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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긴 관형사절 내포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긴 관형사절 각 유형에 

대한 사용 양상 및 문법화 정도에 대한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화자의 

인식 양상을 조사하여 긴 관형사절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긴 관형사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긴 

관형사절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을 긴 관계절, 긴 동격절, 긴 연계절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는 고빈도 사용 및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다는 것'의 구조를 긴 동격절과 함께 고찰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총 세 가지 유형의 형태, 통사, 의미적 특성과 더불어 

'-다는'을 비롯한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 범주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였다. 전자는 긴 관형사절의 기본적인 교수·학습 내용이라 볼 수 

있으며 후자는 긴 관형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Ⅲ장은 긴 관형사절의 각 유형별 주요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기본 

사용 양상 조사 및 '-다는'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식 양상 조사로 

구성되었다. 사용 양상을 조사를 통해 학습자가 긴 관형사절과  다른 

문법 표현을 혼동하여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긴 관계절과 긴 연계절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밝힐 수 있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가 긴 관형사절의 유형에 따라 회피하는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는'으로 이끌어지는 긴 관형사절에서 학습자들은 

‘-다는’을 대신 '-ㄴ/은'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냐는/라는/자는'으로 이끌어지는 긴 관형사절에서 '-냐고/라고/자고 +  

물어본/명령한/권한'과 같은 구조를 사용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긴 관형사절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가 보다 긍정적으로 긴 관형사절의 

사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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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문법성 표지형 테스트를 이용하여 유형별로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고찰하였다. 긴 

관형사형 어미 '-다는/단/달'은 짧은 관형사형 어미만큼 시제 의미를 

강조하지 않으므로 고급 학습 단계에서 '-단/달'이라는 과거형 및 

미래형의 교육가치가 높지 않다고 본다. 다만 축약형으로서 사용하는 

'-단'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모어화자 집단의 인식은 일정한 경향이 있지만 학습자 집단은 그러한 

일관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모어화자에게는 긴 관형사절의 후행 

명사를 포함한 내용이 다른 이로부터 즉시 전달받는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는’과 ‘-다고 하는’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스스로 경험한 것으로 생각되거나 일반적인 진리 혹은 상식이라고 생각될 

때는 ‘-는/은’이 사용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학습자에게는 매우 

모호하면서 모순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응답 결과도 서로 모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화 정도에 따른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Ⅳ장에서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통해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교육 내용을 확인한 후에 긴 관계절, 긴 동격절, 긴 연계절의 

교육 내용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화 명사를 수식하는 긴 동격절> 

긴 관계절>생각 명사를 수식하는 긴 동격절>사실 명사를 수식하는 긴 

동격절>긴 연계절>축약형인 '-단'}이라는 제시 순서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한국어교육, 관형사절, 관계절, 동격절, 연계절, -다는, 문법화

학  번 : 2017-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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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1)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대표적인 표지인 '-다는'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화자의 인식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긴 관형사절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분석하여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긴 관형사절 교육 내용 및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관형사절 교육 연구는 그동안 주로 관형사형 어미 

'-은/을/는/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학습자의 관형사절 사용 양상 및 

교육 방안 연구(이진경 2006, 최서원 2009, 한송화 2015, 유경옥·박덕유 

2018, 최보선 2019 등)에 치중해 왔다. 비록 이러한 연구에서 긴 

관형사절은 주요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긴 

관형사절(긴 동격절 유형 위주)에 관한 오류가 중급부터 고급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내포문의 일부나 명사구 

보문의 관점의 연구(김서형·홍종선(2010), 성지연(2012), 이준호(2013), 

홍윤기·유호(2015))에서 '-다는' 관형사절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였다. 

  그러나 짧은 관형사절의 경우 관계절, 동격절, 연계절과 같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깊이 있게 연구되는 반면, 긴 관형사절은 대부분 긴 

동격절 연구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세부 유형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긴 관형사절과 관련된 

한국어교육 연구들은 피수식 명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긴 

관형사절 자체의 구성 방식과 의미 기능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긴 관형사절의 

1) 본 논문은 한국정부초청장학금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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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에 따른 구성 방식과 의미 기능을 명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가 긴 관형사절 사용에 있어 자주 범하는 

오류가 무엇이며 오류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짧은 관형사절 교육에 있어 '-은/는/을/던' 등 짧은 관형사형 어미가 

핵심인 만큼 긴 관형사절 교육에 있어서도 '-다는'을 비롯한 긴 

관형사형 어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는'이란 문법형태가 현재 

한국어 문법교육 분야에서 긴 동격절을 구성하는 어미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국어 문법교육 분야에서는 이를 어떤 문법범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연구자에 따라 분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본 끝에 김선효(2004), 이관규(2007), 

남신혜(2013), 오윤경·신연수(2016)의 관점을 취하여  '-다는'을 비롯한 

긴 관형사절 표지가 문법화 정도에 따라 각 관형사절 유형에서의 실현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문법 기술적 편리를 감안하여 이를 

통일하여 관형사형 어미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형태·통사적으로 접근하였다. 

  한편 '-다는'과 관련된 화용론적 분석은 한송화(2013) 및 

남가영(2009)에서 다룬 바가 있다. 이 두 연구에 의하면 '-다는 + 

피관형어'라는 긴 관형사절의 사용은 화자의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객관성을 확보하여 일종의 책임 회피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다는 

것이다'라는 구조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객관성 확보를 넘어 텍스트의 

응집성을 촉진하는 텍스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듯이 '-다는'과 관련된 학습자 오류는 고급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다는'과 '-는'의 사용 환경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곤 하였다. 한국어 관형사절 교육에서 

'-다는'과 '-는'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동안 주로 뒤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다. 그러나 피수식명사를 

모두 찾아 제시하는 작업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모두 

암기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사실 '-다는'은 현대 

한국어 중에 문법화가 덜 진행된 것과 문법화가 더 진행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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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되는 문법형태다. '-다는'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학습자가 긴 관형사절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긴 관형사절 

교육 방향도 '-다는'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다음 네 가지와 같다. 

