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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호주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년군과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통사적 복잡성 양상을 분석하고 통사적 복잡성 발달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한국어 계승어 학습

자를 위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의 언어 사용 실태나 발

달 과정에 대해 고찰은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나 대부분의 교포 학습자 

관련 연구는 재중동포나 재미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호주 교

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규모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상정하여 해결하고자 하

였다. 첫째, 호주 교포 학습자는 학년군에 따라 어떠한 통사적 복잡성 

발달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호주 교포 학습자는 가정 내 주요 사용 언

어에 따라 어떠한 통사적 복잡성 발달 양상을 보이는가, 셋째, 호주 교

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통사적 복잡성 발달 양상은 어떠한 공

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이다.

  연구 문제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각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는 기존에 재미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들과는 다르게 분석 기준이었던 ‘문장당 형태소 수’, ‘복문의 비

율’, ‘문장당 절 수’, ‘문장당 대등절 수’,‘문장당 내포절 수’, 

‘문장당 명사절 수’, ‘문장당 관형절 수’에서 모두 학년군이 높아짐

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4~5학

년 이후 중학교 2~3학년에 이르러 유의미하게 발달이 이루어짐을 확인하

였다.

  둘째,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를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라 

‘한국어 사용 집단’, ‘영어 사용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한국어 사용 집단의 ‘문장당 형태소 수’, ‘복문의 비율’, ‘문장당 

절 수’, ‘문장당 내포절 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같

은 학년이라도 가정에서 받는 목표어의 입력 정도에 따라 그 발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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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비교한 결과 호주 교포 

학습자는 초등학교 4~5학년 이후 중학교 2~3학년에 이르러 통사적 복잡

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는 초등학교 4~5학년,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중학교 2~3학년과 같이 단계적으로 발달

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호주 교포 학습자의 경우 문장을 확

장을 시도하였더라도 ‘-고’와 ‘-아서/어서’등 한정된 어미만을 사용

하거나 선후의 ‘-고’, 선후의 ‘-아서/어서’, 이유·원인의 ‘-아서/

어서’등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어미 간의 대치 오류를 보이기

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호

주 교포 학습자를 위한 문장 교육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학습자들은 문어임에도 구어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문장 간 연결을 시

도하거나 한정된 어미로만 문장을 확장하여 담화적 응집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문장 확대 교육은 문어 사용 

맥락에 적합한 연결 어미 및 전성 어미 사용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은 유사 문법항목 간의 대치 오류를 다수 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어 발달의 화석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미 

중심 교수법에서 나아가 형태의 정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처치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가정과 학교를 통한 한국어 입

력의 증진이다. 가정 언어 정책을 통해 가정 내 한국어 입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가정에서 받는 

계승어 입력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사적 복잡성 측정 방식을 통하여 호주 교포 학습자의 통

사적 복잡성 발달 양상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들

의 언어 발달을 학년군과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라 분석하고, 또래 모

어 화자 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통사적 복잡성 발달의 유사점과 차이점

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이민 

세대에 따라 통사적 복잡성 발달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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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계승어, 재외동포, 통사적 복잡성, 호주 교포, 계승어 교육, 계

승어 발달, 가정 언어

학  번 : 2017-2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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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가 간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한 사람이 일생에 거쳐 사용하게 

되는 언어는 더 이상 하나 혹은 둘이 아니다. 많은 사회에서 최근에는 

이중 언어 구사자를 넘어선 다중 언어 구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유럽 평의회(European Council)가 발간한 유럽 공통 참

조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에서 기저로 하고 있는 철학이 다중언어주의(Plurilingualism)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싱가포르의 등의 언어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 유학, 파견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며 이때 현지어 교육을 받으면서 이중 

혹은 다중 언어 구사자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해외에서 거주하게 될 때 자신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소수인 경

우 모어를 유지, 발달시키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학령기에 접어들면 학

교 교육을 현지 언어로 받게 되기 때문에 모어는 주로 가정에서만 사용

하게 되어 구어 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계승어 문어 

능력의 경우 비교포 학생들보다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E. Kim, 

2006), 학령기 때 모어의 발달을 이루지 못하여 대학 진학을 위해 혹은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모어를 외국어처럼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다(S. Shin, 2006). 

  커민스는 아동의 모어 발달 수준은 그들의 제2언어 발달을 예견해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지표라고 주장하면서, 아동이 제2언어를 얼마나 빨리 

습득하는지에만 주목하며 그들이 모국어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였다(Cummins, 2001).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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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계승어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점차적으로 소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 있지만 계승어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하여 균형 있는 이중 언어 구사자로 자랄 수 있다는 점에

서 교육의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계승어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계

승어 교육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에 한국어 계

승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현황 조사, 요구 조사 및 방향 

제언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들의 언어 사용이나 발달 과정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김호정(2007)에서 재외동포를 위

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이들의 언어 발달 양상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한

국어 계승어 학습자를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나 교재의 제

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 집단은 호주 한

국어 계승어 학습자이다. 호주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는 그 규모에 비하

여 그동안 관련된 연구가 미약하였으며, 미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발달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호주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특히나 통사적 복잡성의 발달에 관심을 두어 학년

군과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통사적 복잡성의 양상을 살펴보고, 또래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통사적 복잡성 발달의 유사점과 차

이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는 학년군에 따라 통사적 복잡성 발달 양

상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는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라 통사적 복

잡성 발달 양상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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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와 또래 한국어 모어 화자는 통사적 복잡

성 발달 양상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2. 연구사

 

2.1. 영어권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 연구

  재외동포 관련 학술지 논문 216편과 학위 논문 129편을 대상으로 분석

한 원미진·유소영(2017)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국어 교육론’과 ‘한국어 정책론’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언어 정체성 및 언어 발달’, ‘언어 실태’에 관한 연구

는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 즉, 교육 방안, 교육 과정, 교육 현황 및 실태

에 대한 논문에 비하여 학습자를 중심에 둔 학습자의 언어 정체성 및 언

어 발달,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논문은 그 수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

다1). 이는 학습자가 해외에 있는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학습자를 실

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원미진·유소영(2017)에서 종합하였듯이 재외동포가 많이 거

주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의 동포들을 대상으

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호주 교포 

학습자가 포함된 대양주 지역 대상 연구는 5편에 불과하였다.2)

  본 절에서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교육과정이나 교재에 관

한 논문은 제외하고, 학습자의 언어에 주목한, 교포 학습자의 언어 사용

1) 아래 표는 원미진·유소영(2017)의 연구에서 종합한 재외동포 연구의 주제별 분류이
다.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 정책론 언어 정체성 및 언어 발달 언어 실태
학위논문 80 23 22 4

학술지 57 86 44 29
총계 137 109 66 33

2) 아래 표는 원미진·유소영(2017)의 연구에서 종합한 재외동포 연구의 지역별 분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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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중 본 연구에서 대상

으로 하고 있는 호주 교포 학습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영어권 한국

어 계승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권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이나 발달에 대한 연구는 주

로 억양, 발음, 화행, 철자, 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탁은선·이

선우(2014), 이선우·탁은선(2014)은 재미 교포 학습자의 발음과 억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앨리스 주·신성철(2016)은 호주 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철자 오류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정희(2013)에서는 재미교포 

미취학 아동(4-5세)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용, 표현 어휘발달에 미치는 변

인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교포 아동은 모어 아동과 차이가 있을 뿐 아

니라 수용 어휘와 표현 어휘 능력 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박

은영(2000), 한상미(2005), 이복자(2013), 김현진(2016)은 북미3)의 교포 화

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혹은 영어권 모어 화자와의 화행실현을 비교하

여 교포 학습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박은영(2000)은 사과와 감사

응답 화행을 비교하였으며, 이복자(2013)는 거절 협상 양상의 차이, 김현

진(2016)은 인사 화행 양상, 한상미(2005)는 화용적 실패에 대해 연구하

였다. 이해영(2012)은 화행은 아니나, 영어권 교포 학습자4)와 비교포 학

습자의 구두 발표 담화의 문체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교포 학습

자의 경우 격식적인 발표 담화에서도 구어체적인 표현으로의 변이가 일

어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해영(2010)에서는 재미교포 학습자와 비교포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언어 능력은 토픽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어휘·문법과 듣기 영역에서는 교포 학습자의 

일반 미국 중국 일본 CIS 중남미 캐나다
동남

아시아
유럽 대양주 기타

학위논문 47 39 13 9 6 4 0 7 0 0 4
학술지 68 61(2) 29(3) 13 17(2) 5(1) 3 6 5 5 8

총계 115 100 42 22 23 9 3 13 5 5 12

3) 박은영(2000), 한상미(2005), 김현진(2016)은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복자
(2013)는 재미교포와 캐나다 교포를 대상으로 하였다.

4) 재미교포 2명, 호주 교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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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더 높았으나, 쓰기와 읽기 영역에서는 그 점수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교포 집단의 경우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한인 밀집 정도에 따라 

언어 능력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나 듣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

다. 

  교포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백정현(2016), 김태진

(2014), 이보라미(2009), 윤경원(2016)이 있다. 백정현(2016)은 외국인 학습

자와 재미교포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작문에 나타

난 어휘, 조사, 표현, 어순, 철자, 어미 등의 오류 양상을 살피었다. 이때 

교포 학습자의 어미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구어적인 습관에 의한 형태 

오류, 유사 연결 어미 ‘-고’, ‘-는데’, ‘-어서’ 간의 대치 오류, 

보조적 연결 어미 ‘-어’의 생략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김태진(2014)

은 재미교포 한글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작문에 드러난 구어적인 표현

의 빈도와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접속부사의 경우 ‘근데’, ‘그래서’, 

‘그럼’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보라미(2009)는 재미교

포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통해 장르 격식성 

따른 쓰기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5). 연구 대상은 미국 한글학교의 교

포 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국어 화자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각 5명씩 자료를 수집하여 총 45명의 자료를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쓰기 자료 분석의 경우 구조적 측면, 내용적 측면, 문체

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문체적 측면의 경우 종결 어미와 어휘 

사용 양상, 문장 확장 양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때 문장 확장 양

상 측면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포 아동은 편지글에서 복문을 사용하기보

다는 접속부사 ‘그리고’를 통해 단문을 계속 나열하는 양상을 보였으

며, 격식성이 더 높은 신문기사 글에서는 편지글에 비해 대등접속문과 

내포문의 생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국어 화자처럼 내포

문으로 구성된 문장들을 병렬 형태로 다시 연결하는 양상은 거의 발견되

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윤경원(2016)은 대학생 재미교포 학습자와 비교

5) 이를 위하여 학습자가 작성한 신문 기사글과 편지글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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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학습자의 작문에서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한 김현아(2016)의 연구와 영어권 계승어 학습자

는 아니나 브라질 거주 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권순지(2018)의 연구

는 계승어 학습자의 작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용적인 측면이나 오류 

양상보다는 문장 차원에서 문장 발달을 연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김현

아(2016)는 미국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

으로 연령과 숙달도를 변인으로 통사적 복잡성의 발달 양상을 파악하고

자 하였고, 권순지(2018)는 브라질 거주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

과 가정 언어를 변인으로 하여 통사적 복잡성과 통사 다양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두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김현아(2016)에서

는 미국 출생 혹은 만 5세 이전에 이주한 재미동포 학습자의 작문 자료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글학교의 급을 TOPIK 급수로 치환했을 때 3급 

학습자 148명, 4급 131명, 5급 68명, 6급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규준

집단으로는 모어 화자 40명6)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3급부터 5급

까지의 낮은 숙달도에서는 숙달도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5급 이상에서는 통사적 복잡성 향상이 정체됨을 보였고 모어 화

자와 비교하였을 때 최상위 학습자조차도 그 차이가 현저함을 보고하였

다. 어미의 사용을 비교하였을 때,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들이 소수 구

어에서 사용되는 문법항목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인용절, ‘-던-’, 관계

절 등의 사용은 거의 없었다. 또한 이보라미(2009)의 결과와 같이 연령과 

통사적 복잡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권순지(2018)에서는 7세부터 18세의 브라질 교포 2·3세 아동·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라 한국어(BKO), 한국

어·포르투갈어 혼용(BKP), 포루투갈어(BPO) 세 집단으로 나누고 연령별

로는 7~9세, 10~12세, 13~15세, 16~18세 총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교

포 아동의 경우 브라질에서 출생했으며, 한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1년 이

6) 모어 화자 40명은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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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 학습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총 91명의 교포 아동

의 작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규준집단으로 총 41명의 한국인 모

어 화자 청소년 집단의 작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가정 내 

사용 언어 변인에 따라 교포 아동의 언어 발달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T단위 분석에 기반한 통사적 복잡성 연구

가 아니라 해석문법을 기반으로 문장 길이, 확장성, 명제와 양태의 복잡

성의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각 집단별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2.2.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발달 연구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크게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다

문화 혹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연

구 방법에 따라 학습자를 장기간 관찰하면서 이들의 언어 발달을 살핀 

종단 연구(longitudinal)와 숙달도 혹은 학년별로 학습자를 모집하여 숙달

도나 학년 간의 발달 차이를 보는 유사종단 연구(pseudo-longitudinal)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발달 연구 중 통사적 복잡성 발

달에 주목한 연구들을 ‘국내 학령기 청소년 대상 연구’와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

다. 다만 연구에서 정확히 ‘통사적 복잡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

았더라도 복문 구성 등 문장 발달에 주목한 연구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2.2.1 국내 학령기 청소년 대상 연구

  국내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문장 발달 연구는 주로 쓰

기 교육, 쓰기 능력과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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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문법적인 복잡성의 발달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자

면 주영민(2002), 강은영·김애화(2008), 최세영(2011), 김현숙(2013) 등이 

있다. 주영민(2002)은 ‘문장 언어 구성 능력 발달’이라는 주제로 초등

학생의 6개년 간의 일기 자료7)를 분석하여 응집성 발달을 추적하였다. 

분석 범주로는 문장 내부의 절의 내포 및 접속 관계, 텍스트 전체의 주

제 구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시기까지 문장

당 평균 어절 수, 문장당 평균 절의 수, 종속절의 평균 길이는 증가하고 

5학년 시기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고, -면, -어서’ 등

의 연결 어미가 고빈도로 사용되고 ‘-면서, -다가’ 등의 연결 어미는 

저빈도로 사용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명사절은 ‘-것’에 의한 형성이 가

장 활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강은영·김애화(2008)는 쓰기 학습에 문제가 없는 일반 초등학생과 쓰

기 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문장 쓰기의 발달 패턴을 분석하고 그 차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체 개발한 검사지 결과와 학습

자의 작문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체 검사 분석 결과 초등학

교 4학년 이상의 학년 간에는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작문의 

전체 문장 수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3, 4, 5, 6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또한 총 어절 수 분석 결과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시기에 문장 

발달이 유의하게 일어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년 말에 연

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해당 학년의 발달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복문과 관련된 ‘절’을 기준으

로 분석한 결과는 살펴볼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8). 

  최세영(2011)은 초등학교 6학년 8개 학급의 일기문 400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연결 어미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연결 어미 사

7) 연구 당시 대학생이 된 피험자의 초등학교 시절 6개년 간의 일기 자료를 연구 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8) 다만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관형절, 명사절, 인용절, 부사절, 서술절)의 빈도는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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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교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장과 어절을 기준으로 한 쓰기 유

창성 지표와 교사 관찰 평정 척도를 통해 일기문을 상, 중, 하로 분류하

였고, 쓰기 능력에 따른 연결 어미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현숙(2013)은 초등학생들의 생활문에 나타난 복문 구성의 실태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학생의 작문 총 

240편에 나타난 단문, 복문의 수, 접속 부사의 수, 내포문의 종류,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에 쓰인 연결 어미의 빈도를 파악하였으며 질적 분

석을 통해 접속 부사와 연결 어미, 내포문 사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학년은 평균 10개의 문장 중 8개의 복문, 4학년은 평균 13개

의 문장 중 11개의 복문을 사용하였으며, 내포절 구성은 2학년보다 4학

년에서 약 2배로 늘어났다. 접속 부사의 수는 2학년보다 4학년에서 사용 

비율이 줄어들었다. 질적 분석 결과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연결 어미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그리고’, ‘그래서’와 같이 나열 관계에 

있는 접속 부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명사절의 경우 구어체

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존 명사 ‘것’을 통해 주로 형성하는 것 등의 문

제점이 보고되었다.

  김유정·이선영(2015)은 한국어 언어 발달 자체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

만 영어 학습이 초등학생의 한국어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유창성, 

복잡성, 정확성, 어휘 사용의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전일제 영어 교육을 받은 집단과 시간제 영

어 교육을 받은 집단으로 나누어 자발화 유도 방법을 통해 언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유창성과 복잡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정확성과 외래어의 사용 양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2.2.2.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 연구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한국어 문장 발달 관련 종단 연구로는 음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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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복자(2015)가 있다. 음승민(2012)은 1년 동안 한국어 교육 기관

에서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를 순차적으로 이수한 학습자 7명의 각 

학습 단계별 산출 텍스트를 통해 이들의 구문 발달 혹은 변화를 양적으

로 확인하고, 구문 발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고자 하였

다. 분석 결과 학습 단계가 향상될수록 복문, 평균 절의 수, 어절, 단어, 

형태소를 기준으로 하는 문장의 길이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내포를 통한 문장 확대 비율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접속을 통한 

문장 확대가 더 높은 비율은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확성과의 관

계 속에서 복잡성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통사적 복잡성만을 기준으로 삼

았기 때문에 중급 1에서 중급 2로 넘어갈 때 복문의 비율이 줄어드는 이

유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이복자(2015)는 역동 체계 이론(Dynamic System Theory)의 관점에서 

세 명의 한국어 학습자를 1년 2개월 동안 관찰함으로써 학습자의 쓰기와 

말하기에 드러난 정확성, 복잡성, 유창성의 변화 과정을 종단적으로 살

펴보고자 하였다. 복잡성의 경우 통사적 복잡성과 어휘적 복잡성을 모두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총 23회에 거쳐 학습자의 자유 작문과 말하기 담

화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같은 학습 단계를 거친 학습자들이라도 개

별 발달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며, 복잡성, 유창성, 정확성 간에 경쟁-지

지 관계를 반복하는 복합적인 상호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종단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습자 개별의 발달 양상을 면밀

하게 보여줄 수는 있었으나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급별 전

형적인 발달 양상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유사종단 방법으로 수행된 연구로는 서세정(2009), 최예슬(2017) 등이 

있다. 서세정(2009)은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의 작문을 각각 38

부씩 총 114편을 수집하였고, 한국인 대학생 작문 38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통사적 숙달도 수준을 상대적으로 가늠하고자 하

였다. 또한 급별 발달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통사적 숙달도 측정 지표

를 찾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에서는 ‘통사적 숙달도(syntactic 



- 11 -

maturity)’라는 큰 틀 아래 네 가지 하위 범주를 두어 문장 발달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그 범주 중 하나인 ‘구조적 복잡도(structural 

complexity)’가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통사적 복잡성과 의미상 동일하

다. 위 논문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급별 통

사적 복잡성 양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초급, 중

급, 고급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최예슬(2017)은 그동

안 한국어 교육 분야의 통사적 복잡성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측정 지표

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측정 지표를 타당화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국내 언어교육원 2급부터 6급까지 각 20명씩 총 100명

의 학습자 작문 자료를 분석하였고 급수에 따른 발달 양상의 차이를 보

여줄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선 연구들이 주로 문어 자료

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남주연(2015)은 한국어 학습자 55명을 대상으로 

구어에서의 통사적 복잡성과 어휘적 복잡성의 숙달도별 발달 양상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발달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어 계

승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통사적 복잡성 발달 연구로는 김현아(2016), 

권순지(2018)가 있으나 각각 재미동포, 브라질 교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

며, 호주 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통사적 복잡성 발달 양상을 규명하고

자 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밝혀진 바가 

없는 호주 교포 초등학생, 중학생의 통사적 복잡성의 발달 양상을 살펴

보고,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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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118명이다. 시드니 한국교

육원 홈페이지9)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

관 관할지역(NSW주, QLD 및 NT준주)에는 47개의 한글학교가 등록되어 

있으며, 약 3,50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주(State)별로는 

뉴사우스웨일즈주(NSW)에 34개 한글학교가 있으며 2,700여 명의 학생들

이 다니고 있다. 퀸즐랜드주(QLD)에는 12개의 한글학교에 780여 명의 학

생들이 수학하고 있으며 노던테리토리준주(NT)에는 1개의 한글학교에서 

약 3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한글학교와 학생들이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

(NSW)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한글학교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수집

하였다. 뉴사우스웨일주주의 한글학교 분포도는 아래 [그림 Ⅰ-1]과 같

다.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의 경우 같은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민 시기,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 한국어의 노출 정도에 따라 한국어 발달 정도

가 상이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언어 배경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학습자 작문 분석에 반영하였다.

9) 시드니 한국교육원(http://www.auskec.kr/bbs/page.php?hid=school)(검색일시 2020-01-27)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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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뉴사우스웨일즈(NSW) 주 한글학교 분포도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연구이다. 언어 발달 연

구는 종단적 방법과 횡단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횡단

적 접근을 취한다. 종단적 접근은 소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

간의 변화에 따른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 때문에 개별 학습자의 발달 과

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결과를 특정 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장시간 관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상의 어려움이 있다. 반대로 횡단적 접근의 경우 유사종단법

이라고도 불리며, 특정 급수나 학년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을 표집하여 해

당 급이나 학년의 발달 경향을 살펴보는 방법이다. 이는 개개인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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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특정 집단의 발달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 한국어 계승

어 학습자의 학년과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발달 경향을 살펴보는 것

이 목적이기 때문에 종단적 방법이 아닌 횡단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언어 발달’과 관련하여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정확성(accuracy), 유

창성(fluency), 복잡성(complexity)을 언어 발달 및 수행의 세 단면으로 여

겨왔다. 가장 이상적인 연구 방법은 학습자 언어 수행의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오류에 집

중하는 ‘정확성’, 그리고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

는 ‘유창성’은 논외로 하였으며, 그동안 연구가 미진해 왔던 ‘복잡

성’, 그중에서도 ‘통사적 복잡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통사적 

복잡성 발달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경우, 오

류 양상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세우고 영어권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Ⅱ장에서는 논의를 

위한 이론적 전제로서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및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영어와 한

국어 통사적 복잡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통사적 복잡성 이론을 살펴

보았다. Ⅲ장에서는 계승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 분석을 

위한 작문 분석의 틀을 세웠다. 이는 Ⅱ장에서 검토한 통사적 복잡성 이

론에 바탕을 두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선정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호

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 자료는 각각 학년

군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경우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른 발달 양상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이때 통계검

증을 위하여 세 집단 이상의 차이를 검증하는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 혹은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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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경우 맨 휘트니의 U 검정

(Mann-Whitney U Test) 혹은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wo-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 발달에 대한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목적 연구 대상 및 내용 연구 방법

Ⅰ

장

Ÿ 연구의 필요

성 및 목적

Ÿ 연구사

Ÿ 영어권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 연구

Ÿ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발달 연구
문헌 연구

Ⅱ

장
Ÿ 이론적 배경

Ÿ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Ÿ 계승어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 발

달 측정

Ÿ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

문헌 연구

Ⅲ

장

Ÿ 연구 대상 

및 연구 도

구 설정

Ÿ 통사적 복잡성 측정 기준 확립 문헌 연구

Ⅳ

장

Ÿ 분석 결과 

및 논의

Ÿ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학년군 

및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른 

통사적 복잡성 발달 양상 분석

Ÿ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통사

적 복잡성 발달 양상 분석

Ÿ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통사적 복잡성 발달 양

상 비교

Ÿ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

통계 분석

질적 분석

<표 Ⅰ-1> 연구 절차



- 16 -

Ⅱ. 이론적 배경

1.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1.1. 계승어 학습자의 정의

  ‘계승어(heritage language)’란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언어(Fishman, 

2001)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언어에 대한 숙달도와는 관계없이 개인적

인, 혹은 역사적인 관련성을 함의한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계 미국인

이라고 한다면 영어만 사용하는 단일언어 화자라고 할지라도 아르메니아

어가 그 사람의 계승어가 되는 것이다(Valdés, 2001). 발데스(Valdés, 
2001:2)의 ‘계승어 학습자(heritage language learners)’정의에 의하면 

계승어 학습자란 ‘가정에서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언

어를 말할 수 있거나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를 의미하며, 해당 

언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중 언어 구사자’를 의미한

다10).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Korean heritage learners)’는 흔히 ‘교

포11)’혹은 ‘재외동포’로 불린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

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

10) a language student who is raised in a home where a non-English language is 
spoken, who speaks or at least understands the language, and who is to some 
degree bilingual in that language and in English.

11)‘교포’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정리는 조태린(2010)의 의견을 수용하는 바이다. 조태
린(2010:196)에 따르면 ‘교포’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이
며, 현재는 거주국과 본국의 법적 지위를 모두 가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따라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상의 ‘재외국민’은 ‘교포’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국적 동포’는 ‘동
포’라고 할 수는 있어도 ‘교포’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국적에 상
관없이 교포와 동포가 혼용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 국적의 이주 2세대 이상 동포에 
대해서도 ‘교포 2세’, ‘교포 3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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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

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재외동포재단법」(2015.6.22.시행) 제 2조(정

의)). 2018년 9월 18일에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한 법률」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12)13). 

  위와 같은 정의는‘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며, 

이들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모두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조태린, 

2010). 조태린(2010)에 따르면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재외국민’과 ‘외

국 국적 동포’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류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거주 기간

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한국어 구사에 그다지 문제가 없는 이주 1세대

의 경우 ‘한국어 교육’의 주요 대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재

외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 중 한국보다 거주국의 언어와 문화에 

더 익숙해지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구사하지 못하는, 주

로 2세대 이상의 경우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조태린, 2010:195-19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계승어 학습자’란 ‘계승어

(heritage language)’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로, ‘한국보다 거주국

의 언어와 문화에 더 익숙해지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구

사하지 못하는, 주로 2세대 이상의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의

미한다.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1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488&efYd=20180918#0000) 

(검색일시 2020-01-2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488&efYd=201809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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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요인

  목표 언어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경우와 다르게, 목표 언어가 사회적

으로 소수인 언어의 경우 그 언어를 유지하기도, 발달시키기도 쉽지 않

다. 신성철(2008)은 시드니 지역의 한글학교에 다니는 4학년부터 8학년14) 

학생 149명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49.3%는 영어를 선호, 29.7%는 둘 

다를 선호, 13.8%는 한국어를 선호한다고 답하였는데, 영어를 선호한다

고 답한 학생들은 영어가 그들의 ‘L1’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이와 결과는 홍종선(2006)에서 지적하였듯이 특히나 영어권 나라에서 한

인들의 한국어 통용이 비교적 취약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영어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현지에서 태어난 경우 혹은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간 경우라도 계

승어의 발달이나 유지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홍종선(2006:402)은 2006

년 4월과 5월 두 차례 뉴질랜드 한민족학교 학생들을 대상15)으로 한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대체로 어려서 이주한 학생들

일 경우 한국어에 서툰 편이었으나, 뉴질랜드에서 출생하였거나 아주 어

린 나이에 이주한 학생들도 한글학교에 오래 다니고 집에서 한국어를 사

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 실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똑같이 현지에서 출생하였다고 해서 모두 계승어 발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발달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김호정(2007:93)에서 강조하듯이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실천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하다. 성별, 나이, 

가족 관계, 지역 및 직업이 언어 사용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재외동포 자녀의 경우 한국을 떠난 시점의 연령, 해외에 거주한 기간, 

가족 관계 등이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김호정, 2007).

14) 학생들이 호주에서 거주한 기간의 평균은 8.8년이었으며, 전체의 74.3%의 학생들은 
호주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25.7%의 학생들은 호주에서 5년 이하로 거주하
고 있었다.

15)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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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이정희(2013)에서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 미취학 아동 53명(만 4세,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용, 표현 어

휘력 검사 테스트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를 아동 관련 정보16), 어머

니 관련 정보17), 가족에 관한 정보18)와 함께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미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의 어휘 능력이 

줄어들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미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가 이민 1.5세나 이민 2세인 경우가 많고,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수록 아동이 첫째 아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의 한국어 사용 환경과 아동의 한국어 사용 비율은 아동의 어휘력과 정

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은 신성철·정신지(2016)의 인구조사 결과 분석

에서도 드러났는데 아동의 입국 당시 연령, 부모의 구성 형태, 거주 기

간, 교육 수준, 직업 및 종교 참여 여부가 언어 전이(language shift)의 정

도를 결정지으며, 부(父)보다 모(母)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19) 한국어 유

지가 더 잘 되었다고 하였다.

