서)’라는 말

도 자주 나온다. 학습자가 선택 이유를 설명하는 데 제일 빈번하게 나타난

어휘는 ‘느낌’, ‘어감’이다. 각각의 문형을 나누어 보면, ‘좋다’는 제일 많이

접촉하게 된 평서문 종결어미로 일반 설명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꺼

내 다른 ‘것’ 양태 구문과 같이 비교할 때는 학습자가 그것도 추측할 뜻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추측’의미와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에 대해 완곡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습자에게 잘 이해된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을 것이다’는 문장 구조 측면에서 일체감이 있어 한층 더 강조

하는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도 쓰는 것 같고 미래의 의미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좋을 것 같다/좋다고 생

각한다)’ 더 자연스러운 듯한데 예외로 학습자가 ‘좋겠다’라는 답을 많이

썼다. 자기의 희망이나 가장 좋은 선택을 말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남녀는 선택을 할 때도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은 5분 안에 자신에게 맞는 옷

을 찾아내는 데 비해 여성들은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며 3시간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여성들은 남성보다 좀 더 까다롭게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르기 

때문에 옷을 사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다).

①이 문단에서 ‘투자한다’,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할 것이다’, ‘투자한다는 것이

다’ 이 네 가지 답이 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밑줄 친 부분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②여러분의 답들이 각각 어떤 차이로 사용되고 있는지 써 보세요.

①번 질문의 경우, 학습자가 이 네 가지 답은 모두 맞는 것이라고 대답

하였다. 그리고 밑줄에 채운 표현 중에 ‘투자한다’는 31번(46%), ‘투자하는

것이다’는 14번(21%), ‘투자할 것이다’는 11번(16%), ‘투자한다는 것이다’는

9번(13%), 그리고 ‘투자할 것 같다’는 3번(4%)의 순서로 다양하게 나타났

다. ②번 질문에서 각각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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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차이점

투자한다
서술문이다. 동작을 강조한다. 객관적 사실

에 속한다.

�처음에 떠오

른 답은 ‘투자

하는 것이다.’

이고 ‘투자한

다’도 잘못이 

아니다. 확실

하지 않다.

�‘-는 것이다’

와 ‘-는다’는 

차이가 없다고 

느낀다. 

�‘-는 것이다’

는 ‘-다는 것이

다’와의 차이

는 없다.

투자하는 것이다

�앞에 ‘즉’, ‘더 많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보

충 설명을 하며 강조 기능을 한다.

�문장의 말에 넣어 공식적으로 설명한다.

투자할 것이다

�미괄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물에 대하여 추측의 의미를 표시하지 않

고 단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냐하면 그것은 특별히 추측하는 태도가 담

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약간 미래의 의미가 있다.

투자한다는 것이

다

�위의 결론을 인용하고 특정 의미에 대해 설

명한다. 보다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전반

적인 감각과 명사임의 느낌이 강하다.

�간접 인용의 의미가 나타난다. 또한 사물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투자한다는 것이다.’를 보는 첫 번째 반응

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생

각하고 강조의 상황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

울이지 않는다.

투자할 것 같다
�추측이 나타나는 표현이다. 제한이 거의 없고 오류를 범하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추측 표현 중의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내는 데 남성은 5분이 필요하며 여성들은 3시간

이나 필요하다는 주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추론해야 하는 맥락이

다. 학습자는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받았는데도 ‘투자할 것 같다’라는 확

실하지 않은 양태를 선택하였다는 의외의 모습을 보였으며 대부분 학습자

가 자주 쓰는 ‘-는다’의 기준으로 ‘-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가 덧붙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표현 효과에 대한 애매모호한 인식을 가지고 있

다122). ‘투자한다’는 46%로 전반에 가까운 학습자가 선택하였다. ‘투자하는

122) ‘...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답을 물론이고 학습자들이 추측 어기를 지니는 ‘吧’,

‘不太确定’, ‘好像’, ‘感觉’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므로 ‘것’ 양태 구문 인식에 대해 그

다지 명확하지 않다는 내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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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의 경우는 학습자가 앞에 ‘즉’과 같은 표지에 의해 선택한 결과이다.

‘투자할 것이다’는 학습자가 일상 쓰기에서 추측을 통해 결론을 짓는 용법

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고 ‘투자한다는 것이다’는 텍스트의 응집성을

고려하여 앞 내용 요약하기, 강조하기 등 기능을 쓴 학습자가 4명이 있는

데 역시 타인의 말이나 의견 등을 인용하거나 전달하는 의미 기능이 제일

잘 알려져 있다.

2.2.3. 분석 결과에 관한 논의

지금까지 중국인 학습자 ‘것’ 양태 구문의 사용 상황을 작문과 설문지를

통해서 형태�통사, 의미�화용으로 나누어 따로 살펴보았는데 위에서 논의한

형태�통사적 오류의 특성은 다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의미를 고려하지 않아도 매우 뚜렷한 단순 형태 오류이다. 특히 불

규칙 활용 형태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오류는 주류를 이룬다. 초급 수준

문법 항목이므로 많이 틀리지 않으리라 예측되었는데 중�고급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초급 학습자들이 생산하는 오류를 간헐적으로 생산한다. 즉, 불규

칙동사인데 규칙동사로 보고 활용하거나 규칙동사인데 불규칙동사로 보고

활용하는 기초적인 지식을 파악하는 데도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54) 가. ...(생략) 미국 부자들의 자선 기부 문화도 이런 전통을 이는 것이

다(잇는 것이다).

다. (밖에 옷을 많이 입은 사람이 덜덜 떠는 모습을 보고) 날씨가 춥는

것 같다(추운 것 같다).

나. 집에서 한부모(부모님 한 명)만 남고 부모님이 혼자서 살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ICS48)

라.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든 것 같다(듣는 것 같다).(ICS40)

둘째, 선행 용언의 자질에 따른 이형태 선택 오류도 범한다. (55가)는 동

사에 형용사 어미를 사용한 오류이며 (55다)는 형용사 ‘중요하다’에 동사

어미를 사용하는 오류이다. (55나)의 경우는 ‘-다는’, ‘-라는’가 이 중복 사

용된 첨가 오류이다. (55라)는 ‘-다는 것이다’로 고쳐야 정문이 되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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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습자의 답을 봐도, 문법적으로 ‘가지

않는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이 ‘가지 않은 것’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

(55) 가. ...(생략) 나도 시험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펜을 만지다는 것

이다(만진다).

다. 제(내) 생각에는 가족이 인생의(에서) 제일 중요하는(중요한) 것

같다. (ICS41)

나. 이 말은 즉,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자녀가 멀리 가지 않는다라는

(않는다는) 뜻이다.(ICS30, ICS33)

라. 이 말은 즉,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자녀가 부모님 곁에서 많이 모

시고 혼자 먼 곳에 가지 않은 것이다(않는다는 것이다).(ICS36)

  셋째, 시제를 잘못 파악하여 쓰는 오류이다. Ⅱ번 문형 중 정답률이 60%

에 미달한 문제는 두 개 있다. (56가)의 정답률은 55%이며 35%의 학습자

가 미래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문장인데 현재시제나 과거시제와 함께 썼다.

이런 경우 정문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시제는 대치, 현재시제나 과거시제는

첨가의 오류로 처리해야 한다. 상식에 의해 막연히 추측하는 경우인데 학

습자가 ‘지금쯤’의 영향을 받아 현재시를 생각한다는 해석 가능하다. (56나)

의 경우는 뜻밖의 한 명만 답을 맞혔으나 87%의 학습자가 ‘온 것 같다’를

선택하였다. 비가 온다고 한 일기예보를 상기하며 비가 왔을 것으로 추측

하는 데 표현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온다고’, ‘상기’ 등의 단어를 보고 단

순하게 과거형으로 생각하기 쉽다. (56다)의 경우 후회하는 것에 대해 구체

적으로 설명하는 뜻으로 ‘-다는 것이다’가 제일 어울리는데 ‘-는 것이다’가

괜찮다는 답으로 현재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56라)는 목표 문법을 사용하

지 않지만 과거시제를 현재시제로 쓰는 오답인데 82%로 제일 많이 선택되

었다.

(56) 가. (기온을 고려할 때 난징이 영하 5도이라면) 러시아에는 지금쯤 눈

이 오는 것 같다/온 것 같다(올 것이다).

나. (어제 비가 온다고 한 일기예보를 상기하며) 비가 온 것 같다/온

것 같았다/왔는 것 같다(왔을 것이다). 

다.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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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모른 것이다(모른다는 것이다).

라. 오후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려는데 강아지가 계속 현관

에 엎드려 있었다. 아무리 끌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을

향해 계속 짖어댔다. 알고 보니 대문을 닫아두지 않기 때문이다(닫

아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의미�화용적 측면의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작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것’ 양태 구문의 다양한 의미 기

능을 활용하지 못해 단일한 표현만 반복적으로 쓰고 단일한 패턴이 나오게

된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는 짧은 글이라도 ‘것’ 양태 구문의 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텍스트의 연속성이 더 우수해 보인다. 이에 비해 학습

자 글에 맥락에서 벗어난 경우는 있고 고급 학습자라도 맥락에 적합한 사

용 능력이 부족하다. 설문 Ⅲ번 문항처럼 선택형 문제의 경우는 맥락뿐만

아니라 배제법에 의해 답을 찍음을 통해서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할 수 있

는데 작문 쓰기에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아는 대로 생산해 내야 하므로

문장 차원이나 텍스트 차원에서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하는지, 어느 구문을

사용하면 적절할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워하며 주로 문장 구조 분석과 어감

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각각 구문의 의미�화용이 비슷해서 서로 접근 가능하며 학습자가

각 구문의 차이점을 모른 채 서로 혼동하여 쓰고 있으나 문장을 길게 쓰려

고 ‘것’ 양태 종결어미를 임의로 붙이되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각 구문의 의미를 어림짐작하고 임의로 사용하며 자기

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확실하게 변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용123)도 문제가 되지만 학

습자 회피 사용은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문제다.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할

까 봐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습득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문법을 어느 정

도를 파악하였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

가 형식과 의미는 비슷하고 다소 공식적으로 보여서 학습자들이 고급 문법

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 이에 구사하지 못하겠다는 생각 탓에 ‘-ㄴ/는’

123) 선행 연구에 의하여 학습자가 ‘-(으)ㄹ 것 같다’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오히려 배우지 못하는 ‘-는 것이다’를 남용하는 경우를 밝혔다. 그리

고 같은 배우지 않은 경우에서 ‘-다는 것이다’는 남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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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사용 원인 사용하지 않는 원인

-ㄴ/는

다

�사실 묘사

�직관적인 관점 진술

�도리를 서술하는 것

�확실한 태도

�강조

�간단

�간결하고 명료함

�일상에 가장 흔히 보

일 수 있음

�말투가 그다지 강렬

하지 못함(예: 강조

하고 싶을 때)

-(으)ㄹ

것이다

�미래에 대한 추측

�의미 및 계획

�곧 발생할 일에 대해

서술하는 데 능숙함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

용함

�작문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사용

하는 습관이 있음

�작문에서 현재시제

를 제일 많이 사용

하며 미래 표현이

필요치 않음

�떠올리지 못함

-(으)ㄴ

/ 는 /

( 으 ) ㄹ

것 같다

�근거 있는 개인적 추

측

�완곡 표현

�중국어로 번역하고

추측의 양태가 필요함

�자기 의견을 완화시

킴

�평소에 사용한 것이

비교적 많아서, 먼저

�문장 설득력이 떨어

짐

�초급 수준의 대표

만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다른 문법을 선택함으로써 회피 전

략을 쓰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는 것이다’는 인용부호 ‘-다는’을 쓰므로

학습자가 인용 구문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3. 오류 원인 분석

위의 분석 결과, 학습자들이 ‘것’ 양태 구문을 선택하여 활용할 때 문장

성분 분석, 어감에 의지한 다음에 전략을 수반하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

므로 학습자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으려면 이 세 가지 측면부터 확인

해야 한다.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논하기 전에 2절 분석 결과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것’ 양태 구문에 대한 인식과 그들을 사용하는

근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총정리할 필요가 있다.