  첫째,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개념을 정립하고, 긴 관형사절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 방식과 의미 기능 등 문법적 특성을 명시하는 것, 

  둘째, 각 긴 관형사절 유형에 대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파악하는 것, 

  셋째, '-다는'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학습자와 모어화자의 인식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찾아내는 것, 

  마지막,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 

2. 선행 연구 검토

2.1. 관형사절의 유형 및 문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 관형사절은 관형어를 성립시키는 한 가지 방식이다. 다른 한편 

관형사절을 안은문장이 한국어 복합문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이기도 

한다.  변형문법의 관점에서 볼 때 관형어는 체언의 강조, 복합개념의 

표현 및 표현의 미묘화를 위해 각각 일원변형, 이원변형, 

문함요소변형을 통해 생성한 것이다(염선모, 1972:20-22). 그 중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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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변형을 통해 복합개념을 표현하는 과정은 한국어 관형사절을 

구성하는 것과 비슷하다.2) 염선모(1972)에서 언급한 문함요소변형과 같은 

경우는 백봉자(2006)에서는 'S+-다는 것은'라는 구문으로 제시되었다. 

표현의 미묘화는 '-다는 것은'을 사용한 문장은 그렇지 않은 문장보다 

의미가 강조되면서 더욱 미묘한 표현이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조는 

긴 관형사형 어미 '-다는'에서 한층 더 문법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어 문법에서 관형사절의 유형에 대해 비교적 널리 받아들인 

분류는 관계 관형사절(관계절), 동격 관형사절(동격절), 연계절 세 

가지다. 고영근·구본관(2018)의 정의에 의하면 관계절은 서술어 

구문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논항이 공유되는 절을 가리킨다. 

반면에 공통되는 논항이 없고 관형사절의 내용과 피관형어가 동격 

관계를 이루는 절은 동격절 또는 보문절이라고 한다. 연계절은  

김지은(2002)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특수한 명사와 어울려 

선행절을 후행절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절 유형이다3). 

  보문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에서 다소 

혼란스럽게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남기심(1973)에서는 '완형보문', 

이익섭·임홍빈(1983)는 '간접보문', 강범모(1983), 이홍식(1990)과 

이필영(1998) 등에서는 '명사구 보문', 장경희(1987)에서는 '완형보절', 

우형식(1987)에서는 '완형-동격관형절'로 불러왔다. 그러나 

최규수(2009)에서는 "'명사구 보문'이란 용어는 명사구의 성분인 

보문이라는 뜻인지, 명사구를 수식하는 보문이라는 뜻인지 

불분명하다"기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에 "명사의 보충어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격절을 가리킨 바가 있다. 한편 구본관 외(2015)에서 

지적한 대로 '보문'이란 용어는 핵어(head)가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으로서의 전통 문법 중의 '보문'과 혼동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예컨대, (1) 따뜻한 날씨가 오래 계속된다. →� 날씨가 따뜻하다. ‚ 날씨가
오래 계속된다.

3) 비록 김지은(2002) 이전의 연구들에서 '연계절'이란 용어를 골라 쓰지 않았
으나, 이필영(1998)에 의하면, 임홍빈(1982), 홍종선(1986), 이홍식(1990) 등에
서는 이미 '뒤, 앞, 중, 대신, 다음' 등과 같은 명사를 선행하는 관형사절이
다른 동격절과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다(이필영, 1998:5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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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격절의 경우 반드시 필수적 성분으로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문절'과 '동격절'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기심(1973)에서는 문방의 접속화, 관계관형수식화, 보문화 등을 

복문을 구성하는 구문법으로 제시하였는데 보문화(complementation)에 

있어 체언형화, 부사형화, 관형사형화(관계관형수식화를 제외한 

나머지)가 포함된다. 즉, 관계관형수식화는 관계절을 이루는 과정을 

말하고 관형사형화는 동격절을 이루는 과정을 말한다. 그중 '-다는' 

등으로 이끌린 긴 동격절은 "그 표면 구조에서 시상의 접미사와 함께 

종결어미까지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형보문'에 속한다. 

반면 '-은/는/을'로 이끌린 짧은 동격절은 '불구보문' 구조에 속한다. 

어떤 명사는 짧은 동격절의 형식만 취하고 어떤 명사는 긴 동격절의 

형식만 취하는데 두 가지 형식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명사4)인 경우, 짧은 

동격절을 취하거나 긴 동격절을 취하거나 하는 것에 따라 그 사실성이 

달라진다. 한편 남기심(2001:251-252)에서 지적한 듯이 긴 동격절 중의 

'-다/냐/자/라(고 하)는' 중의 '하-'는 인용 동사로 볼 수 없고 일종의 

형식동사로써 긴 동격절을 형성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강범모(1983)는 국어 명사구보문에 대해 관형화 구성(관계관형화 

구성과 일반 보문 구성 포함)과 명사화 구성으로 구분하였다. 보문명사 

구문에 있어 강범모(1983)는 "S-{는} N"과 "S-고 하는 N"이 두 가지 

구조를 제시해 주었다. 즉, 짧은 동격절과 긴 동격절로 나눠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짧은 동격절로 이끌리는 내용은 항상 사실성과 

관련되며, 긴 동격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명제성과 관련된다. 

남기심(1973)과 달리 긴 동격절 구조에서의 '하-'을 '말하다'와 의미가 

같은 '하다'와 근원적으로 연결되므로 소통을 나내내지만, 공시 통사론적 

관점에서 보면 선행하는 관형사절 내용의 명제성을 띠워 주는, 오로지 

4) 의존명사 '것'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어떨 때는 오직 긴 동격절을 ,어떨
때는 오직 짧은 동격절을.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두 형식 사이를 자유롭게 교
체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 형식을 취할 수 있는 명사와 구별된
다.(남기심, 19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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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동격절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서술어라고 파악하였다. 

강범모(1983)에서 의존명사 '것'이 [0사실성], [0명제성]이라는 가장 

중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무척 

어려운 일임을 밝혔다. 