1.3.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특성

  앞서 살펴본 발데스(Valdés, 2001)의 정의에 의하면 계승어 학습자는 

‘어느 정도의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습자이다. 하지만 이때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두 언어를 모두 ‘교육을 받은’ 원

어민과 같이 구사한다거나, 두 언어를 같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언어를 완벽히 균형있게 구사하는 

16) 성별, 월령,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정도
17) 연령, 미국 거주 기간, 학력,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 작용 시간, 주 양육 주체 여부

18) 가족의 숫자, 동반가족 여부, 형제 관계, 가족의 한국어 사용 정도
19) 인구조사 결과에 ‘해외 출생’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한국 출생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성철·정신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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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드물다. 실제 계승어 학습자

의 이중 언어 능력은 아래 [그림 Ⅱ-1]과 같이 연속선 상에 존재한다

(Valdés, 2001:4-7)

[그림 Ⅱ-1] 계승어 학습자의 이중 언어 능력(Valdés, 2001:5)

 이와 같은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은 정적이지 않고 일생에 거쳐 변

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대를 걸쳐 변화하기도 한다. 이민 1세대는 계승

어가 우세하고 현지어가 약한 Ab, 혹은 계승어만 가능한 A와 같은 언어

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이민 4세대에 이르면 현지어가 지배적이고 계승

어가 약한 Ba, 혹은 현지어만 가능한 B와 같은 언어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Valdés, 2001:4-7).
  이와 같이 이중 언어 환경에서 언어를 학습하는 특성 때문에 계승어 

학습자는 계승어 습득에서 제1언어 습득과 제2언어 습득의 특징을 모두 

가지게 된다(Montrul, 2010:11). 아래 <표 Ⅱ-1>은 몬툴(Montrul, 2010:12)

에서 정리한 제1언어와 제2언어, 계승어 습득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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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언어 습득 제2언어 습득

- 언어에 초기 노출*

- 자연스러운 환경의 풍부한 입력

(듣기 입력)* 

- 생활 속에서 매우 일찍 습득된 

언어의 특징을 통제할 수 있음

(음운, 어휘, 언어적 구조)*

- 발달 오류

- 결과는 성공적이고 완전함

- 화석화는 발견되지 않음

- 동기와 정의적 요인이 언어 능

력을 발달시키는 데에 분명한 

역할이 없음

- 메타언어 기술(skills)이 발달되

는 5세 이후 학교에서 더 복잡

한 구조와 어휘 발달이 이루어

짐

- 해당 언어에 늦게 노출

- 자연스러운 환경 혹은 교수 환

경에서 다양한 양의 입력(듣기

와 쓰기 입력)

- 문법은 불완전할 수 있음(다른 

구조와 어휘를 발전시킬 기회가 

없음)

- 발달 오류와 전이 오류*

- 다양한 숙달도에 이르는 결과를 

보이며 불완전한 전형을 보임*

- 화석화는 전형적인 현상*

- 동기와 정의적 요인이 언어 발

달에 영향을 줌*

- 문해(literacy)와 형식적 수업의 

경험

<표 Ⅱ-1> 제1/제2 언어와 계승어 습득의 특징(Montrul, 2010:12)(강승혜, 

2013에서 재인용)

  <표 Ⅱ-1>에 따르면 계승어 학습자들은 유아기에 자연스럽게 구어 입

력에 노출되며, 해당 언어의 기본 구조들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학령

기에 이르러 해당 국가에서 지배적인 언어를 학습 및 습득하게 되면서 

전이 오류를 보이게 되며, 한정된 입력(input)과 출력(output) 경험으로 

인해 개개인의 계승어 숙달도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제2언어 습득

과 같이 화석화 현상을 보이기도 하며, 동기와 정의적 요인이 학습에 중

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제2언어 학습자들이 주로 읽기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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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문해 학습을 통해 제2언어를 학습하는 것과는 

달리 계승어 학습자들은 계승어로 문해 활동을 하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계승어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Montrul, 2010:11-12). 

1.4. 계승어 교육 목표 및 필요성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모국어 화자’를 위한 국어교육

과 한국어를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와도 

구별되기 때문에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 ‘외

국어로서의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Korean Education as a 

Foreign/Second Language, KFL/KSL)’, 교포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

는 경우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orean Education as a Heritage 

Language, KHL)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다음 [그림 

Ⅱ-2]와 같이 그 경계의 넘나듦과 겹침으로 인해 ’L1’, ‘L2’ 혹은 

‘계승어’로서 한국어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각각의 고유적 특질이 드러나는 변별적이고 독립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

에 각각의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에 대한 탐구는 필요할 것이다(박재

현·김호정·남가영·김은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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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횡단적 한국어 수행 양상(박재현·김호정·남가영·김은성, 2016)

  조항록(2004:201-202)은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첫째는 재외동포

들이 한국어를 ‘한민족으로서 한민족이 사용하는 언어, 즉, 민족어’로 

배우고자 할 때 민족적 정체성을 갖추게 되며, 둘째, 외국어로서 한국어

를 배울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아니라 한국에 대해 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재외동포

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그 규모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는다.

  조태린(2010)은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의 철학 또는 목표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는 ‘민족적 정체성

의 유지·신장 또는 모국과의 연계 강화’, ‘재외동포의 현지 적응 및 

동화 지원’, ‘국가 또는 민족의 자산 관리’, ‘세계 시민 교육 또는 

한국 언어문화의 세계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조태린

(2010:209-212)은 이러한 목표가 재외동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음을 지적하면서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한국어 학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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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즉,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철학 또는 목표는 한국어 교육

을 통해 재외동포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에 중요한 의미나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네 가지 목표는 이러한 한국

어 교육의 효과 또는 부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강승혜(2013:89-90)는 계승어 교육의 필요성을 ‘언어 습득·학습 능력 

배양’, ‘자아 정체성 및 민족 정체성 형성’, ‘담화 공동체로서의 한

국어 교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 배양’의 네 가지로 종합

하여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필요성의 경우 이중 언어 발달 이론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언어의 경우 학령기 이후 정규 교

육을 통해 우세한 언어로 자리하기 때문에 계승어 교육을 통해 계승어도 

유창한 숙달도에 이르는 경우 이중 언어 화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

다(강승혜, 2013).

  최근에는 이렇게 계승어 교육을 이중 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나카지마 카즈코(2012:42-43)는 소수 

언어를 모어로 아동은 항상 제1언어(계승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

문에 현지 학교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제1언어(계승어)를 지속해서 향

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도의 

두 가지 언어 능력을 갖춘 가산적 이중 언어 구사자로 자랄 수 있는 발

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 계승어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 및 발달 측정

2.1. 언어 발달 측정과 통사적 복잡성

  본 연구에서 주목한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측정 방법은 영어권에

서 언어 발달 측정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온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Complexity, Accuracy, Fluency, 이하 CAF) 측정 방법이다. 복잡성, 정확



- 25 -

성, 유창성은 흔히 학습자의 언어 수행의 세 단면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 분야의 연구는 1970년대에 제2언어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 발달을 

측정할 만한 지표(index)와 기준(yardstick)이 없었다는 점에서 촉발이 되

었는데, 그 측정 지표로 헌트(Hunt, 1965)의 연구에서 모국어 아동의 언

어 발달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지표인 T-unit을20) 제2언어 습득 연구

에 적용해보면서 시작이 되었다(Larsen-Freeman, 2009). 

  언어 수행의 세 단면으로 알려진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중에서는 정

확성과 유창성의 개념이 먼저 등장하였다. 1980년대에 언어 학습 문맥이 

제2언어 산출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확성 

지향 활동과(accuracy-oriented activities) 유창성 지향 활동

(fluency-oriented activities)을 구별하면서,  브룸피트(Brumfit, 1984)의 연

구에서 정확성과 유창성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다(Housen 

& Kuiken, 2009).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복잡성의 개념이 더해졌는데, 

이는 스케한(Skehan, 1989)의 연구에서 숙달도의 주요한 차원들(principal 

proficiency dimensions)에 복잡성(complexity)을 더하면서 CAF가 완성되

었다(Housen & Kuiken, 2009). 그러나 복잡성(complexity)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함의하는 다면적인 속성 때문에 그 의미를 하나로 정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현재 ‘복잡성’이라고 하였을 때는 언어 수행의 복잡

성과 과제 자체의 복잡성을 모두 함의하는 개념이 되었다(Pallotti, 2009). 

  CAF 연구에서는 먼저 측정 지표에 주목하였는데, 어떠한 지표가 정확

성(accuracy), 유창성(fluency), 복잡성(complexity)을 측정하기에 가장 타

당한 지표인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 왔고, 학습자의 숙달도가 향상됨

에 따라 정확성(accuracy), 유창성(fluency), 복잡성(complexity)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

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CAF 측정을 통한 연구의 주제는 다양하다. 이와시타(Iwashita. 

20) T-unit(T단위)에 대한 설명은 2.3.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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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62)는 제2언어 평가 분야와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 CAF 측정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정리하였다. 제2언어 평가 분야에

서는 CAF 측정을 통해 언어 숙달도의 양상을 확인하고 전체 언어 숙달

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면,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는 CAF 

측정을 통해 특정 단계에 있는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그들의 언어 

발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혹은 과제에 따른 학습자 수행의 변이를 확

인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다고 하였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제2언어 습

득 분야에서는 특정 단계(level)에 있는 학습자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

거나 종단 혹은 횡단적 방법을 통해 이들의 발달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 과제 복잡성(task complexity)에 따른 학습자의 

언어 수행에서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과제 기반 교수법(Task-based Language Teaching)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스케한(Skehan)과 로빈슨(Robinson)의 이론에 근거하여 두 이론을 

검증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전자로서 CAF 측정을 통해 특정 

단계에 있는 학습자의 언어적 특성을 밝히고 발달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2.2. 통사적 복잡성의 정의 및 문장의 확장

2.2.1. 통사적 복잡성의 정의

  한국어 교육에서 ‘통사적 복잡성’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논

문은 박지순·서세정(2009)이다. 이는 영어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Syntactic Complexity’라는 용어를 번역한 것인데, 영어 교육 분야에

서도 ‘문법성 복잡성(grammatical complexity)’, ‘통사적 숙달도

(syntactic maturity)’등의 이름으로 불리듯이,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 분

야에서도 ‘문장 언어 구성 능력’(주영민, 2002), ‘문장 구성 능력(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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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11)’, ‘한국어 구문 발달(음승민, 2012)’, ‘한국어 문장 연구(권

순지, 2018)’등과 같이 측정 방법과 정의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연구의 

초점과 범위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포스터와 스케한(Foster & Skehan, 1996:303-304)에 따르면 언어 수행

의 세 단면인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 중 ‘정확성’과 

‘복잡성’은 모두 형태(form)에 주목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복

잡성’은 통사적 문형(syntactic patterning)의 다양한 정도와 정교한 언

어의 사용 그리고 발화의 조직(organization)에 더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록‘정확성’은 학습자의 언어에 오류가 없다는 것과 관

련이 있으나 단순한 구조들만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

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복잡성’은 실험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학습자와 의지와 관련이 있으며, 변화, 발달 가능성 그리고 중간언

어 체계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Foster & Skehan, 1996:303-304). 

  이러한 특징에 따라 올테가(Ortega, 2003)는 ‘통사적 복잡성(syntactic 

complexity)’이란 ‘언어 발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법형식과 그 형식

들의 정교한 정도21)’(p.492)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한국어 교육 분야

에서 통사적 복잡성에 대한 정의는 대표적인 연구인 서세정(2009), 음승

민(2012), 남주연(2015), 이복자(2015), 김명광(2016b)을 통해 살펴볼 수 있

다. 위의 연구에서 제시한 ‘통사적 복잡성’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모어 화자와 같이’, ‘정교하고 다양한 구조를’, ‘복문과 복합문’

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연

구에서 제시한 정의는 다음 <표 Ⅱ-2>의 내용과 같다.

21) ‘Syntactic complexity refers to the range of forms that surface in language 
production and the degree of sophistication of such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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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의

서세정(2009)

학습자가 단순한 구조의 단문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처럼 복문과 복합문 등으로 짜임새 

있게 구조화된 문장을 만들어 내는 능력의 정도

음승민(2012)

문장이라는 언어 체계에서, 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들이 얼마나 복잡한 관계 혹은 얼마나 많은 단계의 층

위를 이루면서 문장을 구성하는가를 의미

남주연(2015)
통사적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모

어 화자와 같이 원숙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이복자(2015)
단어, 구, 절, 문장 단위에서 자료의 크기와 범위를 확

장하고 정교화 할 수 있는 어휘적-통사적 언어 능력

김명광(2016b)
문장으로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

해할 수 있는 정도

<표 Ⅱ-2> 통사적 복잡성 정의

2.2.2. 한국어 문장의 확장

2.2.2.1. 문장의 정의

  통사적 복잡성은 문장의 확장과 관련이 깊다. 한국어 문장의 확장 방

식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문장’의 개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구본관 외(2015:210)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문장의 정의를 제시

하고 있다.

 (1) 가. 완전한 생각(사상)을 나타내는 한 무리의 낱말들이다.

 나. 하나의 통일된 말로 드러낸 것으로서, 뜻(의미)으로나 꼴(형

식)로나 온전히 다른 것과 따로 선(독립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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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떤 문법적 구성 방식으로도 더 큰 언어 형식 속에 내포되

지 않는 것이다.

 라.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2대 요소로 이루어진 언어 구조다.

 마.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온전히 포함된 단

위이다.

 바. 문장 부호를 가진 단어의 연속체이다. 

  

  이 중 언중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문장의 정의는 (1바)이지만, 음성 언

어에는 문장 부호가 없으므로 (1가~마)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구

본관 외(2015:209)에서는 문장을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독립적 형식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문장은 또한 체계문(system sentence)과 사용문(text sentence)으로 나

눌 수 있다. 체계문은 ‘해당 언어의 문법 원리에 따라 구성된 문장’이

며 사용문은 ‘실제 사용되는 모습 그대로의 문장’이다. 이에 따라 형

식 통사론은 ‘순수하게 통사 단위들의 결합 원리를 밝히는 데 관심이 

있고’, 기능 통사론은 ‘실제적 언어 사용에서 어떤 문법적 구성이 어

떤 기능을 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구본관 외, 2015. p210-211). 

  본 연구에서는 ‘완결된 생각을 담으며 문장 부호를 가진 단어의 연속

체’를 문장이라고 정의하되,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을 반영하고 있는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형문까지도 문장

으로 간주한다.

2.2.2.2. 접속을 통한 문장의 확장

  문장의 확장은 홑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겹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가리

킨다(임지룡 외, 2005). 단문과 복문은 서술어의 수에 따라 정의할 수 있

는데, 서술어가 하나인 문장을 단문, 둘 이상의 서술어를 가진 문장을 

복문이라고 한다(최규수, 2009). 복문의 경우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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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처럼 두 개의 절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문장, 혹은 ‘나는 봄

이 왔음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처럼 두 개의 절 중 하나가 마치 어머

니 역할을 하여, 하나가 하나를 안고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

다(구본관 외, 2015). 

  두 문장을 이을 때는 연결 어미가 사용되는데, 연결 어미에는 두 문장

을 대등적으로 이어주는 대등적 연결 어미, 앞의 문장을 뒤의 문장에 종

속시키는 종속적 연결 어미,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보조

적 연결 어미로 구분할 수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 그러므로 대등적

으로 이어진 문장이란 대등적 연결 어미가 사용되어 이루어진 문장을 의

미한다. 이때 대등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첫째

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적으로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것이

며, 둘째는 두 절이 문법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대등하게 별개의 절로 기

능한다는 것이다(구본관 외, 2015).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어

미의 목록은 다음 <표 Ⅱ-3>과 같다.

  국립국어원(2005a:116-155)에서 의미 기능에 따라 분류한 연결 어미 목

록 중 대등적 연결 어미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4>와 같이 세 가지 의

미 기능에 따라 나누어볼 수 있다.

의미 범주 연결 어미

나열 혹은 순접(順接) -고, -요, -(으)며/-(으)면서, -자

대조 혹은 역접(逆接) -(으)나, -지만, -ㄴ데

선택 -거나

<표 Ⅱ-3> 구본관 외(2015:258)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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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외(2005:298-311)에서도 이어진 문장을 이루는 연결 어미를 대등

적, 종속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의미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중 전통

적으로 대등적 연결 어미로 간주되는 연결 어미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Ⅱ-5>와 같다.

의미 범주 연결 어미

나열 · 병렬관계 -고, -(으)며, -요

대조관계 -지만, -(으)나, -는데, -아도/어도

선택관계 -거나, -든지, -든

<표 Ⅱ-5> 허용 외(2005:298-311)의 분류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대해 논할 때는 ‘와/과’, ‘하고’, ‘(이)

랑’등 접속 조사로 이어진 문장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

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장 ‘철수와 영희는 어제 파리로 떠났

다.’라는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

제이다. 이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처리하는 경우, ‘철수는 어

제 파리로 떠났다.’라는 문장과 ‘영희는 어제 파리로 떠났다.’라는 

문장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고영근·구본관, 

2018:319), 최규수(2009)에서는 위와 같은 문장을 두 문장이 합해진 구조

22) ‘-(으)면서’, ‘-(으)며’, ‘-자’의 경우 ‘동시’의 의미를 갖는다. ‘-(으)면서, 
-(으)며’는 형용사나 ‘이(다)’와 어울리면 ‘동시’의 의미와 함께 ‘나열’의 의
미를 갖는다. ‘-자’의 경우에는 ‘이(다)’와 어울릴 경우 ‘동시’의 의미와 함께 
‘나열’의 의미를 갖는다(국립국어원, 2005a:122-123).

의미 범주 연결 어미

나열 -고, -(으)며, -자22)

대립 · 대조 -(으)나, -지만, -는데/-(으)ㄴ데, -아도/-어도

선택 -거나, -든지, -든가

<표 Ⅱ-4> 국립국어원(2005a:116-155)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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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단문과 복문을 

구분하는 정의에 따라 서술어가 한 개이면 단문, 두 개 이상이면 복문으

로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현경 외(2018)에서도 위와 같은 구조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통사적으로 두 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겹문장으로 포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의미 범주 연결 어미

나열·순접 -고, -요, -(으)며/-(으)면서, -자

대조
-(으)나, -지만, -ㄴ데/-(으)데, -아도/-어도, -(으)면

서23), -라24)

선택 -거나, -든(지), -다(가), -든가

<표 Ⅱ-6> 대등적 연결 어미 목록

  그러므로 앞선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

장으로 파악하는 경우는 위의 <표 Ⅱ-6>의 연결 어미가 포함된 문장이

다. 

2.2.2.3. 내포를 통한 문장의 확장

(1) 명사절

  내포문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그리고 서술절을 안은 문장로 나누어진다. 먼

23) 국립국어원(2005b:707)에 따르면 ‘-(으)면서’의 경우 둘 이상의 사실을 겸하고 있음
을 나타내거나 둘 이상의 사실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라고 하
였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 시간 관계 중 ‘동시’의 의미로, 후자의 경우는 ‘대
조’의 의미로 분석하였다.

24) 국립국어원(2005b:394)에 따르면 ‘-라’는 앞 내용을 부정하여 뒤 내용과 대립됨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라’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형
성하며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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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명사절을 만드는 방식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명사형 어미 ‘-(으)ㅁ’, 

‘-기’를 결합하는 방식이 있으며, ‘-느냐, -(으)냐, -는가/-(으)ㄴ가, -

는지/-(으)ㄴ지, -(으)ㄹ지’와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가 결합되어 이루어

지기도 한다(구본관 외, 2015:260-261). 이러한 경우는 명사형 어미에 의

존하지 않고 문장이 그대로 명사절이 되는 경우이므로 ‘명사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이익섭, 2004:352). 명사형 어미 ‘-(으)ㅁ’이 쓰인 문장은 

‘것’이 쓰인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구어체의 경우 ‘-(으)

ㅁ’보다는 ‘것’25)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임지룡 외, 2005:253). 

또한 최근에는 점차 ‘-음, -기’보다 ‘-(으)ㄴ 것’, ‘-는 것’을 쓰

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영근·구본관, 2018:330). 그래서 ‘-(으)ㄴ 것’, 

‘-는 것’이 포함된 문장의 경우 명사절을 안은 문장의 일종으로 다루

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가장 큰 이유는 ‘-(으)ㄴ 것’과 ‘-는 것’은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사절이 아니라, 관형사절을 가

진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고영근·구본관, 2018). 그런데 ‘-

(으)ㄴ 것’과 ‘-는 것’은 상황에 따라 ‘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포

함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구본관 외(2015:264)에 제시된 아

래의 예시를 살펴보면 (2가)의 경우 ‘것’이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이 

있으나, (2나)의 경우 ‘이 약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명사절로 어떤 

사태를 지시하고 있기에 ‘-는 것’을 하나의 어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의견도 있다(구본관 외, 2015).

(2) 가. 저기 하늘에 뜬 것이 애드벌룬이다.

  나. 병이 나으려면 이 약을 먹는 것이 좋다.

25) (ㄱ) 인호가 축구에 소질이 있음이 학교에 알려졌다
    (ㄴ) 인호가 축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이 학교에 알려졌다(임지룡 외, 2005:253). 
   위의 (ㄱ)의 경우 명사형 어미 ‘-음’이 쓰인 문장이고, (ㄴ)의 경우 ‘-는 것’이 

쓰인 문장이며 후자가 구어체에서 더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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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는지, -(으)ㄹ지’등 의문형 종결 어미

를 가진 문장의 경우에도 명사절을 가진 문장으로 분류는 하고 있으나 

인용절을 이루는 경우 경우와의 혼동으로 인해26) 명사절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330). 마지막으로는 문법적

으로는 명사절이 되기 어려운 특정 형식의 구성이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

가 있다(구본관 외, 2015:261).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3) 가. 그는 열정에 사로 잡히면 일이 어렵고 쉽고를 가리지 않는

다.

나. 좌파(이)니 우파(이)니 {하는, 떠드는} 것이 우습다.

다. 형이 온 것은 우리가 떠나자마자였다.

  (3가~나)와 같이 대조적인 내용의 말이 접속되어 있는 경우 명사절을 

만드는 장치가 없더라도 명사절이 되는 경우가 있다. (3다)는 분열문

(cleft sentence)으로서, 정상적인 어순을 취하지 않고 강조하고 싶은 내

용을 서술어에 배치한 문장이다. 위 문장의 경우 ‘우리가 떠나자마자’

는 부사절이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 앞에 쓰였으므로 명사절로 볼 수 

있다. 유현경 외(2018:445)에서는 위의 논의를 아우르면서, 명사절 성립 

방식에 전성 어미에 의한 방식뿐 아니라‘관형사절+것’과 의문형 종결 

어미로 이루어진 구성, 그 외에 분열문과 ‘-고’를 통하여 명사절이 성

립할 수 있음을 정리하였다. 특히나‘관형사절+것’과 의문형 종결 어미

를 통한 명사절의 형성은 명사형 전성 어미‘-음, -기’를 통한 형성보

다 사용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명사절로 분

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정리한 명사

절 구성은 다음 <표 Ⅱ-7>과 같다.

26) ‘그가 왔는지’, ‘그가 돌아올지’를 명사절로 보게 되면 인용절로 분류하는 ‘아
가씨는 내게 저 별들의 이름을 다 아느냐고 물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저 별들의 
이름을 다 아느냐’도 명사절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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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사형 어미 ‘-음’, ‘-기’

2. ‘-느냐, -(으)냐, -는가/-(으)ㄴ가, -는지/-(으)ㄴ지, -(으)ㄹ지’와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가 사용된 경우

3. ‘-(으)ㄴ 것’과 ‘-는 것’이 쓰인 문장 중 ‘-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없으며 그 자체로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

4. 문법적으로는 명사절이 되기 어려운 특정 형식의 구성

<표 Ⅱ-7> 명사절 판단 기준

(2) 관형사절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과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문장 내에 생략되는 성분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관계 관형사절과 동격 관형사절로 나누어진다(임지룡 외, 2005). 관계 관

형사절은 수식하는 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관형사절이고, 동격 관형사절

은 한 문장의 모든 필수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절로서 각각 줄여

서 관계절, 동격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구본관 외, 2015:265). 아래 예시 

중 (4가)의 밑줄 친 부분은‘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와 같이 한 문장

의 모든 필수 성분을 갖추었기 때문에 동격절이며, (4나)의 밑줄 친 부분

은 ‘만들었다’의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관계절이다(구본관 외, 

2015:265) 

(4) 가. 철수와 영희가 곧 결혼한다는 소문이 돈다.

나.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입니다.

  구본관 외(2015), 고영근·구본관(2018)에서는 관계절과 동격절만으로 

구분될 수 없는 관형사절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의 예시 (5가~나)의 경우 밑줄 친 부분에 모두 필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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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관계절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피수식 명사가 밑줄 친 절의 내

용, 즉, 동격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동격절로 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고영근·구본관(2018)에서는 연계절로 분류하였고27), 

구본관 외(2015)에서는 유사 동격절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위의 논의들을 받아들여 관형사절 분석에서 관계절, 보문절, 연계

절28)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5) 가. 그는 내가 집에 간 후에 떠났다.

나. 밥이 타는 냄새가 난다. 

(3) 부사절

  부사절은 기본적으로 부사형 어미 ‘-이, -게, -듯(이), (으)ㄹ수록’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에 종속적 연결 어미로 다루었던 

모든 어미들을 부사형 어미로 다루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구본관 외, 2015:269). 학교문법에서도 6차 교육과정에서는 부사 파

생 접사 ‘-이’로 형성된 ‘-와 같이/달리’, ‘-이 없이’나 어미 ‘-

게, -도록’만으로 된 절을 부사절로 보았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종

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종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

고 있다(유현경 외, 2018:457)29). 

27) 연계절이라는 용어를 가장 처음 사용한 논문은 김지은(2002)이다.
28) 연계절의 경우 관형사절이 아니라 그 자체로 부사절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구

본관 외, 2015:273).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는 사이에 택배가 도착해 있었다.”라
는 문장의 경우 부사격 조사 ‘-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부사절로 기
능을 한다. 그래서 연계절을 부사절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계절
(linking clause)로 처리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명사의 목
록은 구본관 외(2015:273)에 제시된 것과 같다.

-(으)ㄴ/는 가운데(에), -(으)ㄴ 결과(로), -(으)ㄴ/는/(으)ㄹ 경우(에), -(으)ㄴ 나머지, -

(으)ㄴ 다음(에), -(으)ㄴ/는 대신(에), -는 중/도중/와중(에), -(으)ㄴ 뒤/후/이후(에), -

(으)ㄴ/는 반면(에), -(으)ㄴ/는 사이(에), -(으)ㄴ 후/이후(에), -(으)ㄹ 시(에), -는 한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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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부사형 어미로 알려진‘-게, -(으)ㄹ수록, -이, -

듯(이), -도록’과 더불어 동시적 사건, 계기적 사건, 사건의 전환, 이유‧
원인, 조건‧가정, 인정‧양보, 목적‧의도, 배경‧상황 설명 등의 의미를 가지

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루어진 모든 절을 부사절로 간주할 수 있

다.‘-게, -(으)ㄹ수록, -이, -듯(이), -도록’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6) 가. 엄마는 아이에게 혀가 {닳도록, 닳게} 타일렀다.

나. 아이를 해가 {저물도록, *저물게} 타일렀다.

(7) 가. 날이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8) 가. 나그네가 달이 구름이 가듯(이) 걸어간다.

  구본관 외(2015:273)에 따르면 (6가)에 쓰인 ‘-도록, -게’는 어떤 사

태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6나)에 쓰인 ‘-도록’은 어떤 사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7가)의‘-(으)ㄹ수록’은‘점차 심해

짐’의 의미를 나타내며 (8가)의‘-듯(이)’는 유사한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어미이다. 따라서 구본관 외(2015)에서 제시하는 부사절

을 이루는 어미를 모두 정리하면 다음 <표 Ⅲ-8>과 같다.

29)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어진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절로 이어
진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분류를 하기 보다는 기
능적인 관점에서 의미적으로 연결 어미는 나누는 경향이 있다(허용 외, 2005; 국립국
어원, 2005a). 

의미 범주 부사형 어미

동시적 사건 -(으)면서, -(으)며

계기적 사건 -자, -자마자, -고(서), -아(서)/어(서)

사건의 전환 -다가

이유 · 원인
-아(서)/어(서), -(으)니까, -느라(고), -다가, -기

에, -길래

<표 Ⅱ-8> 구본관 외(2015)의 부사형 어미의 종류



- 38 -

  

  국립국어원(2005a:116-155)에서는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어미들을 

열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살펴본 나열이

나 대립·대조, 선택 등 대등적 연결 어미는 제외하고, 기존에 종속적 

연결 어미로 분류된 여덟 가지의 의미 범주와 그에 해당하는 연결 어미 

목록을 살펴보면 아래 <표 Ⅱ-9>와 같다.

의미 범주 연결 어미

시간

동시 -(으)면서, -(으)며, -자, -자마자

순서 -고, -아서/-어서, -아/-어

전환 -다가, -다

이유 · 원인
-아서/-어서, -아/-어, -(으)니30),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느라, -기에

조건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

목적 -(으)러, -(으)려고, -(으)려, -도록, -게31), -고자

인정
-아도/-어도, -라도, -(으)ㄹ지라도, -더라도, -(으)ㄹ망

정, -(으)ㄹ지언정, -건만

방법 · 수단 -아서/-어서32), -고

배경 -는데/-(으)ㄴ데, -(으)니, -아서/-어서

첨가 · 점진 -(으)ㄹ수록

비유 -듯(이)

<표 Ⅱ-9> 국립국어원(2005a:116-155)의 연결 어미 종류

조건 · 가정 -(으)면, -거든, -아야/어야

인정 · 양보
-아도/어도, -(으)ㄹ지라도, -더라도, -ㄴ데, -아

야/어야, -(으)ㄴ들

목적 · 의도 -(으)러, -(으)려고, -고자

배경 · 상황 설명 -는데, -(으)ㄴ데, -(으)니

결과 · 도달 -도록, -게

점차 심해짐 -(으)ㄹ수록

비유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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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각주에서 언급하였듯이, 허용 외(2005:298-311)에서는 연결 어미

로 이어진 문장에서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대등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미 기능

을 갖는 연결 어미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Ⅱ-10>과 같다.

 

30) 배경의 의미를 갖는 ‘-는데/-(으)ㄴ데’는 부정문과 어울릴 수 있으나 ‘-(으)니’는 
부정문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아래 예시와 같이 부정문과 어울리는 경우 ‘이유원
인’의 의미가 된다(국립국어원, 2005a:154).

예) 요새는 모임에 잘 안 나가니 동창들 소식을 잘 모르겠다.

31) ‘목적’의 의미를 갖는 연결 어미들은 동사와만 어울리고, 형용사나 ‘이(다)’와는 
어울려 쓰이지 못한다. ‘-도록, -게’는 경우에 따라 일부 형용사와 어울리기도 하
지만, 이 경우 ‘목적’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가 된다. 아래 예시에서는 ‘시간의 
한계’의 의미를 갖는다(국립국어원, 2005a:143).

예) 아버지는 밤 늦도록/늦게 열심히 일하셨다.

32) ‘방법·수단’의 의미를 갖는 ‘-아서/-어서, -고’는 동사와만 어울리고 형용사나 
‘이(다)’와는 어울리지 못한다. 만약 형용사와 ‘이(다)’와 어울리면 ‘방법, 수
단’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가 된다. (1)과 (3)에 쓰인 ‘-어서/-아서’의 경우 이
유·원인의 의미를 갖고, (2)에 쓰인 ‘-고’의 경우 나열의 의미를 갖는다(국립국어
원, 2005a:151).