<표Ⅲ-8> 학습자의 ‘것’ 양태 구문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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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표현이 떠오르기

쉬움

-는 것

이다

�객관적 범칙 및 진리

진술

�일반적인 사실, 일에

대한 확신을 확인함

�공식적 문어체

�강조

�미래의 느낌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확인

�간접 인용

�완곡 표현

�한국인이 말하는 것처

럼 보임

�명사화해야 함

�앞 ‘것은’이 나오고 뒤

에 부연 설명함(호응)

�‘즉 ... 것이다’, ‘따라서

...것이다’와 같은 관용

구

�명사화 기능만 알고

있음

�‘는다’와 차이가 없

어 곧이 사용할 필

요가 없음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표현과 대체하

여 사용함

-다는

것이다

�앞 문장에 대한 재해

석, 인용

�문장 전체 사실에 대

한 총괄적 진술

�강조

�더 공식적으로 보임

�고급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임

�간접 인용 기능만

알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용할

줄 모르며, 인용구는

먼저 ‘-다고 하다’를

생각하게 됨

이 표를 통해서 학습자의 ‘것’ 양태 구문에 대한 인식을 알아차릴 수 있

다. 위의 표에서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은 학습자들의 해당 ‘것’ 양

태 구문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양태 인식이다. 굵은 글씨로만 표시된 부분

은 문법적인 인식은 맞지만 상황 맥락 측면에서 해당 기능이 아닌 경우임

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것’ 양태 구문 의미�화용에 대한 인식이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으나 인식하지 못한 기능도 있다. 같은 형식을 취한 문형이 다양한 의미

를 지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여 다른 문형으로 혼동해 서로 바꾸어 사용

하기도 한다.

둘째, 절반 이상 학습자가 구조 측면을 착안해서 분석을 시작한다. 입시

를 목적으로 한 중�고등학교의 영어 교육은 거의 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실시해 왔고 이런 외국어 학습 경험이 있어, 게다가 중국 대학교는 문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 분석’은 학습자들이 해제하는 데 중요한 수

단이 되기 마련이다. 학습자가 주로 쓰는 문장 성분 분석하기가 ‘것이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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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것이다Ⅱ’와 같은 다른 표현은 양태 의미

기능으로 생략도 되는 측면에서 구조 분석하는데도 구문들을 적절하게 사

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한다.

셋째, 인지 조사와 인터뷰할 때 ‘어감’이라는 단어의 출현 빈도가 상당히

높다. 어감(語感, language sense)이란 언어에 대한 직접적인 느낌을 뜻하

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외국어 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은 직

각적으로 문장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중에 이치를 말할 수 없는 경

우는 바로 어감을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감의 강약은 지식의 축적, 생활 경

험과 관련되어 있다. 학습자들의 각 구문에 대한 인식은 어감 일부로 볼

수 있다.124)

넷째, 충분하게 입력된 표현은 자주 써서 익숙해지고, 쓰다 보니 사용하

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평소에 자주 접촉하지 못하는 표현은

이해할 정도만 머물고 낯설수록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바람에

당연히 능동적으로 생산치 못한다.

다섯째, 부족한 문장 생산 능력을 메우기 위해 많은 전략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어 학습에 방해가 되는 응시 전략의 사용이 눈에 뜬다.

요약하자면, 학습자들이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할 때 문법 규칙을 지나치

게 과잉 일반화하여 적용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므로 무시하고, 불완전한 사

용을 한다. 또한 학습자가 암기로 학습하면 ‘것’ 양태 구문의 의미�화용적

측면에 대해 잘 못 인식하여 상황 맥락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위에 제시된 시사점에 입각하여 학습자 인터뷰를 통해 오류를 범하

는 원인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3.1. 모국어의 간섭

이정희(2003)는 오류를 모국어의 체계나 특성이 목표어에 반영되어 나타

나는 오류로 따로 분류�분석하였다. 언어 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에

해당된 모국어의 간섭이란 제2언어 교수에서 모국어가 목표어에 끼치는 간

섭이라고 한다.(Brown, 2007a; 이흥수 외 공역, 2015:107) 이러한 언어간

124) 중국의 최대한 검색 엔진 ‘百度百科(바이두 백과)’를 통해서 ‘語感’와 관련 내용을

참조하였다.(https://baike.baidu.com/item/%E8%AF%AD%E6%84%9F/9623995?fr=al

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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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HCS35의 작문 내용: 어떤 때(언제가)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할 때) 부

모는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일이 있을 것이다(되었을 수 있다).125)

<인터뷰 내용 발취>

연구자: 이 말은 무슨 뜻을 나타내고 싶습니까?

HCS35: ‘효를 다하고 싶을 때는 부모님은 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래에 대

한 추측을 표현하고 싶어요. 미래에 대한 추측이에요.

연구자: 그러면 여기서(‘되었다는 일이 있을 것이다’를 가리키면서)는 시제

를 충돌하지 않습니까?

HCS35: 아니요. 그때가 되면, 부모님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이 일은, 발생 가

능한 일이다, -ㄹ 것이다.(문장 구성을 가리키면서 하나씩 분석하는 과

정) 아무 문제없네요.

간섭은 배제적(preclusive)이나 침입적(intrusive)이다.(허용�김선정, 2013:8)

중국어는 한국어의 문법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모어의 유사 형태와 동일시

한다. 주로 한�중 번역을 통해 문법을 학습하는 학습자는 구조상의 차이를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모어 화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문장의 의미 관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표현 문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① 배제적인 간섭

배제적인 간섭이란 목표어의 어떤 규칙이 학습자의 모어에는 없어서 일

어나는 간섭을 가리킨다. 학습자에게는 자신의 배경지식 안에 없는

(non-heritage) 문법 체계를 학습하기란 어려운 일이다(김재욱, 2003:164).

중국어는 동사와 형용사에 의해 형태 변화가 없으며 한국어처럼 어미가 발

달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시제는 어미에 의하여 실현되지만 중국어는 어휘

를 통해서 표현한다. 고립어를 모어로 하는 중국인 학습자가 시제 대치 오

류와 종결어미 누락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125)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서 시제는 어미의 변화가 없으나 어휘나 문맥에 의해 표

시된다. ‘今天我在圖書館看書。’라는 말은 한국어로 ‘①오늘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았다. ②오늘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 ③오늘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겠다.’

번역할 수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가능하다.(염광호,

2004:503) 이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시제 표시 방법은 습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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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HCS35는 이 문장에 시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

국어에서 ‘已經’은 과거시제 표지지만 ‘(되)었다’는 동작을 표현하는 동시에,

가정의 경우에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일이나 상태와 함께 쓸 수 있다. 문

법적으로 틀리지만 문장의 해석이 가능하다. 학습자가 한국어의 문장 성분

을 중국어와 일대일로 대응시켜서 사용하게 되니 일부 오류가 쉽게 발생하

게 된다.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지만 중국인이자

연구자인 연구자는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안다. 한국어 통사적 구조는 중국

어 통사적 구조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국어 통사적 구조를 습관적으

로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장을 생산할 때 정확한 사용법을 알지

못해 누락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시제를 표현할 때 동사 뒤에 문법요

소를 붙어야 한다는 것에 적응하지 못해서 한국어 관용 구문 표현을 생산

하지 못해 중국식 한국어로 대치하게 된다.

② 침입적인 간섭

침입적인 간섭은 모어에 있는 요소가 목표어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학습

하는 데 방해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식 표현은 학

습자 모어의 간섭에서 오는 오류이다. 중국어 추측 어휘 ‘好像’ 등은 통사

적 제약 없이 사용해도 된다.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할 때 중국어의 표현

수단을 그대로 옮기는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57) 가. *(빗소리가 들린다) 아마 밖에 비가 온다.

나. *(밖에 옷을 많이 입은 사람이 덜덜 떠는 모습을 보고) 날씨가 춥

다.

예문 (57)와 같은 경우는 ‘-(으)ㄹ 것 같다’는 앞에 ‘아마’와 호응되어야

한데 학습자가 ‘온다’, ‘춥다’라는 답은 쓰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간접적

인 근거에 의해 추측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단정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인터뷰 때 학습자들이 간접적인 추측이라기보다

는 직접 듣고, 보고 100%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반문을 했다. 역

시 증거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확인 정도도 높아지면서 소위 정도라는 개념

을 이해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바깥이 춥다는 것을 간접

적으로 인지할 상황이 중국어를 먼저 연상하게 되며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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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인터뷰 내용 발췌>

ICS18: ... 간접 화법의 경우를 제외하면 ‘-다는 것이다’를 별로 쓰지 않아요. 강

조한다는 의미를 몰라요... ‘-는 것이다’는 ‘-ㄴ/는다’와의 차이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느낌에 따라 쓰는 거예요.

ICS59: 어떤 문장이 ‘-는 것이다’로 끝맺는 것을 보면(명사화 기능이 아닌 경

우), 이미 문장이 잘 되어 있는데 왜 ‘-는다’로 끝나지 않고 ‘-는 것이다’

를 첨가해야 한다는 의문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서 찾지 못해

요.

‘(听见雨声)好像下雨了(아마 비가 온다)’라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하였

다. 중국어 추측 어휘 ‘好像’ 등은 통사적 제약 없이 사용해도 된다. ‘것’ 양

태 구문을 사용할 때 중국어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好像-아마)면

비문이 된다. 한국어 문법 현상이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같은 구조라면 학

습자에게 비교적 쉽게 이해된다.

3.2. 목표어의 복잡성

교착어 성격을 갖는 한국어는 문법 형태의 첨가를 통해 실현하고 활용어

미가 많은 복잡한 언어이다. 특히 형태�통사적 오류를 교정하지 않으면 잘

못된 언어 사용 습관이 화석화(fossilization)126)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의미를 가진 문법 형태의 일부만 인지하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한다.

‘것’ 양태 구문들은 문맥에 따라 많은 파생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연의

광대성이 있다. 각각 구문의 양태 의미가 추상적이고 유사도도 높기 때문

에 학습자가 과도하게 어감에 의존하기를 초래한다. 그러나 사용법은 약간

이해되지만 사용하기에 숙련되지 않으므로 어감만 의존하여 사용한다는 것

은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것’ 양태 구문이 교수에서 뒤처지거나 누락되는 것이 있다. 많은 오류는

목표 문법의 복잡성을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원인으로 생산된다. 교재에서

126) 틀린 언어 형태가 비교적 영구적으로 학습자의 제2언어 능력의 한 부분이 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화석화라고 한다.(Brown, 2007a; 이흥수 외 공역,

201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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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학습자 인터뷰 내용 발췌>

T1: 교과서에 없는 문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는 것이다’는 간접화법이고

‘-는 것이다’는 강조 의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는

것 같다’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총 내용은 주로 사전의 해석을 가

져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T4: 어휘와 문법에 대한 학습에 매달리게 하면 쓰기 수업의 취지를 벗어나잖아

요. 그래서 어휘와 문법은 쓰기에 중요하지만 쓰기 수업의 과제가 아닙니

다. ‘것’ 양태 구문의 경우 그다지 세밀하게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설명하

지 않습니다. 문체와 관용어를 위주로 수업하는데 이에 따라 간단하게 언급

할 뿐입니다. 또한 언어의 사용은 반드시 배운 것만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따라 점점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CS39: (‘-다는 것이다’를)안 배웠어요. ‘-다고 하다’를 배웠어요... ‘-는 것이다’는

읽기 책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평소에 사용하기가 비교적 많아서 먼저

‘는다’를 상기하기 쉬워요.