  이익섭·임홍빈(1983)에서 국어의 명사구 보문의 세 가지 조건을 

규정한 바 있는데 일단 기저의 한 문장이 관형절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관형절의 피수식어가 절 내부의 한 성분으로 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관형절은 피수식어의 내용절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동격절의 2가지 중요한 특성을 알 수 있다. 피수식어가 관형절 내부의 

성분이 아닌 것과 관형절과 피수식어의 내용은 동격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 때문에 명사구 보문은 '동격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다.(이익섭·임홍빈, 1983:279) 종결어미 '-다, -냐, -자, -라' 등이 

나타나는 동격절은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는 '간접보문'이라 불린 

것으로 '직접보문'과 구별되었다. 관계절에서도 '-다(고 하)는'의 형식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졌던 점은 최규수(2009) 및 구본관 외(2015)에서 

긴 관형절의 형식은 동격절에서만 출현한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다만 

이때의 '하-'는 여러 시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동격절의 

'하-'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익섭·임홍빈(1983)은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의 의미적인 차이에 대해 짧은 동격절은 화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 긴 동격절은 

간접적인 사실로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동격절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하-'의 의미나 보문명사의 의미, 

혹은 동격절과 보문명사 사이의 통사적 특성에 주목하였으며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의 의미적 차이는 사실성이나 명제성(강범모 1983), 

직접성(이익섭·임홍빈 1983) 등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장경희(1987)는 

짧은 동격절이든 긴 동격절이든 상황에 따라 사실성을 전제한 경우도 

있도 사실성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실성으로는 두 구조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직접성도 엄밀히 

살펴보면 두 구조를 완벽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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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완형보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장경희(1987)는 Odgen & 

Richard(1923:11)의 의미 삼각형을 참조하여 완형보절의 지시물, 개념적 

의미, 발화 삼자의 관계를 도표로 표현하였다. 완형보절의 의미 

삼각형에 관한 내용은 향후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장경희(1987)에서는 '말, 소문, 전보, 편지' 등 

많이 논의되었던 보문명사 외에 '표정, 눈짓, 손짓, 몸짓' 등과 같은,  

김지은(2002)과 남신혜(2013) 등에서 이른바 연계절의 수식을 받는다고 

언급된 명사들까지 포함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명사들을 

종합하여 '발화명사'라고 분류한 것을 제외하고 또한 '생각, 기대, 판단, 

의견, 가정, 예상' 등과 같은 정신활동적 명사는 '정보명사'라고 

유형화함으로써 '완형보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를 구별하였다. 

  우형식(1987)에서는 국어 관형사절을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로 

구분했으며 관계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는 관계명사라 하고 동격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는 보문명사라 하였다. 또한 '-는'으로 보문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불구-동격관형절이라 하는 한편 '-다는'이 붙어 수식하는 

것을 완형-동격관형절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우형식(1987)은 긴 동격절에 

쓰이는 '-다(고 하)는/-자(고 하)는/-냐(고 하)는/-라(고 하)는'을 하나의 

형태로 보는 대신 하나의 기능요소로 묶어 관형절의 형성 보문자라 보는 

관점이었다. 이로써 '-다는' 류 구문을 관형사형 어미에서 제외시켜 

'-(으)ㄴ, -는, -(으)ㄹ, -던'만 관형사형 어미로 인정하였다. 가령 '-다(고 

하)는'으로 이끌리는 관계절이라면, 그것을 동격절을 이루는 상황과 달리 

'하-'가 '말하다'와 의미 같은 것으로 여기므로 하나의 기능 요소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관형사절의 유형에 따라 '-다는'을 하나의 

형태소로 묶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본고의 입장과 같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에 어떻게 그 범주를 정하는지가 조금씩 다르고 

향후의 연구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다. 우형식(1987)에서 긴 동격절의 

수식을 받는 보문명사가 실제로 내포문의 서법에 따라, 즉 서술이냐, 

의문이냐, 명령이냐, 청유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의미적인 분류 

외에 새로운 분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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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식(1990, 1998)에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관계절, 보문5), 

명사적 관형절 세 가지 유형을 규명하였다. 또한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의 차이가 사실성이나 직접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용과 

관련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일반 발화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물론, 

'-다고 하는'으로 환원이 아닌 경우 내지 '사실, 약점'과 같은 인용의 

성격을 띠지 않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고 하는'이 인용 형식을 

통해 화자가 사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국어 전통문법에서 관형사절의 유형에는 

관계명사가 관형사절의 한 성분이 되는 관계절과 보문명사와 관형사절이 

의미적으로 동격 관계를 이루는 동격절이 있다. 그러나 점차 연구가 

진행되면서 관계절도 아닌, 동격절로 보기도 어려운 관형사절의 유형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이익섭·임홍빈(1983), 이홍식(1990, 1998) 등에서는 

'뒤, 가운데, 다음, 대신, 대로' 등에 선행하는 관형사절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다 김지은(2002)에 의해 연계 관형사절 또는 

연계절이라는 새로운 관형사절 유형이 점차 정착되었다. 연계절은 

피수식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지 않고, 다만 그 내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사태로서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다. 

김지은(2002)에서는 연계절에 자주 쓰이는 명사를 '결과, 대가, 효과, 

보람, 기미, 준비...'와 '뒤, 가운데, 다음, 후...', 그리고 '냄새, 소리, 표정, 

연기...' 등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명사들의 특징은 

문장 중 한 사태에 수반되는 다른 하나의 사태를 의미적으로 

범주화하거나 그 시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 중 '냄새, 소리, 표정' 등과 

같은 명사는 범주화하는 것보다 뒤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 혹은 

조건이 되어 주는 특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김지은(2002)에서 

'-다는' 등 형식으로 이끌리는 연계절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5) 예문을 보면 이홍식(1990, 1998)에서 보문 및 명사적 관형절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실제로 연계절로 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 여기서 연구자가 '뒤, 척'
등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이 보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였
지만 '매맞는 소리가 들려왔다'와 같은 구조가 다른 보문절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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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신혜(2013)의 말뭉치에서 추출한 실제 용례들을 통해 '눈길, 표정, 

해방감, 절, 어투, 한숨, 설렘, 보람, 기쁨, 몸짓, 인상' 등 명사들은 

'-다는'으로 이루어진 연계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계절 중 '-다는'은 '-다고 하는'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점도 다른 

관형사절 유형과 구별되는 점이다. 