(1) 동생은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이 많다.
(2) 동생은 성격도 좋고 키도 크다.
(3) 그 사람은 외국인이어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 

33) 허용 외(2005:300)에는 ‘-자마자’의 경우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라는 

의미 범주 연결 어미

시간관계

동시 -면서, -(으)며

순차 -고, -아서/-어서, -자마자33)

전환 -다가

이유관계
-아서/-어서, -(으)니까, -니, -(으)므로, -느라고, 

-기에, -길래, -자

조건관계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

목적 · 의도관계 -(으)러, -(으)려고, -(으)려, -도록, -게

가정 · 인정관계
-아도/-어도, -(으)ㄹ지라도, -더라도, -(으)ㄹ망정, 

-(으)ㄹ지언정

수단 · 방식관계 -아서/-어서, -고

배경관계 -아서/-어서, -는데, -(으)니

<표 Ⅱ-10> 허용 외(2005:298-311)의 연결 어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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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구본관 외(2018), 국립국어원(2005a), 허용 외(2005)의 

어미 목록을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자’와 ‘-자마자’의 시간적 의미의 차이이다. 구본관 외(2015)에서

는 ‘-자’와 ‘-자마자’를 계기적 사건으로 보고 있고, 국립국어원

(2005a)에서는 동시의 의미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조건’과 ‘가정’을 나누는 의미 범주 설정에 대한 차이

이다. 구본관(2015)에서는 ‘조건’과 ‘가정’을 비슷한 의미 범주로 보

고 있는 반면에, 허용 외(2005)에서는‘조건관계’와‘가정·인정 관계’

를 구분하고 있다. 허용 외(2005)에서 정의하는‘조건관계’란 두 문장을 

조건관계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이며 국립국어원(2005a)에서는‘한 문장

이 다른 문장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p138)으로 쓰는 경우

‘조건’의 의미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인정’의 의미로 연결된 경우, 국립국어원(2005a)에서는 ‘어미들이 

앞 문장에서는 지금 또는 미래의 상황이나 조건을 인정하고 뒤 문장에서

는 의미상 그에 상반되는 내용을 표현할 때 쓴다’(p144)고 하고 있다. 

또한 앞 문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그 내

용이 현재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인정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가정적 인정이다. 허용 외(2005a)

에서는 ‘가정적 인정’의 경우 ‘가정관계’라고 명명하고 ‘현실적 인

정’의 경우 ‘인정관계’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이를 포괄하여 ‘양

보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경우

‘인정·양보관계’로 칭하기도 한다. 이상으로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

여, 본 연구에서 부사절로 파악하는 경우는 다음 <표 Ⅱ-11>의 어미들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것만 명시가 되어있고, 순차, 전환, 동시 중 어느 의미를 갖는지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 국립국어원(2005b:445)에 따르면 ‘-라서’는 ‘이다’ 혹은 ‘아니다’에 붙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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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용절

  인용절은 인용의 부사격 조사 ‘(이)라고’, ‘고’, ‘하고’와 결합

하여 이루어진다. 인용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으며, 직접 인용

은 큰따옴표(“ ”)나 작은따옴표(‘ ’)가 앞뒤에 붙는 것이 원칙이다

(구본관 외, 2015). 직접 인용의 경우 남의 말이나 바람 소리, 물소리 같

은 것을 그대로 흉내 내어 전달하고자 할 때는‘하고’에 의해 이끌어질 

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이며, 어미 ‘-아서’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나 ‘-아서’에 
비해 친숙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35) 국립국어원(2005b:611)에 따르면 ‘-으냐면’은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려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설명함을 의미하는 어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으냐면’의 넓은 의미 
기능을 ‘조건’으로 파악하고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어미 목록에 포함하였다.

36) 국립국어원(2005b:871)에 따르면 ‘-자면’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정하거나 예상되
는 상황을 제시하여 뒤따르는 문장의 행위나 상태의 조건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의미 기능 부사형 어미

동시 -(으)면서, -(으)며

선후 -자, -자마자, -고(서), -아(서)/-어(서)

전환 -다가, 다

이유·원인
-아서/-어서, -아/-어,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

라고, -느라, -기에, -길래, -자, -다가, -라서(-라)34)

수단·방법 -아서/-어서, -아/-어, -고

배경 -는데/-(으)ㄴ데, -(으)니, -아서/-어서

목적·의도 -(으)러, -(으)려고, -거든, -아야/-어야(지)

조건
-(으)면, -(으)려면, -거든, -아야/-어야(지), -(으)냐면35), 

-자면36)

인정·양보
-아도/-어도, -(으)ㄹ지라도, -더라도, -라도, -ㄴ데, -

(으)ㄴ들, -어야/-아야, -거늘

방식·정도 -이, -게, -도록

비유 -듯(이)

기타 -게(사역), -ㄹ수록(첨가·점진)

<표 Ⅱ-11>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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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구본관 외, 2015:275).

  그런데 인용절의 경우 그 자체를 별도의 절로 인정하지 않고 명사절이

나 부사절로 포함하여 분류하자는 의견도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 

유현경 외(2018:457)에서는 직접 인용의 경우 명사구나 명사절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외국어 발화, 불완전한 발화 조각, 비언어적 소리가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는 명사절로 보기 어렵다

고 하였다. 또한 기능면으로 보았을 때 인용절을 부사절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함께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절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용절이 ‘화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말

이나 생각을 옮기기 위해 사용되는, 명사절이나 부사절과는 구별되는 독

특한 기능’(고영근·구본관, 2018:333)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

구에서도 인용절을 부사절이나 명사절과는 별개의 절로 간주하기로 한

다. 아래 <표 Ⅱ-12>는 인용절을 이끄는 조사/어미의 목록이다.

(5) 서술절

  앞서 살펴본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이외에도 학교문법에서

는 서술절을 내포절의 하위 절로 둔다.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

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절을 안고 있는 문장 전체는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나온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서술절

에 해당한다(임지룡 외, 2005:256).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여러 의

견이 있으며, 주어가 두 번 나타나는 문장에 대하여 대주어와 소주어로 

보는 입장, 주제-설명으로 보는 입장, 심층에서 다른 격조사가 표면에서 

분류 인용절을 이끄는 조사/어미

직접 인용 (이)라고, 하고

간접 인용 -ㄴ다고/-는다고/(이)라고, -냐고, -라고, -자고

<표 Ⅱ-12> 인용절 관련 조사/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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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를 취한 것으로 보는 입장 등이 있다(구본관 외, 2015:341). 또

한 서술절을 안은 문장의 경우 다른 내포절과는 다르게 서술절을 만들어

주는 뚜렷한 문법 요소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2.3. 영어 통사적 복잡성의 측정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측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영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통사적 복잡성 측정 지표를 살펴보겠

다. 울프-퀸테로 외(Wolfe-Quintero et al., 1998)는 39편의 제2언어 혹은 

외국어 교육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100개가 넘는 유창성, 종합성, 복

잡성 지표를 정리하였고, 이 지표들 중 작문에서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가장 잘 규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때 울프-퀸테로 

외(Wolfe-Quintero et al., 1998)에서 분류한 유창성 지표는 다른 CAF 연

구에서는 복잡성 측정 지표에 포함하기도 한다37). 연구 결과 가장 적합

한 유창성 지표로는 T단위당 단어 수(W/T), 절당 단어 수(W/C), 무오류 

T단위당 단어 수(W/EFT)가 있었으며, 가장 적합한 통사적 복잡성 지표

로 확인된 것은 T단위당 절 수(C/T)와 절당 내포절 수(DC/C)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Ⅱ-13>과 같다.

37) 대표적으로 Ortega(2003)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Ortega(2003)의 분류와 같이 
Wolfe-Quintero et al.(1998)의 유창성 지표를 통사적 복잡성 지표로 간주하였다.

38) 본문에서는 문법적 복잡성(grammatical complexity)로 제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통사적 복잡성(syntactic complexity)와 동일 개념이므로 편의상 통사

기준 가장 적합한 측정 지표

유창성

T단위당 단어 수 words per T-unit(W/T)

절당 단어 수 words per Clause(W/C)

무오류 T단위당 단어 수
words per error-free 

T-unit(W/EFT)

<표 Ⅱ-13> 울프-퀸테로 외(Wolfe-Quintero et al., 1998)에서 밝힌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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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Ⅱ-13>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통사적 복잡성 측정에서는 

T단위를 측정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단위는 Hunt(1965)에

서 처음 사용이 된 것으로, 최소 종결 단위(minimal terminable unit)의 

영어 약자이다. 이는 하나의 주절(main clause)과 그에 덧붙여지거나 내

포된 절(clause) 이하의 성분들로 이어진 단위를 이른다. 즉, 하나의 주절

과 그에 부착된 혹은 내포된 절, 구, 단어들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I know a boy and he has red hair.”의 경우 2개의 T단위로 분

할될 수 있다. 이는 두 개의 독립된 절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에 “I know a boy with red hair.”의 경우는 하나의 T단위를 이룬다

(Larsen-Freeman, 1978).

  헌트(Hunt)는 영어를 모어로 하는 아동의 경우 작문에서 주절을 다른 

주절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숙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문에서 문장의 수는 줄어들고 T단위의 길이

는 증가하는데 이는 내포(embedding), 그리고 주절을 종속절로 변화시키

는 과정 때문이다(Larsen-Freeman & Storm, 1977). 이 때문에 헌트

(Hunt, 1965)는 문장의 길이보다 T단위 길이가 작문의 성숙도를 측정하

기에 더 적합한 지표라고 하였다. 이는 소위 말하는 무종지문(run-on 

sentences)도 두 개나 그 이상의 T-unit으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arsen-Freeman, 1978). 이러한 까닭으로 영어 통사적 복잡성 측정에서

는 작문의 경우 T단위, 구어의 경우 AS단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측정 단위’의 문제와 더불어 ‘측정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리스와 올테가(Norris & Ortega, 2009)는 CAF 측정법을 사용한 16편의 

논문을 종합하여 분석 측면에 따른 측정 지표를 정리하였는데, 다음 <표 

적 복잡성으로 표기하였다.

통사적 

복잡성38)

T단위당 절 수 clauses per T-unit(C/T)

절당 내포절 수 
dependent clauses per 

clauses(D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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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4>와 같다. 

분석 측면 측정 지표 해당 논문

길이

평균 발화 길이
Mean length of 

utterance

Brown

(1973)

평균 T단위 길이
Mean length of 

T-unit

Hunt

(1965)

평균 C단위 길이
Mean length of 

c-unit

Loban

(1976)

평균 절 길이
Mean length of 

clause

Scott

(1988)

내포

T단위당 절의 수
Mean number of 

clauses per T-unit

Elder & 

Iwashita

(2005)

C단위당 절의 수
Mean number of 

clauses per c-unit

Skehan & 

Foster

(2005)

AS단위당 절의 수
Mean number of 

clauses per AS-unit

Michel et al.

(2007)절당 종속절(혹은 

내포절)의 수

Mean number of 

dependent or 

subordinate clauses 

per total clauses

대등 대등 지수 Coordination Index
Bardovi-Harlig

(1992)

문법 

형태의 

다양성, 

정교도, 

정교화 지수 Elaboration Index
Loban

(1976)

산출 통사 지수
Index of Productive 

Syntax

Scarborough

(1990)

<표 Ⅱ-14>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통사적 복잡성 지표(Norris & Orteg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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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유창성과 마찬가지로 복잡성의 개념을 논할 때에도 하위 분류

를 할 수 있으며, 통사적 복잡성을 측정할 때에도 하위 구인에 따라 여

러 분석 기준이 있다. 통사적 복잡성은 위의 <표 Ⅱ-14>와 같이‘길

이’,‘내포’,‘대등’,‘문법 형태의 다양성’,‘특정 형태의 빈도’의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길이’는 T단위 혹은 C단위 등 특정 단위

에 따른 단어나 형태소의 수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다음은‘내

포’인데 이는 특정 단위에 따른 절의 수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등 지수(Coordination Index)는 숙

달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산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문법 형

태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교화 지수와 산출 통사 지수

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 제안이 되기는 했으나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았고, 특정 문법 형태의 빈도를 계측하는 방법이 활용

되어 왔다(Norris & Ortega, 2009:558-560). 

  통사적 복잡성의 측정 방식은 포괄적(general) 측정과 특정적(specific) 

측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발화 혹은 T단위당 종속절의 수를 계측하는 

방식 등은 포괄적(general) 측정이며, 발화나 작문에 나타난 특정 문법 

형태의 사용 정도를 계측하는 것은 특정적(specific) 측정이라고 한다

(Foster & Skehan, 1996). 이는 학습자가 기본형 외에도 얼마나 다양하게 

습득 시기

특정 

형태의 

사용 빈도

특정 동사 

형태의 수

Raw tallies of 

certain verbal 

morphology
Ellis & Yuan

(2005); 

Robinson

(2007)

특정 동사 

종류의 수

Raw tallies of 

classes of verbs 

특정 통사 

구조의 수

Raw tallies of 

syntactic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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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크룩스(Crookes, 1989)에서는 학

습자의 동사 사용을 중심으로 시제, 상(aspect), 태(voice), 양태(modality) 

사용을 조사한 바 있다(Foster & Skehan, 1996).

2.4.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의 측정  

 

  한국어 교육에서 ‘통사적 복잡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연구는 

박지순·서세정(2009)이지만, 그 전에도 용어를 달리한 한국어의 문장 발

달 연구는 진행되어왔다. 주영민(2002)에서는‘문장 구성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장의 구조적 복잡도와 응집성 발달에 대해 연구하였

다. 이때 문장의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로는 문장당 평균 

어절 수, 문장당 절의 수, 사용된 연결 어미의 종류와 빈도, 내포절의 종

류와 사용 양상이다. 

  박지순·서세정(2009)에서는 영어권에서 사용된 통사적 복잡성 지표를 

한국어에 적용하여 숙달도 간 변별에 가장 적합한 측정 지표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시카와(Ishikawa, 1995)에서 사용된 23개의 지표 

중 T단위를 문장으로 대체하여 새롭게 구성한 18개의 지표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위 논문에서는 ‘통사적 숙달도(syntactic maturity)’라는 이

름으로 측정 지표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을 측정

하는 지표들이 혼합되어 있었다. 측정 결과 문장당 평균 단어의 수는 유

창성, 문장당 평균 절의 수는 복잡성, 전체 절에서 무오류 절이 차지하

는 비율은 정확성의 측면에서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울프-퀸테로 외(Wolfe-Quintero et al., 1998)의 연구와 

같이 문장 길이를 측정하는 경우 유창성 지표로 보았다.

  서세정(2009)에서도 ‘통사적 숙달도(syntactic matur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구조적 복잡성, 문법 형태 다양도, 통사적 정

확도, 담화적 응집도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때 구조적 복잡

성(structural complexity)이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통사적 복잡성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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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 면에서 동일하다. 구조적 복잡성은 문장당 어절 수, 문장당 절 

수, 문장당 형태소 수, 절당 종속절 수를 지표로 하였고, 박지순·서세정

(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측정

하였다. 연구 결과 절당 종속절 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지표의 경

우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평균값이 상승하여 숙달도 변별을 위해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의 박지순·서세정(2009), 서세정(2009)의 두 연구에 이어서 음승민

(2012)도 ‘구문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앞

의 두 연구와는 다르게 종단 연구를 통해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장 구조’와 ‘문장 길이’의 측면에서 구문 발달을 분석하였으며 

‘문장 구조 분석’은 복문의 비율, 평균 절의 수, 연결 어미를 가진 접

속절의 수, 성분절의 수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문장 길이’는 평균 어

절 수, 평균 단어 수, 평균 형태소 수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연구 결과 

‘복문의 비율’, ‘평균 절의 수’, ‘성분절의 비율’ 그리고 ‘평균 

어절 수’, ‘평균 단어 수’,‘ 평균 형태소 수’를 발달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중에서도 문장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기준 단위

로 형태소나 어절이 적절하며, 어절이 한국어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는 점, 그리고 측정의 실용성을 고려하였을 때 ‘어절’을 기준 

단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논문인 이복자(2015)와 김현아(2016)는 발달을 나타내는 타당한 

지표를 찾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기존에 밝혀진 지표들을 통해 발달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복자(2015)는 비율분석을 통하여 

문장당 단어 수, 문장당 대등절 · 내포절 수, 절당 단어 수를, 빈도분석

을 통하여 대등절,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의 빈도, 단문과 복문

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김현아(2016)의 경우 문장의 길이, 문장 확장의 

양, 문장 확장의 유형의 세 가지 측면에서 4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문장

당 형태소 수, 문장당 절 수, 대등접속 지수(CI),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장의 확장과 관련이 있는 문법항목들의 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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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함으로써 사용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들 외에 주영민(2002), 최세영(2011), 김현숙(2013) 등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문장의 발달 혹은 통사적 복잡성의 

발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상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정리하

면 다음 <표 Ⅱ-15>와 같다.

구분 측정 방법 논문

길이

작문당 문장 수 박지순·서세정(2009)

작문당 절 수 박지순·서세정(2009)

작문당 단어 수 박지순·서세정(2009)

문장당 어절 수
주영민(2002), 서세정(2009), 

음승민(2012)

문장당 형태소 수
서세정(2009), 김현아(2016), 

음승민(2012)

문장당 단어 수
박지순·서세정(2009), 

음승민(2012), 이복자(2015)

절당 단어 수
박지순·서세정(2009),

이복자(2015)

확장

단문과 복문의 빈도 이복자(2015)
단문의 비율 김현숙(2013)

복문의 비율
박지순·서세정(2009), 

음승민(2012), 김현숙(2013)
작문당 내포절 수 박지순·서세정(2009)39)

문장당 절 수

주영민(2002), 서세정(2009), 

박지순·서세정(2009),

음승민(2012), 김현아(2016)

내포절의 비율
박지순·서세정(2009),

음승민(2012)
문장당 대등절 수 이복자(2015)

문장당 내포절 수 박지순·서세정(2009),

<표 Ⅱ-15>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측정 지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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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슬(2017)에서는 현재까지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연구에서 사용되

었던 지표들을 정리하여 총 2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 지표들 중 학

습자를 발달 수준에 따라 구별해 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표의 적합성을 검증할 때 급별 평균의 비교뿐 아니라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해당 지표를 통하

여 어떤 급 간의 변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측정 기준과 숙달

도 변별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16>과 같다.

39) 박지순·서세정(2009)에서는 ‘작문당 내포절과 종속절의 개수’, ‘문장당 내포절과 
종속절의 개수’와 같이 ‘내포절’과 ‘종속절’을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
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루는 연결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보았기 때문에 ‘내포
절’로 통칭하기로 한다.

이복자(2015)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김현아(2016)

절당 내포절 수
서세정(2009), 

박지순·서세정(2009)
대등접속지수(CI) 김현아(2016)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

연결 어미, 

전성 어미 빈도

주영민(2002), 최세영(2011), 

김현숙(2013), 서세정(2009), 

김현아(2016)

논문
용

어

기

준
측정 방법

숙달도 변별

평균 Scheffé 사후검증

최예슬

(2017)

산

출 

길

이

에 

의

작

문

의

길

이

작문당 문장 수 적합
부분 적합

(초급, 고급)
작문당 절 수 적합 적합
작문당 어절 수 적합 적합
작문당 단어 수 적합 적합
작문당 형태소 수 적합 적합

작문당 음절 수 적합 적합

<표 Ⅱ-16> 최예슬(2017)의 통사적 복잡성 지표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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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

잡

성

문

장

의 

길

이

문장당 어절 수
부분 

적합

부분 적합

(초급, 중·고급)

문장당 단어 수 적합
부분 적합

(초급, 중·고급)

문장당 형태소 수 적합
부분 적합

(초급, 중·고급)

문장당 음절 수 적합
부분 적합

(초급, 중·고급)

T-unit당 어절 수 부적합
부분 적합

(2급, 6급)
T-unit당 단어 수 부적합 부적합
T-unit당 형태소 수 부적합 부적합
T-unit당 음절 수 부적합 부적합
절당 어절 수 부적합 부적합
절당 단어 수 부적합 부적합
절당 형태소 수 부적합 부적합
절당 음절 수 부적합 부적합

문

장 

확

장

에 

의

한 

복

잡

성

문

장 

확

장 

방

식

문장당 절의 수 적합
부분 적합

(초급, 중·고급)

문장당 T-unit 수
부분 

적합

부분 적합

(초급, 고급)

문장당 대등절 수
부분

적합

부분 적합

(초급, 고급)

문장당 내포절 수 부적합
부분 적합

(2급, 4급)

내

포

절

내

포

절 

작문당 명사절의 수 적합 부적합

작문당 관형사절의 수 적합
부분 적합

(2급,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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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측정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선 통사적 복잡성 측정의 측면에 관한 논

의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문장의 길이’와 ‘문장 확장’의 

측면에서만 분석을 하고 있었다. 영어권에서는 통사의 다양성과 정교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정 문법항목이나 구조에 대한 계측을 한 것에 비

하여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김

현아, 2016). 

  두 번째는 측정 단위의 문제이다. 영어권에서는 문장이나 절을 넘어선 

T단위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통사적 복잡성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

나 한국어의 경우 첨가어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T단위 설정의 필요

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박지순·서세정, 2009; 서세정, 2009). 한

국어의 경우 T단위가 문장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박지순·서세정, 

2009),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T단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

문이다(서세정, 2009). 최예슬(2017)에서는 T단위를 기준으로 산출 길이를 

측정하였을 때, 급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통계적인 결과도 얻어내

었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통사적 복잡성 측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통사적 복잡성 지표에 대한 연구자 간의 합의가 부족하다는 

유

형

별 

복

잡

성

6급)

작문당 부사절의 수
부분 

적합

부분 적합

(초·중급, 고급)

문장당 명사절의 수 부적합 부적합

문장당 관형사절의 수 적합
부분 적합

(초급, 중·고급)

문장당 부사절의 수 부적합
부분 적합

(2급,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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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다. 현재 분석 방법이 연구자마다 상이하며 이 때문에 연구 간의 비교

가 어려워지게 된다.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최예슬(2017)이 유일하게 

통사적 복잡성 측정 지표를 타당화하고자 한 연구이며, 이 외에는 측정 

지표를 타당화하고자 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무엇이 통

사적 복잡성 측정을 위한 가장 적합한 지표인지에 대한 연구자 간의 합

의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는 통사적 복잡성 측정 결과 해석의 문제이다. 올테가(Ortega, 

2003:494)에서는 통사적 복잡성 측정 지표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를 해석

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더 복잡하

다’는 것이 여러 의미에서 ‘더 발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 

측정법(global measure)만으로는 제2언어 발달 양상을 충분히 다 포착하

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더 복잡하다’는 것이 항상 ‘더 낫

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이 통사의 

복잡함(syntactic complexification)뿐 아니라 담화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의 발달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언어적으로 복잡한 작문을 

더 좋은 작문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올

테가(Ortega, 2015:87)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통사적 복잡성 연구를 

할 때 작문 자체의 질(質)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

음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통사적 복잡성과 작문의 질(質)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교육적 관점과 언어 발달의 관점에서, 

어떠한 종류의 통사적 복잡성이 어떻게 작문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지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분석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시

카와(Ishikawa, 1995:65)는 변화가 없는 지표의 경우 그 지표 자체의 타당

성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유의미하게 변화한 지표와는 달리 더 천천히 

변화하는 지표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지표도 

반드시 향상(improvement)이나 발달(progress)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은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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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문제이며 영어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시카와

(Ishikawa, 1995:64)에서는 총 24개의 측정 기준을 통해 숙달도가 낮은 

EFL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측정 기준을 두

고 분석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측

정 기준 중 어떤 기준이 실제 학습자의 ‘작문의 질의 발달(real 

developmental change in writing quality)’을 반영하는 것인지 정확히 

확립되지 않은 한계를 지적하였다40). 또한 앞으로 분석을 할 때는 많은 

측정 기준을 두고 분석을 하기보다 학습자의 수행의 변화와 긴밀이 관련

된 특정 기준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관련하

여 올테가(Ortega, 2015:86)에서는 그동안의 통사적 복잡성 연구에서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찾고자 했음을 반성하면서 특정 

목적, 특정 수준의 학습자, 특성 장르와 과제에 맞는 개별화된 측정 기

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측정 기준과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적

합한 측정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어떤 기준

이 작문에서의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 발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에 대한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준

을 통하여 분석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

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통해 분석하도

록 한다. 

3.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교육

 

3.1. 호주 교포 학습자의 특성

  외교부 홈페이지41)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3개국에 

40) 또한 이러한 측정 방식이 ‘작문의 질의 발달’을 보여주는 것인지 혹은 ‘작문에서
의 통사 구조의 발달’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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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587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 <표 Ⅱ-17>과 같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호주에는 167,331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

어 8번째로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이다. 

  호주 한인 교포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실태 조사는 2009년도에 재외동포

재단에서 발행한 「유럽 · 대양주 · 중남미지역 재외동포사회 실태조

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양주 지역의 경우 호주와 뉴

질랜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호주의 경우 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

관을 통해(ACT, 빅토리아주, South Australia주 등) 100명, 주시드니총영

사관을 통해(NSW주, 퀸즈랜드 주, Northern Territory 주) 161명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주뉴질랜드대사관을 통해 웰링턴과 

켄터베리 등 지역의 63명, 주오클랜드분관을 통해 오클랜드와 와이카토 

41) 외교부(http://www.mofa.go.kr/www/wpge/m_21509/contents.do) (검색일시 2020-01-15)

순위 국가명 재외동포 거주자 수

1 미국 2,546,982

2 중국 2,461,386

3 일본 824,977

4 캐나다 241,750

5 우즈베키스탄 177,270

6 베트남 172,684

7 러시아 169,933

8 호주 167,331

9 카자흐스탄 109,923

10 필리핀 85,125

11 브라질 48,281

12 독일 44,864

13 영국 40,770

14 뉴질랜드 38,114

<표 Ⅱ-17> 국가별 거주 재외동포 현황 (단위: 명)

http://www.mofa.go.kr/www/wpge/m_21509/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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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역의 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 19세 이상의 한인교포를 조사표

본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2009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가 진행

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어학연수나 유학 등 학업 목적으로 단기 이주한 경

우까지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현지에 정착한 교포들의 특성을 

완전히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해당 실태 조사가 이

루어진 시기와 본 논문을 위해 자료조사를 한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

에 현재 호주 교포들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

다. 하지만 국가 기관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조사인 만큼 당시(2009년) 

현지 한인들의 특성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

해 현재 해당 지역의 한인들의 특성들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

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경제적 활동 및 고용 형태, 

가정 및 건강, 언어 및 교육, 한국에 대한 관심 정도, 생활 및 문화 그

리고 재외동포지원 활용 평가 및 지원방안 제시 등의 대주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

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며, 뉴질랜드의 응답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호

주 한인 교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대양주 지역 한인(N=400)들의‘자녀들의 한국어 사용 수준에 대

한 부모의 인식’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 같이 언어의 네 영역에 

따라 조사가 되었다. 그 결과를 표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 Ⅱ-18>과 

같다42).

42) <표 Ⅱ-18>의 내용은 재외동포재단(2009) 312~319쪽에 걸쳐 제시되어 있는 표를 하
나의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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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국가 사례수 ➀ ➁ ➀+➁ ➂ ➃ ➄ ➃+➄ 기타

말

하

기

호주 208 25.0 42.3 67.3 17.3 8.7 2.9 11.5 3.8

뉴질

랜드
77 29.9 36.4 66.2 15.6 3.9 0.0 3.9 14.3

듣

기

호주 208 18.8 34.6 53.4 31.3 10.6 1.0 11.5 3.8

뉴질

랜드
77 24.7 35.1 59.7 15.6 9.1 1.3 10.4 14.3

쓰

기

호주 208 12.5 16.3 28.8 25.5 27.9 13.9 41.8 3.8

뉴질

랜드
77 26.0 18.2 44.2 23.4 13.0 5.2 18.2 14.3

읽

기

호주 208 19.2 20.7 39.9 22.6 19.7 13.9 33.7 3.8

뉴질

랜드
77 27.3 22.1 49.4 20.8 13.0 2.6 15.6 14.3

<표 Ⅱ-18> 국가별 자녀의 한국어 사용 수준 (단위: %)

① = ‘매우 유창함’ ④ = ‘약간 어려움이 있음’

 ② = ‘잘하는 편임’ ⑤ = ‘전혀 못함’

 ③ = ‘보통’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의 한국어 사용 수준에 대해 호주의 경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서 각각 67.3%, 53.4%, 28.8%, 39.9%가 ‘잘한

다’(➀ 매우 유창함 + ➁ 잘하는 편임)고 응답하였으며, 뉴질랜드의 경

우 각각 66.2%, 59.7%, 44.2%, 49.4%가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못한다’(➃ 약간 어려움이 있음 + ➄ 전혀 못함)의 경우 호주는 각각 

11.5%, 11.5%, 41.8%, 33.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각각 3.9%, 10.4%, 18.2%, 15.6%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두 나

라 간 자녀의 한국어 사용 수준을 비교해 보면 ‘잘한다’고 응답한 경

우 읽기 영역을 제외하고는 뉴질랜드가 더 높게 나왔으며, ‘못한다’

의 경우는 뉴질랜드에 비하여 호주가 현저하게 높게 응답한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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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호주가 뉴질랜드보다 이민의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세대

가 지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영역별로 

보면 두 국가 모두 다른 영역보다 ‘쓰기 영역’에서 ‘못한다’는 응

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는데 호주의 경우 41.8%가, 뉴질랜드의 

경우 18.2%가 ‘못한다’(➃ 약간 어려움이 있음 + ➄ 전혀 못함)라고 

답하였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연령별 답변 분포이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 모두 해당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표

적으로 쓰기 영역에 한하여 살펴보겠다. 다음 <표 Ⅱ-19>는 재외동포재

단(2009:317)의 ‘특성별 자녀의 한국어 사용 수준(쓰기)’ 부분에서 연

령 부분만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한 자료이다. 본 자료는 호주와 뉴질

랜드의 답변이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어 통계 처리가 되어있다.

연령 사례수 ➀ ➁ ➀+➁ ➂ ➃ ➄ ➃+➄ 기타

20세-

29세
7 14.3 0.0 14.3 0.0 14.3 28.6 42.9 42.9

30세-

39세
124 4.8 15.3 20.2 29.0 21.0 21.0 41.9 8.9

40세-

49세
107 16.8 19.6 36.4 26.2 29.9 4.7 34.6 2.8

50세-

59세
32 34.4 21.9 56.3 15.6 25.0 0.0 25.0 3.1

60세-

69세
12 58.3 8.3 66.7 16.7 8.3 0.0 8.3 8.3

70세 

이상
3

100.