HCS42, ICS45: 저는 교과서 이외의 문법 항목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아

요. 만약에 그 문법이 우리 수준과 어울리면 선생님이 정리해서

가르칠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 보충하지 않는 거죠.

제시된 내용이나 해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면 학습 효과를 오

히려 저해하게 된다.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 데 거의 쓰지 않는 경우, ‘것’

양태 구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태를 잘 구별하지 못하며 의미

도 혼동하고 있다. 책을 읽을 때는 ‘-는 것이다’를 가끔 보았는데 실제 쓰

기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 익히려고 하는데 아직 사용습관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다.

3.3. 입력의 부재나 부족

각 구문의 의미�화용 기능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못하고 특히 ‘-는 것이

다’, ‘-다는 것이다’, ‘-다는 것 같다’에 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은 교재

의 내용 결함과 교사의 소홀과 연관되어 있다.

교사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교재와 사전의 해석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문법 항목의 형식에서 의미�화용 기능까지

모두 충분한 설명127)이 필요하다. 교재도 교재지만 교사들의 주의 부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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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인터뷰 내용 발췌>

HCS35: 이미 4학년생이 되어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

웠던 문법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조직해서 많이 사용하고, 긴 문장을 쓰

원인 중 하나이다. 교사들이 모어 화자도 아니고 모든 문법 현상을 다 해

석하는 데 더 어려워진다128). 또한 문법 항목 간의 차이에 대해 엄밀하게

설명해 주는 교사용 지도서가 아직 통일되지 않아 교사가 스스로 연구�모

색을 통해서 정리해야 하므로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간을 할애하는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교사가 학술 연구도 해야 해서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문법의 의미

해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관해 즉시 교재로 편찬하기 어려우므로 교사

가 수업에서 해당 내용을 부차적으로 재조직�보충하고 관심을 더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129)

3.4. 잘못된 전략의 사용

셀린커(Selinker, 1972)에서 제시된 외국어 습득 과정과 오류 발생의 다

섯 단계 중 하나인 제2언어 학습의 전략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 능력이 미

흡하므로 적절하지 못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

다.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전략이 수반되는데 언어 지식과 의사소통

영역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이미 학습한

어떤 요소를 의지하여 창조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하

는 것과 회피하기를 나타낸다.(우형식, 2006:27-28)

127) 김충실(2004)은 한국어교육에서 문법에 대한 설명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하였다.

충분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문법 항목의 모든 의미와 기능을 가르쳐야 한

다는 뜻이 아니라 주요한 것, 중요한 것을 물론, 쉬운 것과 어려운 것, 간단한 것과

복잡한 것에 대해 조리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128) 리득춘(2004:19)은 실천 능력과 이론 능력이 어우러진 응용형의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서 먼저 교사의 지식 구조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언어 표현 능력, 교실 수업 조직 능력, 이해 능력(학생의 ‘문제’를

읽을 수 있는) 등 능력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崔希亮, 2004; 리득춘, 2004:

20에서 재인용)

129) 교사의 자질에 대해 교사가 알아야 할 지식의 유형 등과 교실 내 교사의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현식(2005)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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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어서요.

ICS39: 저는 ‘-다는 것이다’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이 문법의 의미와 구체적

인 사용법을 모르고... 인용의 의미인 것 같아요. 실험을 볼 때 오류를 범

하는 것보다는 아예 안 쓰는 게 더 나아요. 위험해요. 사용 안 하죠.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고급 한국어 학습자로서 한국어 수준이 향상

되기 위해서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에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상

황 맥락을 고려하지 못해 표현들을 조합함으로써 결국 과잉 적용을 하게

된다. 즉, 목표 언어를 학습하는 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문장을 적절하

게 구성하지 못하여 첨가 오류를 범한다.

반대로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의도를 축소시키고

회피 전략130)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의 전통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 체면을 잃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이 있다. 학습 과정에서 몇 번 실패하면 자신감을 잃고 소심해진다. 그들은

자신이 쓴 것이 문법 규칙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하지 않는 한 그 문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林立 等, 2000:13)

또한, 문장 호응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학습자들은 단순히

문장 전후 동사 형식을 일치시키거나 앞 문장과 같은 형식을 유치하는 등

구조 분석을 한다. 게다가 앞에 언급하였던 학습자가 선택하는 근거들을

보면 문법의 의미 차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배제법을 통해서 답을 선택하는

전략도 사용한다. 학습자가 단순히 긴 문장을 추구하거나 고급스러운 느낌

을 주려고, 또한 한국인답게 표현하려고 결속 표지 활용 전략 등의 원인으

로 ‘것’ 양태 구문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 이대로 나가면 고

차원적인 한국어 사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130) 모국어 이외의 제2언어 수준, 자신 및 목표 언어에 대한 태도 등에는 모두 회피

와 연관이 된다. 모국어와 목표 언어 간의 차이로 인해 언어 구조를 사용하기가 어

렵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회피가 발생한다. 회피는 매우 복잡한 현상인데 켈러먼

(Keleman)은 회피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눠 보려고 한다. ①학습자가 문제가 알게 되

거나 예상될 때, 그리고 적어도 목표 언어의 양식에 대해 대개 알고 있을 때 회피

한다. 이것은 회피 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②학습자가 목표 형식이 무엇인

지를 알고 있지만 특정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 회피한다. ③학습자가 무엇

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지만 행동의 원래 패턴을 파괴하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한다. 이러한 회피는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林立 等, 2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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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급 담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언어의 구조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새로운 표현에 대하여 비교·유추·추론 등의 논리적 과정을 통해 의미를 파

악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라. 문법적 오류를 파악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여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

록 한다.

Ⅳ. 한국어 ‘것’ 양태 구문 교수�학습 방안

1. ‘것’ 양태 구문 교육의 목표

언어 교육과정에서 흔히 목적과 목표를 구별한다. 민현식(2008:279)에서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

준을 명시하여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것이며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 즉, 목적은 대방향을 지도하는 것이며 목표는 추상적인 목적을 구체화

하는 것이므로 실행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 목적에 따라 세

부 교육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

해서 먼저 목표부터 명료화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것’ 양태 구문 수

업을 지도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으로 인정

되다. 의사소통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 기능이 통합하며,

언어 수행 능력과 함께 지칭하는 것이다.(박문자, 2011:136) ‘것’ 구문은 다

양한 양태 의미를 지니고 학습자의 의도와 태도를 표현하는 데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방성원

(2003:147)은 다음과 같은 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위해 문법 교육의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급 학습자로서 목표 문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언어의 규칙과 의미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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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는 사고 능력131)도 기르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학습자

가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하는 데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의 차이

를 보이고 오류도 많이 범한다. 따라서 위의 목표를 참조하여 의사소통 능

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것’ 양태 구문 교육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

고자 한다.

먼저, ‘것’ 양태 구문의 형태�통사적 제약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어교육계에서는 의사소통 중심으로 교육하는 가운데 형태 지도도 중요

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전문가에게 인식되어 있다. 특히 중�고급 학습자가

초급 수준의 형태적 오류도 범하는 것을 보고 복잡한 형태�통사적 변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것’ 양태 구문의 의미�화용적 특징을 사용역에서 제공한다. 특히

교재에 실리지 않지만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면 좋을 듯하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주로 문법적 측면

을 위주로 교수�학습하고 있으나 의미�화용적 기능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

하고 있다. 표현 문형에 따라 의미�화용적 기능도 달라질 수 있으며, 흔히

하나의 형식이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이때는 각각 표현 간의 차이점을 인

식하고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해서 변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교수�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분석하는 능력을 기

르는 교육 방식을 마련한다. 중국인이 받은 외국어 교육의 경험은 거의 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이런 경험이 다른 외국어를 학

습하는 데 무의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문법 교육

에 대한 자각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왕단, 2005:293) 따라

서 한국어 학습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여

문법 규칙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능

력은 무척 중요하다. 문법의 규칙과 용법을 단순히 외우고 기억하거나 강

의만 듣는 전통식 교수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능동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것’ 양태 구문 ― ‘-(으)ㄹ 것이

다’, ‘-(으)ㄴ/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으)ㄹ 것 같다’, ‘-(으)ㄴ/는 것

같다’, ‘-다는 것 같다’ 구문의 형태�통사적 제약을 파악하도록 할 뿐만 아

131) 리득춘(2005:21)은 학생은 교사가 강의한 한국어 지식과 상관 규칙을 금과옥조(金

科玉條)로 신봉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교사의 해석에 많이 의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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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다양한 양태 의미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의도한 언어 기능을 정확하

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것’ 양태 구문 교육의 내용

앞서 설정한 교육 목적과 목표에 따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양태 구문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Ⅱ장과

Ⅲ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자료를 재구조화하고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

로 배열한다. 교재 위주로 제시된 ‘것’ 양태 구문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

미�화용적 특징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

오류를 범하는 원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학습자들이 최대한으로 오류

를 적게 범하도록 의사소통 상황에서 형태�통사적 제약과 의미�화용적 특

징을 교육 내용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고자 한다.

2.1. 형태�통사적 및 의미�화용적 특징의 정확한 이해

Ⅲ장 분석에서 학습자들이 문법적 측면에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시제와 관련된 관형사형 어미 오류가

적지 않았다. 초급에서 같은 표현이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개별로 도입

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이 깊일수록 문법 항목 수가 많아지고 선 학습한

표현의 망각과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각 문법 표현이 형태 변화에 따라

의미를 바뀌는데 학습자가 그 의미를 착오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선

행 용언과 시제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선택, 부정 방식, 문형과의 공기

관계 등과 관련하여 교육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것’ 양태 구

문들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132)을 정리하였다.

132) 인용 추측 구문 ‘-다는 것 같다’는 학습자 작문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사들은 모두 교육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구어 표현인 ‘-다는 것 같다’에

관한 내용은 ‘것’ 양태 구문의 교육 내용에 제외하였다. 또한 ‘-것 같다’ 구문은 항

상 ‘–(으)ㄹ’와 ‘-(으)ㄴ’를 함께 교육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합쳐서 “미정/기정 추

측 ‘것’ 구문”이라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 145 -

형태�통사적 제약 의미�화용적 특징

평서문, 의문문에 쓰고 인칭 제한이 없다.
1인칭 주어일 때 의지를 표현하고

2, 3 인칭 때 추측을 나타낸다.

V

현

재

받침 ○ -을 것이다

받침 ✕ -ㄹ 것이다

과거 -았/었/였을 것이다

A
받침 ○ -을 것이다

받침 ✕ -ㄹ 것이다

형태 결합:
1. 말하는 이의 전망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

2. 주관적 소신 따위를 나타내는

말

3. 완곡 표현 수단 중의 하나이다.

부정 방식: 서술절 내의 동사를 부정함

형태�통사적 제약 의미�화용적 특징

평서문, 의문문에 쓰고 인칭 제한이 없다.
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V/있다/없다

과거
받침 ○ -은 것이다

받침 ✕ -ㄴ 것이다

현재
받침 ○

-는 것이다
받침 ✕

A/이다/아니다
받침 ○ -은 것이다

받침 ✕ -ㄴ 것이다

형태 결합:
1. 주로 문어에서 사용하고

문장 응집성을 강화한다.