2.2. '-다는'의 문법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긴 관형사절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에 앞서 

긴 관형사절을 이끄는 문법형태의 문법범주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리성을 위해 대표적인 '-다는'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연구자에 따라 '-다는'의 범주와 특성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으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는'이 관형사형 어미로 처리한다는 관점이 점차 

부각되었다. '-다는'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연구로서 김선효(2004), 

이관규(2007), 남신혜(2013), 오윤견·신연수(2016)가 있다. 

  우선 김선효(2004)에서는 인용 구문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다고 

하는'과 그의 축약형 '-다는'에 대해 통시적 및 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다는'이 언어수행적 명사를 수식할 때 '-다고 하는'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때 '-다는'의 인용 의미의 작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고 하는'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실제 용례들을 발견하면서 환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환원이 어려운 '-다는' 유형의 

문법범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효(2004)에서는 '-다는'에 대해 통시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고 하는'에서 '-고 하-'가 시간 흐름에 따라 

점차 탈락되는 과정을 밝혔을뿐더러 환원하기 어려운 '-다는'은 문법화 

과정을 거쳐서 통사적인 축약형이 아닌 하나의 형태적 단위로 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관형사형 어미로 처리하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김선효(2004)는 '-다는'의 문법범주 문제를 제기한 첫 연구로써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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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발전시킨 연구는 이관규(2007)다. 기존에 '-다는' 문법 범주 

설정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다는'을 떼지 

않고 하나의 관형사형 어미로 봐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이러한 

관점 하에 이관규(2007)에서는 '-다는'을 대표형으로 하여 '-단/달/다던, 

-자는/잔/잘/자던, -냐는/냔/냘/냐던'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형들을 

제시하며 각 형태에 따른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관규(2007)의 

분석 대상을 보면 '-다는 사람' 등과 같은 관계절과 '-다는 말/소리' 등과 

같은 동격절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분석 결과가 되지 못한 듯하다. 이관규(2007:492)에서 제시된 

예문 중 "간다는 사람을 왜 잡니?"와 "간다고 하는 사람을 왜 잡니?" 이 

두 문장을 비교할 때 '두 형태는 동일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나중에 남신혜(2013)와 오윤견·신연수(2016)의 

연구에서 관계절 중의 '-다는'은 인용의 의미를 강하게 띠면서 '-다고 

하는'과 별 의미적인 차이 없이 환원할 수 있다고 해서 이관규(2007)를 

반박한 바가 있다. 

  한편 이관규(2007)에서 동격절 예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과 

'-다는'은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단'을 '-다고 한'으로 풀어 

이해하면 틀린 것이라고 동격절의 '-단'은 과거 시제의 의미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한편에 관계절에서의 '-단/다는'은 '-다고 

한'으로 환원하면 문장 성립이 되지만 뜻이 달라짐을 언급하였으나 

관형사절의 다른 유형에서 이러한 의미 차이가 나타날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관형사절의 유형에 따라 '-다는'의 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떠서 '-다는'의 문법범주를 설정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관규(2007)에서 '-다는' 뿐만 아니라 '-단, -달, -냐는, -냔, 

-냔'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들을 제시한 것은 다른 연구들보다 범위가 

훨씬 더 크다. 

  남신혜(2013)는 관형사절의 유형이 '-다는'의 범주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인식해서 실제 말뭉치 용례들을 추출하여 도출한 귀납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는' 관형사절의 통사적 특징, 의미 차이 내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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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의 문법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관형사절을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에 통사적, 의미적 특성 및 유형 간의 차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고는 남신혜(2013)의 맥을 이어 '-다는'에 의한 

관계절, 동격절, 연계절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하기로 하였다. 다만 

대표적인 '-다는' 형태 외에 '-자는/냐는/라는' 등 형태도 포함하여 같이 

논의하려고 하는 데에서 남신혜(2013)과 차이가 보인다. 

남신혜(2013)에서는 주로 유형별로 후행명사의 종류, '-다는' 관형사절과 

후행 명사의 의미 관계, '-다고 하는'으로의 환원 가능성 및 '하-'의 

속성, 시제,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등 측면에서 '-다는' 관형사절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관계절, 동격절, 연계절의 순으로 문법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환원의 실현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사적 차이가 

보이지 않은 관계절에서의 '-다는'과 그렇지 않은 동격절에서의 

'-다는'은 통틀어서 하나의 단위로 보기 어렵고 현재 '-다는'은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요소로 봐야 한다. 결국 '-다는'을 관형사절 유형을 

떠나서 모두 관형사형 어미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오윤견·신연수(2016)는 '-다는' 범주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 성과를 정리한 바가 있는데 대체로 

남신혜(2013)와 일치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즉, 관계절 '-다는'은 인용 

의미를 띠우며 '-다고 하는'으로 환원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보문절(동격절, 연계절 모두 포함)의 '-다는'은 '-다고 하는'으로의 

교체가 제한을 받는다는 석이다. 그 이유는 보문명사의 종류 그 

자체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 어떤 의미 기능이 작용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남신혜(2013)의 주장을 이어 받아 '-다는'을 

관형사형 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되 관계절의 '-다는'은 '-다(고) 

하는'의 축약형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보문절의 '-다는'은 일부 

환경에서 문법화 과정에 있는 요소로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다는'의 문법 범주에 관한 연구로서 김선효(2004)부터 

이관규(2007), 남신혜(2013), 오윤견· 신연수(2016)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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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는데 조사부터 어미까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보문절의 '-다는'을 관형사형 어미로 처리하는 입장이 

가장 무난한 관점이라 볼 수 있다. 관계절의 '-다는'은 통사적인 구조, 

즉 '-다고 하는'의 축약형에 가까운 것으로 하나의 어미로 간주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관규(2007)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구에서 '-다는'이라는 대표형에만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한 이유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보문절의 '-다는'으로 수식받는 대상은 위에 연구 대상인 일반 명사 

외에 의존 명사 '것'도 있는데 '것'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관형절의 

'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는 것' 혹은 '-는 것' 구문은 최초에 이맹성(1968)에서 '-기, 

-(으)ㅁ'과 같이 명사화의 요소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S+다는 것'뒤에 

조사 '이' 혹은 '을'을 붙여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되어 작용한 예를 

들면서 '-다는 것'은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는 것'과 차별 

두었다(박기덕, 1983: 64, 재인용). 