0
0.0 100.0 0.0 0.0 0.0 0.0 0.0

<표 Ⅱ-19> 연령별 자녀의 한국어 사용 수준 – 쓰기 (단위: %)

① = ‘매우 유창함’ ④ = ‘약간 어려움이 있음’

 ② = ‘잘하는 편임’ ⑤ = ‘전혀 못함’

 ③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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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인 이민 초창기 세대의 경우 자녀의 한

국어를 ‘잘한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과반수가 넘지만(56.3%, 66.7%, 

100%)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녀의 한국어 사용 수준을 ‘잘한다’고 답

변한 비율이 줄어들고, 못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Ⅱ-18>, <표 Ⅱ-19>를 통하여 자녀의 한국어 사용 수준

과 관련하여서는 쓰기 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며, 이민 세대의 변

화에 따라 자녀의 한국어 사용 실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Ⅱ-20>에서 호주는 ‘한국계 종교단체나 한글학교에 다니게 한다’

고 답변한 비율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 가르친다’고 

답한 비율이 36.5%로 2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직접 가르친

다’고 답한 비율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뉴질랜드에 비하

여 호주의 한국 교민들이 한글학교나 종교단체를 통해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호주

(N=208)

뉴질랜드

(N=77)

한국계 종교단체나 한글학교에 다니게 한다 39.4 18.2

내가 직접 가르친다 36.5 41.6

신문이나 방송을 보게 한다 9.1 11.7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는다 4.8 7.8

학원을 다니게 한다 2.9 7.8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다 2.9 1.3

기타 1.4 0.0

모름/무응답 2.9 11.7

<표 Ⅱ-20> 한국어 가르치는 방식 응답 비율 (단위: %)

 

  마지막으로 위 보고서에 제시된 항목 중 언어 교육 및 언어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인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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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을 보면 대양주 지역의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응

답자층에서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하

지만 40~49세에서 3.5%만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것에 

비하여 20~29세에서는 6.8%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세대의 변화에 따라 가정 내에서 ‘영어’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가정에서 ‘영어’의 사용 비

율이 높아질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구분 한국어 영어
현지 

공용어

모름 / 

무응답

국가
호주(N=261) 94.3 4.2 0.4 1.1

뉴질랜드(N=140) 94.3 5.0 0.0 0.7

연령

20세~29세 91.8 6.8 0.0 1.4
30세~39세 93.1 5.6 0.0 1.3
40세~49세 95.7 3.5 0.9 0.0
50세~59세 97.1 0.0 0.0 2.9
60세~69세 100.0 0.0 0.0 0.0
70세 이상 100.0 0.0 0.0 0.0

<표 Ⅱ-21>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단위: %)

 

  아래 <표 Ⅱ-22>에서는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더 세분화

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➀은 ‘자녀와 부모 모두 

한국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한다.’이고, ➁는 ‘부모는 한국어로 말하고 

자녀는 극히 제한된 한국어를 사용한다.’이며, ➂은 ‘부모는 한국어로 

말하고 자녀는 대부분 현지어를 사용한다.’이다. 아래 결과를 살펴보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응답자 각각 87.4%, 83.3%가 ①‘자녀와 부모 모두 

한국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

면 40~49세에서 ②와 ③ 즉, ‘자녀와 부모는 한국어로 말하고 자녀는 

극히 제한된 한국어를 사용한다.’ 혹은 ‘자녀는 대부분 현지어를 사용

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17.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녀가 학령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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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들면서 현지어의 노출이 많아지며 언어의 전이가 나타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① = ‘자녀와 부모 모두 한국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한다.’

 ② = ‘부모는 한국어로 말하고 자녀는 극히 제한된 한국어를 사용한다.’

 ③ = ‘부모는 한국어로 말하고 자녀는 대부분 현지어를 사용한다.’

3.2. 호주 교포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호주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크게 교포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비

교포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비교포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학위과정의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

우거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 혹은 교양 수업으로 듣는 경우를 의미한

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교육원이나 한국문화

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주로 한글학교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며, 그 외에도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학위과정으로 한국

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한글학교는 한인회, 동포단체, 종교단체 등이 

구분 ➀ ➁ ➂ 모름 / 

무응답

국가
호주(N=246) 87.4 7.3 3.3 2.0

뉴질랜드(N=132) 83.3 5.3 3.8 7.6

연령

20세~29세 85.1 3.0 3.0 9.0

30세~39세 87.2 6.0 2.7 4.0

40세~49세 80.9 10.9 6.4 1.8

50세~59세 97.1 2.9 0.0 0.0

60세~69세 84.6 7.7 0.0 7.7

70세 이상 100.0 0.0 0.0 0.0

<표 Ⅱ-22>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방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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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어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역사를 교육하기 위해 자체적으

로 설립한 비정규학교이다.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주당 평균 3~4시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인회, 교회, 동포단체의 건물이나 현지 정규

학교 교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정재훈, 2015:51).

  시드니 한국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43)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할지역(NSW주, QLD주 및 NT준주)에는 총 47개의 한글학교

가 등록되어 있으며 약 3,50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주

(state)별로는 뉴사우스웨일즈주(NSW)에 34개 한글학교가 있으며 2,750명

의 학생이, 퀸즐랜드주(QLD)의 12개의 한글학교에서 780여 명의 학생들

이, 노던테리토리준주(NT)의 1개의 한글학교에서 약 30명의 학생들이 한

국어를 배우고 있다. 아래 <표 Ⅱ-23>은 주(state)별 한글학교 목록이다.

43) 시드니 한국교육원(http://www.auskec.kr/bbs/page.php?hid=school)
(검색일시 2020-01-15)

주(state) 한글학교 목록

NSW주

기쁜소식한글학교

기쁨있는한글학교

뉴카슬순복음교회한글학교

뉴카슬한글배움터

다음교회한글학교

두레교회한국문화학교

린필드한국학교

백석한글학교

백합한글학교

브로큰베이한인성당한글학교

새순한글학교

새움한글학교

QLD주

골드코스트온누리한글학교

골드코스트장로교회한글학

교

골드코스트한글학당

브리즈번 SDA 한글학교

브리즈번순복음교회한글학

교

브리즈번은혜교회한글학교

브리즈번한글학교

브리즈번한인장로교회한글

학교

브리즈번한인중앙장로교회

<표 Ⅱ-23> 호주의 주(state)별 한글학교 목록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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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경향교회한글학교

시드니그레이스교회한글학교

시드니순복음교회한글학교

시드니영락문화학교

시드니예담한글학교

엔 크리스토장로교회 

한글학교

시드니주안교회한글학교

시드니한인교회한글학교

시드니한인연합교회한글학교

시드니한인천주교회한글학교

시한장한글학교

실로암장로교회한글학교

에셀나무한글학교

열린문한국문화학교

온함성말글학교

우리순복음교회한글학교

이스트우드호산나한글학교

초대교회한글학교

파라마타동산한글학교

폰즈장로교회한글학교

하나로한글학교

호주한국학교

예수마음 한국어 학교

한글학교

연세한국어학당

케언즈장로교회한글학교

투움바화성교회한글학교

NT주 다윈한글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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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1.1.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는 호주 내 교민 수가 가장 많은 시드니 지

역의 47개의 한글학교 중 두 곳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

료의 수집은 2019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연구자가 직접 호주 시

드니에 머물면서 4주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아래 <표 Ⅲ-1>과 

같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초등학교 4~5학년 61

명,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39명, 중학교 2~3학년 18명으로 총 

11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A 한글학교와 B 한글학교 

두 곳을 통하여 모집이 되었으며 1인당 한 편의 작문을 수집하였다. 중

학생의 경우 A 한글학교에서만 수집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표

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1인당 1~2편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 학습자가 5세 이후에 호주로 이주를 한 경우, 의미를 알기 어

려운 글은 제외하여 초등학교 4~5학년 자료 61부, 초등학교 6학년~중학

교 1학년 자료 44부, 중학교 2~3학년 자료 27부로 총 132부의 작문 자

료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자가 방문한 두 곳의 한글학교의 경우 고등부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이 가장 높은 학년이었다. 두 한글학교는 

시드니 지역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한글학교였기 때문에 중등부가 운영

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시드니 지역 한글학교에서는 초등부까지만 운

영하고 있었다. 이는 이화숙·김남경(2018)에서 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습

자는 초등부, 유치부, 성인의 순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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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등부는 각각 12.6%, 7.5%로 그 비율이 가장 낮다고 보고한 것과 

같다44).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배경 정보를 학년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

펴보면 아래 <표 Ⅲ-2>의 내용과 같다. 이는 분석 대상인 총 작문 132

부를 기준으로 한 학년별 배경 정보이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중복이 

없으나, 중학교 집단은 1인당 1~2편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중복이 있다.

  학년군별로 배경 정보를 살펴보면, 모든 학년군에서 한국 출생보다 

호주 출생이 많았으며 가정 내 사용 언어는 모든 학년에서 ‘한국어’

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제1언어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학년에서‘영

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한국어’라고 답한 비율은 초

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44) 이화숙·김남경(2018:127-128)에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하는 2004년부터 2017년
까지의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자료(2008년 제외)를 대상으로 재외 한글학교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특히나 한글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하
였다. 해당 국가에 영주하는 학생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초등학생과 유치
원생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 부모에 의한 참여가 가능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며 학생과 부모 모두 주말 한글학교 참여보다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학년 모집 학교 수집 시기 인원수 작문 수

초등학교 4~5학년
A한글학교

B한글학교
2019년 7~8월 61 61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A한글학교

B한글학교
2019년 7~8월 39 44

중학교 2~3학년 A한글학교 2019년 7~8월 18 27

총계 118 132

<표 Ⅲ-1>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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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참여한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전체를 살펴보면 총 118명의 

중 80.5%인 95명이 호주 출생이었으며, 19.5%인 23명은 한국 출생이었

다. 한국 출생의 경우 최소 1.5개월에서 최대 4세에 이주를 하였으며, 

평균 2.1세에 호주로 이주를 하였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전

체의 62.1%인 72명이 한국어라고 응답하였으며, 15.5%인 18명은 영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22.4%인 26명은 영어와 한국어 모두 사용한

다고 답하였다. 제1언어 혹은 가장 선호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묻는 질

문에는45) 80.9%인 93명이 영어라고 답하였으며, 14.8%인 17명은 한국어

라고 대답하였다. 4.3%인 5명은 영어와 한국어라고 답하였다46)47). 아래 

45) 이때‘제1언어’라는 용어가 가지는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 조태린(2010:202)에서도
‘제1언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제1언어라는 용어는‘처음 
습득한 언어’, ‘더 잘 아는 언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가정의 언
어’ 등 다양한 의미를 가리키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잘 하는 언어’ 혹은 ‘더 
선호하는 언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설문지에는 한국어로 ‘가장 
잘 하는 언어’로 표기하였으며 영어 번역은‘first/preferred language’로 표기하였
다.

학년 출생 국가 이민 시기(세) 가정 내 사용 언어 제1언어

4~5

한국 10 2.2 한국어 33 한국어 13

영어 6 영어 43
호주 51

둘 다 22 둘 다 4
계 61 계 61 계 60

6~7

한국 10 1.5 한국어 29 한국어 2

영어 9 영어 38
호주 34

둘 다 4 둘 다 2
계 44 계 42 계 42

8~9

한국 7 2.8 한국어 20 한국어 3

영어 5 영어 24
호주 20

둘 다 2 둘 다 0
계 27 계 27 계 27

<표 Ⅲ-2>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학년군별 배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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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그림 Ⅲ-2], [그림 Ⅲ-3]은 이를 원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1]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출생 국가 원그래프

[그림 Ⅲ-2]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가정 내 사용 언어 원그래프

 

46) 설문지에는 ‘가정 내 사용 언어’와 ‘제1언어’를 묻는 질문에 ‘둘 다’라는 답
변 항목은 없고 ①한국어 ②영어 ③기타( )로 제시하였다. 이때 ‘둘 다’로 코딩한 
경우는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표시를 했거나 기타에 ‘둘 다’ 혹은 ‘한국어와 영
어’로 표시한 경우이다.

47) 학생의 배경 정보를 묻는 설문에는 결측값도 있었다. 출생 국가를‘한국’으로 표시
하고 이민 시기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1명), 가정 언어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경
우(2명), 제1언어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경우(3명)의 총 6건의 결측값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문에 기재한 퍼센트는 결측값을 제외한‘유효 퍼센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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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제1언어 원그래프

1.2.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쓰기에 나타난 

통사적 복잡성 발달 양상의 규준집단으로 모집이 되었다48). 호주 교포 

학습자와의 인지적인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또래 집단인 초등학교 4학

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대

상 선정은 무선 표집(random sampling)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무선 표

집 방식은 무작위로 연구 대상 학급을 표집하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으며 연구 수행이 가능한 학급을 선정해야 한다(한철우 

외, 2012). 그러므로 공립 학교이며 연구 수행이 가능한 학급 중 무작위

로 선정하여 자료 수집을 의뢰하였다. 

  이때 마찬가지로 학습자 배경 설문지를 통해 출생지, 해외 거주 여부, 

48)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와 국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료를 비교하는 이유는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작문만 살펴보았을 때는 그 상대적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한국어 모어 화자를 규준집단으로 설정하여 호주 교포 
학습자의 상대적인 발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호주 교포 청소
년 학습자가 반드시 국내 한국어 모어 화자만큼 한국어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의
미는 아니다. 계승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환경상 한국어 학습에 대한 목표는 개개인
이 처한 상황과 목표, 동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같이 모어 화
자를 규준집단으로 설정하여 교포 학습자와 비교하는 방식은 쓰기를 연구한 이보라미
(2009), 화행을 연구한 박은영(2000), 한상미(2005), 이복자(2013) 등의 연구에서도 적용
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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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국적 등을 확인하였으며 다문화 학생과 해외 출생 및 장기 거

주 학생의 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초등학생 자료의 경우 2019년 2월 중 연구 참여가 가능한 여섯 학급

에서 담임 교사에 의해 30~35분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자료는 스캔본을 

전달받거나 연구자의 방문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중학생 자료의 경우 

2019년 3월 중 초등학생 자료 수집과 마찬가지로 네 학급에서 담당 교

사의 지도 아래 30~35분 정도 작문 활동이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학년별 20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의 자료는 표본이 

충분하지 못하여 17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

로 초등학교 4~5학년 자료 40부,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자료 37

부, 중학교 2~3학년 자료 40부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학년 모집 학교 학교 유형 수집 시기 작문 수

초등학교 

4~5학년

서울 S초등학교

서울 D초등학교
공립 2019년 2월 40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서울 S초등학교

서울 D초등학교

서울 S중학교

공립
2019년 

2~3월
37

중학교 

2~3학년

서울 B중학교

서울 P중학교
공립 2019년 3월 40

총계 117

<표 Ⅲ-3> 한국어 모어 화자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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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2.1. 설문지

  설문지는 학습자의 배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교포 학습자의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산출물만을 보아서는 안

되며 학습자의 언어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배경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김호정, 2007). 그러므로 학습자의 작문과 함께 학습자의 출생 국

가, 이민 시기, 가정 내 사용 언어, 제1언어 등 학습자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 정보도 함께 수집하였다. 이는 연구 대상 선

정 시 적합한 학습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학년과 가정 내 사

용 언어는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2.2. 글쓰기 과제

  학습자가 산출한 작문 자료는 학습자의 현재 언어 발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실제적인 자료이다. 본 연구는 특정 문법항목의 습득이 아닌 

문장 구조 확장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문법 

테스트지를 고안하지 않고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

다. 그러나 특정 단원 학습 이후 수업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된 작문의 

경우 해당 단원에서 학습한 어휘나 문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진정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김호정·강남욱, 

2010:303). 그러므로 수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자유 작문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학습자의 작문은 시간과 주제에 따라 언어 사용

의 복잡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주제는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학생의 경우 교사의 지도 감독 아래, 호주 교포 학생의 

경우 한글학교 교사의 감독 아래 약 30~35분 동안 작문 활동이 진행되

었다. 작문의 주제는 ‘방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며, 1인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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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수집한 호주 교포 중학생들의 경우 첫 번째 작문은 ‘방학 중 가

장 기억에 남는 일’, 두 번째 작문은‘가족과 함께한 일 중 가장 기억

에 남는 일’을 주제로 제시하였다.

3. 자료 분석 기준

  자료 수집 단계 이후에는 자료를 채점, 분류, 코딩하는 단계가 필요하

다. 선택형 검사 도구의 경우 정답으로 채점을 하면 되지만, 수행형의 

경우 평가 기준 혹은 채점 기준을 세워서 채점을 해야 한다(한철위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작문에서 특정 문법 사용의 정오(正誤)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사적 복잡성의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기준

이 필요하므로 본 절에서는 작문 분석의 기준을 세우기로 한다.

3.1. 측정 단위의 선정

  Ⅱ장에서는 통사적 복잡성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며 측정 지표에 대

한 논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통사적 복잡성 측정 관련 논

문들에서는 주로 T단위, AS단위, C단위를 측정 단위로 사용하고 있었으

며, 구어 분석에서는 AS단위, 작문 분석에서는 T단위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한국어 교육 논문에서 지적되었듯이, 한국어 작문 

분석에서는 T단위의 유용성에 대한 반론이 많다(박지순·서세정, 2009; 

서세정, 2009). 한국어의 경우 T단위가 문장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박지순·서세정, 2009),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T단위가 존재하는 경

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서세정, 2009). 이후 연구인 이복자(2015), 김현

아(2016)에서도 모두 이 주장을 수용하여 ‘문장’을 기본 단위로 하여 

분석을 하였다. 최예슬(2017)의 연구에서는49) T단위를 기준으로 급별 발

49) 최예슬(2017)에서는 T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T단위당 어절 수, T단위당 단
어 수, T단위당 형태소 수, T단위당 음절 수에는 급별 차이가 없었으나, 문장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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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양상을 분석한 결과 급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의 주장을 수용하여 T단위 대신 문장

을 기본 단위로 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3.2. 문장 길이에 따른 측정 기준

  문장 길이에 따른 복잡성은 쓰기 유창성이라고도 불리는데, 구어의 경

우 ‘산출 길이에 따른 복잡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쓰기 자

료를 대상으로 하며, ‘문장’ 단위로 분석하기 때문에 ‘문장 길이에 

따른 복잡성’이라고 칭한다. 김명광(2016a:454)은 산출 길이에 따른 복

잡성의 경우 MLU(Mean Length of Utterance), 즉, 평균 발화 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각 발화에서 쓰인 어휘들의 평균 비율을 형태소, 단어, 

어절, 절 등의 단위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형태소가 단

위인 경우 평균 형태소 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 

MLU-m), 단어가 단위인 경우는 평균 단어 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words : MLU-w), 어절이 단위인 경우는 평균 어절 길이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 : MLU-C)라고 부른다(김명광, 

2016a). 

  선행 연구에서는 가장 적합한 단위를 찾기 위하여, 숙달도별로 문장당 

단어 수, 형태소 수, 어절 수 그리고 음절 수를 분석해보았다(서세정, 

2009; 음승민, 2012; 최예슬, 2017). 서세정(2009)에서는 문장당 어절 수와 

문장당 형태소 수가 숙달도 변별에 적합하다고 하였고, 박지순‧서세정

(2009)에서는 문장당 단어 수가 숙달도 변별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밝혔

다. 음승민(2012)은 문장당 어절 수, 단어 수, 형태소 수 모두 숙달도 변

별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밝혔다. 현재까지의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연구

들을 종합하여 측정 기준을 타당화하고자 한 최예슬(2017)에서는 문장당 

으로 한 문장당 어절 수, 문장당 단어 수, 문장당 형태소 수, 문장당 음절 수에는 급
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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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절 수는 평균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적합하며, 문장당 단어 수와 문장

당 형태소 수가 연구의 대상이었던 여섯 급 모두는 아니지만, 초급과 중

고급을 변별하는데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절은 제외하고, 단어와 형태소 중 하나의 

단위로 문장 길이에 따른 복잡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단어의 경우 형태

론의 마지막 단위이자, 통사론을 시작하는 단위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

는다(구본관 외, 2015). 그러나 그 정의와 범위에 있어서 학자마다 견해

가 달라 하나로 의견을 모으기 어렵고, 연구자마다 측정 방법이 달라50) 

연구 간의 비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형태소를 분석의 기준으로 한다. 

3.3. 문장 확장에 따른 측정 기준

3.3.1. 문장 확장의 양

  문장 확장의 양의 측면에서 복잡성을 측정할 때는 문장당 절의 수, 문

장당 T단위(T-unit)의 수, 문장당 대등절의 수, 문장당 내포절의 수 등으

로 측정이 된다. 서세정(2009), 박지순‧서세정(2009), 음승민(2012)의 연구

에서는 문장당 절의 수가 기술통계에서 숙달도 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하

였고, 최예슬(2017)에서는 문장당 T단위의 경우 기술통계에서 부분 적합,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부분 적합이라고 결론을 내린 반

면, 문장당 절의 수는 기술통계에서 적합,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

증에서 부분 적합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 작문에서 

사용된 총 절의 수를 전체 문장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문장 확장의 양의 

측면의 통사적 복잡성을 측정하기로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절이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언어 형식이 포함된 위치에 놓인 것’이

다(최규수, 2009). 

50) 이복자(2015)의 경우 단어 분석에 있어서 조사와 어미를 제외한 어휘만을 단어로 보
았고, 음승민(2012)의 경우 단어 분석에 있어서 조사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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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문장 확장의 유형

  문장 확장의 유형은 문장당 대등절 수, 문장당 내포절 수, 문장당 유

형별 내포절 수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 ‘대등절’과 ‘내포절’을 측정한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란 대등적 연결 어미가 사용되어 이루어진 

문장을 의미한다. 구본관 외(2015), 국립국어원(2005a), 허용 외(2005)의 

관련된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Ⅲ-4>와 같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아래 <표 Ⅲ-4>의 연결 어미를 통해 접속된 경우 대등절로 간주한다. 

또한‘와/과’,‘하고’,‘(이)랑’등 접속 조사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겹

문장으로 분석할 근거가 부족하므로(최규수, 2009; 유현경 외, 2018) 단문

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2) 명사절

 

  본 연구에서 명사절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음’,‘-

기’와 같은 명사형 어미를 통해 결합된 경우, 둘째‘-느냐, -(으)냐, -는

가/-(으)ㄴ가, -는지/-(으)ㄴ지, -(으)ㄹ지’와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가 

의미 기능 연결 어미
나열·순접 -고, -요, -(으)며/-(으)면서, -자

대조
-(으)나, -지만, -ㄴ데/-(으)데, -아도/-어도, -(으)면서, -

라

선택 -거나, -든(지), -다(가), -든가

<표 Ⅲ-4> 대등적 연결 어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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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경우, 셋째,‘-(으)ㄴ 것’과‘-는 것’이 쓰인 문장 중‘-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없으며 그 자체로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문법적으로는 명사절이 되기 어려운 특정 형식의 구성(구본관 외, 

2015:261)이다. 

(3) 관형사절

  본 연구에서는 관계 관형사절, 동격 관형사절, 연계절을 모두 관형사

절로 분석한다. 관계절의 경우 피수식어 앞에 하나의 어절만 오는 경우

가 있다. 고영근·구본관(2018)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는 주어가 생략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계 관형사절로 분석할 수 있

다. 그러나 학습자의 언어 산출물을 대상으로 통사적 복잡성 분석을 시

도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9가)의 예시와 같이 하나의 어절로 이루어진 

경우 영어의 형용사나 한국어의 관형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사

적으로 복잡한 절을 생산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남주

연, 2015; 김현아, 2016). 즉, (9가) 문장과 (9나) 문장에 쓰인 관형사절의 

복잡성의 정도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주연(2015), 

김현아(2016)에서는 (9가)와 같은 경우는 관형사절에서 제외를 하였지만, 

최예슬(2017)에서는 문법 기술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 역시 관형사절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1어절로 이루어진 관형사절을 관형사절로 보

지 않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파악하여 아래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9

가)의 밑줄 친 부분도 관형사절로 인정하였다. 

(9) 가.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팬개이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AU0615)

나.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나라에서 가족과 많은 추억을 만

들었다. (AU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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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사절

  본 연구에서는 부사형 어미‘-이, -게, -도록’ 뿐 아니라 과거에 종

속적 연결 어미로 다루었던 어미들을 부사형 어미로 간주하는 입장을 따

르기로 한다. 구본관 외(2015), 국립국어원(2005a), 허용 외(2005)를 종합

하여 정리한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의 목록은 다음 <표 Ⅲ-5>와 같다.

  부사절을 분석할 때는 관형사절을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 어절로 

이루어진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게’와 같은 경우 

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성질, 상태 등을 나타내는 보통의 부사어로 쓰이

는 대표적인 어미이다(구본관 외, 2015:272). 아래의 예문 중 (10가)의 경

우‘꽃이 아름답다’와‘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이 결합 되면서 주어가 

의미 기능 부사형 어미

동시 -(으)면서, -(으)며

선후 -자, -자마자, -고(서), -아(서)/-어(서)

전환 -다가, 다

이유·원인
-아서/-어서, -아/-어,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

라고, -느라, -기에, -길래, -자, -다가, -라서(-라)

수단·방법 -아서/-어서, -아/-어, -고

배경 -는데/-(으)ㄴ데, -(으)니, -아서/-어서

목적·의도 -(으)러, -(으)려고, -거든, -아야/-어야(지)

조건
-(으)면, -(으)려면, -거든, -아야/-어야(지), -(으)냐면, -

자면

인정·양보
-아도/-어도, -(으)ㄹ지라도, -더라도, -라도, -ㄴ데, -

(으)ㄴ들, -어야/-아야, -거늘

방식·정도 -이, -게, -도록

비유 -듯(이)

기타 -게(사역), -ㄹ수록(첨가·점진)

<표 Ⅲ-5>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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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되었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볼 수 있다. 하

지만 남주연(2015), 김현아(2016)에서는 (10가)와 같이 한 어절로 이루어

진 경우 영어나 한국어의 부사와 같은 기능을 하며, (10나)와는 복잡성에

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가)와 같이 한 어절로 이루어진 경우 부사절

로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예슬(2017)의 분석 방법

과 같이 이를 부사절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관형

절과 마찬가지로 1어절로 이루어진 부사절의 경우도 부사절로 측정하기

로 하였다. 

(10) 가.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나. 엄마는 아이에게 혀가 닳게 타일렀다.

(5) 인용절

  인용절의 경우 그 자체를 별도의 절로 인정하지 않고 명사절이나 부사

절로 포함하여 분류하자는 의견도 있으나(고영근·구본관, 2018) 본 연구

에서는 인용절이‘화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옮기기 위

해 사용되는, 명사절이나 부사절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기능’(고영근·

구본관, 2018:333)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용절을 부사절이나 명사

절과는 별개의 절로 계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Ⅲ-6>의 조사/어미를 통해 형성된 절을 인용절로 분석하였다51).

51) 하지만 특정 언어 구성은 하나의 절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다면서’는 어미 ‘-다’, 인용의 ‘-고’, 동사 ‘하다’의 활용형 ‘하면서’가 
함께 쓰인 ‘-다고 하면서’의 줄어든 표현이다(국립국어원, 2005b:329). 이 경우 마지
막에 결합한 어미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러므로 부사절의 ‘동시’의 의미를 
갖는 어미로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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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술절

  학교문법에서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과 더불어 서술절을 

내포절의 하위 절로 보지만, 서술절은 다른 내포절과는 다르게 서술절을 

만들어주는 뚜렷한 문법 요소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그 판단 근거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서술절은 인정하지 않고 따

로 계측하지 않았다. 

(7) 기타

  그 외에 절을 판별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보조용언 

구문이 있다. 무엇이 ‘본용언+보조용언’ 구문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

서 합의된 바가 없다. 구본관(2015)에서는 기존에 보조용언 구문으로 다

루어진 문장들 중 내포절과 모절의 주어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문장들을 

보조용언 구문으로 보았다. 보조용언은 자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아주 

희박하며, 어휘적인 의미보다는 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조용언

은 본용언에 문법적인 기능을 더해준다는 점에서 영어의 조동사와 유사

한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 그러므로 본용언

과 보조용언 구성을 하나의 서술어로 보기도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보조용언 부분을 부사절로 분석하기도 한다. 최규수(2009:204)에서는 

‘보조적’이라는 용어가 불분명하며 의존용언이 가진 ‘의존성’을 통

사적으로는 그 앞의 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어절을 요구하는 것으

분류 인용절을 이끄는 조사/어미

직접 인용 (이)라고, 하고

간접 인용 -ㄴ다고/-는다고/(이)라고, -냐고, -라고, -자고

<표 Ⅲ-6> 인용절 관련 어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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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서 ‘먼 곳으로 떠나고 싶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먼 곳으로 떠나고] 싶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먼 

곳으로 떠나고’라는 부사절을 가진 문장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고 하였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국에는 하나의 서술어

로 기능을 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끼인 어미 

‘-아/아, -게, -지, -고, -고야’를 보조적 연결 어미로 보기로 한 구본

관 외(2015)의 논의를 따라 ‘본용언 + 보조적 연결 어미 + 보조용언’ 

구성을 하나의 서술어로 보고 절로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무엇이 본용언 + 보조용언 구성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

의 차이가 있다. 특히나 학교문법에서는 ‘-아/어, -게, -지, -고, -고

야’만을 보조적 연결 어미로 보고 있지만, 실제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

해보니 ‘-려고 하다’등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으로 기능하고 있어 따로 

절로 분석하기 어려운 구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

서는 고영근·구본관(2018)과 김영태(1997:25-36)에서 정리한 보조용언 

목록을 모두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김영태(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 

보조용언 목록은 아래 <표 Ⅲ-7>과 같다.