2. 외망적 표현 효과

3. 단정�강조, 규칙�진리, 설명�

해석(이유, 결론, 요약, 부연,

역접) 등 기능

즉, 쉽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그때; 즉, 그러므로, 따라

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나 등과 함께 공기한다.

① 의지�추측 단정 ‘것’ 구문: -(으)ㄹ 것이다

‘-(으)ㄹ 것이다’는 초급에서 접촉된 문법니라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학습

자가 애를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다. 작문 자료 분석과 인터뷰 분석한 결

과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완국 표현 수단’으로써의 ‘-(으)ㄹ 것이다’

용법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므로 교수�학습하는 데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설명 단정 ‘것’ 구문: –(으)ㄴ/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것’의 원형 의미(prototype meaning)― 지칭, 대용 기능을

위주로 한다. ‘-(으)ㄴ/는 것이다’가 명재에 대한 확신 정도는 높고 항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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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통사적 제약 의미�화용적 특징

문장 안에 포함된 문장의 주어에는 조사

‘이/가’가 결합한다.
1. 사실의 설명

2.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말

3.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의 의도

를 완화하여 표현한다.

V
받침 ○ -는다는 것이다

받침 ✕ -ㄴ다는 것이다

A
받침 ○

-다는 것이다
받침 ✕
N -(이)라는 것이다

형태 결합:

2차 환언의 기능이 갖기 때문에 단락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선행담화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형태�통사적 제약 의미�화용적 특징

인칭 제한이 없지만 추측할 때 1인칭 주어와 함께

쓰면 어색할 때 있다.
1. 어떤 사태나 사실에 대

한 화자의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2. 자신의 주장을 완화시

키고 겸손하게 말을 할

과

거
V

받침 ○ -은 것 같다

받침 ✕ -ㄴ 것 같다

과거나 완료: -았/었/였을 것 같다

형태 결합:

속 표지와 함께 공기한다. 앞뒤 문장을 연결함으로써 문장 간 논리적으로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텍스트 차원에서 나타

나는 확장 의미(extending meaning)를 교수�학습하게 되면 학습자가 문장

을 응집성을 체계적으로 쓸 줄 아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③ 인용 단정 ‘것’ 구문: –다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구문은 ‘-다’를 포함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인용이라는 뜻

으로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성명이라는 뜻을 교육시켰는데도

학습자가 실제 사용하는 데 어려워했다. 교수�학습할 때 전언이라는 의미

를 원형 의미로 선정하여 사실의 설명과 자기 의도의 완곡 표현은 확장 의

미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미정/기정 추측 ‘것’ 구문: –(으)ㄹ/는/(으)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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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었/였던 것 같다

현

재

V/있다

/없다

받침 ○
-는 것 같다

받침 ✕

A/이다

/아니다

받침 ○ -ㄴ 것 같다

받침 ✕ -은 것 같다

N
받침 ○

-인 것 같다
받침 ✕

미

래
V/A

받침 ○ -을 것 같다

받침 ✕ -ㄹ 것 같다

때 쓰는 말.

3.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시

의 생각을 부드럽게 말한

다.

주로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전문성, 학술성, 공식

성이 강한 장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으)ㄹ/는/(으)ㄴ 것 같다’ 구문도 초급에서 도입된 문법 항목이다. 제약

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므로 학습자가 두루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습자

가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상황�맥락을 제시하면서 용례를 익히는 것

이 낫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각 ‘것’ 양태 구문의 형태적 특

징과 통사적 제약, 그리고 의미�화용적 특징과의 연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관형사형 어

미 및 시제의 파악과 각각 표현 의미 기능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는 것이다’의 경우 기본적 대칭하는 의미를 하는 동시

에 그 외 또 ‘규칙�진리’, ‘설명�해석’ 등 뜻으로 쓰기도 함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많은 기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어와 중국어의 품사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

하게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한국식 표현이 아니라 번역체가 되기 쉬워

서 모국어 간섭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비교적 자세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

야 한다.

2.2. 상황·맥락에 따른 적절성 이해

형태�통사적 제약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며 학습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 148 -

의미�화용 능력도 함께 학습해야 한다. 학생의 비문이 꼭 문법적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니가 때문이다. 작문 자료와 설문지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 각 표현의 기능과 사용역을 정확히 몰라서 남용이나 회피하는 양상

도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추측 표현이 완곡 표현의 수단

중 하나이므로 얻고자 하는 표현 효과에 따라 표현을 활용하는 데는 일률

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발화 상황과 발화 의도를 통해 문법 사용의 적절성을 이해시킬 수 있다.

화자가 어떤 상황�맥락에서, 어떤 발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하는지를 규명하면 표현들을 단순화게 사용하는 현상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문장 구조 분석을 초월하며 학습자가 제

2언어에 대한 직관적인 민감성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감성은 바로

어감이다. 이러한 직관적 판단의 감각은 문법을 기초로 하고 언어의 의미�

화용적 특징133)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 지식은 어감 배양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陳紅波, 2017:116-118) 문법은 수많은 실제 사용하는 구어�문어

에서 추상된 규칙이며 언어 현상에 대한 과학적 개괄이다. 반면, 문법 용법

과 언어 현상을 파악하면 어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다. Ⅲ장에서

133) 중국 내외 어감에 관한 연구는 어감이 언어 직관론(语言直觉论)과 어감의 세 요

소론(语感三要素论) 두 가지 견해로 분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언어 직관론은

어감이 언어에 대한 직관 또는 감성에 대한 인식으로 간주하고 어감 세 요소론은

언어 직감이 어감의 핵심이라는 것 외에, 언어심리의 정세(言语心理定势)와 언어행

동형(言语行为动型)도 어감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다.(胡学云, 1992:8-9) 어

감이 언어능력과 분리할 수 없다. 언어능력이라는 개념은 언어관에 따라 정의가 다

르며 능력 성분에 대한 분류 방법도 다르다. 촘스키(Chomsky, 1965:3-4) 관점의 언

어능력(competence)은 언어 수행(performance)과 구별되어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진

것, 즉 언어 습득 장치(LAD)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임스(Hymes, 1972:269)는 사

회언어 능력과 문화적 요소를 언어 능력에 도입하고, 의사소통 능력

(commmunicative competence)을 제기하였으며 바흐만(Bachman, 1990:84-100)은

커널과 스웨인(Canale & Swain)의 의사소통 능력 개념을 보완하였고 의사소통 능

력을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 전략 능력(strategic competence)과 생리적

기제(psychophysiological mechanism)로 분류하였다. 바흐만의 언어 능력은 더 이상

촘스키의 추상적인 내화 문법 규칙이 아닌 의사소통 능력과 화용 능력을 서로 작용

하는 언어 운용적 능력이다. 예성도(1982)가 언어 문자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어감을 훈련시키는 것이며, 바로 어문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라고 하였다. 여숙상

(吕叔湘, 1985)은 어감을 语感义感(어감의식), 语法感(어법감), 语音感(음성감)으로

구체화하였다. 스턴(Stern, 1983)은 하나의 언어의 이해 능력은 이 언어의 형식과

이 형식이 표현하는 언어 인지, 감정 및 사회 문화의 의의를 직각적으로 파악하고

최대한 하게 언어를 창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어감이 언

어 능력의 핵심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언어 감지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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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듯이 ‘것’ 양태 구문을 잘 못 사용하는 것은 어감 부재 탓으로 생

각하는 학습자가 많다. 중국에서 제1언어 중국어, 제2언어 영어 학습은 어

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134) 어감이 추상적이면서 단기 동

안 얻기 힘든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어감 부족으로 돌리면 해결하지 못할

일인 것 같다. 실은 어감(language sense)이라는 것은 직관(intuition)이 아

니고 단순한 느낌(feel)도 아니다. 훈련으로 얻을 수 있어서 타고난 것이

아니고 언어 간 전이도 안 된다. 어휘와 텍스트 사이에는 커다란 장애

(gap)가 존재하고,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어감이다. 어감은 장기

적인 많은 양의 입력에 의해 얻을 수밖에 없다.(汤富华, 2007:22-23) 周健

(2004:1-2)에서 제시된 의식 훈련(自觉言语实践)과 그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첫째로 정보를 검색하는 데 있

다. 둘째는 의사소통에 있으며 셋째는 언어 소통의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모든 능력을 학습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언

어 학습을 평생 해야 할 과제이므로 각오해야 한다.(汤富华, 2007:23) 국내

한국어교육 실태는 교육 시간이 부족하거나 활용하는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 지식으로 훈련하는 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제한 하에 인위 간섭이 필요하다.135) 즉, 어감을 얻기 위해 수

업에서 의미 기능 중 유사한 의미 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인식과 텍스트

내용의 효율성, 간결성, 응집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문법이 선택되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발화 상황과 발화 의도를 규명함을 통해 어감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학습

134) 중국에서 1930년대 하빈존(夏丏尊)이 가장 먼저 어감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그는 어감을 ‘文字’(문자)에 대한 ‘灵敏的感觉’(예민한 느낌)으로 정의하였다. 이어

예성도(叶圣陶), 주광잠(朱光潜), 여숙상(吕叔湘) 등이 어감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

다. 예성도는 어감 대상이 ‘文字’에서 ‘语言文字(언어문자)’로 확장하였다. 어감에 대

한 인식은 하빈존과 예성도가 ‘字(글씨)’, ‘辞(사)’ 자체의 의미에 치중하며 주광잠은

언어 문자의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李冲锋, 2016:3-9) 이후 학자들이 어감과 어

감 교육을 지속 연구하면서 语文教育(어문 교육)의 방향과 법칙을 탐구해 왔다.

135) 어감의 가장 직관적인 반영은 바로 어언 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획득하

는 것이다. 『大学英语课程教学要求』에서 일반 수준만 보면 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대학에서 2년 동안 매 학기 18주, 매주 4시간 강의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표가 단지 유토피아적인 꿈일 뿐이라고 한다. 셀린커(1985)는 학

습자 중 5%만 외국어를 습득한다고 하였는데, 즉 이 5%의 사람만이 어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20여 년의 대학 영어 교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

인 것으로 이것을 유력하게 방증하였다.(汤富华, 200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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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스스로 탐구�분석하는 방법을 투입할 수 있다. 어감을 교육하는 절차

는 다음과 같다: 언어를 느끼며 어감을 자아낸다 ― 언어를 이해하며 어감

을 깨닫는다 ― 언어를 실천하며 어감을 익힌다 ― 언어를 축적하며 어감

을 누적한다.(洪镇涛, 2007:17)136)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화자의 의도

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나 일부러 추측 표현을 이용해서 완화하

게 의도를 표현하는 것인지를 직접 탐구�분석하면 사용역을 더 깊이 있게

이해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뒤의 유의미 연습을 위해서도 준비를 충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어감은 언어 능력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의 기

반이 없으면 외국어 능력 양성은 달성할 수 없다. 자칫하면 오류 범하기를

초래하고 의사소통 효과도 떨어진다. 교육에서 부정적인 어감을 배제하고

학습자들을 도우면서 언어 기초를 튼튼히 하도록 해야 한다.

3. ‘것’ 양태 구문 교육의 지도 방안

본 연구는 ‘것’ 양태 구문의 사용 목표를 앞두고 중국 대학교의 교육 환

경 및 수업 규모, 학습자의 구문 분석을 선호하는 성향 등을 고려하여 학

습자들의 오류를 최대한 막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1. 교육 원리 및 접근법

접근법은 언어와 언어 학습의 본성에 관한 가정, 신념, 이론을 규정한다.