  김종복 외(2008, ㄴ)에서는 말뭉치 분석을 바탕으로 '-(다)는 것' 

구조가 흔히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또는 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다는 것'과 '-는 것' 중 어느 구조를 

취해야 하는지는 보문절의 핵어인 용언의 의미 특성에 달려 있다(김종복 

외, 2008ㄴ: 148). '보다'와 같은 직접인지적 용언은 '-(이)라는/다는 것'을 

취할 수 없지만 '깨닫다, 느끼다'와 같은 명제성 사실적 용언은 이러한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보문 구조 외에 'S-다(고 하)는/라(고 

하)는 것'의 구문으로 후행 명사와 의미적 동격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다는 것'보다 문법화가 더 진행된 항목은 일종의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는 것이다'이다. 남가영(2009)에서 '-(다)는 것이다'를 문법화를 거친 

일종의 응집성 장치로 간주하였다. 비록 통사적으로 볼 때 '(NP1이) 

NP2이다'의 구조를 지닌 '-다는/자는/냐는 것이다' 및 'S-NP이다' 구조를 

지닌 '-는 것이다'가 차이가 나지만 의미 기능으로 볼 때 둘 다 

앞문장의 이유, 결과, 요약, 부연 등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텍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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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성을 강화하는 해석적 환원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다는/자는/냐는 것이다'는 인용의 표지가 포함된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타인의 목소리처럼 전달되는 바람에 '-는 것이다'와 교체 

가능한 맥락에서도 다소 미묘하게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미 기능을 밝혔음에도 '-다는 것이다'가 '-는 것이다'처럼 하나의 구문 

표현으로 간주해야 할지, 'NP1이 NP2이다' 중 NP2에 해당한 것으로 

'-다는 + 것'을 명사화 요소로 간주해야 할지의 의문을 남겼다.  

  한편 장미라(2009)에서도 '-(다)는 것이다'가 앞에 내용을 요약해서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언급한 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기능을 

가진 '-(다)는 것이다'가 쓰인 문장의 문두에 항상 '즉, 마침내, 따라서,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등과 같은 접속부사가 어울려 쓰는 특성이 

있다(김종복 외, ㄱ, 2008: 273). 장미라(2009)에서 '-다는/자는/냐는/라는 

것이다'라는 표현 문형의 사용 장면에 대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 

전해오는 이야기, 가설 등을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설명문, 논설문 등)"고 설명하였다(장미라, 2009: 245). '-(다)는 

것이다'를 하나의 표현 문형을 설정하려면 생략이 가능해야 하는데 가령 

'-(다)는 것이다'는 하나의 단위가 아닌 'NP1이 NP2이다'의 구성으로 

'-(다)는'에 '것'과 '이다'로 결합하여 사용된다면 생략 이후 원래 문장의 

주어가 서술어와 호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S+-(다)는 것이다'의 

구조를 지닌 문장에만 '-(다)는 것이다'를 하나의 표현 문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는'의 문법 범주에 대한 가장 주된 관점은 일부 

관형사절에 놓인 '-다는'을 관형사형 어미로, '-다는 것'은 명사화 요소 

혹은 따로 나누지 않고 관형절 안에 포함된 것으로, '-다는 것이다'는 

하나의 구문 표현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국립국어원, 2005ㄱ)』에서는 

'-다는'으로 이끌린 이른바 '긴 동격관형절'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 

안에 '-다는 것'이 쓰인 예문을 들면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국립국어원, 2005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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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는)다는/단, -ㄴ/는다던, -(이)라는/란, -(느)냐는/냔, -(으)라는/란, 

-자는/잔} 등 '구문'의 용법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예문을 보면 관계절, 

동격절을 포함한 문장들로 섞여 있고 '인용'의 의미를 강조하는 

모양이다. 

  『어미·조사 (전문가용) 사전(이희자·이종희, 2010)』에서는 

{-(ㄴ/는)다는/단, -, -냐는/냔, -라는/란, -자는/잔} 등 '수식 준꼴'의 

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국립국어원(2005ㄴ)과 달리 '-다고 하'의 

'하-'를 실질 의미가 있는 관계절 경우와 형식 요소인 보문절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백봉자(2006)에서는 앞에 문법 사전들과 달리 관형절에 쓰인 

'-다는'을 언급하지 않고 {-(ㄴ/는)다는 것은 ~이다}라는 '통어적 구문'의 

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습·교육의 편리를 위해 '-다는'을 비롯한 문법형태를 긴 

관형사형 어미로 처리하고자 한다.  

2.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형사절 교육 연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형사절 교육 연구는 주로 관형사형 어미 

'-(으)ㄴ/-는/-(으)ㄹ/-던'에 관련된 학습자 오류 분석(이진경 2006, 최서원 

2009, 한송화 2015)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내포문 혹은 보문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관형사절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다룬 

연구들에서 학습자들이 고급 단계까지 '-다는/자는/라는/냐는' 등에 의한 

긴 관형사절을 지속적으로 어려워함을 언급하였다.(김서형·홍종선 2010, 

성지연 2012, 이준호 2013, 홍윤기·유호 2015, 서희정 2016) 이러한 

연구들에서 대다수가 '-다는' 류 동격절만 다루고 있고 피수식명사의 

관점에서 '-는' 류 동격절과 구분하려고 한다. 그러나 비록 '-다는'과 

'-는'의 후행 명사가 각각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국어학계에서도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온 바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는 '-다는' 류에 의한 관형사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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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서형·홍종선(2010)에서 대학에서 수학하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내포문(관형사절을 중심으로)을 만들 때 범한 오류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학습자가 내포 관형사절을 갖는 상위문의 주오와 내포 관형사절 안에서 

대등문의 주어를 구분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곤 한다. 한편 학습자의 

오류 양상에 있어서 김서형·홍종선(2010)는 관형사절의 의미 기능, 

그리고 관형사절과 상위절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여 긴 

관형사절의 사용이 서투른 것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적 제안에 있어서 

김서형·홍종선(2010)에서 "초급 단계에서 '-ㄴ/은 사건/기억/경험'과 

'-다는 소문/소식/연락/질문' 등의 관용구로 제시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학습한 표현 단위만으로는 충분히 나타내기 어려운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석주 외(2004: 305-310)에서도 한국어 학습자들이 

'-다는 것'과 '-는 것'의 사용, 보문절의 사용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용구적인 성격이 강한 관형절 구성은 

문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문장 차원에서 학습자가 내포문 구성에 대한 이해력을 

검사하였다는 점이다. 관형사절을 안은 복합문 안에 서술어의 주어를 

찾거나 절을 찾게 하는 검사를 통해 대부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 문장의 확대 방식을 중급 이상의 어느 단계에서 종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라고 주장하였다. 