1. 보조동사 보다

①  {-어} 뒤에

쌓다
③ {-게} 뒤에

하다

대다 되다

빠지다
④ {-어야} 뒤에

하다

붙이다 되다

먹다 ⑤ {-려고} 뒤에 하다

버리다 ⑥ {-(으)려고} 뒤에 보다

치우다
⑦ {-다가} 뒤에

보다

내다 말다

놓다 ⑧ {-어도} 뒤에 되다

가다 ⑨ {-어도} 뒤에 하다

<표 Ⅲ-7> 김영태(1997:25-26) 국어 보조용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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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용언인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의 목록을 의미 기능에 따라 나눈 

것은 고영근·구본관(2018:103-106)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Ⅲ-8>과 같다.

구분 의미 기능 목록

보조 

동사

완료 -(고) 나다, -(어/아) 내다, -(어/아) 버리다

진행
-(어/아) 가다, -(어/아) 오다, -(어/아) 있다/계

시다

보유(保有) -(어/아) 두다, -(어/아) 놓다, -(어/아) 가지다

시행 -(어/아) 보다

사동 -(게) 하다, -(게) 만들다

피동 -(어/아) 지다, -(게) 되다

부정 -(지) 아니하다(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

당위 -(어야/아야) 하다, -(어/아) 보이다

시인 -(기는) 하다

강세 -(어/아) 대다

봉사 -(어/아) 주다/드리다

보조 상태 지속 -(어/아) 있다

<표 Ⅲ-8> 의미 기능에 따른 보조용언 목록

오다 ⑩ {-어도} 뒤에 말다

주다 2. 보조형용사

드리다
① {-어} 뒤에

있다
달다 보이다
두다 ② {-고} 뒤에 싶다
보다 ③ {-지} 뒤에 싶다

지다 ④ {-는가} 뒤에 보다

② {-고} 뒤에

말다 3. 중립형 보조용언

나다
① {-지} 뒤에

아니하다

있다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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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중 사동의 의미를 가진 ‘-(게) 하다’의 경우 본용언만으로

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영근·구본관, 2018). 그러므로 남주연

(2015)의 분석처럼 사동의 의미를 가진 ‘-(게) 하다’는 ‘-게’를 부사

형 어미로 보고 부사절로 분석하기로 한다. 

3.4.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의 측정 기준

 

  앞서 살펴본 ‘문장 길이의 측면’과 ‘문장 확장의 측면’은 문장의 

산출 및 확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일반적 분석’이었

다면,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의 측면’은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특

정 문법항목에 주목하여 그 빈도를 계측하는 ‘특정적 분석’이다

(Foster&Skehan, 1996; Iwashita, 2018). 서세정(2009)에서는 학습자의 작

문에서 문법 형태의 다양도를 보기 위하여 시제, 상, 서법, 부정, 존대, 

문장 확대로 구분하여 관련 문법항목의 급별 빈도 및 문장당 비율을 살

펴보았다면 김현아(2016)에서는 문장 확대와 관련된 어미에만 주목하여 

급별 빈도, 표준화 빈도52), 사용 증가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문장 확장과 관련된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 사용에 한

정하여 그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빈도는 급별 누적 빈도와 김

현아(2016)에서 사용한 표준화 빈도를 사용하였으며, 비율은 대등절당 비

율, 해당 내포절당 비율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등절 및 해당 내포

절을 생산할 때의 어미의 집중도와 다양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

52) 100문장당 사용 빈도

형용사

부정 -(지) 아니하다(않다), -(지) 못하다

희망 -(고) 싶다

추측
-(ㄴ)가/-는가/-나 보다, -는가/-나/-(으)ㄹ까 싶

다

시인 -(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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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살펴본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은 아래 <표 Ⅲ-9>의 목록과 같

다.

구분 어미 상당 어구

대등절

나열·순접 -고, -요, -(으)며/-(으)면서, -자

대조
-(으)나, -지만, -ㄴ데/-(으)ㄴ데, -아도/-어도, 

-(으)면서, -라

선택 -거나, -든(지)

명사절

명사형 

전성 어미
-ㅁ, -기

관형사절+것 -(으)ㄴ 것, -는 것, -ㄹ 것, -던 것

의문형 

종결 어미

-느냐/-(으)냐, -는가/-(으)ㄴ가, 던가, 

-는지/-(으)ㄴ지, -(으)ㄹ지

관형사절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 -는, -(으)ㄹ, -던

부사절

동시 -(으)면서, -(으)며

선후
-자, -자마자, -고(서), -아서/-어서, -아/-어, 

-고 나서, -어 가지고

전환 -다가, -다

이유‧원인

-아서/-어서, -아/-어,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느라, -기에, -길래, -자, 

-다가, -라서(라)

수단·방법 -아서/-어서, -아/-어, -고

배경 -는데/-(으)ㄴ데, -(으)니, -아서/-어서 

목적‧의도 -(으)러, -(으)려고, -(으)려, -도록, -게, -고자

조건
-(으)면, -라면, -다면, -냐면, -(으)려면, 

-거든, -아야/-어야(지)

인정·양보
-아도/-어도, -(으)ㄹ지라도, -더라도, -라도, 

-ㄴ데, -(으)ㄴ들, -어야/-아야

방식‧정도 -이, -게, -도록

비유 -듯(이)

<표 Ⅲ-9> 문장 확장과 관련된 어미 상당 어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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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

목’에 따른 측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세 가지 분석 측면의 분석 기준과 방법을 다시 한 번 정리하

면 아래 <표 Ⅲ-10>과 같다.

사역 -게

인용절
직접인용 (이)라고, 하고
간접인용 -다고/(이)라고, -냐고, -라고, -자고

구

분

분석 

측면
분석 기준 분석 방법

포

괄

적

측

정

문장의 

길이 
문장당 형태소 수 총 형태소 수 ÷ 총 문장 수

문

장 

확

장

양
단문과 복문의 비율 단문·복문의 수 ÷ 총 문장 수

문장당 절의 수 총 절의 수 ÷ 총 문장 수

유

형

문장당 대등절의 수 총 대등절의 수 ÷ 총 문장 수

문장당 내포절의 수 총 내포절의 수 ÷ 총 문장 수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의 수

총 해당 내포절의 수 ÷ 총 문

장 수

특정적

측정

문장의 확장과 관련한 

전성 어미 및 

연결 어미 빈도·비율

Ÿ 전성 어미 및 연결 어미의 

집단별 누적 빈도, 표준화 

빈도

Ÿ 전성 어미 및 연결 어미의 

대등절 및 해당 내포절 당 

비율

<표 Ⅲ-10> 통사적 복잡성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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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수행 절차

 

  연구 대상 모집, 연구 도구의 설정 그리고 자료 분석 기준을 바탕으

로 한 실제 연구 수행의 상세한 절차는 자료 수집, 자료 입력, 작문 자

료 분석 및 코딩 그리고 통계 분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자료 수집 및 입력

(1) 자료 수집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Ⅲ장 1절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Ⅲ-1. 연구 대

상’ 참고). 학습자의 작문 자료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직접 혹은 PDF 

파일로 전달받았다. 아래 [그림 Ⅲ-4]는 수집된 학습자 작문 자료의 예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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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수집된 학습자 작문 예시

(2) 자료 입력

  수집된 자료의 입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학습

자의 언어 배경 설문지 결과를 코딩하는 것이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엑셀 2010(Microsoft Excel 20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학습자

의 이민 시기, 출생 국가,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 제1언어, 학년 등이 

정리되었다. 모어 집단은 다문화 학생 혹은 장기간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연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름

(혹은 학습자를 판별할 수 있는, 연구자가 부여한 ID)과 학년만 기재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전사하는 작업이

다. 이는 한글 2018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 전사 시에는 문장 

부호, 문단 구분, 철자 및 띄어쓰기 오류 등 학습자의 원자료를 수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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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대한 동일하게 전사하였다. 2차 과정으로는 아래 (11가~사)와 같이 

철자오류나 띄어쓰기를 수정하였는데, 이는 지능형 한국어 형태소 분석

기(Korean Intelligent Word Identifier, KIWI)를 사용할 경우 철자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

함이었다.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뿐 아니라 국내 초등학생의 작문에

도 아래 (11사)와 같이 철자 오류가 다수 발견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학습자 작문 전

사 파일은 다음 [그림 Ⅲ-5]와 같다.

(11) 가. 집아페 e-mart가 있섯어. (AU041353))

→ 집 앞에 e-mart가 있었어.

나. 저는 3주 동앙 친구들이랑 너무 질겁게 지냈어요. (AU0501)

→ 저는 3주 동안 친구들이랑 너무 즐겁게 지냈어요.

다. 4주 지낫을대 비행기 타고 다시 호주애 갔어요. (AU0602)

→ 4주 지났을 때 비행기 타고 다시 호주에 갔어요.

라. 돗착하고 점심을 멋고 새도 보고서 다시 차를 탔어요. (AU0118)

→ 도착하고 점심을 먹고 새도 보고서 다시 차를 탔어요.

마. 서울에서 왜할머니 맛나고 맛있는거 많이 먹었다. (AU0209)

→ 서울에서 외할머니 만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바. 하지만 다섯시간인아 노라서 집으로 다시 갓다. (AU0311)

→ 하지만 다섯 시간이나 놀아서 집으로 다시 갔다.

사. 그레서 우선 아이스방에 같다. (KR0504)

→ 그래서 우선 아이스방에 갔다.

53) 학습자 ID에서 AU는 호주 교포 학습자를 의미하며 KR은 한국어 모어 화자를 의미한
다. ‘04’, ‘05’, ‘06’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의미하며 ‘01’, 
‘02’, ‘03’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의미한다. 이후 두 자리 숫자는 학습
자 개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집단별로 학년마다 무작위로 부여된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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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학습자 작문 전사 파일 구축 화면

4.2. 자료 분석 및 통계

(1) 작문 자료 분석 및 코딩

 

  형태소 분석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지능형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Korean Intelligent Word Identifier, KIWI)를 활용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 

화면은 아래 [그림 Ⅲ-6]과 같다. 형태소의 수는 [그림 Ⅲ-6]에 보이는 

태그(tag)의 개수를 세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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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지능형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KIWI) 분석 결과 화면

  지능형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KIWI)의 경우 외래어나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를 오(誤)분석하기도 하였는데,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케언

즈’라는 호주의 도시 이름을‘케어/NNG + 이/VCP +   ᆫ/ETM + 즈/NP’

로 분석하거나‘골드코스트’를‘골드/NNG + 코스트/NNG’로 분석한 

것이 그 예이다. 이런 경우 연구자가 분석 결과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각

각‘케언즈/NNP’,‘골드코스트/NNP’로 고치는 등 올바른 기호로 다시 

태깅하였다. 합성어의 경우에는 형태소로 분석되지 않고 최종 결합 단위

로만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올라갔다.’의 경우‘올라

가/VV + 었/EP + 다/EF + ./SF’로 분석 결과 화면에 제시가 되는데,

‘올라가/VV’는‘오르/VV + 어/EC + 가/VX’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

므로 1차 분석은 지능형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였으나 연구자가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옳게 수정을 하였다. 이때 분석에 사용된 태그 기

호는 <표 Ⅲ-11>에 제시된 세종 품사 태그를 따랐다. 또한 분석의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하여‘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는데 이는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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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대사전에서 형태소 분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54).

54) 예를 들어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경우 ‘올라가다’의 형태를 [+올르(오르)_아+가_
다]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어원과 활용만 제시하고 있기 때
문에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다. 

대분류
세종 품사 태그

대분류
세종 품사 태그

태그 설명 태그 설명

체언

NNG 일반 명사
선어말 

어미
EP 선어말 어미

NNP 고유 명사
어말

어미

EF 종결 어미
NNB 의존 명사 EC 연결 어미
NR 수사 ETN 명사형 전성 어미
NP 대명사 ETM 관형형 전성 어미

용언

VV 동사 접두사 XPN 체언 접두사
VA 형용사

접미사
XSN 명사 파생 접미사

VX 보조용언 XSV 동사 파생 접미사
VCP 긍정 지정사 XSA 형용사 파생 접미사
VCN 부정 지정사 어근 XR 어근

관형사 MM 관형사

부호

SF
마침표, 물음표, 느낌

표

부사
MAG 일반 부사 SP

쉼표, 가운뎃점, 콜

론, 빗금
MAJ 접속 부사 SS 따옴표, 괄호표, 줄표

감탄사 IC 감탄사 SE 줄임표

조사

JKS 주격 조사 SO
붙임표(물결, 숨김, 

빠짐)

JKC 보격 조사 SW
기타기호(논리수학기

호, 화폐기호)
JKG 관형격 조사 분석 

불능

NF 명사추정범주
JKO 목적격 조사 NV 용언추정범주
JKB 부사격 조사 NA 분석불능범주
JKV 호격 조사 한글 

이외

SL 외국어
JKQ 인용격 조사 SH 한자
JX 보조사 SN 숫자
JC 접속 조사

<표 Ⅲ-11> 세종 품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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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소 분석 이외에 학습자 작문에 사용된 대등절, 유형별 내포절 및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의 빈도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학습자 작문 전사 

파일에 연구자가 직접 태깅을 하고 한글 2018의 모두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한 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 프로그램에 그 수치를 코딩하였다. 

대등절은‘Equivalent Clause’의 약자인‘/EC’, 명사절은‘Noun 

Clause’의 약자인‘/NC’, 관형사절은‘Modifying Clause’의 약자인

‘/MC’, 부사절은‘Adverb Clause’의 약자인‘/AC’ 그리고 인용절은

‘Quotation Clause’의 약자인 ‘/QC’로 태깅을 하여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55)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 화면은 다음 [그림 Ⅲ-7]과 

같다.

[그림 Ⅲ-7] 엑셀 데이터 구축 화면

55) 이는 김현아(2016)에서 사용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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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경우 정규성 및 등분산 가정이 충족된 경우에는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wo-Sample T-Test)을 실시하였으며, 정

규성 및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맨-휘트니의 U 검정

(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 이상의 차이를 검증하는 경우 정규성 및 등분산 가정이 충족

되었을 때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정규

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모수 검증인 크루스칼 왈리스 검

정(Kruskal-Wallis Test)을 사용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 결과 집단 간의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차이가 있는 학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검증(post-hoc)을 실시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경우, 집단별 

표본의 수가 동질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엄정한 검증법인 쉐페 

검증(Scheffé Test)을 실시하였고,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을 실시한 경우 

비모수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엄격한 검증인 본페러니-던 검증

(Bonferroni-Dunn 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샤피로-윌크 검정(Shapiro-Wilk Test)을 통한 정규성 

검정과 레빈 검정(Levene’s Test)을 통한 등분산 검정 결과 정규성과 

등분산 가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학년군

에 따른 ‘문장당 형태소 수’와 ‘문장당 절 수’, 그리고 호주 한국

어 계승어 학습자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의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른 ‘단문과 복문의 비율’이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에는 각각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크루스칼 월리스 검정과 맨 휘트니의 U 검정이 사

용되었다56). 아래 <표 Ⅲ-12> 이상 본 연구의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56) 독립표본 T 검정의 경우 정규성이 가정이 충족되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더라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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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작문 132부

- 한국어 모어 화자 작문 117부

↓

자료 입력

- 학습자 배경 설문지 결과 Microsoft Excel 2010 프로

그램에 입력

- 학습자 작문 자료 전사,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작문 분석 

및 코딩

- 지능형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KIWI)를 통한 형태소 

분석 

- 대등절 및 유형별 내포절 기호 태깅

- 문장, 형태소, 절, 대등절, 내포절, 유형별 내포절, 대

등절·내포절 관련 문법항목의 수 Microsoft Excel 

2010 프로그램에 코딩

↓

통계 분석

①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비교(세 집단 이상)

-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 정규성 및 등분산57)이 가정된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

석(one-way ANOVA) 및 쉐페 검증(Scheffé Test)58)
- 정규성 및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 및 본페러니-던 검

증(Bonferroni-Dunn Test)

②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비교(두 집단 이상)

- 기술 통계(평균, 표준편차)

- 정규성 및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 독립표본 T 검정

(Independent Two-Sample T-Test)

- 정규성 및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 맨 휘트니

<표 Ⅲ-12> 연구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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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가 
‘한국어’인 집단과 ‘영어’인 집단의 ‘단문과 복문의 비율’만 정규성 가정을 충
족하였으며,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독립표본 T 검정을 활용
하였다.

57) 정규성 가정은 Shapiro-Wilk 검정을 통해, 등분산 가정은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58) 사후검증 방법으로는 Scheffé, Turkey 검증 등이 있다. Turkey는 집단 간의 사례 수
가 동일할 때 주로 사용이 되며 Scheffé는 집단 간의 사례 수가 동일하지 않을 때 사
용되는 보다 엄정한 방법이다. 

의 U 검정(Mann-Whitney U Test)

③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 비교

- 빈도분석(누적 빈도, 표준화 빈도), 비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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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및 논의

1. 문장 길이에 따른 발달 양상

(1)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문장 길이 측면의 통사적 복잡성은 문장당 평균 형태소의 수를 계측

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은 문장당 평균 12.67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은 평균 

13.31개, 중학교 2~3학년은 평균 18.69개의 형태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크루스

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 

<표 Ⅳ-1>과 같이 적어도 한 집단에서 차이가 있다는 강한 결과를 보였

다(p=.000). 

지표 학년군 N 평균 표준편차 x²/유의 확률

문장당

형태소

4~5 61 12.67 3.14
29.938/

.000***
6~7 44 13.31 3.22

8~9 27 18.69 4.95

<표 Ⅳ-1>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형태소 수 비교

*p<.05  **p<.01 ***p<.001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본페

러니-던 검증(Bonferroni-Dunn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2>와 

같이 초등학교 4~5학년 집단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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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이가 없었고(p=1.000), 초등학교 4~5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

단(p=.000),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단

(p=.000) 간에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초등학교 4~5학년 이후 초등학

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는 형태소를 기준으로 하는 문장 길이

에 유의한 변화가 없으나 중학교 2~3학년에서 형태소를 기준으로 하는 

문장 길이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Ⅵ-1]은 

학년군에 따른 문장당 형태소 수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학년군 4~5학년 6~7학년 8~9학년

6~7학년 1.000

8~9학년 .000*** .000***

<표 Ⅳ-2>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형태소 수 사후검증 결과

*p<.05  **p<.01 ***p<.001

[그림 Ⅳ-1]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형태소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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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포 학습자의 경우 학년뿐 아니라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라 

통사적 복잡성 발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통사적 복잡성의 차이를 학년군별로 살펴본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수집된 표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년군에 따라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5학년 중 가정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는 총 6명뿐이기 때문에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앞서 호주 교포 학습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를 한 집단으로 보고 중학교 2~3학년을 또 하나의 집단으로 

분리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중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라 ‘한국어’ 사용 집단과 ‘영어’ 사용 집단으로 나누어 결과를 

비교한 결과 아래 [그림 Ⅵ-2]와 같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은 문장당 평균 13.72개(표준편차 3.4)의 형태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정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은 문장당 평균 

11.83개(표준편차 2.46)의 형태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맨-휘트니의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한 결과 <표 Ⅵ-3>과 같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요 사용하는 집단과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 간 

문장당 형태소 수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016)59). 이는 

가정에서의 한국어 입력이 문어의 통사적 복잡성 발달에도 영향을 줌을 

시사한다.

59) <표 Ⅲ-2>에 제시하였듯이 호주 교포 학습자 중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둘다 
사용한다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와 ‘영어’를 둘다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 한국어와 영어 각각의 사용 정도를 알 수 없기에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집단과 ‘영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
한 집단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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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문장당 형태소 수 비교

학년 집단 N
평균 

순위

Mann-

Whitney U

Wilconx 

on W
Z

근사 유의 

확률

초4~

중1

한국어 62 42.03

277.000 397.000 -2.418 .016영어 15 26.47

전체 77

<표 Ⅳ-3>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문장당 형태소 수 비교

*p<.05  **p<.01 ***p<.001

 

  중학교 2~3학년 집단의 경우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은 

문장당 평균 19.39개의 형태소(표준편차 4.52),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문장당 평균 16.76개의 형태소(표준편차 7.21)를 사용하고 

있어서 집단의 평균은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이 더 

높았으나,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표본은 20개인 반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표본은 5개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표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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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적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힘들다. 맨 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 결과 역시 유의 확률이 0.447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2)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모어 화자의 문장당 평균 형태소 수를 학년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5학년은 문장당 평균 17.58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은 평균 21.17개, 중학교 2~3학년은 평균 26.35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4>와 같이 적어도 

한 집단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강한 결과를 확인하였다(p=.000).

 

지표 학년군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문장당

형태소

4~5 40 17.58 4.09
36.108/

.000***
6~7 37 21.17 4.07

8~9 40 26.35 5.55

<표 Ⅳ-4>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형태소 수 비교

*p<.05  **p<.01 ***p<.001

  차이가 있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쉐페 검증(Scheffé 
test)을 실시하였으며, 검증 결과 아래 <표 Ⅵ-5>와 같이 초등학교 4~5학

년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고(p=.004), 초

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단 간에 차이가 있

었다(p=.000). 아래 [그림 Ⅵ-3]은 학년군에 따른 문장당 형태소 수를 상

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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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4~5학년 6~7학년 8~9학년

6~7학년 .004**

8~9학년 .000*** .000***

<표 Ⅳ-5>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형태소 수 사후검증 결과

*p<.05  **p<.01 ***p<.001

[그림 Ⅳ-3]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형태소 수 비교

  즉,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는 초등학교 4~5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 문장당 형태소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 집단과 초등학

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는 초등학교 4~5학년 이후 문장 길이의 측면의 통사적 

복잡성이 두 번에 걸쳐 발달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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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집단 간 문장당 형태소 수 비교

  위의 [그림 Ⅵ-4]와 같이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

어 화자의 집단 간의 문장당 평균 형태소 수를 비교해 보면, 호주 교포 

중학교 2~3학년의 경우 한국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의 평균인 17.58개보

다 약간 높은 18.69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국 초등학교 6학년~중학

교 1학년 집단의 평균인 21.17개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호주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초등학교 4~5학년 간에는 4.91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간에는 7.86개, 중학교 2~3학년 간에는 7.66개의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

학교 4~5학년 이후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형태소를 

기준으로 하는 문장 길이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장 확장에 따른 발달 양상

2.1. 문장 확장의 양적 발달 양상

 

2.1.1. 단문과 복문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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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문장 확장의 양과 관련하여, 먼저 단문과 복문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은 총 문장의 

43%를 단문,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의 경우 총 문장의 37%, 

중학교 2~3학년의 경우 총 문장의 12%를 단문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즉,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는 총 문장의 57%가 복문이었던 반면 중

학교 2~3학년 집단에서는 총 문장의 88%를 복문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복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학년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6>과 같이 집단 

간 단문과 복문 사용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지표 학년군 N 평균 표준편차 x²/유의 확률

단문의 

비율

4~5 61 .43 .22 30.232/

.000***
6~7 44 .37 .28

8~9 27 .12 .17

복문의 

비율

4~5 61 .57 .22 30.232/

.000***
6~7 44 .63 .28

8~9 27 .88 .17

<표 Ⅳ-6>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단문과 복문의 비율 비교

*p<.05  **p<.01 ***p<.001

 

  차이가 있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인 본페러니-던 검증

(Bonferroni-Dunn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7>과 같이 초등학교 

4~5학년 집단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은 복문의 비율에 차

이가 없으나(p=.621), 초등학교 4~5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단

(p=.000),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단 간

에는 차이를 보였다(p=.000). 즉, 초등학교 4~5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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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학년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중학교 2~3학년에 이르

러 단문 사용 비율이 유의하게 줄고 복문 사용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Ⅵ-5]는 학년군에 따른 복문 사용 비율을 상자그림으

로 나타낸 것이다.

학년군 4~5학년 6~7학년 8~9학년

6~7학년 .621

8~9학년 .000*** .000***

<표 Ⅳ-7>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복문의 비율 사후검증 결과

*p<.05  **p<.01 ***p<.001

[그림 Ⅳ-5]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복문 사용 비율 비교

  앞서 학년군에 따른 단문과 복문의 비율을 살펴보았으나, 교포 학습

자의 특성상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라 단문과 복문 사용 비율이 

다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라 집단을 나

누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 [그림 Ⅵ-6]과 같이 초등학교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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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의 경우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은 평균적

으로 총 문장의 65%를 복문, 35%를 단문으로 구성하고 있었으며(표준편

차 0.23), 가정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평균적으로 총 

문장의 48%를 복문, 52%를 단문으로 구성하고 있었다(표준편차 0.22).

[그림 Ⅳ-6]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복문 사용 비율 비교

  이러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wo-way T-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8>과 같이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p=.010).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

초4~

중1

한국어 62 .65 .23

.17231 2.652 .010*영어 15 .48 .22

전체 77

<표 Ⅳ-8>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복문의 비율 비교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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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2~3학년 집단의 경우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

은 평균적으로 총 문장의 90%를 복문. 10%를 단문(표준편차 0.15)으로 

구성하고 있었으며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은 평균적으로 충 문장의 

79%를 복문, 21%를 단문(표준편차 0.25)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표본이 5개로 그 수가 

충분하지 않아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맨 휘트니 U 검정

(Mann-Whitney U Test) 결과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

왔다(p=.408).

(2)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학년군에 따른 단문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5학년은 총 문장 중 22%,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은 

총 문장 중 14%, 중학교 2~3학년은 총 문장 중 7%를 단문으로 구성하

고 있었다. 즉, 단문 사용 비율은 초등학교 4~5학년 때 전체 문장의 

22%에서 시작하여 중학교 2~3학년 때 7%로 비율이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복문 사용 비율은 초등학교 4~5학년 때 전체 문장의 78%에서 중

학교 2~3학년 때 9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학년군에 따른 비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

-9>와 같이 학년군에 따른 차이가 유의함을 보였다(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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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학년군 N 평균 표준편차 x²/유의 확률

단문의 

비율

4~5 40 .22 .15 23.832/

.000***
6~7 37 .14 .15

8~9 40 .07 .09

복문의 

비율

4~5 40 .78 .15 23.832/

.000***
6~7 37 .87 .15

8~9 40 .93 .09

<표 Ⅳ-9>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단문과 복문의 비율 비교

*p<.05  **p<.01 ***p<.001

  차이가 있는 학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본페러니-던 검증

(Bonferroni-Dunn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10>과 같이 초등학

교 4~5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간에 차이가 있었고(p=.018),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3학년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p=.131). 아래 [그림 Ⅵ-7]은 학년군에 따른 복문 사용 비율을 상자그림

으로 나타낸 것이다.

 

학년군 4~5학년 6~7학년 8~9학년

6~7학년 .018*

8~9학년 .000*** .131

<표 Ⅳ-10>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단문과 복문의 비율 사후검증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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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한국어 모어 화자의 복문 사용 비율 비교

  

  앞서 살펴본 호주 교포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는 달

리 초등학교 4~5학년 이후 중학교 2~3학년에 복문 사용 비율이 증가하

였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 이후 초등학교 6학

년~중학교 1학년 시기에 일찍이 복문 발달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복문 발달의 속도

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Ⅳ-8] 집단 간 복문 사용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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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 Ⅵ-8]과 같이 호주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복문 사용 비율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4~5학년 집단 간에는 

21%,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는 24%, 중학교 2~3학년 

집단 간에는 5% 차이를 보였다. 즉, 호주 교포 학습자는 초등학교 6학

년~중학교 1학년 시기까지는 단문을 통해 한국어 문장을 구성하는 비율

이 높으나 중학교 2~3학년에 이르면 국내 또래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으

로 복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2. 문장당 절 수 

 

(1)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두 번째로는 문장당 평균 절 수를 계측함으로써 문장 확장의 양의 측

면의 통사적 복잡성 양상을 살펴보았다.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는 초

등학교 4~5학년의 경우 문장당 평균 0.93개의 절을 사용하였으며, 초등

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은 평균 1.02개, 중학교 2~3학년은 평균 1.93개

의 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

보기 위하여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11>과 같이 세 집단 중 적어도 한 집단은 차이가 있다는 

강한 결과를 얻었다(p=.000).

지표 학년군 N 평균 표준편차 x²/유의 확률

문장당 

절

4~5 61 .93 .56
25.410/

.000***
6~7 44 1.02 .66

8~9 27 1.93 .89

<표 Ⅳ-11>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절 수 비교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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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있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본페러니-던 검증

(Bonferroni-Dunn Test)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4~5학년과 초등학교 6

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p=1.000), 초등학교 6학

년~중학교 1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단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0). 즉, 초등학교 4~5학년 이후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까

지는 문장당 평균 절 수에 차이가 없으나, 중학교 2~3학년에 이르러 발

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Ⅵ-9]는 학년군에 따른 

문장당 평균 절 수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학년군 4~5학년 6~7학년 8~9학년

6~7학년 1.000

8~9학년 .000*** .000***

<표 Ⅳ-12>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절 수 사후검증 결과

*p<.05  **p<.01 ***p<.001

[그림 Ⅳ-9]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절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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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는 학년군에 따른 발달 양상을 살펴보았으나, 교포 학습자의 경

우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라서도 그 발달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른 비교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아

래 [그림 Ⅵ-10]과 같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중 가정에서 한국

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문장당 평균 1.12개의 절(표준편차 

0.63)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정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경

우 문장당 평균 0.7개의 절(표준편차 0.45)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평균

을 통해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에 문장 확장의 발달이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0]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문장당 절 수 비교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맨 

휘트니의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

-13>과 같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p=.007).



- 110 -

학년 집단 N
평균 

순위

Mann-

Whitney U

Wilconx 

on W
Z

근사 유의 

확률

초4~

중1

한국어 62 42.40

254.000 374.000 -2.717 .007영어 15 24.93

전체 77

<표 Ⅳ-13>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문장당 절 수 비교

*p<.05  **p<.01 ***p<.001

  

  중학교 2~3학년 집단의 경우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

은 문장당 평균 2.02개의 절(표준편차 0.72)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정

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은 문장당 평균 1.69개의 절(표준편차 

1.59)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만 살펴보면 중학

교 2~3학년 집단에서도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문장 확

장이 더 활발하지만,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표본이 5개밖에 되

지 않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맨 휘트니의 U 검정

(Mann-Whitney U Test) 결과에서도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는 두 집

단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336).