(Richards & Rodgers, 1982; Brown, 2007b; 권오량�김영숙 공역, 2008:16에

서 재인용) 이러한 원리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교사가 특정 상황에 맞

춰 교수 모형과 기법을 택하여 학습자의 학습을 인도한다.

라슨프리먼(Larsen-Freeman, 2003:35)에서 제시된 ‘문법 삼차원 틀’137)을

문법 교육하는 데 참조할 수 있다. 즉, 문법의 형태, 의미와 사용 규칙 이

세 가지를 서로 상호작용하며 ‘어떻게 문장이 형성되는가’, ‘그것이 무엇을

136) 원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語感教學的程序: 感受語言, 觸發語感―品味語言,

領悟語感―實踐語言, 習得語感―積累語言, 沈澱語感。”

137) 라슨프리먼(2003:35)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법을 다루는 틀을 제사한 바가 있다.

즉, 문법 항목을 교수·학습할 때 ‘형태(Form)-의미(Meaning)-사용(Use)’, 세 가지

측면으로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차원의 문법 틀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 151 -

의미하는가’, ‘언제, 왜 그것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대답을 찾

을 것이다. 한국어 문법 교육은 전통적인 구조 중심의 교수법에서 벗어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앞으로 의미와 기능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최윤곤, 2007:81-85)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문법을 형

태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주로 전통적인 ‘제시(presentation)-연습

(practice)-생산(production)’ 3단계로 수업을 구성하여 PPP 모형

(Thornbury, 1999:201-203)에 따라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

로 봐서 분명해진 것은 ‘것’ 양태 구문 교육을 하는 데 근본적으로 문법적

제약 및 규칙, 구문이 나타난 맥락 및 의미�화용의 규명, 유사 관계를 맺은

표현들의 차이점 등의 문제를 큰 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습

자들이 아직 활용하지 못해 심지어 형태 변화에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편, 이해(comprehension)와 표현(production) 사이에 차이가 보편적

으로 존재한다. 이해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Brown,

2007a; 이흥수 외 공역, 2015:79)지만 만약 처음부터 이해조차 하지 못하면

표현할 수 없게 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기에 ‘것’ 양태 구문 교

육할 때 상향식 접근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문법 사용 정보

를 제공하여 이해 내용이 보완되어(이미혜, 2007:299-301)야 한다고 본다.

형태 중심 지도의 중요성을 거의 일치로 인증되지만 문법 지도 방법에

관한 하나의 쟁점은 귀납적으로, 아니면 연역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문제에

서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귀납적인 접근 방식이 더 적절하다. 비교적 자연

스러운 언어 습득과 맥을 같이 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내적 동기 유발을 형

성하기도 하기 때문이다.(Brown, 2007b; 권오량�김영숙 공역,

2008:489-450)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성인 학습자138)로,

형태(form)

정확성(accuracy)

의미(meaning)

유의미성(meaning-fullness)

화용(use)

적절성(appropriateness)

<그림> 삼차원의 문법 틀

13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학에서 모국어의 문법 체계가 형성되었고 영어를 10

년 이상 배운 경험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추상적 사고�인지가 발달하고 갖추고 스

키마(schema)를 활성화하여 추론을 수월하게 할 능력도 있다고 여긴다.(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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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문법 항목을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어 내기에 대한 자각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분석적 학습이 필요하고 귀납적 접근이 효과

적이다. 문법 규칙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문법 설명으로 압도되

기 전에 언어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의사가 전달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어감은 유효한 언어 입력에서 시작되어 고효율의 언어 수출

로 완성된다.(周健, 2004; 闫素萍, 2006; 汤富华, 2007) 따라서 문법은 학습

자의 어감을 육성하는 데 도움도 될 것이다. 어감이 언어에 대한 이해 및

사용에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문법 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은 형태 중심 접근 방법, 의미 중심 접근, 그

리고 형태 초점 접근 방법으로 구분이 된다.(Long, 1998) 그중에 형태 초

점 교수법(Focus on form)은 학습자가 언어 형태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

여 의사소통의 유창성과 문법 사용의 정확성을 모두 신장시킬 수 있는 교

수법이다.(정윤정�이미혜, 2014:299-300) 형태 초점 접근법 중에서 다양한

교육 기법이 있다. 입력 중심의 형태 초점 접근법의 입력 반복(Input

flooding),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등이 있으며 출력 중심 기법은

받아쓰기(dictogloss), 고쳐 말하기(recast), 의식 고양 과제

(consciousness-rasing) 등이 있다. 입력 강화 활동은 문법적 형태소와 같

이 인식될 수 없는 문법 구조를 학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D.

Larsen-Freeman & M. Anderson, 2011; 방영주 역, 2016:221) 고급 학습자

임에도 불구하고 ‘것’ 양태 구문의 사용 양상 중 특히 선행 용언과 자질에

따른 이형태 선택과 불규칙 활용 형태, 그리고 시제에 따라 관형형 변화의

사용에서 어려워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을 바탕으로 특

정 문법 형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입력 강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

다.

여숙상(吕叔湘)은 90년대 초기, 일찍부터 학습자의 학습 능동성을 강조하

여 교사가 가르치는 방법을 수동에서 주동으로 바뀌면서 교육 분위기를 개

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 대학교에서 아직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수동

적이고 교사가 가르칠 때도 수동적이며 수업은 모두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서 듣는 경우가 적지 않다.139) 교육은 입시 대책이라는 잘못된 인식 하에

2005:293-294)

139) 중국 연속 간행물 검색 엔진 ‘超星期刊’에서 ‘대학 국어교육 개혁의 문제’, ‘대학

영어 교육의 문제’, ‘대학 한국어교육의 개선’과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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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어 문법 교육 문제에 대

한 접근에서 탐구 학습 방법의 도입을 시도한 논의로 김광해(1992, 1995)가

있다. 탐구 학습은 학습의 한 방법으로서, 경험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

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전략이라고 정의하였

다. 탐구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더 강력하게 내면화될 수 있으므로

교육 현장에서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호킨스(Hawkins, 1984)는 학

습자가 학습 시작 전에 문법을 통해 언어 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며 ‘탐구 학습(exploratory approach)’을 제안한다.(민현식, 2010:96에서

재인용) 또한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창시자로서 듀이(Dewey, 1913)는

학습자를 교사의 지식을 담는 그릇으로 간주하는 교육 방법을 반배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문제 해결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능동적으로 구

성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강조하였다.(D. Larsen-Freeman & M.

Anderson, 2011; 방영주 역, 2016:222) 이러한 학습자의 능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탐구 학습은 바로 지금 중국 대학교 언어 수업의 결함을 채울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 따라서 학생은 주동적으로 배우며, 교사는 주동적으로

지도해주는 선순환이 계속되기 위해서 학생이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탐구 학습에 의한 접근이 필

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구 중심의 원리에 의해 입력 강화와 결합하여

교수�학습하고자 한다. 학습자 스스로 목표 문법의 명시적 지식을 찾음으

로써 의미�화용적 특징을 이해하는 동시에 형태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진

다. 어감이 명시적 지식을 암시적 지식으로 자동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명시적 지식은 비명시적 지식을 도와줌으로써 학습자의 언어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Ellis, R., 2006:51).

3.2. 교육 모형 및 설계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인 학습자의 ‘것’ 양태 구문 사용은 형태�통사적

측면과 의미�화용적 측면 모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앞서 제시된 교육

나온 결과 중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주입식 수업’, ‘교수법 단일화’, ‘학생-교사의

상호작용 부족’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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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Presentation)
도입

제시

연습(Practice) 연습

생산(Production)
활용

마무리

접근법을 바탕으로 이해와 표현 능력을 키우도록 중국인 학습자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양태 구문의 실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문법 교육은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학습 목표를 알려주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도입 단계, 문법

규칙을 예측하는 인지 학습 단계, 문법 사용 원리, 규칙 및 방법을 깨닫고

교사의 시범에 따라 학습하는 원리 학습 단계,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서 확장 적용 활동과 반복 자동화 학습을 통해서 문법 사용의 원리나 규칙

을 적용하는 적용 학습 단계,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정리 단계.

이러한 다섯 단계는 되돌려 반복할 수 있는 역동적인 관계를 가진다.(한재

영 외, 2008:33-34)

이와 비슷하게 왕단(2005:345)에서는 도입 단계, 문법을 설명�대조�귀납하

는 지식 전달 단계, 확인 연습 단계, 활용 단계, 그리고 평가 단계를 포함

하는 실제 문법 교육에서 이상적인 교육 효과를 얻었던 교수 모형을 제시

하였다. 지금까지 ‘것’ 양태 구문 교육은 개별 문법 항목에 대해 학습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국 대학교 한국어 교육 현장의 문법 교육은 상향

식 접근 모형을 따르고 교수�학습의 대표적인 제시 훈련 모형(PPP 모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PPP 모형은 새로운 문법 항목을 수업의 첫 단계에

서 도입하여 언어 학습을 습관으로 형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모형이다.

(우형식, 2011:23) 한국어교육에서는 PPP 모형과 함께 라슨프리먼이 제시

한 5단계(Warm-up, presentation, practice, use, follow-up)를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미혜, 2005:150-154)

â            

â

<그림Ⅳ-1> 상향식 교수 모형



- 155 -

이를 바탕으로 이미혜(2007:299-303)에서는 상향식 모형에 의한 학습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상향식 수업 보완 모형을 제시하였다. PPP 모

형의 문법 형태적 규칙을 학습자에게 집중시킨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문법

의 의미�기능이 활용 상황과 유리된다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이것은 중국

대학교에서 도입하여 바로 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입 단계에서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목표 문법을 자연스럽

게 노출한다. 학습 목표를 규명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

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학습자가 이미 학습된 관련 문법과 어휘를 이

용하여 새로 학습할 문법 항목을 도출한다.

제시 단계는 목표 문법을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먼저 규칙을 제시한 다

음에 예문을 제시하는 연역접인 방법, 그리고 먼저 예문을 제시하고 규칙

을 알아내는 귀납적인 방법 두 가지 있다. 이 단계에서 맥락�상황에서 맞

는 가장 적절한 기능을 가지는 표현 문형이 무엇이며 다른 유사한 표현 문

형이 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학습자에게 알려줄 것이다.(한국방송

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2005:123-125)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을 제

공해야 지식이 내면화될 수 있다. ‘것’ 양태 구문을 제시할 때 이미 학습한

것과 연관을 지어 심화하면 좋다.

연습 단계에서 반복 연습, 대체 연습과 같은 단순한 연습과 유의미 연습

등을 통해서 문법 지식을 이해하고 내면화시킨다. 물론 구조적인 형태에

익숙해질 때가지 암기나 단순한 문장 차원의 문형 연습은 필요하다. 나중

에 의사소통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연습도 함께 제시해야 한

다.(한재영 외, 2008:329) 문법 교육은 문법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기능을 연관시켜 통합하여 실제 활용과 관련

되는 활동을 설계해야 한다(최윤곤, 2007:91).