성지연(2012)에서 한국어 학습자(1~6급)의 작문자료 중 내포문(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에서 나타난 대치오류를 중심으로 분석한 적이 있다. 긴 

동격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인용절 등을 사용해 버린 오류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는'과 '-을, -은' 사이의 혼동을 언급하였을 뿐  딱히 긴 동격절을 

어려워한다는 결과가 없었다. 

이준호(2012)에서 명사구 보문절(동격절)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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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편(A4용지 한 장의 분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학습자의 보문절 사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총 13회 사용) 학습자들은 

보문절에 대한 인식, 특히 보문절 어미의 제약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못하므로 보문절을 생성하는 데 오류를 많이 범한 것으로 나왔다. 예를 

들면, '-다는'을 '-은'으로 대신 사용하거나 '-다라고' 등과 같은 잘못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다. 교육적 제안에 있어서 이준호(2012)는 

정재은(2002)에서 제시된 '내용적 보문', '통사적 보문', '결과적 보문'에 따라 

교육 방법을 모색한 바가 있다. 

학습자 말뭉치를 이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별로 관형사절의 습득 

양상을 고찰하였다. 한송화(2015)에서 관형사절을 수식 기능 관형사절과 

비수식 기능 관형사절로 나눠 범주화 하였다. 비수식 기능 관형사절이란 

며리명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명사절처럼 기능을 하거나 선후행문의 연결 

기능, 그리고 명제적 의미에 추측이나 가능성 등의 양태적 의미를 부가하는 

비수식 기능의 관형사절을 가리킨다. 고찰한 결과, 수식 기능 관형절과 

비수식 기능 관형절의 사용이 각각 50% 정도씩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관형절 사용의 많은 부분은 이른바 '문법 표현'이라고 

하는 비수식 기능의 관형절 사용이 많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을 살핌에 있어서 수식 기능의 순수 관형절이라 

할 수 있는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의 사용 양상만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사용 빈도에 있어서 관계관형절과 달리 동격관형절은 중급 이후에 습득하게 

되며, 고급 단게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짧은 관형절이 긴 

관형절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에 습득되며 더 많이 사용한다. 학습자의 

오류문을 통해 긴 관형절이 짧은 관형절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긴 동격절을 짧은 동격절로 잘못 사용한 오류가 

고급에까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미로 긴 관형절을 어려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서희정(2016)는 중국인 학부생의 '-다고' 보문과 '-다는' 보문 오류 분석 및 

두 보문 유형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다고'와 '-다는' 보문을 통합한 4단계의 

완형보문 교육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제시하여 가능한 상위동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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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명사를 명시해 주었다. 

유경옥·박덕유(2018)는 한·중 관형사절 대조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TOPIK 작문을 분석하여 관형사절의 유형에 따른 오류 양상 및 

오류 원인을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들이 작문에서 관찰된 오류 

양상에 관형사절 어미의 결여, 활용(형태적) 오류 및 시제상의 오류, 또는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의 혼용이나 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오류 등이 

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관형사절 구성 

방식(어미, 시제 등)이 다르다는 점과 한국어 교재에서 관형사절에 관한 

필수적이고 충분한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WCS(warm up도입-consciousness 

raising의식고양-use사용) 모형에 따른 중·고급 단계로 나눠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고급 단계별로 

나눠 WCS 모형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유경옥·박덕유(2018)가 아주 의의가 

있는 연구다. 그러나 관형사절의 각 유형의 가장 전형적인 일부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학습자의 관형사절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없지 않다. 예를 들면 국어학적 연구들에서 이미 사실성으로 두 

동격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많이 언급하였는데도 

유경옥·박덕유(2018)에서는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의 의미적 차이를 둘 

때 사실성의 측면에서만 주목하였다. 또한 긴 동격절이냐 짧은 동격절이냐에 

따라 피수식 명사가 어느 정도 다르긴 하나, 완전히 분류하기가 어렵고 

학습자로 하여금 외우라고 하는 것도 학습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유경옥·박덕유(2018)에서 제시한 것처럼 피수식 명사를 명시화해 주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인 교수방법이 아닐 것이다. 

최보선(2018)에서도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어 

관형사절의 각 유형의 실현 양상을 살펴 보았다. 사용 빈도를 보면 '-을 수 

있다', '-은/는/을 것' 등 관용표형 혹은 명사적 관형절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관계절이다. 동격절과 연계절의 사용 빈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 동격절을 사용할 때 학습자가 나타난 오류를 

보면 역시 '-는'과의 혼용이 있고 또한 '-냐는' 등 다른 형태를 '-다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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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28명의 작문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허메이핑·황밍즈(2018)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한국어교육학적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못한 관형사절의 유형인 연계절 내포문을 중국어 

접속문 및 연계수식절 내포문과 대응하여 연구했다는 것이다. 한·중 

관형사절 내용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관형사절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로 보아 더 체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보선·박수진(2018)는 한국어교육적인 관형사절 연구 중 사용되는 연구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작문 

분석이다. 기타로는 그림 과제나 문장 결합 과제나 발화 녹음, 면담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앞에서도 말한 듯이 주로 관계 관형사절에 치중되어 

왔다. 최보선·박수진(2018)는 이를 보완하여 관계절 외에 동격절, 연계절 

그리고 최준수(2008)과 유경옥·박덕유(2018)에서도 언급된 명사절 

관형절까지 포함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화자가 생성한 작문 자료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학습자들은 주로 

관계절을 많이 사용하고 동격절과 연계절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준호(2012) 및 한송화(2015)에서 밝힌 결과와 일치하다. 학습자와 