    

(2)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에 따른 문장당 평균 절 수를 살펴보면 초

등학교 4~5학년은 문장당 평균 1.86개의 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초등

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은 평균 2.46개의 절, 중학교 2~3학년은 평균 

3.34개의 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14>와 같이 적어도 한 집단에서 차이가 있다

는 강한 결과를 보였다(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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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학년군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문장당

절

4~5 40 1.86 .73
31./

.000***
6~7 37 2.46 .74

8~9 40 3.34 1.01

<표 Ⅳ-14>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절 수 비교

*p<.05  **p<.01 ***p<.001 

  

  차이가 있는 학년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쉐페 검증(Scheffé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15>와 같이 초등학교 4~5학년과 초등

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9),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3학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p=.000)을 확인하였다. 아래 [그림 Ⅵ-15]는 학년군에 따른 문장당 절 

수의 차이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학년군 4~5학년 6~7학년 8~9학년

6~7학년 .009**

8~9학년 .000*** .000***

<표 Ⅳ-15>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절 수 사후검증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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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별 문장당 절 수 비교

  호주 교포 학습자의 경우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4~5학년과 초등학

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

자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중학교 2~3

학년 시기에 단계적으로 문장 확장의 양이 증가하는 반면 호주 교포 학

습자는 그 발달 속도가 느린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중학교 2~3

학년의 문장당 평균 절 수는 3.34개였는데, 서세정(2009)의 연구에서 한

국 대학생의 문장당 평균 절의 수가 3.4개라고 보고한 것을 보아 중학

교 2~3학년 시기에 한국어 모어 화자의 문장 확장과 관련된 통사적 복

잡성의 발달이 완성됨을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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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집단 간 문장당 절 수 비교

  위의 [그림 Ⅵ-12]와 같이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의 문장당 평균 절 수를 비교해 보면 호주 교포 학습자 중학교 

2~3학년 집단의 경우 문장당 평균 1.93개의 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 초등학생 4~5학년의 평균인 1.86개보다 약간 높고 국내 초등학생 

6학년~중학교 1학년의 평균인 2.46개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초등학교 4~5학년 때 0.93개에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때는 1.44개, 중학교 2~3학년 때는 1.41개의 차이를 보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집단으로 올라갈수록 교포 학습자와 국내 모어 

화자 간의 차이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앞서 복문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는 호주 교포 학습자가 중학교 2~3학년 시기에 이르면서 

국내 또래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문을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문장당 평균 절 수를 확인해본 결과 복문 사용 비율 자체는 유사할 수 

있으나, 문장 확장의 정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2.2. 문장 확장의 유형별 발달 양상

2.2.1. 문장당 대등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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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2.1.절에서 문장 확장의 양의 측면의 통사적 복잡성 양상을 살펴보았

다면, 2.2.절에서는 문장 확장의 유형에 따른 통사적 복잡성 양상을 살

펴보겠다. 문장 확장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문장당 평균 대등절 

수의 계측함으로써 살펴보았다.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는 학년군에 

따라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는 문장당 평균 0.13개의 대등절을 사

용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는 문장당 평

균 0.15개,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는 문장당 평균 0.28개의 대등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크루

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16>

과 같이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p=.006). 

지표 학년군 N 평균 표준편차 x²/유의 확률

문장당

대등절

4~5 61 .13 .14
10.400/

.006**
6~7 44 .15 .19

8~9 27 .28 .23

<표 Ⅳ-16>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대등절 수 비교

*p<.05  **p<.01 ***p<.001

  사후검증인 본페러니-던 검증(Bonferroni-Dunn Test)을 통해 차이가 

있는 학년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Ⅵ-17>과 같이 초등학교 4~5학년 집

단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p=1.000), 초등학교 4~5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단(p=.008), 초

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단(p=.012)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까지는 대

등절 사용 양상에 큰 차이가 없으나 중학교 2~3학년에 들어서 문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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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대등절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Ⅵ

-13]은 학년군에 따른 문장당 평균 대등절 수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학년군 4~5학년 6~7학년 8~9학년

6~7학년 1.000

8~9학년 .008** .012*

<표 Ⅳ-17>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대등절 수 사후검증 결과

*p<.05  **p<.01 ***p<.001

 [그림 Ⅳ-13]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대등절 수 비교

  앞서는 학년군에 따른 대등절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으나, 교포 학습

자의 특성상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라 발달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을 가정하여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라 비교를 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 [그림 Ⅵ-14]와 같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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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은 문장당 평균 0.14개의 대

등절(표준편차 0.16)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은 

문장당 평균 0.1개의 대등절(표준편차 0.16)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Ⅳ-14]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문장당 대등절 수 비교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맨 

휘트니의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18]

과 같이 유의 확률은 0.190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비록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이 가정에서 영어를 주

로 사용하는 집단보다 문장당 대등절 수의 평균은 더 높았으나, 유의미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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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집단 N
평균 

순위

Mann-

Whitney U

Wilconx 

on W
Z

근사 유의 

확률

초4~

중1

한국어 62 40.60

366.000 486.000 -1.309 .190영어 15 32.40

전체 77

<표 Ⅳ-18>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문장당 대등절 수 비교

*p<.05  **p<.01 ***p<.001

  이는 앞서 살펴본 문장당 형태소 수, 단문과 복문의 비율, 문장당 절 

수와는 다르게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른 문장당 대등절 수의 차

이는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중학교 2~3학년 집단의 경우 가정에서 한

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은 문장당 평균 0.28개의 대등절(표준편차 

0.24)을 사용하였으며,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은 문장당 평균 0.31개

의 대등절(표준편차 0.24)을 사용하고 있었다. 맨 휘트니의 U 검정

(Mann-Whitney U Test) 역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

였다(p=.767).

(2)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모어 화자는 학년군에 따라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의 경우 문

장당 평균 0.24개의 대등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6학년~중학

교 1학년 집단의 경우 문장당 평균 0.4개의 대등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학년인 중학교 2~3학년 집단의 경우 문장당 평균 0.51개의 

대등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

하기 위하여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19>와 같이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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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학년군 N 평균 표준편차 x²/유의 확률

문장당

대등절

4~5 40 .24 .15
21.845/

.000***
6~7 37 .40 .27

8~9 40 .51 .27

<표 Ⅳ-19>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대등절 수 비교

*p<.05  **p<.01 ***p<.001

  사후검증인 본페러니-던 검증(Bonferroni-Dunn Test)으로 차이가 있는 

집단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Ⅵ-20>과 같이 초등학교 4~5학년 집단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p=.027), 초등학교 4~5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단(p=.000) 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p=.154). 아래 [그림 Ⅵ-15]는 학년군에 따른 문장당 평균 대등절 

수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학년군 4~5학년 6~7학년 8~9학년

6~7학년 .027*

8~9학년 .000*** .154

<표 Ⅳ-20>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대등절 수 사후검증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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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5]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별 문장당 대등절 수 비교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교 2~3학년에 이르러 문장당 평균 대등절 수가 

증가한 호주 교포 학습자와는 다르게, 한국 모어 화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때 일찍이 문장당 대등절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Ⅳ-16] 집단 간 문장당 대등절 수 비교

 

  위의 [그림 Ⅵ-16]과 같이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문

장당 대등절 수를 비교해 보면 호주 교포 중학교 2~3학년의 경우 문장

당 평균 0.28개의 대등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내 초등학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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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의 평균인 0.24개보다는 약간 높고 국내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

학년의 평균인 0.4개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학년군별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4~5학년 집단 간의 차이

는 0.11개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는 0.25개, 중

학교 2~3학년 집단 간에는 0.23개의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 4~5학년 이

후 중학생이 되었을 때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평

균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2.2. 문장당 내포절 수

(1)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학년군에 따른 문장당 평균 내포절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5학년의 경우 문장당 평균 0.81개의 내포절을 사

용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의 경우 0.88개, 중학교 

2~3학년의 경우 문장당 평균 1.65개의 내포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

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21>와 같

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000).

지표 학년군 N 평균 표준편차 x²/유의 확률

문장당

내포절

4~5 61 .81 .51
25.251/

.000***
6~7 44 .88 .59

8~9 27 1.65 .77

<표 Ⅳ-21>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내포절 수 비교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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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있는 학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인 본페러니-던 검증

(Bonferroni-Dunn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22>와 같이 초등학

교 4~5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1.000),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2~3학년 간(p=.000), 초등학

교 6학년~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3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 이는 초등학교 4~5학년 이후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시

기에는 내포절의 발달이 미세하다가 중학교 2~3학년 때 유의하게 발달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 [그림 Ⅵ-17]은 학년군에 따른 문

장당 내포절 수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학년군 4~5학년 6~7학년 8~9학년

6~7학년 1.000

8~9학년 .000*** .000***

<표 Ⅳ-22>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내포절 수 사후검증 결과

*p<.05  **p<.01 ***p<.001

[그림 Ⅳ-17] 호주 교포 학습자 학년군별 문장당 내포절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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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는 문장당 평균 내포절 수를 학년군에 따라 비교하였다면, 이번

에는 교포 학습자의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 [그림 Ⅵ-18]과 같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중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문장당 

평균 0.98개의 내포절(표준편차 0.58)을 사용하였으며, 가정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장당 평균 0.6개의 내포절(표준편차 0.36)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에 비하여 내포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18]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문장당 내포절 수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맨 휘

트니의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23>과 

같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p=.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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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집단 N
평균 

순위

Mann-

Whitney U

Wilconx 

on W
Z

근사 유의 

확률

초4~

중1

한국어 62 42.42

253.000 373.000 -2.728 .006영어 15 24.87

전체 77

<표 Ⅳ-23>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문장당 내포절 수 비교

*p<.05  **p<.01 ***p<.001

  중학교 2~3학년 집단 중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장당 평균 1.73개(표준편차 0.58)의 내포절을 사용하였으며, 가정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장당 평균 1.38개(표준편차 1.44)의 내

포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중학교 2~3학년 집단 역시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중학교 2~3학년 집단 중에는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본이 5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맨 휘트니의 U 검정(Mann-Whitney U 

Test) 결과에서도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243).

(2)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에 따른 문장당 평균 내포절 수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는 문장당 평균 1.62개의 내포절을 사

용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는 문장당 평균 

2.07개,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는 문장당 평균 2.83개의 내포절을 사

용하고 있었다.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24>와 같

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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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학년군 N 평균 표준편차 x²/유의 확률

문장당

내포절

4~5 40 1.62 .67
38.642/

.000***
6~7 37 2.07 .64

8~9 40 2.83 .86

<표 Ⅳ-24>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내포절 수 비교

*p<.05  **p<.01 ***p<.001

 

  차이가 있는 학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본페러니-던 검증

(Bonferroni-Dunn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25>와 같이 초등학

교 4~5학년 집단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 차이가 있

었고(p=.025),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단 

간에 차이가 발견되었다(p=.002). 아래 [그림 Ⅵ-19]는 학년군에 따른 문

장당 평균 내포절 수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학년군 4~5학년 6~7학년 8~9학년

6~7학년 .025*

8~9학년 .000*** .002**

<표 Ⅳ-25>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내포절 수 사후검증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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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9]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내포절 수 비교

   호주 교포 학습자 집단의 경우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4~5학년 이

후 중학교 2~3학년 때 문장당 평균 내포절 수가 증가하였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3학년 집단

에서 모두 문장당 평균 내포절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학년군이 높아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포절의 사용이 

증가하는 반면 호주 교포 학습자의 경우 내포절을 통한 문장 확장의 발

달이 더딘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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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0] 집단 간 문장당 내포절 수 비교

  위의 [그림 Ⅵ-20]과 같이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비

교해 보면 호주 교포 학습자 중학교 2~3학년 집단의 경우 문장당 평균 

내포절 수는 1.65개로 국내 초등학교 4~5학년의 평균인 1.62개보다 약간 

높고 국내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의 평균인 2.07개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학년군별로 비

교해 보면 초등학교 4~5학년 집단 간에는 0.81개의 차이를 보이며, 초등

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는 1.19개, 중학교 2~3학년 집단 간

에는 1.18개의 차이를 보였다. 즉,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호주 교

포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2.3.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1)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학년군에 따른 문장당 평균 명사절, 문장

당 평균 관형절, 문장당 평균 인용절, 문장당 평균 부사절의 수를 살펴

보면 명사절은 초등학교 4~5학년의 경우 0.09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의 경우 0.13개, 중학교 2~3학년의 경우 0.3개를 사용하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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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관형절은 초등학교 4~5학년은 0.23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은 0.32개, 중학교 2~3학년의 경우 0.67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명사절과 

관형절 모두 학년군에 따라 그 수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용절

은 초등학교 4~5학년은 0.03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은 0.01개, 

중학교 2~3학년은 0.05개를 사용하고 있어 학년군에 따라 일정한 경향

을 보이지는 않았다. 부사절은 초등학교 4~5학년은 0.46개, 초등학교 6

학년~중학교 1학년은 0.43개, 중학교 2~3학년은 0.63개를 사용하고 있어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 그 수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크루스칼 왈리

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26>과 같이 문

장당 부사절에서는 학년군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5). 그리고 

문장당 명사절(p=.000), 문장당 관형절(p=.001), 문장당 인용절(p=.049)에

서는 학년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표 학년군 N 평균 표준편차 x²/유의 확률

문장당

명사절

4~5 61 .09 .12
18.930/

.000***
6~7 44 .13 .17

8~9 27 .30 .31

문장당

관형절

4~5 61 .23 .20
14.372/

.001**
6~7 44 .32 .33

8~9 27 .67 .60

문장당

인용절

4~5 61 .03 .07
6.026/

.049*
6~7 44 .01 .04

8~9 27 .05 .15

문장당

부사절

4~5 61 .46 .33
5.800/

.055
6~7 44 .43 .34

8~9 27 .63 .39

<표 Ⅳ-26>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비교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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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있는 학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본페러니-던 검증

(Bonferroni-Dunn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27>과 같이 문장당 

명사절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간에

는 차이가 없었으며(p=1.000),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2~3학년

(p=.000),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3학년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2). 문장당 관형절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초등학교 4~5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p=1.000), 초

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2~3학년(p=.000),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과 중학교 2~3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6). 문장당 인용절

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만 

차이를 보였는데(p=.043) 이는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 

유독 인용절 사용이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60). 문장당 부사절은 

비록 평균에서는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표 학년군 4~5학년 6~7학년 8~9학년

문장당

명사절

6~7학년 1.000

8~9학년 .000*** .002**

문장당

관형절

6~7학년 1.000

8~9학년 .000*** .016*

문장당

인용절

6~7학년 .043*

8~9학년 1.000 .644

<표 Ⅳ-27> 호주 교포 학습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사후검증 결과

 *p<.05  **p<.01 ***p<.001

60)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발달 경향이라기보다는 해당 표본에서 보인 특수한 현상이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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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문장당 내포절의 사용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중학교 2~3학년에 이르러 명사절과 관형절을 통한 문장의 확장

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나 이 결과에서는 부사절의 사용이 

학년별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이복자(2015)에서 초급학습자

가 대등절이 아닌 부사절을 통하여 문장의 확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즉, 호주 교포 학습자는 초등학교 

4~5학년부터 이미 부사절을 통해 주로 문장 확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년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드러난 것으로 보여진다.

 

(2)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에 따른 문장당 평균 명사절, 문장당 평균 

관형절, 문장당 평균 인용절, 문장당 평균 부사절을 살펴보면, 명사절은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의 경우 문장당 평균 0.2개, 초등학교 6학년~중학

교 1학년 집단은 문장당 평균 0.51개, 중학교 2~3학년 집단은 문장당 평

균 0.58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관형절은 초등학교 4~5학년의 경우 문장

당 평균 0.43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의 경우 문장당 평균 0.58

개, 중학교 2~3학년의 경우 문장당 평균 0.94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명

사절과 관형절 모두 학년군에 따라 평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인용절은 초등학교 4~5학년의 경우 문장당 평균 0.06개, 초등학교 6학

년~중학교 1학년의 경우 문장당 평균 0.07개, 중학교 2~3학년의 경우 문

장당 평균 0.07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호주 교포 학습자 집단과 마찬가

지로 인용절의 사용은 학년군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사절은 초등학교 4~5학년의 경우 문장당 평균 0.93개, 초

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의 경우 문장당 평균 0.92개, 중학교 2~3학년

의 경우 문장당 평균 1.25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부사절은 중학교 2~3학

년 집단에서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크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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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28>과 

같이 인용절의 사용은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p=.975), 문장당 명사

절(p=.000), 문장당 관형절(p=.000), 문장당 부사절(p=.024)은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지표 학년군 N 평균 표준편차 x²/유의 확률

문장당

명사절

4~5 40 .20 .19
37.386/

.000***
6~7 37 .51 .38

8~9 40 .58 .31

문장당

관형절

4~5 40 .43 .29
34.790/

.000***
6~7 37 .58 .34

8~9 40 .94 .45

문장당

인용절

4~5 40 .06 .11
.050/

.975
6~7 37 .07 .11

8~9 40 .07 .13

문장당

부사절

4~5 40 .93 .51
7.427/

.024*
6~7 37 .92 .43

8~9 40 1.25 .63

<표 Ⅳ-28>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비교

*p<.05  **p<.01 ***p<.001

  차이가 있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본페러니-던 검증

(Bonferroni-Dunn 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Ⅵ-29>와 같이 문장당 

명사절은 초등학교 4~5학년 집단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만 차이가 있었고(p=.000),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과 중

학교 2~3학년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p=.310). 문장당 관형절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 집단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는 차

이가 없으나(p=.146),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

년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p=.001). 문장당 부사절의 경우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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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학년 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단 간에만 차이가 있었다(p=.044)61).

지표 학년군 4~5학년 6~7학년 8~9학년

문장당

명사절

6~7학년 .000***

8~9학년 .000*** .310

문장당

관형절

6~7학년 .146

8~9학년 .000*** .001**

문장당 

부사절

6~7학년 1.000

8~9학년 .044* .073

<표 Ⅳ-29>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년군별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사후검증 결과

*p<.05  **p<.01 ***p<.001

  사후검증 결과 호주 교포 학습자는 초등학교 4~5학년 이후 중학교 

2~3학년에 이르러 명사절 사용의 발달이 이루어진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시기에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관형절의 경우에는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모두 중학교 2~3학년에 이르러 발달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경향

은 비슷하였다. 부사절의 경우 호주 교포 학습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중학교 2~3학년에서 문장당 

부사절의 사용이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61) 문장당 부사절의 경우 평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의 경우 0.93개, 초등
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의 경우 0.92개로 초등학교 4~5학년의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아 보이지만 집단 간 평균 순위를 기준으로 차이를 검증하는 본페로니-던 검증 
결과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의 평균 순위는 52.31,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
단의 평균 순위는 53.43, 중학교 2~3학년 집단의 평균 순위는 70.84로 초등학교 6학
년~중학교 1학년 집단의 평균 순위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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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집단 간 문장당 명사절 수 비교

[그림 Ⅳ-22] 집단 간 문장당 관형절 수 비교

[그림 Ⅳ-23] 집단 간 문장당 부사절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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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 집단 간 문장당 인용절 수 비교

  위의 [그림 Ⅵ-21] ~ [그림 Ⅵ-24]와 같이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유형별 내포절 사용을 비교해 보면 명사절의 경우 호주 교

포 학습자 중학교 2~3학년은 문장당 평균 0.3개로 한국 모어 화자 초등

학교 4~5학년의 평균인 0.2개와 비슷한 수치이다.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5학년 간에는 

0.11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간에는 0.38개, 중학교 2~3학년 간

에는 0.28개로 초등학교 4~5학년 이후 두 집단 간 명사절 사용의 차이

가 증가하지만 중학교 2~3학년 이후 호주 교포 학습자의 명사절 사용이 

증가하면서 그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관형절의 경우 호주 교포 중학교 2~3학년은 문장당 0.67개의 관형절

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내 모어 화자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

년의 평균인 0.58개보다 높은 수치며 국내 모어 화자 중학교 2~3학년의 

평균인 0.94개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

교 4~5학년 간에는 0.2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간에는 0.26개, 

중학교 2~3학년 간에는 0.27개로 그 차이가 학년군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을 보였다.

  부사절의 경우 호주 교포 중학교 2~3학년은 문장당 0.63개의 부사절

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국내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의 평균인 0.93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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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5학년 간에는 0.47개, 초

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간에는 0.49개, 중학교 2~3학년 간에는 0.62

개의 차이를 보여 학년군에 따라 그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용절 사용의 경우 한국 모어 화자의 평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지

만, 학년군에 따른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3.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

3.1.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은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과 

내포절 관련 문법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은 

‘누적 빈도’와 ‘표준화 빈도’,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누적 빈도’는 각 집단에서 사용한 해당 문법항목의 총 사용 빈도를 

의미하고 ‘표준화 빈도’는 누적 빈도를 해당 집단의 총 사용 문장 수

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으로서, 100문장당 빈도를 의미한다(김현아, 

2016). 표준화 빈도는 표본 값이 다른 집단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율’은 

해당 문법항목의 누적 빈도를 각 집단에서 사용한 총 대등절 및 해당 

내포절의 수로 나눈 값으로서 총 사용된 대등절 및 해당 내포절 중 각 

문법항목이 차지하는 양을 의미한다. 

  먼저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자면 <표 Ⅳ-30>은 

집단별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의 누적 빈도와 표준화 빈도, 비율을 표로 

정리한 것이며, [그림 Ⅵ-25]는 적어도 한 집단에서 표준화 빈도가 1 이

상인 문법항목의 표준화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가장 눈에 띄

는 것은 대등적 연결 어미 ‘-고’의 사용인데, 호주 교포 학습자의 경

우 집단별로 초등학교 4~5학년은 100문장당 10.93회, 초등학교 6학년~중

학교 1학년은 100문장당 9.83회, 중학교 2~3학년은 100문장당 21.22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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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 100문장

당 16.66회,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26.73회,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36.41회의 사용을 보여 그 증가 폭

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문법항목
호주 교포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4~5 6~7 8~9 4~5 6~7 8~9

나열

·

순접

-고
누적 빈도 85 42 38 82 100 185
표준화 빈도 10.93 9.83 21.22 16.66 26.73 36.41

비율(%) 86.73 82.35 74.5 73.21 73.52 73.12

-며/

면서

누적 빈도 2 3
표준화 빈도 0.53 0.59

비율(%) 1.47 1.18

대조

-으나
누적 빈도 1 2
표준화 빈도 0.26 0.39

비율(%) 0.73 0.79

-지만
누적 빈도 9 6 12 24 25 41
표준화 빈도 1.15 1.4 6.7 4.87 6.68 8.07

비율(%) 9.19 11.79 23.52 21.42 18.38 16.2

-라
누적 빈도 5
표준화 빈도 0.98

비율(%) 1.97

-은데
누적 빈도 3 1 1 5 2 5
표준화 빈도 0.38 0.23 0.55 1.01 0.53 0.98

비율(%) 3.06 1.96 1.96 4.46 1.47 1.97

선택

-거나
누적 빈도 1 4 7
표준화 빈도 0.2 1.06 1.37

비율(%) 0.89 2.94 2.76

-든지
누적 빈도 1 2 1
표준화 빈도 0.12 0.46 0.26

비율(%) 1.02 3.92 0.73

-든가
누적 빈도 1 3
표준화 빈도 0.26 0.59

비율(%) 0.73 1.18

<표 Ⅳ-30>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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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5]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표준화 빈도 

  비록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에서 ‘-고’의 표준화 빈도가 더 높았으

나, 그 집중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호주 교포 학습자는 초등학교 4~5

학년 집단에서 ‘-고’의 집중률이 86%였으며, 중학교 2~3학년 집단에

서 74%로 줄어들었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전 학년군에서 약 

73%의 집중률을 보이고 있어 ‘-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호주 교포 학습자는 전 학년군에서 대체로 ‘-

고’, ‘-지만’, ‘-은데/는데’를 중심으로 대등절을 형성하는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그 외에도 ‘-며/면서’, ‘-으나’, ‘-

라’, ‘-거나’, ‘-든가’ 등 다양한 어미를 통해 대등절을 형성하고 

있었다.

(12) 가. 친구들과도 더 친해졌지만 쌤들 또한 그 기간을 통해 많이 친해

질 수 있었다. (AU0314)

나. 나는 공부를 싫어하는데 나한테 가장 기억하는 거예요. 

(AU0513)

(13) 가. 처음이라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노래를 다시 부르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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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불렀다. (KR0601)

나. 예전 방학 때는 공부도 안하고 누워서 놀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독서실도 꼬박 꼬박가고 지저분했던 내 책상과 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KR0314)

다. 또한 요리교실에 저희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나

라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하며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면서 이야

기를 해 새로운 경험으로 기억에 남았다. (KR0205)

라. 방학 중에는 아직 중학생이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으나 

중학교 교실에 들어온 후에 중학교에 다니는 게 실감이 났습니

다. (KR0109)

  예를 들어서 (12가~나)의 경우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작문에서 

발견된 대조 표현이며, (13가~라)은 한국 모어 화자의 작문에서 발견된 

대조 표현이다.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경우 대조 표현으로 주로 

‘-지만’과 ‘-은데/는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한국 모어 화자의 경

우 중학생 집단에서는 ‘-라’와 ‘-으나’와 같은 문어적인 표현도 사

용하고 있었다. ‘-라’의 경우 ‘-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의 형

태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3.2. 내포절 관련 문법항목

(1) 명사절 관련 문법항목

  다음으로는 내포절 관련 문법항목 중 명사절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명사절 관련 문법항목은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절 + 것’, ‘의문형 어미’, ‘특정 형식의 구성’으로 구분하

여 그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다음 <표 Ⅳ-31>은 집단별 누적 빈도, 

표준화 빈도와 비율을 표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Ⅵ-26]은 적어도 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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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표준화 빈도가 1 이상인 문법항목의 표준화 빈도를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

자 집단 모두 ‘(으)ㄴ 것’과 ‘-는 것’을 통한 명사절 형성이 지배적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문법항목
호주 교포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4~5 6~7 8~9 4~5 6~7 8~9

전

성

어

미

-음
누적 빈도 1 1 1 6
표준화 빈도 0.55 0.2 0.26 1.18

비율(%) 2.08 1.02 0.58 2.1

-기
누적 빈도 8 2 6 25 33 64
표준화 빈도 1.02 0.46 3.35 5.08 8.82 12.59

비율(%) 13.55 4.65 12.5 25.51 19.18 22.45

관

형

사

절

+

것

-은 것
누적 빈도 12 12 12 17 36 66
표준화 빈도 1.54 2.81 6.7 3.45 9.62 12.99

비율(%) 20.33 27.9 25 17.34 20.93 23.15

-는 것
누적 빈도 25 19 25 26 61 76
표준화 빈도 3.21 4.44 13.96 5.28 16.31 14.96

비율(%) 42.37 44.18 52.08 26.53 35.46 26.66

-을 것
누적 빈도 6 3 7 10 9
표준화 빈도 0.77 0.7 1.42 2.67 1.77

비율(%) 10.16 6.97 7.14 5.81 3.15

-던 것
누적 빈도 3 4 2 4 19 44
표준화 빈도 0.38 0.93 1.11 0.81 5.08 8.66

비율(%) 5.08 9.3 4.16 4.08 11.04 15.43

의

문

형 

어

미

-던가
누적 빈도
표준화 빈도

비율(%)

-ㄴ/

는가

누적 빈도 2
표준화 빈도 0.39

비율(%) 0.7

-ㄴ/

는지

누적 빈도 5 3 2 11 6 13
표준화 빈도 0.64 0.7 1.11 2.23 1.6 2.55

비율(%) 8.47 6.97 4.16 11.22 3.48 4.56

-을지
누적 빈도 1 2
표준화 빈도 0.2 0.39

비율(%) 1.02 0.7

<표 Ⅳ-31> 명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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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6] 명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표준화 빈도

 

 ‘(으)ㄴ 것’의 경우 호주 교포 학습자 집단에서는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1.54회,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 100

문장당 2.81회,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6.7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는 것’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는 100문장당 

3.21회,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는 100문장당 4.44회, 중

특정 형식의 

구성

누적 빈도 5 5 3
표준화 빈도 1.01 1.33 0.59

비율(%) 5.1 2.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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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3학년 집단에서는 100문장당 13.96회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초등학교 ‘-(으)ㄴ 것’은 초등학교 4~5학

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17.34회,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20.93회,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23.15회를 사용

하고 있었다. ‘-는 것’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5.28회,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16.31회, 중학

교 2~3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14.96회를 사용하고 있었다. 표준화 빈

도 자체를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에서도 ‘-(으)ㄴ 것’과 ‘-는 

것’을 통한 명사절의 형성이 활발하지만, 그 집중도를 살펴보면 차이

가 있다.

  호주 교포 집단에서는 전체 명사절 중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는 

62.7%,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는 72.08%, 중학교 2~3학

년 집단에서는 77%를 ‘-(으)ㄴ 것’과 ‘-는 것’을 통해 형성했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 43.87%, 초

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 56.39%,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 

49.81%를 ‘-(으)ㄴ 것’과 ‘-는 것’을 통해 형성하고 있었다. 즉, 호

주 교포 학습자는 약 70% 혹은 그 이상을 ‘-(으)ㄴ 것’과 ‘-는 것’

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는 약 50% 혹은 그 미만의 의

존도를 보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으)ㄴ 것’과 ‘-는 것’ 이외에도 명사

형 전성 어미를 통한 명사절 형성이 활발했는데, 학년군이 높아짐에 따

라 명사형 전성 어미 ‘-기’를 통한 명사절 형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던 것’을 통한 명사절의 형성이 활발하였다는 것인데,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0.81회, 초등학교 6학년~7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5.08회,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8.66회로 학년군

이 높아짐에 따라 그 빈도와 비율도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어 모

어 화자 집단에서는 호주 교포 학습자 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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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14)와 같은 특정 형식의 구성을 통한 명사절의 형성도 관찰되었다. 

(14) 이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다른 해외여행들보다 내가 가족

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인 것 같다. (KR0208)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 집단에서는 주로 ‘(으)ㄴ 것/는 것’을 통

해 명사절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15가~라)와 같이 문맥상 ‘(으)ㄴ 것’

을 사용해야 하나 ‘-는 것’을 사용하는 등‘(으)ㄴ 것’과 ‘-는 것’ 

간 대치 오류를 보이기도 하였다.