활용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을 더 중요시하고 추상적인 용법보다는 구체

적인 사용을 수행하는 것이다. 문법 학습은 언어 학습에 있어 최종적인 목

적이 아니라 문법 학습을 통해 지식을 자동화시킨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문법 항목을 연습하는 것을 초월하여 담화, 텍스트 차원에서 의사소통 능

력을 신장해야 한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수행 완성도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오늘 학습의 내용을 총정리한 다음에 과제를 부여한다. 그리

고 교사가 학습자들의 자유질문에 대해 응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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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지식

(미분석/비자

동화)

    

￬
절차적 지식

(분석/자동화) 

도입 단계 

⦁학습 목표 제시

⦁언어의 정보에 주의력을 집중하도록 학습자

의 동기 유발

발견 단계

⦁목표 문법의 형태와 주된 기능 제시

⦁목표 문법과 연관된 모범 텍스트를 제시하

기

⦁문법 사용 상황 및 의미�화용적 차이를 발

견하도록 하기

⦁발견된 문법 용법을 서로 토론하기

제시 단계 ⦁학습자의 발견 결과를 바탕으로 보충하기

방성원(2003)에서는 고급 학습자를 위한 문법 범주의 학습은 ‘도입-발견

-제시-연습-사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학습자

의 능동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연구는 상향식

모형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지만 중국인 학습자가 고학년 학습자임을 고려

하고 제시 단계 전에 발견 단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수업 시간을 합리적으

로 이용하기 위해 발견 단계에서 먼저 ‘것’ 양태 구문의 형태�통사적 특징

과 주된 의미�기능140)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상황을 포함한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것’ 양태 구문의 발생 의미와 관련된 문맥적 정보

를 파악하도록 한다. 즉, 귀납적 접근 방식을 통해 학습자가 많은 자료에서

일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비알리스토크(Bialystok)의 분석�작동 학습

모형에 의하면 이런 탐구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비자동화 문법 지식, 명

시적 지식은 암시적 절차적 지식으로 전화될 수 있다. 탐구 과정 중 실행

한 연습 활동을 통해 지식을 전환시키면서 어감도 자동적으로 얻게 될 수

있다. 이런 탐구 과정을 중요시하는 상향식 모형 하에서, 수업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혜(2005:303)를 참조하여 고안하고 수업 구성은 다음 <표Ⅳ-1>

과 같이 설계하였다.

<표Ⅳ-1> ‘것’ 양태 구문의 교수�학습 모형

140) ‘것’ 양태 구문의 주된 의미와 아래 언급된 파생 의미의 구분 기준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교재의 제시 상황과 인터뷰를 참석한 한국어 교사 네 명의 의견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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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문법의 파생 의미나 기능 명시적 제시

연습 단계
⦁실제적인 자료를 통해 유의미한 재확인 연

습 

마무리 단계 ⦁교사의 피드백 및 자유 작문 과제 부여

수업 대상 중국 대학교 고학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수업 내용 ‘-는 것이다’를 대표한 ‘것’ 양태 구문

수업 시간 50분

수업 목표

①‘-는 것이다’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익히고 의미�화용적 기

능을 이해할 수 있다.

②문어에서 ‘-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의 뉘앙스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③의도 표현에 적절하게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술한 보완된 상향식 모형에 의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 양태 구문의 교육 방안을 구성하겠다. ‘것’ 양태 구문에 관하여 초

급 때 명사절 표현 ‘-(으)ㄴ/는/(으)ㄹ 것’과 추측 표현 ‘-(으)ㄴ/는/(으)ㄹ

것 같다’, 중급 때 인용�설명 표현 ‘-다는 것이다’를 학습하고 ‘-는 것이다’

에 관한 내용은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못한다.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 따르면 ‘-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는 구별하지 못하여 임

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어체 종결어미 ‘-는 것이다’의 학습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겠다.

u 수업 구성

� 도입 단계

새로 학습할 문법을 도입하기 위해 전에 이미 학습한 관련 문법이나 스

키마(schema)의 사용을 유도하면서 목표 문법을 자연스럽게 노출한다. ‘것’

양태 구문은 주로 문어에서 사용되고 일곱 개의 기능이 있다. 간단한 이미

알려진 기능부터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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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의 형태�통사적 제약

V/있다/없다 + (으)ㄴ/는 것이다.

과거 현재

받침 ○ 받은 것이다 받는 것이다

받침 ✕    온 것이다 오는 것이다

예) ①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까지 있으니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②비닐봉지, 음료수 병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다.→위협하는 것이다. 

    ③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양폐수와 페기물이라고 포럼 참여자들은 입을 모

았다.→모은 것이다.(모았은 것이다 ✕ 강조!)

A/이다/아니다 + (으)ㄴ 것이다.

지난 10월 9일 이 모 씨(63, 무직)가 자신이 살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자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아들 둘이 있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고 5년 전 사별하고 쭉 혼자 지내면서 

이 씨는 주변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예시)

교사: 어제 선생님이 한 뉴스를 보고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

러분, 뉴스 자주 봐요?

학생: 네. 어떤 뉴스예요?

교사: ‘고독사’에 관한 뉴스예요. 그 사람이 혼자 죽었어요. 사후 이정한 시

간이 진난 뒤에야 발견되는 거예요. 현대인이 좀 외롭죠?

� 발견 단계

발견 단계에서는 먼저 선 학습한 문법 ‘-는 것’의 차이와 연결되어 새 문

법 ‘-는 것이다’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알려주면서 주된 의미를 제시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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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밸런타인데이 때 백화점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공

정무역을 통해 들여온 초콜릿이 날개 돋친 듯 팔린 것이다. 수비자들은 왜 유

명 상품도 아니고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낮은 ‘착한 초콜릿’에 눈을 돌리게 

된 걸까? 

  전통적 소비행태는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효용이 높은 물건을 사려는 것이

받침 ○ 넓은 것이다

받침 ✕    필요한 것이다

예) ①술과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해로운 것이다.

    ②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면이 조금씩은 다 숨어 있게 마련이다.→마련

인 것이다.

*불규칙 활용 강조: ㅂ-덥다-더운 것이다

ㅅ-낫다(A)-나은 것이다

ㄷ-듣다-들은 것이다/듣는 것이다

* 인칭 제한이 없다.

* 평서문, 의문문에 쓰인다.

간단한 형태 규칙 제시 및 연습한 후, ‘-는 것이다’의 [단정�강조], [규칙�

진리]와 같은 주된 의미를 밝힌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텍스트141)를 읽으면

서 텍스트들 속에서 ‘-는 것이다’의 형태와 다른 의미나 기능을 찾아보게

한다. 형태에 주목하게 한 다음에 그 의미를 스스로 추측해 탐구해보게 하

는 것이다. 주된 기능에서 파생 기능으로 확장한다.

예시)

① 아래 ‘소비 형태의 변화’에 관한 글을 읽고 ‘-는 것’을 포함한 표현을 찾

아서 밑줄을 그어 보세요.

141) 박갑수(2004:68)는 키쓰 존슨(Keith Johnson)의 읽기 연습을 통해 쓰기 지도가 가

능하다는 관점을 받아들여 의사소통 교수법에서 먼저 ‘독해 연습’을 하고 이를 통해

서 문법과 의미를 연결하되 실례를 제시하여 실용성이 갖는 쓰기 연습은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것’ 양태 구문의 수업을 읽기-말하기-쓰기 순서로 설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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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효용이란 많은 양, 당장의 만족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 형태

도 변화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 그리고 환경 보호하는 일에 

대해 장기적 시작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한 동물 보호 제품,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 제품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은 노동이나 인권문제를 생각하며 상품을 구매하기 시작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등인데 이는 중간상인을 

저치지 않고 현지 농장과 직접 공정한 거래를 통해 들여온 것들이다. 소비자들

은 이제 소비 활동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빈곤이

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

다． 

  이기적인 소비에서 점자 이타직, 윤리적 소비로 전환하는 이유는 뭘까? 한 

연구에 의하면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이기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보다 

더 경쟁력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소비활동에서도 윤리적,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사실

을 깨달은 것이다.(연세 시사한국어: 131면에서 발췌�개작)

먼저 교사가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학습자에게 나누어 준다. ‘것’을 포함

한 구문을 찾아 밑줄을 긋고 반복적으로 읽게 한다. 소리 내어 읽기를 통

해서 읽기, 말하기와 듣기를 동시에 동원함으로써 언어 입력의 양이나 질

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어감을 키우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학습자가 스

스로 문단을 통해 ‘것이다Ⅰ’과 ‘것이다Ⅱ’의 차이를 파악하도록 한다. ‘-는

것이다’ 의미�화용 기능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기 어려워하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활용하여 차츰 대답하도록 유도한다.

�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어떤 목적에서 쓴 거예요?

� 밑줄 친 ‘-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는 것’의 전후 결합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 같은 의미로 표현하는 중국어는 한국어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음으로 상황을 주고 구조와 기능이 결합하도록 텍스트의 정보를 활용

하여 문맥 안에서 ‘것’ 양태 구문 간 미묘한 차이에 관한 정보를 선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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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강조�설명, 부연, 역접, 이유, 결론, 요약, 

규칙 및 진리, 인용�환언, 단정�환언 

1. 원래 땅 위에는 길이란 게 없었다. 

a.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된다.

b.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2. 스마트오븐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요리 방법을 찾아서 오븐으로 보내

고 재료를 넣은 후에 시작 키만 누르면 온도나 시간을 직접 설정하지 않아

도 바로 조리가 가능하다. 

a. 즉, 스마트폰에서 메뉴를 선택해서 갖다 대기만 하면 오븐이 조리를 시작한

다.

b. 즉, 스마트폰에서 메뉴를 선택해서 갖다 대기만 하면 오븐이 조리를 시작하

는 것이다.

3.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 평가에서 2위를 차

지했다.   

a.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한

국의 교육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b.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한

국의 교육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4. 원자핵은 아주 작아서 하나의 원자핵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매우 적다. 원

자핵 분열은 빨리 그리고 대량으로 이루어지므로 적은 양의 우라늄(铀)에서 

학습자의 관심을 끌게 한다. 또한 목표 문법을 굵은 글씨로 크게 가시화시

켜 보여주기 때문에 학습자가 형태에 대해서도 집중하게 하고 입력을 강화

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시)

② 아래 문장을 읽고 <보기>를 참조하여 ‘-는 것이다’의 의미�화용적 특징

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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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 에너지에 의해 핵연료봉(核燃料棒)

이 뜨거워지고 이 주위로 물을 흐르게 하여 뜨거운 증기를 만들어 낸다. 

a. 이 증기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된다. 

b. 이 증기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5. 요즈음 아이들은 팔을 부러뜨리기 쉽다. 

a.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b. 칼슘이 부족한 것이다. 

6. 유전자조작농산물은 생산성 증가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막을 수 있다.  

a. 하지만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을 일으

킨다.

b. 하지만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을 일

으키는 것이다．

c. 하지만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을 일으

킨다는 것이다．

� 관점이나 생각을 더 강조하게/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장은 몇 번이에요?

�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써요? ‘-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를 삽입함으

로써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 확실히 단정적인 태도로 사용되는 문장은 몇 번이에요?

위에 제시된 질문을 참조로 학습자들끼리 ‘-는 것이다’의 의미 기능을 밝

히고 이와 ‘-다는 것이다’ 의미 차이가 무엇인지를 토론하도록 한다. 학습

자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을 통해 의미와 기능을 집중하도록 이끌

고 자신의 언어를 연습할 기회도 갖게 되기도 한다. 학습자들이 토론한 후

학습자가 자기의 발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면서 교사가 칠판에 기록한

다. 학습자들이 직접 비교를 통해서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도출하면 새

142) 『연세 시사한국어』 155, 104, 84, 96면을 참고해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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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의 의미�화용적 특징

화자 청자제3자

1. 기능 도식화

-는 것이다 ⇒ 주된 의미: 단정�강조, 규칙�진리

⇘ 파생 의미: 설명�해석(이유, 결론, 요약, 부연, 역접)

* 의미�화용적 특징: 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내는 말

2. 주로 문어에서 사용하고 문장 응집성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그 때; 즉, 그러므로, 따라

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나 등과 함께 공기한다.)

3. 작문 쓰기에서 외망적 표현으로 객관화 효과가 있다.