모어화자의 작문을 비교해 봤을 때 모어화자가 더 다양한 머리명사를 골라 

사용하고, 짧은 동격절 뿐만 아니라 긴 동격절도 두루 사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두 형태인 동격절의 차이점에 대한 교수·학습이 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홍윤기(2010)는 앞선 연계절의 개념을 설정한 김지은(2002)과 공동한 연구 

대상을 취하였으나, 한국어교육의 입장에서 '연계'보다 '연결'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기에 '연계 관형사절'을 부르지 않고 대신 '연결관형사절'로 

불렀다. 연계관형사절도 한국어 관형사절 교육의 한 항목으로 설정함을 

지지하는 홍윤기(2010)에서는 먼저 사건과 사건의 연결이라는 

연결관형사절의 특유한 특성 및 의미 기능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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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구성에서 드러나는 양상 및 관형사형 어미의 고정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관계절, 동격절과의 차이점을 찾아 냈다. 마지막에 한국어 교재를 

참고하고 연결관형사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서 학습자가 다양한 연결표현을 

통해 사건간의 관계를 숙지한 이후인 고급 단계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시 단계만 언급했지 제시 내용에 대해 미처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우형식(2012)는 관형사절을 관계절, 동격절, 그리고 '관형사형어미 + 

의존명사'에 의한 명사절 혹은 덩이형태(chunk)로 분류하였고 관형사절의 

내핵, 외핵 구조를 비롯한 특성을 고찰한 다음에 이는 학습자의 습득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논의하면서 교육적 제안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관형사절은 단순히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를 중심으로 

교수해서는 안되고, 관형사절의 구조 특징, 의미 기능이나 맥락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유호(2015)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화자의 글쓰기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가 관형사절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관형사절을 동격절, 관계절,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함형식으로 나눠 분석하였는데 두 집단의 글쓰기를 비교해 봤을 때 긴 

동격절을 압도적으로 선호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두 집단은 비슷하나, 사용 

빈도나 피수식명사의 풍부성, 문장의 복잡성에 있어 학습자 집단은 모어화자 

집단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2017)는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격절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관형사절의 교육 제안을 마련하였다. 

관형사절의 유형 분류는 대체로 한송화(2015)의 맥을 따라 수식 기능 

관형사절과 비수식 기능 관형사절로 나눴으며 보문명사의 분류는 대체로 

차준경(2009) 등을 따라 발화명사, 인지명사, 사실명사, 실체명사, 상황명사로 

나눴다. 서영석(2017)에서는 또한 한국어 교재들에서 제시된 동격절 관련 

내용 및 과제를 참고하여 문법판단성 테스트를 만들어 학습자들이 동격절의 

사용 양상 및 인식 양상을 조사한 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급 

단계에 따라 긴 동격절이나 짧은 동격절을 취하는 명사의 의미,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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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제시한 것으로 교육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동안 관형사형 어미 

'-은/는/을/던'으로 이끌리는 관형사절 교육을 위주로 진행왔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형사절 연구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영석(2017)에서 내포문 구성 능력을 향상시켜 

고급학습자 또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작문 능력까지 향상시키자는 

입장에서 단계별로 보문명사를 분류하고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점은 안타깝다. 

허메이핑(2017)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관형사절의 사용 양상 및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관형사형 어미와 핵심 명사 위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단계별로 PPP모형, DPE모형, TTT모형에 의해 실제 교육안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허메이핑(2017)는 주로 관형사형 어미 

'-은/는/을/던/었던'에 치중하여 연구를 하였지 사용 양상과 인식 양상을 

분석할 때 학습자들이 어려워한다던 연계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뒤의 연계성이 떨어진 듯하다. 

한편 성지연(2012)에서는 형태 초점 과제기법을 활용한 한국어 관형사절, 

명사절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은/는/을/던/다는'을 관형사절 교육 

항목으로, '-음, -기, -는 것/바/줄, -는지'을 명사절 교육 항목으로 

설정하였는데 각 항목의 특성에 따라 형태 초점 교수법중의 다양한 기법들, 

예컨대, 입력 처리 기법이나 의식 상승 과제 등을 적용해서 실험을 통해 

실제 교육 효과까지 검증하였다. 본고는 성지연(2012)에서 같은 내포절 

유형이어도 세부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므로 특성에 맞게 교수기법을 

활용한다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는' 류가 실제 유형에 따라 

드러나는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특징이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가지 

틀에 놓여 교수·학습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최서원(2009)에서는 학습자 말뭉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양상을 고찰하였다. 전체 관형사절 중 동격절의 

사용률은 1.8%로 가장 낮지만, 오류율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학습자들은 동격절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보여줬다. 동격절 중에서도 긴 

동격절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결국 학습자들이 '-다는' 류 형태와 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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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서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서원(2009)에서 '-다는' 류를 취하는 

모든 명사를 명시해 주는 방법이 있겠으나 실제적이지 않으므로 학습자로 

하여금 특정 명사가 지닌 의미와 기능을 알게 하고, '관형사형 어미+특정 

명사' 같이 어휘 교육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앞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50명 고급 

한국어 학습자(TOPIK 5급 이상)와 모어화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범위에 있어서 긴 관형사형 어미 '-다는'은 기본적으로 인용 및 

전달의 의미를 가지므로 평서형뿐만 아니라 청유형, 의문형, 명령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는' 뿐만 아니라 '-자는, -(으/느)냐는, 

-(으)라는'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는'의 시제성, 환원성을 

고려하여 '-다는/단/달' 형태까지 포함시켰다.6) 

  설문조사는 한국어 관형사절 유형에 대한 기본적 인식 조사, 학습자의 

긴 관형사절에 대한 사용 양상을 고찰하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 '-다는'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식 양상을 문법성 판단 테스트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네, 아니오'의 판단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에는 문헌 고찰을 통해 정리하는 긴 관형사절의 구성 방식과 

의미 기능 등 문법적 특성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설계하였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학습자만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는'의 문법화는 일종의 과정이고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완벽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와 모어화자 두 집단을 설정하여 '-다는' 문법화 

6) 제목의 간결성을 위해 모든 표지를 열거하지 않고 대표적인 '-다는'만 제시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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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대한 인식 양상을 비교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Ⅲ장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Ⅳ장에서 

긴 관형사절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실제 및 향후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 표<Ⅰ-1>과 같다.