(15) 가. 방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내 동생 친구들하고 영화를 봤

는 거(√본 거)에요. (AU0405)

나. 결론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나 휴가는 해외로 나가는 것(√나간 

것)입니다. (AU0313)

다. 근데 Thailand 가는 거(√간 것)를 후회를 안 했어요. Thailand 

재미있었어요. (AU0609) 

라. 특히 방콕에서 홍수가 갑자기 생겼을 때, 다 같이 서로를 도와

주면서 호텔로 가는 것(√간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AU03020

(2) 관형사절 관련 문법항목

  다음 <표 Ⅳ-32>는 관형사절 관련 문법항목의 집단별 누적 빈도와 표

준화 빈도, 비율을 정리한 것이며, [그림 Ⅵ-27]은 적어도 한 집단에서 

표준화 빈도가 1 이상인 문법항목의 표준화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가

장 큰 차이점은 관형사형 어미 ‘-던’의 사용에 있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3.65회, 초등학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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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6.14회, 중학교 2~3학년 집단에

서 100문장당 13.38회의 사용을 보여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 ‘-던’의 사용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포 학습자

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0.51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 100문장당 0.23회,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 100

문장당 5.02회의 사용을 보여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 그 빈도가 높아

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명사절 관련 문법항목에서 교포 학습자가 ‘-던 

것’을 통해 명사절을 형성하는 비중이 적은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미동포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을 연구한 김현아(2016)의 

연구에서도 발견된 것으로서, 교포 학습자들이 관형사형 어미 ‘-던’

의 습득이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문법항목
호주 교포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4~5 6~7 8~9 4~5 6~7 8~9

관

형

사

형 

어

미

-은

누적 빈도 63 29 38 56 80 166

표준화 빈도 8.1 6.79 21.22 11.38 21.39 32.67

비율(%) 36 26.12 35.51 29.78 39.4 36.16

-는

누적 빈도 50 47 38 71 69 112

표준화 빈도 6.43 11 21.22 14.43 18.44 22.04

비율(%) 28.57 42.34 35.51 37.76 33.99 24.4

-을

누적 빈도 58 34 22 43 31 113

표준화 빈도 7.46 7.96 12.29 8.73 8.28 22.24

비율(%) 33.14 30.63 20.56 22.87 15.27 24.61

-던

누적 빈도 4 1 9 18 23 68

표준화 빈도 0.51 0.23 5.02 3.65 6.14 13.38

비율(%) 2.28 0.9 8.41 9.57 11.33 14.81

<표 Ⅳ-32> 관형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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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7] 관형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표준화 빈도 

  한편 호주 교포 학습자의 작문 분석 결과 관형사형 어미 ‘-은’과 

‘-는’의 대치 오류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16가~다)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은’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

며, (16라~마)는 관형사형 어미 ‘-은’을 써야 하는 경우에 ‘-는’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명사절 관련 문법항목을 살펴보았을 때도 ‘-은 

것’과 ‘-는 것’의 대치 오류가 잦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는 

교포 학습자가 관형사형 어미 ‘-은’과 ‘-는’의 정확한 습득에 어려

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16) 가. 매주 친구들과 갔치 시간을 보내는 거보다, 한국어를 더 편히 

쓸 수 있은(√있는) 귀해가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AU0624)

나. 나는 지난 방학동안 재밌은(√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AU0434)

다. 떨린(√떨리는) 마음으로 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AU0301)

라. 동생은 낮는(√낮은) 물에 수영하고 나는 기픈 물에 수영 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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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0524)

마. 집에 와는(√온) 선간 나는 노무 피건했다. (AU0620)

(3)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① ‘동시’, ‘선후’, ‘전환’의 의미

  부사형 어미는 의미에 따라 동시, 선후, 전환, 이유·원인, 수단·방

법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먼저 ‘동시’, ‘선후’, ‘전환’의 의

미를 갖는 부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아래 <표 Ⅵ-33>은 

집단별 누적 빈도, 표준화 빈도, 비율을 표로 정리한 것이며, [그림 Ⅵ

-28], [그림 Ⅵ-29], [그림 Ⅵ-30]은 적어도 한 집단에서 표준화 빈도가 

1 이상인 문법항목의 표준화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문법항목
호주 교포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4~5 6~7 8~9 4~5 6~7 8~9

동

시

-면서
누적 빈도 14 8 5 13 10 26
표준화 빈도 1.8 1.87 2.79 2.64 2.67 5.11

비율(%) 4.1 4.67 3.96 3.1 2.94 4.39

-며
누적 빈도 4 1 7 11 14
표준화 빈도 0.93 0.55 1.42 2.94 2.75

비율(%) 2.33 0.79 1.67 2.36

선

후

-자
누적 빈도 3 6 3 1
표준화 빈도 0.38 1.21 0.8 0.19

비율(%) 0.87 1.43 0.88 0.16

-자마자
누적 빈도 2 1 1
표준화 빈도 0.46 0.26 0.19

비율(%) 1.16 0.29 0.16

-고

누적 빈도 68 28 15 33 21 31
표준화 빈도 8.75 6.55 8.37 6.7 5.61 6.1

비율(%) 19.94 16.37 11.9 7.87 6.19 5.24

<표 Ⅳ-33>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빈도 : 동시, 선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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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8]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표준화 빈도 : 동시

-고서
누적 빈도 6 1
표준화 빈도 1.4 0.55

비율(%) 3.5 0.79

-고 나서
누적 빈도 3 1 1 4 1 4
표준화 빈도 0.38 0.23 0.55 0.81 0.26 0.78

비율(%) 0.87 0.58 0.79 0.95 0.29 0.67

-아서
누적 빈도 32 21 15 37 29 54
표준화 빈도 4.11 4.91 8.37 7.52 7.75 10.62

비율(%) 9.38 12.28 11.9 8.83 8.55 9.13

-아
누적 빈도 1 1 4 5 3 8
표준화 빈도 0.12 0.23 2.23 1.01 0.8 1.57

비율(%) 0.29 0.58 3.17 1.19 0.88 1.35

-어 

가지고

누적 빈도 2 1 1 1
표준화 빈도 0.25 0.23 0.2 0.26

비율(%) 0.58 0.58 0.23 0.29

전

환

-다가
누적 빈도 6 3 2 19 6 18
표준화 빈도 0.77 0.7 1.11 3.86 1.6 3.54

비율(%) 1.75 1.75 1.58 4.53 1.76 3.04

-다
누적 빈도 7 2 1 3 6 6
표준화 빈도 0.9 0.46 0.55 0.6 1.6 1.18

비율(%) 2.05 1.16 0.79 0.71 1.7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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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9]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표준화 빈도 : 선후

[그림 Ⅳ-30]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표준화 빈도 : 전환

  ‘동시’의 의미를 갖는 어미의 경우 호주 교포 학습자 집단에서는

‘-며’의 사용이 없거나 저조하였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면서’와 더불어 ‘-며’의 사용도 다수 발견되었다. ‘선후’의 의

미를 갖는 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와 ‘-아서/어서’를 

통한 형성이 가장 많았는데, 호주 교포 학습자 집단에서는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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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형성이 가장 많았다면, 한국어 모어 화자 ‘-아서/어서’를 통한 

형성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전환’의 의미를 갖는 어미

는 사용 빈도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호주 교포 학습자 집단에서 선후의 의미를 나타내는 ‘-고’

가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 까닭은 다른 어미를 써야 하는 경우에 

‘-고’를 쓰는 오류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7) 가. 누가 나 밀으고(√밀어서) 떨어젓어요. (AU0409)

나. 저 그래서 한국애 재민는 시간 보내고(√보내서) 너무 행복했어

요. (AU0610)

다. 화장실 갔다 오고(√와서) 극장 안으로 드러갔다. 광고를 많이 

보고 마침네 영화가 시작했다. (중략) 그 때 알라딘이 도와주고

(√주어서) 친했다. 근대 나쁜 사람은 아리딘을 만나고 동굴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지니 맜나고(√만나서) 3번 소원을 받았다. 

(AU0525)

라. 우리 먼저 만나고(√만나서) 우리 icelink 갔어요. (AU0623)

마. 매일 늣잠을 자고 1시 정도에 일어나고(√일어나서) 집애 있는 

강아지하고 놀았고, youtube만 보면서 책도 읽었다. (AU0113)

  (17가~나)를 보면 ‘누가 나 밀어서 떨어졌어요.’, ‘저 그래서 한국

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서 너무 행복했어요.’와 같이 ‘-고’ 대신 

이유·원인의 의미를 나타나는 ‘-아서/어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17다)의 학습자는 문장을 확장할 때 ‘-고’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

장실 갔다 와서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와 같이 ‘-고’ 대신 선후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서/어서’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

고, ‘그 때 알라딘이 도와줘서 친해졌다’와 같이 이유·원인의 ‘-아

서/어서’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17라~마)에서도 

‘우리 먼저 만나서 icelink 갔어요.’,‘1시 정도에 일어나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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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신 선후를 나타내는 ‘-아서/어서’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

럽다. 

  김호정·강남욱(2010)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 어

미 사용을 분석하였고 가장 빈도가 높은 ‘-고’의 오류 중 ‘-아서/어

서’와의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음을 밝히며 그 원인을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학습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제1언어 습득

과 제2언어 습득의 측면을 모두 가진 교포 학습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유·원인’의 의미

  아래 <표 Ⅳ-34>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어미의 집단별 누적 빈도, 

표준화 빈도, 비율을 표로 정리한 것이며, [그림 Ⅵ-31]은 적어도 한 집

단에서 표준화 빈도가 1 이상인 문법항목의 표준화 빈도를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문법항목
호주 교포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4~5 6~7 8~9 4~5 6~7 8~9

이

유

·

원

인

-아서
누적 빈도 60 22 23 109 86 114
표준화 빈도 7.72 5.15 12.84 22.15 22.99 22.44

비율(%) 17.59 12.86 18.25 26.01 25.36 19.28

-아
누적 빈도 1 1 5 7 24
표준화 빈도 0.12 0.55 1.01 1.87 4.72

비율(%) 0.29 0.79 1.19 2.06 4.06

-으니
누적 빈도 3 3 10
표준화 빈도 0.6 0.8 1.96

비율(%) 0.71 0.88 1.69

-니까
누적 빈도 3 4 8 6
표준화 빈도 0.38 0.81 2.13 1.18

비율(%) 0.87 0.95 2.35 1.01

-느라 누적 빈도 1 3

<표 Ⅳ-34>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빈도 : 이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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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1]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표준화 빈도 : 이유·원인

  두 집단에서 모두 ‘-아서/어서’를 통한 이유·원인의 부사절 형성

이 가장 많았으나, 호주 교포 학습자는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 총 

5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서 총 1개, 중학교 2~3학년 집

단에서 총 3개의 다른 어미를 통해 부사절을 형성하였다면, 한국어 모

어 화자는 초등학교 4~5학년 집단에서 총 7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표준화 빈도 0.2 0.59
비율(%) 0.23 0.5

-어 

가지고

누적 빈도 2 1
표준화 빈도 0.25 0.26

비율(%) 0.58 0.29

-기에
누적 빈도 1 3 5
표준화 빈도 0.55 0.8 0.98

비율(%) 0.79 0.88 0.84

-자
누적 빈도 1
표준화 빈도 0.2

비율(%) 0.23

-라서(라)
누적 빈도 1 3 8
표준화 빈도 0.12 0.6 1.57

비율(%) 0.29 0.7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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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집단에서 총 6개, 중학교 2~3학년 집단에서 총 7개의 다른 어미

를 통해 부사절을 형성하였다. 호주 교포 학습자는 주로 ‘-아서/어서’

를 통해 부사절을 형성하였으나 한국 초등학교, 중학교 집단의 경우 

‘-아서/어서’ 이외에도 ‘-니까’, ‘-아/어’, ‘-으니’, ‘-느라’, 

‘-어 가지고’, ‘-라서(라)’를 사용하는 등 어미 사용의 다양성이 높

았다. 학습자 작문의 예시는 다음 (18)과 같다.

(18) 가. 채스우드 도착할데 언니가 카패 가고 십어서 카패 갔어요. 

(AU0616)

나. 친구랑 보니까 더 재미있었다. (AU0436)

다. 배드민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재미있게 칠 수 있

었다. (KR0520)

라. 나는 그곳에서 스키를 타는 것이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고 모르

는 형과 친구가 되어 기억에 남았다. (KR0404)

마. 점심으로 소바를 먹었는데 일본에서 먹으니 더 맛있었다. 

(KR0204)

바. 또한 제가 축구를 좋아해 혼자도 축구를 자주 하는데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KR0107)

사. 시골이라서 놀 수 있는 것은 적었지만 놀 거 한가지를 찾으면 

재미있었다. (KR0320)

③ ‘수단·방법’, ‘배경’, ‘목적·의도’의 의미

  아래 <표 Ⅳ-35>는 수단·방법, 배경, 목적·의도와 관련된 어미의 집

단별 누적 빈도, 표준화 빈도, 비율을 표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Ⅵ-32], 

[그림 Ⅵ-33]은 적어도 한 집단에서 표준화 빈도가 1 이상인 문법항목의 

표준화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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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항목
호주 교포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4~5 6~7 8~9 4~5 6~7 8~9

수

단

·

방

법

-아서
누적 빈도 4 6 3 5 12 13
표준화 빈도 0.51 1.4 1.67 1.01 3.2 2.55

비율(%) 1.17 3.5 2.38 1.19 3.53 2.19

-아
누적 빈도 1 1 4 6 6 12
표준화 빈도 0.12 0.23 2.23 1.21 1.6 2.36

비율(%) 0.29 0.58 3.17 1.43 1.76 2.03

-고
누적 빈도 13 18 6 16 10 23
표준화 빈도 1.67 4.21 3.35 3.25 2.67 4.52

비율(%) 3.81 10.52 4.76 3.81 2.94 3.89

배

경

-는데
누적 빈도 29 9 11 57 41 66
표준화 빈도 3.73 2.1 6.14 11.58 10.96 12.99

비율(%) 8.5 5.26 8.73 13.6 12.09 11.16

-으니
누적 빈도 2 5 8 5
표준화 빈도 1.11 1.01 2.13 0.98

비율(%) 1.58 1.19 2.35 0.84

-아서
누적 빈도 2 1 5
표준화 빈도 0.4 0.26 0.98

비율(%) 0.47 0.29 0.84

목

적

·

의

도

-으러
누적 빈도 27 12 10 13 14 16
표준화 빈도 3.47 2.81 5.58 2.64 3.74 3.14

비율(%) 7.91 7.01 7.93 3.1 4.12 2.7

-려고
누적 빈도 4 3 2 4
표준화 빈도 0.51 0.6 0.53 0.78

비율(%) 1.17 0.71 0.58 0.67

-려
누적 빈도 1 1
표준화 빈도 0.2 0.19

비율(%) 0.23 0.16

-고자
누적 빈도 1
표준화 빈도 0.19

비율(%) 0.16

<표 Ⅳ-35>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빈도

: 수단·방법, 배경, 목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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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2]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표준화 빈도 : 수단·방법

 

  먼저 수단·방법과 관련한 어미의 경우 중학교 2~3학년 집단을 기준

으로 호주 교포 학습자는 ‘-고’>‘-아/어’>‘아서/어서’의 순서대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는 ‘-고’>‘-아서/어서’>‘-아/

어’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런데 호주 교포 학습자의 작문에

서는 (19가~나)와 같이 수단·방법의 의미를 나타낼 때 ‘-고’를 써야

하는 경우에 ‘-아서/어서’를 쓰는 대치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19) 가. 기차를 타서(√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친구와 1

박 2일 슬립오버를 했습니다. (AU0615)

나. 엄마랑 오빠랑 비행기를 타서(√타고) 타즈마니아 가서 아빠를 

만났습니다. (AU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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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3]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표준화 빈도 

: 배경, 목적·의도

  배경과 관련한 어미의 경우 ‘-는데/은데’가 집단별로 가장 높았는

데,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경우 ‘-으니’와 ‘-아서/어서’의 사용

도 활발하였다. 배경의 의미를 갖는 ‘-는데/은데’의 경우 (20)과 같이 

‘-는데/은데’와 ‘근데’를 같이 쓰거나 다른 어미가 들어가야 할 자

리에 ‘-는데/은데’를 쓴 경우도 있었다. 이는 교포 학습자가 구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문어에서도 구어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

상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20) 이번주 월요일에 ○○이네 집에 놀러갔다. 처음에는 뛰어 놀아는데 

근데 도현이가 갔이 게임해자는데(√게임하자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에스트로파티를 햇다. (AU0601)

 목적·의도의 의미를 갖는 어미 사용의 경우, 호주 교포 집단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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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를 통해 부사절을 형성하였던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은 ‘-

으러’ 뿐만 아니라 ‘-려고’, ‘-려’, ‘-고자’ 등을 통해서도 부사

절을 형성하는 등 어미의 다양성이 높았다. 

④ ‘조건’,‘인정·양보’,‘방식·정도’,‘비유’,‘사역’의 의미

  <표 Ⅳ-36>은 조건, 인정·양보, 방식·정도, 비유, 사역의 의미를 갖

는 어미의 집단별 누적 빈도, 표준화 빈도, 비율을 표로 정리한 것이며, 

[그림 Ⅵ-34], [그림 Ⅵ-35]는 적어도 한 집단에서 표준화 빈도가 1 이상

인 문법항목의 표준화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문법항목
호주 교포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4~5 6~7 8~9 4~5 6~7 8~9

조건

-으면
누적 빈도 20 10 2 11 12 32
표준화 빈도 2.57 2.34 1.11 2.23 3.2 6.29

비율(%) 5.86 5.84 1.58 2.62 3.53 5.41

-라면
누적 빈도 1 1
표준화 빈도 0.55 0.19

비율(%) 0.79 0.16

-다면
누적 빈도 1 1 1 5
표준화 빈도 0.55 0.2 0.26 0.98

비율(%) 0.79 0.23 0.29 0.84

-냐면
누적 빈도 6 1
표준화 빈도 1.21 0.19

비율(%) 1.43 0.16

인정

·

양보

-어도
누적 빈도 2 1 6 14
표준화 빈도 1.11 0.2 1.6 2.75

2.361.760.231.58비율(%)

-더라도
누적 빈도 1 3
표준화 빈도 0.26 0.59

비율(%) 0.29 0.5

<표 Ⅳ-36>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빈도

: 조건, 인정·양보, 방식·정도, 비유,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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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4]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표준화 빈도 : 조건

방식

·

정도

-이
누적 빈도 16 4 5 9 10 14
표준화 빈도 2.05 0.93 2.79 1.82 2.67 2.75

비율(%) 4.69 2.33 3.96 2.14 2.94 2.36

-게
누적 빈도 22 9 8 23 12 34
표준화 빈도 2.83 2.1 4.46 4.67 3.2 6.69

비율(%) 6.45 5.26 6.34 5.48 3.53 5.75

-도록
누적 빈도 1 1
표준화 빈도 0.26 0.19

비율(%) 0.29 0.16

비유 -듯이
누적 빈도 1 4
표준화 빈도 0.55 0.78

비율(%) 0.79 0.67

사역 -게
누적 빈도 3 1 1 1
표준화 빈도 0.7 0.2 0.26 0.19

비율(%) 1.75 0.23 0.29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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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5]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표준화 빈도 

: 인정·양보, 방식·정도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형 어미의 경우 호주 중학교 2~3학년 집

단은 ‘-으면’과 ‘-라면’, ‘-다면’을 통해 부사절을 형성하였으며, 

한국 중학교 2~3학년 집단은 이외에도‘-냐면’을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양보의 의미의 경우 호주 교포 학습자는 중학교 2~3학년 집단

에서만 발견된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경우 모든 학년군에서 발

견되었고 ‘-어도/아도’ 뿐만 아니라 ‘-더라도’의 사용도 발견되었

다. 방식·정도의 의미의 경우 ‘-게’를 통한 형성이 집단별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이’를 통한 형성이 많았다.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경우 이외에도 ‘-도록’을 통해 부사절을 형성하였다. 

(4) 인용절 관련 문법항목

  아래 <표 Ⅳ-37>은 인용절 관련 문법항목의 집단별 빈도와 비율이며, 

[그림 Ⅵ-36]은 적어도 한 집단에서 표준화 빈도가 1 이상인 문법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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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인용절은 호주 교포 청소년 학

습자 집단,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내에서 학년군에 따른 차이가 없었

던 내포절이다. 이를 보여주듯이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내에서 학년군에 따른 뚜렷한 문법항목 사용의 차이는 없었다. 다

만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에서 그 사용 빈도와 다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문법항목
호주 교포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4~5 6~7 8~9 4~5 6~7 8~9

직

접

인

용

-이라고
누적 빈도 1 1 1 3 1
표준화 빈도 0.12 0.55 0.2 0.8 0.19

비율(%) 4.16 14.28 3.7 12.5 2.94

-하고
누적 빈도 1 1
표준화 빈도 0.2 0.19

비율(%) 3.7 2.94

간

접

인

용

-다고
누적 빈도 12 4 13 8 12
표준화 빈도 1.54 2.23 2.64 2.13 2.36

비율(%) 50 57.14 48.14 33.33 35.29

-냐고
누적 빈도 1 1 1
표준화 빈도 0.12 0.26 0.19

비율(%) 4.16 4.16 2.94

-라고
누적 빈도 8 2 2 8 9 14
표준화 빈도 1.02 0.46 1.11 1.62 2.4 2.75

비율(%) 33.33 66.66 28.57 29.62 37.5 41.17

-자고
누적 빈도 1 1 2 3 1
표준화 빈도 0.12 0.23 0.4 0.8 0.19

비율(%) 4.16 33.33 7.4 12.5 2.94

<표 Ⅳ-37> 인용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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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6] 인용절 관련 문법항목 집단별 표준화 빈도

  또한 호주 교포 학습자 집단에서는 다음 (21가~다)와 같은 오류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21가)는 ‘-냐고’를 써야 더 자연스러운 경우에 

‘-라고’를 쓴 경우, (21나)는 문맥에 따라 ‘-다고’를 써도 의미가 

통하지만 ‘-자고’를 사용해야 더 자연스러운 경우이다. (21다)는 직접

인용 표지를 생략한 경우이다. 

(21) 가.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중국인이라고(√이냐고) 물어볼 

대,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AU0624)

나. 아침에 마늘 깔 때 저나가 왔어요. 엄마가 ○○랑 자정거를 타러 

간다고(√가자고) 했어요. 저는 거기를 가서 재일 먼져 자전거를 

골랐어요. (AU0412)

다. “it’s under our bumaracks.”(√라고) 말했다. (AU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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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시사점

4.1. 논의

  첫 번째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호주 교포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 발

달 시기에 대한 논의이다. 국내 모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

보면 주영민(2002)에서는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시기에 문장당 평균 어

절 수, 문장당 평균 절의 수, 종속절의 평균 길이 등이 증가하였으며 초

등학교 5학년 시기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강은영·김애화(2008)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시기에 문장 발

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는 문장 쓰기의 발달에 

유의한 점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문장 

수와 총 어절 수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문장의 확장과 관련된 

‘절’을 기준으로 한 결과는 살펴볼 수 없었기에 본 연구와 직접적으

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두 연구를 종합해 보면 초등학

교 저학년 시기에 문장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4학년 이

후에는 그 발달이 정체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

을 중학생까지 확장함으로써 초등학생 이후 중학생 때의 통사적 복잡성 

발달 양상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내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

우 초등학교 4~5학년,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중학교 2~3학년 집

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세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발달이 일어났

고, 호주 교포 학습자의 경우 초등학교 4~5학년 이후 중학교 2~3학년에

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학년군에 따라 통사적 복잡성 발달이 단계적으로 이

루어지며, 호주 교포 학습자는 그 발달 속도가 느린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호주 교포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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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와 

호주 교포 학습자는 초등학교 4~5학년부터 중학교 2~3학년까지 학년군

이 올라감에 따라 단문과 복문의 비율은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절’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등절

과 내포절, 명사절, 관형절, 인용절, 부사절의 사용에서 모두 두 집단 간

에 차이가 있었으나 부사절과 명사절의 사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

다. 또한 학년군이 올라감에 따라 대체로 그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호주 교포 학습자는 문장의 확장을 시도하였더라

도 어미의 사용에서 대치 오류를 자주 범함으로써 정확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는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른 통사적 복잡성 발달에 대

한 논의이다. 가정 내 ‘한국어’ 주요 사용 집단과 ‘영어’ 주요 사

용 집단 간에 ‘문장 길이’와 ‘문장 확장의 양’, ‘문장 확장의 유

형(문장당 대등절 수와 문장당 내포절 수)’의 통사적 복잡성 양상을 비

교한 결과 문장당 대등절 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두 집단 간의 차

이를 보였다. 비록 중학교 2~3학년 집단의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이 결

과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집단에 한정된 결과였으나, 이는 가

정에서의 언어 입력이 언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은 학년군에 따른 통사적 복잡성의 선형적 발달에 대한 논의이

다. 기존에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인 이보라미(2009), 김현아

(2016)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학년군에 따라 통사적 복

잡성이 선형적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호

주 교포 학습자의 72%가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미국이 호주보다 한인의 이민 역사가 더 오래되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여전히 중학생 집단에서 초등학생 

집단보다 더 낮은 통사적 복잡성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

문에 개별 학습자의 발달 양상은 연령과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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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호주의 경우 한글학교 반배치를 할 때 연령과 숙달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2. 교육적 시사점

4.2.1. 담화 차원의 문장 확대 교육

  앞서 몬툴(Montrul, 2010)에서 제시한 계승어 화자의 언어 발달 특성

을 살펴보았을 때, 계승어 습득과 제2언어 습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

해 활동의 정도에 달려있었다. 계승어 학습자는 주로 가정에서 입말을 

통해 언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격

식적인 상황에서 구어체로의 변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국내 연구인 

이보라미(2009), 이해영(2012), 김태진(2014)의 연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가 국내 모어 화자에 

비하여 단문 사용의 비율이 높으며 문장당 절의 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담화적 응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

았다. 예를 들어 (22가)는 호주 교포 5학년 학습자가 쓴 글인데, 문장 간

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복문을 만드는 대신‘그 다음에’를 통하여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대학원생과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

자의 구두 발표 담화를 분석한 이해영(2008:148)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이와 같은 문장 연결 방식은 나열된 정보 간의 구조와 위계를 지시하지 

못하여 발표 내용을 산만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전달력을 떨어뜨린다

고 지적하였다. (22가)의 호주 교포 학습자 작문을 살펴보았을 때도 앞

뒤 문장이나 글 전체를 짜임새 있게 연결하지 못하고 단순 나열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 학습자뿐 아니라 (22나)

의 중학교 3학년 학습자의 작문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22다)는‘근데’와 같은 일상 이야기체 담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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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태진(2014)의 연구 결과에서도 재미교포 한글학교 학습자의 작문

에‘근데’,‘그래서’,‘그럼’과 같은 구어 표현이 높은 빈도로 나타

났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이처럼 계승어 학습자는 언어 습득 과정의 

특성상 듣기와 말하기에 익숙하고 작문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어체 표현을 작문에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로 문장의 길이도 

짧아지고 단문 사용이 많아지며 글 전체의 구성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예시는 계승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

장 확대 교육을 하는 경우 문장 차원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글 전체의 

구성을 고려한 담화 차원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22) 가. 나는 방학에 브리스번에 갔다. 브리스번에서 호텔에 갔다. 진짜

로 힘들어서 잤다. 엄마가 이주 동안 브리스번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바다에 갔다. 사람들이 많았다. 파도랑 갔이 

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로 갔다. 그 다음에 

드림월드로 갔다. 드림월드에 사람들이 더 많았다. 거기에 롤아

코르터 하고 무서운 놀이 기구를 탔다. 그 다음에 아빠와 빙빙 

돌아가는 놀이기구를 탔다. 동생은 무서워 해서 안탔다. 그 다음

에 레고를 봤다. 레고를 많이 샀다. 그 다음에 동생이 수영하고 

싶어서 수영하로 갔다. 동생은 낮는 물에 수영하고 나는 기픈 

물에 수영 핬다. 나는 빨이 수영했다. 그 다음에 거이 깜깜해서 

호텔에 다시 도라갔다.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잤다.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또 다시 수영장에 갔다. 이번에는 아빠랑 수영 경

기하고 내가 이겼다. 내가 진짜 기뻐했다. 그 다음에 또 아이스

크림을 먹으로 갔다.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카고 놀았다. 자전거 하고 수크터를 타는 사람들

이 많았다. 그래서 조심하고 놀았다. 그 다음에 파크에 갔다. 동

생이랑 잘 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더 멋진 파크에 갔다. 거기에

서 올라가면 엄청 긴 스라이드를 탈 수 있다. 동생이랑 제일 긴 

스라이드를 탔다. 그 다음에 물 스라이드를 탔다. 그런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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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랐다. 그 다음에 점심을 먹으로 갔다. 엄마가 점심 먹고 다시 

간다고 했다. 다 먹고 나서 차 타고 집에 갔다. 그런대 열 시간

을 기다려 했다. 집에 도착할 때 바로 자로 갔다. 다음에 곡 브

리스번에 갔으며 좋엤다. (AU0524)

나. 저는 방학중에 한국으로 재외동포 켐프를 갔습니다. 6박 7일 기

간의 켐프였지만 재일 기억에 남는 날은 네 번제 날이였습니다. 

다른 국가별 친구들이랑 모여 조를 짜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

다. 우리조는 안동으로 갔습니다. 안동에 농장채험을 하러 갔는

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우비를 입고 준비했는데 다행이 

비가 멈쳤습니다. 트랙터 뒤에 타고 감자농장에 가서 감자를 켔

습니다. 다음에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부채를 색칠하고 손수건

도 염색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조랑 같이 김밥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다음에 물노리할 준비를 하고 근처에 있는 강으로 

가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해서 좀 

위험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놀이를 맟이

고 바비큐 파티를 해서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켐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좋은 채험과 기억들을 샇은 것 같에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켐프에 참여해서 많은 것을 배

운 것 같에요. (AU0310)

다. 나는 방악 데 아무고두 안헸어요. 그냥 곰부헤구 자써요. 네가 

곰부헸어는데 엄아 와가지구 영아보라 그렛어요. 그레서 곰부 

그만하구 엄아랑 갔이 영아 바루가서요. 우리가 lion king을 밧

어요. 그런데 lion king이 에니메이썬을앙 달아요. lion king 끈안 

다음에 우리 집에 갓어요. 집에 완 다음에 동생이랑 노라써요. 