4. 쓰기에서 ‘-다는 것이다’와의 표현 효과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ㄴ/는다: 일반 진술

-는 것이다: 객관 진술

-다는 것이다: 단순 전달 - 완곡 표현

문법 항목의 의미가 더 인상 깊이 남게 될 것이다.

� 제시 단계

발견 단계는 예문을 통해서 학습자가 ‘-는 것이다’의 형태�통사 및 의미�

화용 상황과 다른 ‘것’ 양태 구문의 차이를 귀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

이 된다. 제시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발표를 들은 후 칠판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고 명시적으로 학습자가 찾지 못한 기능을 보충해 주고 특히 비슷하

며 뜻이 미묘한 표현 간의 의미 차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잘못된 인

식을 규정해 준다. 학습자들이 의미와 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

너 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 준다.

� 연습 단계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 문법 사용의 규칙과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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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류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잡아끄는 뮤직비디오들이 경쟁적으

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에는 방송사에서 방송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

들도        (많다).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뮤직비디오들을 인터넷으

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2. 정부의 역할과 힘이 커지면 무거운 세금과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한 공공 지

출의 확대,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임이 오히려 효율

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다). 정부가 개입하여,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되다)．

  사람에게는 ‘거울신경세포’라는 신경세포가 있다. 거울신경세포는 타인의 행

동을 보거나 듣고만 있어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하는 신

경세포다. (   )-(   )-(   )-(   )-(   )-(   )

①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방’은 거울신경세포의 작동으로 인한 것이

다. 

②이때 남자의 뇌는 남자의 정서 반응, 즉 여자를 향해 웃은 것에 대해 논리적

하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밝힌 규칙을 적용해보고 지식

을 심화할 수 있다. 실제 사용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시범에 따라 교재나 부교재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문법을 익

힌다. 연습은 문형의 형식과 의미를 집중하기보다는 문장과 맥락에서 자연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연습은 빈칸 채우기, 글쓰고 말하기 활

동으로 확장하는 활동을 통해 강화가 되어 표현을 습관화하도록 한다.

예시)

① ‘ㄴ/는다’, ‘-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를 사용하여 다음의 문장을 완성

해 보세요. 또 선택된 표현이 문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

세요.

② ‘-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는 논리적인 글이나 학술적인 글에서 자

주 쓰인다. 아래 문장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해 보세요. 또 배열하는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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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빨리 해석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③지하철 안에서 한 여자가 남자를 향해 웃는다. 

④따라서 남자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⑤그린데 남자가 웃은 것은 상대방 여자가 아름답고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는 해석만이 논리에 맞는다. 

⑥남자는 거울신경세포의 작동으로 무의식적으로 따라 웃는다. 

1. 금요일 저녁이면 더 많은 공연자들이 홍대 앞거리로 나온다. 만약 서울에 

가게 되면 면세점에만 있지 말고 길거리로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2.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전화번호를 

모르다.

3. 중국에서 ‘父母在，不远游’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즉, 부모님은 계신다면 

자식들이 너무 멀리 안 갈 것이다.

4. 자신의 주장만 펼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상대방 역시 자신의 주

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

장뿐만 아니라 청자의 입장도 배려한다.

③ 아래 문장을 보고 ‘-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를 이용하여 밑줄 친 부

분을 수정해 보세요. 수정하는 근거를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해 보세요.

� 정리 단계

마지막 정리 단계는 학습 목표를 강조하며 수업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

평가한다. 정리하는 데 판서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오류를

관대하게 처리하고 학습자들이 생산한 말이나 글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

진다. 한국어 내적인 형태적 복잡성에 기인한 불규칙 활용이나 품사 인식

오류에 유의해서 반복적으로 수정해 준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

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완성하고 개인별 과제로 다음 수업 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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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것’을 포함하여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에 집중하여 연

구하였다. ‘것’ 양태 구문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데 한국어교육에서 유

용한 표현 문형 등 문법 형식의 선정과 목록화하는 데서 아직 통일된 기존

이 설립되지 않음(방성원, 2010:173)으로 ‘것’ 양태 구문 관련 지식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관련 교육과정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편이

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하는 과정

에 나타난 사용 양상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오류 현상들을 정리�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Ⅰ장에서는 ‘것’ 양태 구문의 중요성을 논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에게 ‘것’ 양태 구문의 교육 필요성을 밝혔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검토

한 결과, 의존명사 ‘것’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문법화 과정, 대용 기능, 명

사화 기능, 그리고 ‘추측’ 의미 기능에 한정하여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겠다’, ‘-는 모양이다,’ ‘-나

보다’와 같은 문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것’ 양태 구

문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Ⅱ장에서는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양태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것’ 양

태 구문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것’ 양태 구문은 ‘-것이다’ 구문과 ‘-것 같

다’ 구문으로 나누었는데 ‘-것이다’ 구문은 다시 의지�추측 단정 구문 ‘–(으)

ㄹ 것이다’, 설명 단정 구문 ‘–(으)ㄴ/는 것이다’, 그리고 인용 단정 구문 ‘–

다는 것이다’로 나누었고, ‘-것 같다’ 구문은 미정 추측 구문 ‘-(으)ㄹ 것

같다’, 기정 추측 구문 ‘-(으)ㄴ/는 것 같다’, 그리고 인용 추측 구문 ‘-다는

것 같다’로 나누었다. 총 여섯 가지 구문 각각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것’ 양태 구문이 형태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

라 서로 유사한 의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대학교 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것’ 양태 구문에

대한 학습 욕구는 큰 데 비해 교재의 내용이나 교사의 수업 측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교사의 재량에 따라 ‘것’

양태 구문에 관한 내용을 보충해 주는 교사도 있는데 학습자의 부담을 줄

여주기 위해서 언급하지 않는 교사가 더 많다. 또한 한�중 대조한 결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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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표현의 체계가 다르므로 ‘것’ 양태 구문이 중국어에 일대일로 대조되는

표현을 찾기가 어렵고 상황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인 학습자가 ‘것’ 양태 구문을 사용하는 데 난점과 오류가 무엇인지

를 알아보기 위해 Ⅲ장에서는 중국 대학교 고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

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습자의 자유 작문에 나타난 ‘것’ 양태 구문 사용 양

상을 확인하였다. 양태는 화자의 개인적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가 ‘것’ 양태 구문 사용이 있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것’ 양태 구문의 기능에 맞춰 설

문 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인식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쓰기 자료와 답안지에 나타난 ‘것’ 양태

구문의 사용 경향도 같이 고찰하였다. 서로의 사용 경향을 비교하는 것은

나중에 교수�학습 현장에 유용할 것이다. 그 결과 고학년 학습자임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형태�통사적 오류를 많이 범하고 의미�화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 양상을 보면 ‘것’ 양태 구문 자체는

의미가 다양하지만 학습자가 단일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텍스트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ㄴ/는다’와 ‘-(으)ㄴ/

는 것이다’, ‘-(으)ㄴ/는 것이다’와 ‘-다는 것이다’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었

다. 예측된 완곡 표현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남용하는 경우가 나타

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교재에 실리지 않은 단정 구문 ‘-(으)ㄴ/는 것이다’

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 학습자가 ‘것’ 양태 구문의 기

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되도록 많이 사용하는 것을 시도하는 학습자가

있는가 하면 잘못 사용함이 두려워서 회피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또한 학

습자의 설문지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가 ‘것’ 양태 구문을 선택하는 데

주로 형태�통사 측면에서 문장 구조를 분석하거나 애매모호한 느낌이나 어

감에 의해 고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의 사용 양

상과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찾아냈는데 모국어의 간섭, 목표어의 복잡성,

교육 과정에서 입력 부재나 부족의 영향, 그리고 학습자의 전략 사용 네

가지에 기인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 현황의 문제점과 학습자 ‘것’ 양

태 구문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의사소통 최종 목적으로 ‘것’ 양태 구문을 적절하게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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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학습자들이 듣기, 말하

기, 읽기, 쓰기를 전혀 못 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것들을 조금씩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행동주의의 방법을 따라 실천하다 보면 즉시 효과가 나

타날 수 있지만 표현 능력을 한층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汤富华,

2007:23) 어감은 바로 한층 더 올라가는 키포인트이다. 이에 ‘것’ 양태 구문

에 관하여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화용적 기능을 가르치는 동시에 어감

을 가미하면 장기적인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유용하다. 나아가서 탐

구 중심 원리에 의해 귀납적 접근을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문법 규칙을

발견하도록 한 다음에 교사가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교육 방법이 효과적

이라고 보고 ‘것’ 양태 구문 지도 모형을 마련해 보았다. 또한 입력 강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문법 형태에 집중시키고 초급 수준의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것’ 양태 구문의 총 목록을 제시한 본격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는 것이다’ 구문이 충분히 주의를 받지 못하여 교육 내용이 부재한 사실

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그 동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양태 구문의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 가치가 있다고 보나 ‘것’ 양태 구문의

전체적인 사용 양상과 구어 사용 양상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미숙한 의견을 내어놓았으니 앞으로 한국어교육의 더욱 거시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문법 교육 분야도 더 촉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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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학습자용>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자로 글을 써 보세요.

① ‘父母在，不远游(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자녀가 멀리 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② 이 관점에 대한 입장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논증하세요.

중국에서 ‘父母在，不远游’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즉,

<한국인 모어 화자용>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효도’에 대해 다섯 문장 내외(600자)로 글을 써 보세요.

① ‘부자유친[父子有親]’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② 중국에서는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자녀가 멀리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멀어지면 효도하기 힘들다는 뜻인데 이 관점에 대한 입장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논증하세요.

‘부자유친[父子有親]’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즉,

[부록 1] <작문 쓰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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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용 실태 설문지(학습자용)>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것’ 양태 구문(-것이다, -다는 것이다, -것 같다)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설문지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

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이아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Ⅰ. 개인적 정보

이름: 나이: 성별:

학교: 연락처:

한국어 학습

시간

①1개월~1년 ②1년~2년 ③2년~3년 ④3년~ 4년

⑤기타: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①1~2급 ②3~4급 ③5~6급

미응시자: ①초급 수준 ②중급 수준 ③고급 수준

한국어 학습

목적

①취미(드라마, 아이돌) ②한국 대학에 가기 위해 ③한국 회사

에 취직하기 위해 ④한국어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

⑤기타:

Ⅱ. ‘-ㄴ/는/ㄹ 것 같다’ 표현을 사용하여 날씨에 대해 추측하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 (빗소리가 들린다) 아마 밖에 비가 .

2. (땅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비가 .

3. (기온을 고려할 때 난징이 영하 5도이라면) 러시아에는 지금쯤 눈이 .

4. (어제 비가 온다고 한 일기예보를 상기하며) 비가 .

5. (밖에 옷을 많이 입은 사람이 덜덜 떠는 모습을 보고) 날씨가 .

6. (상식이나 정황 근거 등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고) 날씨가 .

Ⅲ. 주어진 문장의 맥락과 목적(괄호 안에 제시됨)을 고려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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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문법에 맞게 변형해 완

성해 보세요.(문법 요소 조합 가능, 중복 선택 가능)

<보기>

-ㄴ/는다, -ㄴ/는/ㄹ 것이다, -다는 것이다,

-기 때문이다, -겠다,

1. 我最遗憾的是我至今不知道我喜欢的人的電話号码。(强調說明)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전화번호를

(모르다). (강조�설명)

2. 最近, 社会各界正在展开"贵族责任型"运动。 这是指为自己所在的社会奉献某种东

西, 把它当作自己的社会义务而付诸实践的行为。 从钢铁大王卡内基、石油大亨洛克

菲尔德到现在世界首富比尔盖茨, 美国富人们的慈善捐助文化也是延续了这种传统。

(社會的規則)

최근 사회 일각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가진 자가 사

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환원하는 것을 자신의 사회적 의무처럼 여기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철강 왕 카네기, 석유 재벌 록펠러에서부터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갑

부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미국 부자들의 자선 기부 문화도 이런 전통을

(잇다). (사회적 규칙)

3. 当下午要带着小狗散步时, 小狗一直在门口趴着. 再怎么也拉不过来, 还一直冲着门

叫, 照着叫的方向看才发现原来是大门没关上。(理由)

오후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려는데 강아지가 계속 현관에 엎드려 있었

다. 아무리 끌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을 향해 계속 짖어댔다. 알고 보

니 대문을 (닫아두다). (이유)

4. 比起以前, 人们经常上网使用网络用语。所以在网上使用的网络用语自然而然地就在

我们的生活中占据了一席之地。随着社会的变迁, 人们所使用的语言也正在发生变化。

(結論)

예전보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인터넷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만 사용하던 용어가 우리 생활 속

에 자리 잡게 되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도 변하고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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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我還有一個習慣。就像花樣滑冰選手羽生結弦比賽前先觸摸冰面一樣, 如有考試或重

要事情的時候我也必須得摸一下那支筆。(附加說明)

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하뉴 유즈루가 경기를 하기

전에 먼저 빙판을 만지는 것처럼 나도 시험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펜을

(만지다). (부연 설명)

6. 现在，中国是无人机，VR(虚拟现实)和AI(人工智能)等第四次工业革命的中心。韩

国的年轻人也正从信息通信技术强国的传统中寻找第四次工业革命领域的未来。如果

无限潜力的中国和韩国的青年在有实力的领域共同合作，那么两国就能够共同绘制世

界第四次工业革命的蓝图。(演讲文, 推測和希望)

지금 중국은 드론,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중심

지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ICT 강국의 전통 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

래를 찾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장점을 가

지고 있는 분야에서 함께 협력한다면 양국은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 지도를 함

께 그려나갈 수 (있다). (연설문, 추측 및 희망)

7. 我一定要在这次考试中合格。(强烈意志)

나는 반드시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다). (강한 의지)

Ⅳ. 다음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관한 글입니다.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의 맥락상 가

장 잘 어울리는 표현을 괄호 안에서 고르세요. (중복 답변 가능.

하나 이상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될 경우, 1) 가장 어울리는

것, 2)그 다음으로 어울리는 것의 순서로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

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써 주세요.

①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

다/있는 것이다/있다는 것이다). ②하나는 자신의 뜻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 다른 하나는 상대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받아들인다/받아들이는 것이다). ③

둘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이

루어질 수 없게 되될 것이다/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 같다). 자신의 주장만 펼치

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상대방 역시 자신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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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선택한 표현 선택한 이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것이기 때문이다. ④그러나 우리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

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만 한다/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것

이다/관철시키려고만 할 것 같다). 더욱이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한다. ⑤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실험자의 절반 이

상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 아니라/경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

다. ⑥즉,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부족한 것이다/부족하다는 것이다). ⑦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청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필요한

것이다/필요할 것 같다).

Ⅴ. 다음 문장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금요일 저녁이면 더 많은 공연자들이 홍대 앞 거리로 나온다. 만약 서울에 가

게 되면 면세점에만 있지 말고 길거리로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①이 문단에서 ‘좋다’, ‘좋겠다’, ‘좋을 것이다’, ‘좋을 것 같다’ 네 가지 답이 다 적

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밑줄 친 부분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②여러분의 답들이 각각 어떤 차이로 사용되고 있는지 써 보세요.

2. 남녀는 선택을 할 때도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은 5분 안에 자신에게 맞는 옷

을 찾아내는 데 비해 여성들은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며 3시간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여성들은 남성보다 좀 더 까다롭게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르기

때문에 옷을 사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다).

①이 문단에서 ‘투자한다’,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할 것이다’,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답이 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밑줄 친 부분에 무엇을 채워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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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您覺得學習‘것’情態表達的（-(으)ㄹ 것이다, -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으)

ㄴ/는/(으)ㄹ 것 같다）難點是什麽？弄清楚以上不同语尾的区别重要吗？（例：正

确使用的话会对您的韩语有什么具体的帮助，或者不能区别使用的话会有什么负面

影响）有没有这方面的学习需求?

‘것’ 양태 구문（-(으)ㄹ 것이다, -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을 학습하는 데 남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서로 다른 어미를 구별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예: 제대로 사용하면 한국어 학습에 어떤 구

체적인 도움을 주거나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부정적인 점이 있는지) 이에 관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니까?

②여러분의 답들이 각각 어떤 차이로 사용되고 있는지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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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용 실태 설문지(한국인용)>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것’ 양태 구문(-것이다, -다는 것이다, -것 같다)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설문지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

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이아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Ⅰ. 개인적 정보

학력: 나이: 성별:

Ⅱ. 주어진 문장의 맥락과 목적(괄호 안에 제시됨)을 고려해서 다

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문법에 맞게 변형해 완

성해 보세요.(문법 요소 조합 가능, 중복 선택 가능)

<보기>

-ㄴ/는다, -ㄴ/는/ㄹ 것이다, -다는 것이다,

-기 때문이다, -겠다,

1.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전화번호를

(모르다). (강조�설명)

2. 최근 사회 일각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가진 자가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환원하는 것을 자신의 사회적 의무처럼 여기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철강 왕 카네기, 석유 재벌 록펠러에서부터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갑

부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미국 부자들의 자선 기부 문화도 이런 전통을

(잇다). (사회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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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후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려는데 강아지가 계속 현관에 엎드려 있

었다. 아무리 끌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을 향해 계속 짖어댔다. 알고

보니 대문을 (닫아두다). (이유)

4. 예전보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인터넷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

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만 사용하던 용어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도 변하

고 (있다). (결론)

5. 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하뉴 유즈루가 경기를

하기 전에 먼저 빙판을 만지는 것처럼 나도 시험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펜

을 (만지다). (부연 설명)

6. 지금 중국은 드론,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중

심지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ICT 강국의 전통 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함께 협력한다면 양국은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 지도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다). (연설문, 추측 및 희망)

7. 나는 반드시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다). (강한 의지)

Ⅳ. 다음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관한 글입니다.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의 맥락상 가

장 잘 어울리는 표현을 괄호 안에서 고르세요. (중복 답변 가능.

하나 이상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될 경우, 1) 가장 어울리는

것, 2)그 다음으로 어울리는 것의 순서로 선택해 주십시오.)

①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

다/있는 것이다/있다는 것이다). ②하나는 자신의 뜻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 다른 하나는 상대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받아들인다/받아들이는 것이다). ③

둘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이

루어질 수 없게 되될 것이다/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 같다). 자신의 주장만 펼치

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상대방 역시 자신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④그러나 우리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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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만 한다/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것

이다/관철시키려고만 할 것 같다). 더욱이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한다. ⑤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실험자의 절반 이

상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 아니라/경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

다. ⑥즉,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부족한 것이다/부족하다는 것이다). ⑦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청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필요한

것이다/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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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ducation

Research of “geot(것)” Modality

Construction for Chinese Korean

Languag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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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t(것)” modality construction is an expression that can be seen

everywhere in everyday life of Koreans. As a consequence of high

frequent application, “geot” modality expression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indispensable teaching conten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orean, modality can be expressed through the “geot” construction, but

the abstract bound noun “geot” is ambiguous in meaning. Chinese and

Korean are quite different in terms of their grammatical systems:

Chinese can express its grammatical meaning by resorting to its

independent abstract words and fixed word order while Korean per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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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 agglutinative language, abundant in auxiliary words and word

endings. Therefore the Korean learners from China are apt to face up

to some difficulties in learning “geot” modality construction.

This paper takes the six expressions as its research scope on the

base of the essentiality in “geot” teaching. It is oriented to improve the

ability of the Korean learners from China to use the “geot” modality

constructions as appropriately as possible in different contexts so that

they can study Korean grammatical and pragmatic knowledge

systematically. As the preliminary data, my study aims at making a

possibly feasible plan for the teaching of “geot” modality construction to

realize the following purposes: a. to release the teaching burden for the

Korean teachers, b. to promote the studying efficiency for the Korean

learners.

The first chapter of the paper presents the purpose of my trial

research and its importance. Who are the research objects involved in

my research and what approaches are applied to conduct my research

have been established as well. In the second chapter, the lexical,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features of “geot” modality

construction have been generalized and the contrast between Chinese

and Korean sentences concerned has been made. Besides, an analysis of

Korean intensive teaching textbooks widely used in North China has

been done from the aspects of the choice of the grammatical items and

the enunciation of the grammatical knowledge in order to get a general

command of the teaching conditions of “geot” modality construction in

the Universities of China. Some problems in its current teaching there

have been found by way of making the interviews with the Korean

teachers and the students from the senior grades.

In chapter Ⅲ, 65 writings and 68 questionnaires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zed, in which 68 middle and senior students who are studying

at schools are served as my research objects. As a reference, as many

as 103 Korean native speakers have also been interviewed and a

thorough analysis of their 67 compositions and 103 questionnaires have



- 190 -

been performed. The result of my analysis shows that the Chinese

students who are learning Korean tend to prefer using the single

function of the “geot” modality construction, compared to the Korean

native speakers who use “geot” modality construction in varied ways.

In addition, the native speakers present some confusing responses in

replying to the sentence-level questions but the inconsistency

transparently diminishes in their responses to the text-level questions.

On the other hand, the answers from the Chinese students are still in

great disturbance. Because there exist the functional confusion in

semantics and pragmatics with them, they have to depend on their

syntactic analysis and language sense to perform their responses and

hence the arbitrary applications of “geot” modality construction are

resulted. So they still possibly commit the syntactic errors that the

preliminary Korean learners do even though they are the medium or

senior Korean learners. These syntactic errors, the contextual

inconsistency, invasive or excessive applications of “geot” modality

construction may attribute to the following aspects: a. the interference

from the mother tongue; b. the complexity of the target language; c.

the input deficiency in the process of education; d. the employment of

the learning strategies.

In chapter Ⅳ, the orientation and content of teaching “geot”

modality construction has been defined and an effective and feasible

teaching plan for teaching “geot” modality construction are put forward

for a try. In accordance with the exploratory principle, this paper adopts

a compromising approach which combines the inductive teaching

approach and deductive teaching approach together. The former(the

inductive approach) focuses on guiding the learners themselves

discovering the grammatical rules while the latter(the deductive

approach) puts an emphasis on the teachers’ explicit explanation of the

grammatical knowledge. What’s more, the language sense teaching has

also been discussed in favor of the cultivation of the learner’s

long-term linguistic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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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Ⅴ serves as a conclusion to make a summary of w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all above-mentioned chapters and makes a

revealment of the significances and boundaries of my research work. It

is difficult for the learners to acquire the language without the

syntactic and semantic teaching of “geot” modality construction to

them. The study bears its value as a basic research on the “geot”

modality construction which has been widely concerned in terms of its

teaching contents and plan. It is inevitable that the researcher’s

subjective views inevitably permeate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modality structures. There must be some limitations to a certain degree

in this paper because all the possible applications of “geot” modality

constructions and their oral pragmatic applications are impossibly

included in it. These issues still need further analysis and investigation

in the consequent studies.

key words : Korea Language Education, Chinese Learners, “geot”

modality construction, “-(eu)r geosida”, “-(eu)n/neun

geosida”, “-daneun geosida”, “-(eu)r geot gatda”,

“-(eu)n/neun geot gatda”, “-daneun geot gatda”

Student Number : 2016-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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