엄마가 전역을 만드러는데 나는 안 배고팠어요. 왜냐면 영아반 

드러가기 전에 김밥을 먹어써요. 그런데 전역을 아직도 모어써

요. 아빠아 와가지구 아빠안테 게로폈어요. 근데 엄아가 자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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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가지고 네가 잤어요. 근데 열한시도 않뎄어요. 네가 침데에서, 

아이페드랑 노라써요. (AU0520)

  혹은 문장의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특정 어미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

여 문장 간의 관계를 풍부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래 

(23가~나)의 예시와 같다. (23가~나)에서는 공통적으로 ‘-고’를 지배적

으로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하고 있었다. 때때로는‘-고’가 아닌 다른 

어미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고’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하고 있었

다. 이와 같은 예시들은 교포 학습자들이 다양하고 문맥에 맞는 어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문장 확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3) 가. 방학에 ○○이 가족하고 나 가족 한국갔어요. 우리 먼저 만나고 

우리 icelink 갔어요. 예샘이가 너무 만이 넘어졌어요. 나는 처음

에 크데 잡았어고 전전이 갔어요. 점이다가 나는 팔이 갔어요. 

예샘이는 누구 첮어요. 그레서 에샘이가 전전이 갔어요. 우리 큰

다데 우리 spagetti 먹었어요. spagetti 다 먹언에 우리 sauna 갔

어요. 우리는 blue lemonade 마시고 게란 먹었어요. 우리 장난 

치고 전 아기 보고디었어요. 엄마들는 마시즈 으자에 갔어요. 아

빠들는 전 아기 보고 있었어요. 우시 cool room 가고 salt room

도 갔어요. 방을 5 있었어요. 97방 42방 salf방 oxygen방 그 다

음에 cold방. 스 다음에 다그나데 우리 한국집에 갔어요. 

(AU0623)

나. 저는 특별이 재미있는 것들을 안했어요. 매일 늣잠을 자고 1시 

정도에 일어나고 집애 있는 강아지하고 놀았고, youtube만 보면

서 책도 읽었다. netflix에 k-drama만 많이 봤다. 태양에 후에, 

내 아이디는 강남 etc. 잴 좋아하는 드라마는 태양에 후에였다. 

송중기가 진짜 멋있었다. 가끔식 shopping가고 진짜 심심했어요. 

(AU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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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정확성 향상을 위한 문법 사용 교육

  본 연구에서는 호주 교포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복잡성’, 그중

에서도 통사적 복잡성의 발달 양상에 주목하였으나, 통사적 복잡성 관

련 문법항목을 분석하면서 어미 사용의 오류 양상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학습자가 문장 확장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앞뒤 맥락에 맞

지 않는 어미를 사용했다면 더 정교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오류라고 하더라도 문장 확장에 대한 학습자

의 시도를 확인함으로써 교육적 처지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작문에 드러난 문장 확장과 관련된 오류를 살펴보았을 때 

크게 유사 어미 간의 대치 오류와 관형사형 어미 간의 대치 오류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첫 번째로 유사 어미 간의 대치 오류는 ‘-고’와 

‘-아서/어서’ 간의 대치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다. ‘-고’와 ‘-아서/

어서’ 간의 대치 오류는 ‘-고’와 ‘-아서/어서’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 영역이 넓고 겹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고’는 

나열·순접, 선후, 수단·방법의 의미를 나타내며 ‘-아서/어서’는 선

후, 이유·원인, 수단·방법, 배경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고’와 

‘-아서/어서’는 의미 영역이 넓을 뿐 아니라 의미 영역이 겹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모국어 화자보다 한국어의 입력이 적은 상황에 있는 

계승어 학습자들은 그 차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 예시로 (24가~나)처럼 선후의 ‘-아서/어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에 ‘-고’를 쓰기로 하고, (24다~라)처럼 수단·방법의 ‘-고’를 써야

하는 경우에 ‘-아서/어서’를 쓰기도 한다. 또한 (24마)와 같이 선후의 

‘-고’를 써야 하는 경우에 ‘-아서/어서’를 쓰는 오류를 보이기도 

하였다. 

(24) 가. 누가 나 밀으고(√밀어서) 떨어졌어요. (AU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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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몇 번 돌다가 제가 넘어지고(√넘어져서) 무릎에 상처를 쳤어요. 

(AU0618)

다. 기차를 타서(√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친구와 1

박 2일 슬립오버를 했습니다. (AU0615)

라. 엄마랑 오빠랑 비행기를 타서(√타고) 타즈마니아 가서 아빠를 

만났습니다. (AU0317)

마. 그다음에는 샤워를 해서(√하고) 친구들과 게임을 했다 (AU0614)

  두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 ‘-은’과 ‘-는’의 대치 오류이며, 이는 

관형사절을 형성할 때뿐 아니라 명사절을 형성할 때도 ‘-은 것’과 

‘-는 것’ 간의 대치 오류로 발견된었다. 예를 들어 (25가~나)는 관형

사형 어미 ‘-는’을 써야 하는 경우에 ‘-은’을 사용한 것이고, (25

다~라)는 관형사형 어미 ‘-은’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는’을 쓴 

것이다. (25마~바)는 ‘-은 것’을 써야 하는 경우에 ‘-는 것’을 사용

하는 오류를 범한 문장이다.

(25) 가. 매주 친구들과 갔치 시간을 보내는 거보다, 한국어를 더 편히 

쓸 수 있은(√있는) 그 귀해가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AU0624)

나. 나는 지난 방학동안 재밌은(√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AU0434)

다. 동생은 낮는(√낮은) 물에 수영하고 나는 기픈 물에 수영 핬다. 

(AU0524)

라. 집에 와는(√온) 선간 나는 노무 피건했다. (AU0620)

마. 방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켄버라에서 마지막 날에 눈썰매

를 타는 것(√탄 것)이다. (AU0406)

바. 근데 Thailand 가는 거(√간 것)를 후회를 안 했어요. Thailand 

재미있었어요. (AU0609)

  이상의 교포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에 대한 교육적인 처치를 위하여 

우선 재외동포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교재의 해당 문법 제시 양상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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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제작된 교재는 여러 종류

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집필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

어(1-1권~6-2권)』 교재의 해당 문법항목이 제시된 순서와 방식을 살펴

보았다. 

  먼저 유사 어미의 경우 <표 Ⅴ-1>에 정리한 것처럼 ‘–고(나열)’, 

‘-아서/어서(이유·원인)’, ‘-고(선후)’, ‘-아서/어서(선후)’의 순서

로 등장한다. 김호정·강남욱(2010)에서 ‘-아서/어서’보다는 ‘-고’를 

먼저 제시하고, ‘-아서/어서’의 의미기능 중에서도 원인을 나타내는 

‘-아서/어서’보다는 시간적 계기를 나타내는 ‘-아서/어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아서/어서’의 제시에서 선후

의 의미보다 이유·원인의 의미가 더 먼저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서/어서’가 가진 배경이나 수단·방법의 의미기능, 

‘-고’가 가진 수단·방법의 의미기능은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것은 문법항목을 제시할 때 받침의 유무에 따른 

형태적인 규칙은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문법항목의 의미기능은 따로 제

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권 1과의 ‘-고’는 ‘나는 

아침에 줄넘기 하고 동생은 달리기를 해요.’ , 1-2권 13과의 ‘-고’는 

‘이를 닦고 학교에 가요.’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여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특

히나 유사문법인 ‘-고’와 ‘-아서/어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재에 따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교재만을 통해서 이 두 어미 간의 용

법의 차이를 습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 유사 문법항목

의 의미·용법의 차이는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교수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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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명 문법항목

1-2권

1과 민수하고 토마스는 몇반이에요? -고(나열)

5과 여름은 더워서 안 좋아해요
-아서/어서 

(이유·원인)

13과 여덟 시에 가야 돼 -고(선후)

2-1권 8과 주말마다 발레를 배웠습니다
-(으)ㄴ

(관형사형 어미)

2-2권

1과 나처럼 농구 좋아하는 친구야
-는

(관형사형 어미)

4과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으)ㄴ

(관형사형 어미)

7과 빨리 일어나서 씻어 -아서/어서(선후)

3-2권 13과 먼저 꿈을 찾는 것이 중요해
-는 것

(명사형 어미)

<표 Ⅴ-1>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의 문법 제시 순서

  다음으로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

면 아래 <표 Ⅴ-2>에 정리한 것과 같다. 형용사와 결합하는 ‘-(으)ㄴ’

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다음에 동사와 결합하는 ‘-는’, 동사와 결

합하는 ‘-(으)ㄴ’의 순서로 제시가 된다. 관형사형 어미 ‘-는’과 의

존명사 ‘것’이 결합한 명사형 어미 ‘-는 것’의 경우 3-2권에 제시

가 된다. 이 경우에도 다음 [그림 Ⅴ-1]에서 볼 수 있듯이 받침의 유무

나 특정 용언과 결합할 때의 형태 변화만 제시되어 있으며 그 의미기능

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예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

어졌으나 교사가 명시적으로 이들의 차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학습자

가 두 어미 간의 차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는 것’의 경우에는 동사와 결합하는 ‘-는 것’만 

제시되어 있으며 ‘-(으)ㄴ 것’은 교재에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으)는 것’과 ‘-는 것’의 대치 오류가 다수 발견된 만큼 교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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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교실 상황에서 교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

비하거나 설명을 통해 두 어미 간의 차이를 학습자들이 인지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교재 문법항목 제시 양상

2-1권 8과 -(으)ㄴ
- 형용사+-(으)ㄴ

(예)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봐요

2-2권

1과 -는
- 동사+-는

(예) 지금 읽는 책은 동화책이에요.

4과 -(으)ㄴ
- 동사+-(으)ㄴ

(예) 내가 쓴 카드를 친구한테 줬어요.

3-2권 13과 -는 것
- 동사+-는 것

(예)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뭐야?

<표 Ⅴ-2>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의 -(으)ㄴ, -는 제시 양상

[그림 Ⅴ-1]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의 문법 제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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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학습자의 오류에 대하여 교포 학습자의 정확성 향상

을 위한 교육은 형태 초점 교수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안한

다. 전통적으로 외국어 교육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이나 청각 구두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와 같이 문법을 가

르치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나 의사소통의 강조로 등장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은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위하

여 문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왔다(Ellis, 1997). 이와 같은 변화는 형태 중

심 교수법(Focus on forms)에서 의미 중심 교수법(Focus on meaning)으

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문법과 어휘 교수 방법에 

대한 반발로 모어 아동이 언어를 학습하는 방식에서 착안한 의미 중심 

교법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

서 이해 가능한 입력이 충분히 있다면 우연적(incidentally)이고 암시적으

로(implicitly) 언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Long & Robinson, 

1998:15-21). 그러나 충분한 입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오

류가 발생하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형태에 대한 집중이 다시 한 번 강조

되었다. 그리하여 형태 초점 교수법(Focus on form)이 등장하게 되었으

며 형태 초점 교수법(Focus on form)은 ‘중심적 주의 자원의 배분’을 

가리키는 것인데(Long & Robinson, 1998:15-26), 즉, 자연스러운 의사소

통 상황에서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특정 목표 항목을 학습자

가 알아차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방법을 의미한다.

  계승어 학습자는 충분한 계승어 입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처럼 의미 중심적인 수업을 한다면 언어 형

태를 정확하게 습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2언어 학습자와 같이 

언어 형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명시적인 교수가 필요하다. 손버리

(Thornbury, 1999:215)에서는 성인·청소년 학습자와 아동 학습자의 언

어 교수 방법을 구분하면서 그 기준을 11~12살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

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부터는 계승어 학습자를 지도할 때에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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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형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티와 윌리엄스

(Doughty & Williams, 1998:199)는 형태 초점 교수법을 교실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형태 초점 교육을 할 것인가?

2. 선행적(proactive) 형태 초점 교수법과 후행적(reactive) 형태 초점 

교수법

3. 교수 대상 언어 형태(linguistic form) 선정

4. 형태 초점 교수의 명시성의 정도

5. 순차적(sequential) 형태 초점 교수법과 통합적(integrated) 형태 초

점 교수법

6. 교육 과정상 형태 초점 교수법의 역할

  또한 다음과 같은 열한 가지의 형태 초점 기법을 자연스러운 의사소

통의 흐름을 침해하는 정도(obstrusiveness)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

(Doughty & Williams, 1998:258). 이는 입력 홍수(Input flood), 언어 필수 

과제(Task essential language),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의미 협상

(Negotiation), 고쳐서 다시 말하기(Recast), 출력 강화(Output 

enhancement), 상호작용 강화(Interactional enhancement), 듣고 다시 쓰

기(Dictogloss), 의식 고양 과제(Consciousness raising tasks), 입력 처리

(Input processing), 정원 길(Garden path)로 앞에서 제시한 유형일수록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흐름을 막지 않는 방식이지만 학습자에 목표 형

태를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뒤에 제시한 유형일수록 

의사소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는 높아지나 언어 형태에 더 명시적인 

집중을 기울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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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버리(Thornbury, 1999:201-220)에서는 수업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문

법을 어떻게 통합하여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계승어 학습자의 형태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TTT 모형이 

적절해 보인다. TTT 모형은 다음과 같이 ‘과제’- ‘교수’- ‘과제’

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정확성’에서 ‘유창성’으로 나아가는 PPP 모

형과는 달리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Thornbury, 1999:202). 이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언어 규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과제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 자원을 제

공하며 언어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견한 언어의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과제

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Thornbury, 1999:207-211).

과제(Task) → 교수(Teach) → 과제(Task)

<표 Ⅴ-4> TTT 모형 (Thornbury, 1999:203)

  비록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상의 단계일 수도 

Unobtrusive ↔ Obtrusive
Input flood X
Task-essential language X
Input enhancement X
Negotiation X X
Recast X
Output enhancement X
Dictogloss X
Consciousness-raising task X
Input processing X
Garden path X

<표 Ⅴ-3> 형태 초점 기법의 유형(Doughty & Williams, 199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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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학생들이 의미에만 집중하게 되면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언어 발달이 화석화될 수도 있다. 화석화된 학습자들에게는 부정

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며 오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이기 위하여 

형태에 대한 집중(focus on form)이 필요하다(Thornbury, 1999:185). 그러

므로 계승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교육에서 형태 초점 교육법을 통하여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 나아가는 수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3. 가정과 학교를 통한 한국어 입력 강화

(1) 가정을 통한 한국어 입력 증진

 

  계승어 학습자는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가정’을 중심으로 언

어가 유지되고 전승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계

승어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여지가 없다. 민현식(2014:166)에

서는 국외 이주 한국인 자녀들이 이중 언어 구사자로 자라기 위하여 가

정에서만이라도 모국어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모국이 유지에 필수적

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피쉬맨(Fishman, 2001)은 언어의 유지는 가정 

내에서 세대 간의 전승에 가장 많이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학교만으로는 

언어의 전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Valdés, 2001:16). 그러므

로 먼저는 가정에서 계승어가 보존되어야 하며, 이렇게 가정에서 목표

어의 입력과 출력 연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한글학교나 기타 한

국어 수업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배우면서 그 언어 능력이 점차 완성되

어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 교포 학습자를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라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문장 길이, 문장 확장 측면의 통사적 복잡성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정에서‘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은‘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보다 ‘문장당 형태소 수’,‘문장당 절 수’,‘복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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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문장당 내포절 수’를 기준으로 하는 통사적 복잡성의 평균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연령이라도 가정에서의 목표어 입력 정도에 따라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언어 입력의 정도

에 따라 통사적 복잡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의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윤진주·김영

실·함은숙(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대상과 

전제는 상이한 면이 있으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쓰기를 위한 기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는 본 연구

와 맥을 같이하는 면이 있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가정에서의 구

어 입력의 정도가 문어의 복잡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전에는 가정-학교 언어 사용을 구분하는 것이 아동의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믿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경우 

자녀의 영어 학습을 돕기 위해 가정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며 모어를 희

생시키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후 캐나다의 몰입 교육의 성과와 

가정에서 제1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제2언어 능력 향상을 저해하지 않고 

제2언어 습득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들이 나오면서(나카지마 카즈코 편저, 

2012:34) 가정에서 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점차적으로 해소

되어 왔다.

  나카지마 카즈코 편저(2012:43-44)에서는 가정을 통해 이중 언어 구사

자를 육성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혼혈가정, 부모가 

모두 단일 언어 화자인 경우, 부모가 모두 이중 언어 화자인 경우로 나

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혼혈가정인 경우‘1인 1언어 법칙’을 적용하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언어,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이다. 이를 통해 두 언어를 섞어 쓰지 않으며 특정 언어로 말을 걸면 

특정 언어로 대답하는 규칙을 익힐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가 모두 단

일 언어 화자인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계승어로 이야기를 하며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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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의 주요어로 이야기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가정 

언어와 학교 언어를 구별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이중 언어 화자인 경

우에는‘1인 2언어 방식’이라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두 개의 언

어를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구분하는 방식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하였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방식이다. 비록 본 연

구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구체적인 한국어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조사하

지 못하였으나 가정에서의 한국어 입력을 통해 한국어 발달을 촉진시키

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만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리(G. Li, 2006)에서도 부모가 자녀들과 계승어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구어 이상의 문해 활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한국어로 된 책이나 뉴스를 읽거나 한국어로 

글을 쓰는 연습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선 한국어 문해 활동을 통

해 가정 내에서 한국어 입력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학교를 통한 한국어 입력 증진

  최근 호주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 중에는 혼혈 가정의 자녀가 증가하

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S. Ko, 

2019:26). 본 연구의 참여자 중 가정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답한 집단의 경우 가족의 구성 형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으

나, 주로 부모가 이민 2세대이거나 혼혈 가정의 자녀인 경우가 많을 것

이다. 부모가 이민 2세대인 경우 이민 1세대 부모처럼 한국어를 자유롭

게 구사하지 못하며, 혼혈 가정의 경우 가정에서 전적으로 한국어를 사

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계승어의 정의처럼 

‘가정’을 통한 한국어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며 가정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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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입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기관의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한국어 입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정 외의 

교육 기관에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계승어의 유지와 발

달이라고 하였을 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지점에 대해서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동기,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구

어 입력만을 통해서 계승어를 학습하게 되면 읽기, 쓰기와 같은 학문적

인 언어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커민스(Cummins)는 

언어 학습자가 발달시켜야 하는 언어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 대인 의사소통 기능(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BICS)과 인지 및 학문 언어 능숙도(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ALP)이다(Horwitz, 2008:226). 즉, 가정

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글학교나 기타 한국어 교육 

기관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학습자의 한국어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에만 머무르게 된다. 그러므로 작문, 학습 과제, 수업 상

황에서의 토의와 같은 더 격식 있고 추상적인 언어(Horwitz, 2008:225)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화숙·김남경(2018:127-128)에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하는 2004

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 자료를62) 대상으로 재외 

한글학교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특히나 특히나 한글학교에 다니는 중고

등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해당 국가에 영주하

는 학생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는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 부모에 의한 참여가 가능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국

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며 학생과 부모 모두 주말 한글학교 참여

보다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하

지만 이중 언어 구사자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승어 교육을 

62) 2008년도 자료는 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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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본다면 주류 사회의 언어뿐 아니라 계승어의 학습도 한글학교와 정

규 학교 교육 내 한국어 수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78 -

Ⅴ. 결론

  그동안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를 위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의 언어 사용이나 발달 양상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

히나 대부분의 연구는 재중동포나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

며 호주 교포에 대한 연구는 그 규모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수법을 논하기 이전에 

이들의 언어 사용 실태나 발달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함은 부인할 여지가 없기에 연구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년군과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호주 교포 학습

자의 통사적 복잡성 발달 양상을 분석하고, 또래 모어 화자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그 발달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

행하기에 앞서 계승어 학습자의 정의,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에 미

치는 요인과 특성을 살펴보았고 통사적 복잡성 이론과 측정 방법에 대

해 고찰함으로써 작문에 나타난 통사적 복잡성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

다. 그리하여 ‘문장 길이’, ‘문장 확장의 양’, ‘문장 확장의 유

형’,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으로 하위 구인을 마련하여 상세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는 기존의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는 다르게 학년군에 

따라 대체적으로 통사적 복잡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문장당 형태소 수, 복문의 비율, 문장당 절 수, 문장당 대등절 수, 문장

당 내포절 수, 문장당 명사절 수, 문장당 관형절 수는 초등학교 4~5학년 

이후 중학교 2~3학년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문장당 부

사절 수와 문장당 인용절 수는 학년군에 따른 뚜렷한 발달 양상을 보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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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를 가정 내 주요 사용 언어에 따라 한

국어 사용 집단, 영어 사용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통사적 복잡

성에 차이가 있었다. 문장당 형태소 수, 복문의 비율, 문장당 절 수, 문

장당 내포절 수를 기준으로 한 통사적 복잡성 분석 결과 한국어 사용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가정에서의 계승어 입력이 계승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셋째,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통사적 복잡성 

양상을 비교하였을 때, 학년군이 높아짐에 따라 통사적 복잡성의 발달

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였으나, 호주 교포 학습자는 대

체적으로 초등학교 4~5학년 이후 중학교 2~3학년 때 발달이 이루어진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초등학교 4~5학년,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

학년, 중학교 2~3학년과 같이 단계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

였다. 또한 호주 교포 학습자는 문장의 확장을 시도하였더라도 ‘-고’

와 ‘-아서/어서’등 한정된 어미만을 사용하거나 선후의 ‘-고’, 선후

의 ‘-아서/어서’, 이유·원인의 ‘-아서/어서’등 유사한 의미와 기능

을 나타내는 어미 간의 대치 오류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호주 교포 학습자의 문장 확대 교육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첫째, 학습

자들은 문어임에도 구어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문장 간 연결을 시도하

거나 한정된 어미로만 문장을 확장하여 담화적 응집성을 떨어뜨리는 문

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문장 확대 교육은 문어 사용 맥

락에 적합한 연결 어미 및 전성 어미 사용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은 유사 문법항목 간의 대치 오류를 다수 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어 발달의 화석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미 

중심 교수법에서 나아가 형태의 정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처

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가정과 학교를 통한 한국어 

입력 증진이다. 가정 언어 정책을 통해 가정 내 한국어 입력을 높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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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업을 통하여 가정에서 받는 한국어 입력

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사적 복잡성 측정 방식을 통하여 호주 교포 학습자의 통

사적 복잡성 발달 양상을 최초로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들의 

언어 발달을 학년군과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라 분석하고, 또래 모어 

화자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통사적 복잡성 발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이민 세대에 

따라 통사적 복잡성 발달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인 호주 교포 청소년 학습자는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한인 교포 중에서도 한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더 관심이 많은 집

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분석을 하였을 

때 중학교 2~3학년 집단의 표본이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일반적인 발달 경향인지 표본의 제약에 

따른 결과인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호주 교포 학습자, 즉, 이중 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구 수행상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이들의 한국어 작

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교포 학습자의 이상적인 목표가 

계승어를 현지어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닌, 계승어와 현지어를 균형있

게 잘하는 균형 잡힌 이중 언어 화자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계승어 발달을 단독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어 능력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때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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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yntactic Complexity 
Development of Korean Heritage 

Learners in Australia

Choi, Suwa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syntactic 
complexity in the writing of Korean heritage learners in Australia 
according to their grade and the language spoken at home. Whil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overseas Koreans, there 
are few studies that examine their language use or the 
developmental process. In particular, most of the research on 
overseas Koreans were conducted on Korean-Chinese or 
Korean-American learners, while Korean heritage learners in 
Australia gained little attention.
  A number of notable results were observed from this study. 
Firstly, Korean heritage learners in Australia showed an increase 
in syntactic complexity by grade, unlike previous studies on 
Korean-Americans. Secondly, amongst the participants of Korean 
heritage learners in Australia, those speaking Korean at home 
showed higher syntactic complexity. This suggests that the 
amount of heritage language input at home affects heritage 
language development. Thirdly, Korean heritage learn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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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showed a similar overall developmental tendency as 
their Korean native counterparts. However, Korean heritage 
learners in Australia showed slower development in the degree of 
syntactic complexity. Particularly, Korean heritage learners in 
Australia used only a limited number of connective and 
transformative endings when combining sentences, and frequently 
made substitution errors between endings with similar meanings 
and func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re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Korean heritage learners in Australia were 
drawn. Firstly, sentence-expanding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ways that help learners to use proper connective 
and transformative endings in writings, and construct cohesive 
discourses. Secondly, form-focused instruction is suggested to 
foster accuracy, with additional support being required for 
heritage learners to distinguish between grammatical items with 
similar meanings and functions. Finally, heritage language input 
should be increased at home, and supplemented by Korean 
language class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language input.
  This study contributes to revealing the pattern of syntactic 
development of Korean heritage learners in Australia, according 
to their grade and home language, through the method of 
measuring syntactic complexity. This research will also serve as 
a baseline for comparing differences in syntactic complexity 
development with future immigration generations.

keywords : Heritage Language, Korean Heritage Language 
Education, Korean Heritage Language Development, 
Syntactic Complexity, Overseas Korean, Home 
Language. 

Student Number : 2017-28437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사 
	2.1. 영어권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 연구
	2.2.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발달 연구
	2.2.1. 국내 학령기 청소년 대상 연구 
	2.2.2.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 연구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1.1. 계승어 학습자의 정의
	1.2.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요인
	1.3.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특성
	1.4. 계승어 교육 목표 및 필요성

	2. 계승어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 및 발달 측정
	2.1. 언어 발달 측정과 통사적 복잡성
	2.2. 통사적 복잡성의 정의 및 문장의 확장
	2.2.1. 통사적 복잡성의 정의
	2.2.2. 한국어 문장의 확장
	2.2.2.1. 문장의 정의
	2.2.2.2. 접속을 통한 문장의 확장 
	2.2.2.3. 내포를 통한 문장의 확장 


	2.3. 영어 통사적 복잡성의 측정
	2.4.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의 측정

	3.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교육
	3.1. 호주 교포 학습자의 특성
	3.2. 호주 교포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1.1. 호주 교포 학습자
	1.2. 한국어 모어 화자

	2. 연구 도구
	2.1. 설문지
	2.2. 글쓰기 과제

	3. 자료 분석 기준
	3.1. 측정 단위의 선정
	3.2. 문장 길이에 따른 측정 기준
	3.3. 문장 확장에 따른 측정 기준
	3.3.1. 문장 확장의 양 
	3.3.2. 문장 확장의 유형

	3.4.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의 측정 기준

	4. 연구 수행 절차
	4.1. 자료 수집 및 입력
	4.2. 자료 분석 및 통계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1. 문장 길이에 따른 발달 양상
	2. 문장 확장에 따른 발달 양상
	2.1. 문장 확장의 양적 발달 양상
	2.1.1. 단문과 복문의 비율
	2.1.2. 문장당 절 수

	2.2. 문장 확장의 유형별 발달 양상
	2.2.1. 문장당 대등절 수
	2.2.2. 문장당 내포절 수
	2.2.3.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3.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
	3.1.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
	3.2. 내포절 관련 문법항목

	4. 논의 및 시사점
	4.1. 논의
	4.2. 교육적 시사점
	4.2.1. 담화 차원의 문장 확대 교육
	4.2.2. 정확성 향상을 위한 문법 사용 교육
	4.2.3. 가정과 학교를 통한 한국어 입력 강화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startpage>18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사  3
  2.1. 영어권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 연구 3
  2.2.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 발달 연구 7
   2.2.1. 국내 학령기 청소년 대상 연구  7
   2.2.2.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 연구 9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2
Ⅱ. 이론적 배경  16
 1.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16
  1.1. 계승어 학습자의 정의 16
  1.2.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요인 18
  1.3.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특성 19
  1.4. 계승어 교육 목표 및 필요성 22
 2. 계승어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 및 발달 측정 24
  2.1. 언어 발달 측정과 통사적 복잡성 24
  2.2. 통사적 복잡성의 정의 및 문장의 확장 26
   2.2.1. 통사적 복잡성의 정의 26
   2.2.2. 한국어 문장의 확장 28
    2.2.2.1. 문장의 정의 28
    2.2.2.2. 접속을 통한 문장의 확장  29
    2.2.2.3. 내포를 통한 문장의 확장  32
  2.3. 영어 통사적 복잡성의 측정 43
  2.4. 한국어 통사적 복잡성의 측정 47
 3. 호주 교포 학습자와 한국어 교육 54
  3.1. 호주 교포 학습자의 특성 54
  3.2. 호주 교포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61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64
 1. 연구 대상 64
  1.1. 호주 교포 학습자 64
  1.2. 한국어 모어 화자 68
 2. 연구 도구 70
  2.1. 설문지 70
  2.2. 글쓰기 과제 70
 3. 자료 분석 기준 71
  3.1. 측정 단위의 선정 71
  3.2. 문장 길이에 따른 측정 기준 72
  3.3. 문장 확장에 따른 측정 기준 73
   3.3.1. 문장 확장의 양  73
   3.3.2. 문장 확장의 유형 74
  3.4.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의 측정 기준 81
 4. 연구 수행 절차 84
  4.1. 자료 수집 및 입력 84
  4.2. 자료 분석 및 통계 87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94
 1. 문장 길이에 따른 발달 양상 94
 2. 문장 확장에 따른 발달 양상 100
  2.1. 문장 확장의 양적 발달 양상 100
   2.1.1. 단문과 복문의 비율 100
   2.1.2. 문장당 절 수 107
  2.2. 문장 확장의 유형별 발달 양상 113
   2.2.1. 문장당 대등절 수 113
   2.2.2. 문장당 내포절 수 120
   2.2.3.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126
 3.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 134
  3.1.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 134
  3.2. 내포절 관련 문법항목 137
 4. 논의 및 시사점 159
  4.1. 논의 159
  4.2. 교육적 시사점 161
   4.2.1. 담화 차원의 문장 확대 교육 161
   4.2.2. 정확성 향상을 위한 문법 사용 교육 165
   4.2.3. 가정과 학교를 통한 한국어 입력 강화 173
Ⅴ. 결론 178
* 참고문헌 181
* Abstract 18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