단계 내용 방법

Ⅱ장

1. 한국어 긴 관형사절 개념 정립

  1.1. 한국어 관형사절의 유형

  1.2. '-다는'의 문법화 및 문법 범주

  1.3. 긴 관형사절과 짧은 관형사절의 의미 차이
문헌연구

2.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문법화 특성

  2.1. 긴 관계절의 문법화 특성

  2.2. 긴 동격절의 문법화 특성

  2.3. 긴 연계절의 문법화 특성

Ⅲ장

1.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

  1.1. 조사 방법

  1.2. 조사 대상

말뭉치 용례 

추출 및 

분석7), 

설문조사, 

인터뷰

2. 한국어 긴 관형사절 유형에 따른 고급 학습자의 사

용 양상 및 오류 분석

  2.1. 긴 관계절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2.2. 긴 동격절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2.3. 긴 연계절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3. 긴 관형사형 어미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학습자와 

모어화자의 인식 양상

  3.1. 긴 관계절에서 '-다는'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

식 양상

  3.2. 긴 동격절에서 '-다는'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

식 양상

  3.3. 긴 연계절에서 '-다는'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

식 양상

Ⅳ
1. 한국어 긴 관형사절에 대한 학습자 사용 실제 및 

교육적 시사점 
자료 분석

<표Ⅰ-1> 연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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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연구에서 주로 국립국어원 말뭉치, 특히 세종 현대국어 행태분석 코퍼스
와 민족문화연구원 코퍼스(SJ-RIKS Corpus)(확정판 포함)를 이용하여 '-다
는'을 비롯한 여러 표지가 사용된 용례들을 추출하였다. 코퍼스에 이러한 표
지들을 'ETM', 즉, 관형형 전성 어미라는 문법 범주 안에 넣었다. 추출한 용
례들을 EXCEL파일로 귀납한 다음에 문장 의미, 표지 사용의 전형성, 문장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3장 설문조사 PART2 및 PART3의 일
부에 적용시켰다.

2.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교육 방

향

  2.1.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교육·학습 목표

  2.2. 한국어긴 관형사절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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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어 긴 관형사절 교육 논의를 위한 전제

1. 한국어 긴 관형사절 개념 정립

1.1. 한국어 관형사절의 유형

  한국어 관형사절 내포문의 유형을 크게 관계절과 동격절(혹은 보문절, 

명사구 보문)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연구의 과정에서 관계절로도 동격

절로도 보기 어려운 관형사절의 예들이 발견되면서 태도 명사 보문(김영

희 1981), 비동격절(이홍식 1990)이나 연계절(김지은 2002), 명사적 관형

절, 등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은 개념적으

로 대를 이루지 않다는 점에서 박형진(2016)에서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

계에 관계절과 비관계절, 혹은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이란 

2분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송화(2015)에서 수식 기능 관형절 및 관형

구, 비수식 기능 관형절8)로 나눈 바도 있다. 

  본고는 '-다는'을 비롯한 표지를 중심으로 해서 2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충분히 이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한국어 긴 관형

사절을 긴 관계절, 긴 동격절, 긴 연계절, 명사형 관형사절로 분류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상세한 형태, 통사, 의미 특징은 2절에서 기술할 것이

다. 

1.2.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화 및 문법 범주

8) 한송화(2015:216)에 제시된 한국어 관형사절 유형은 아래와 같다.

ㄱ. 수식 기능 관형절 및 관형구
a. 관계관형절 예) 내가 좋아하
는 음식
b. 동격관형절 예) 한국과 가까
워졌다는 생각
c. 관형구 예) 그에 대한 이
야기

ㄴ. 비수식 기능 관형절
a. 준명사형 관형절 예) 축구 선수

가 되는 것은 어렵다.
b. 문장연결형 관형절 예) 도착하는

대로 전화 주세요.
c. 양태형 관형절 예) 난 테니스

를 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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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하(2006:23)에서 문법화의 정의에 대한 소개를 보면 20세기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문법화'란 "완전한 자립적 단어에 문법적 특징을 부여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는 Jerzy 

Kurylowicz(1975:52)에 기록된 것으로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

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

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하퍼·트루곳(1999:2)에서 '문법화'라는 용어의 두 가지 의미를 제기하

였다. 첫 번째는 "언어현상을 설명하는 틀을 일컫는 것으로 그것은 어떻

게 문법적 형태와 구조가 생기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는 언어연구의 한 

부분"을 말한다. 두 번째는 "언어 내에세 고착되거나 덜 고착화된 부분

들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구조와 사용간의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어떤 항목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문법적이 되어 가는지에 대

한 과정을" 말한다. 본고에서 긴 관형사절의 대표적인 표지 '-다는'이 문

법화를 거치는 항목이라고 할 때 여기서 제시된 '문법화'의 두 번째 의

미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문법화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

해 방성원(2004:98-99)에서 '-다고'의 예를 들면서 논술한 문법화한 형태

들이 지니는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다. 

  우선, 구성 요소의 본래 의미가 지속된다. 그래서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의미의 지속성 정도가 클수록 학습자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

으리라는 가정을 해볼 만하다. 또한, 문법화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므

로, 문법화를 겪는 요소가 동시대에 일종의 층위화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던 용법이나 의미가 현재 같은 시대에 공존

할 수 있다. '-다는'의 예를 들자면, '-다고 하는'으로 자유롭게 환원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소가 존재했

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예전에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었지만 현재

는 같은 형태인 '-다는'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지 혼동을 일

으킬 수 있다. 셋째, 덜 문법화된 요소와 더 문법화된 요소 사이에 단계

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계성은 교육 과정에서 제시 순서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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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문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법적 

의미가 강해지고, 본래의 실직적인 의미보다 상황에 의존하는 화용론적 

의미가 더욱 강화된다. 한국어 문법에서 맥락 의존적인 의미를 갖게 되

는 문법화 예들이 많다. 

  '-다는'의 범주 문제에 관하여 그동안 주로 조사설과 관형사형 어미설

이 있다. 전자는 '-다는' 중의 '는'을 관형격 조사(속격 조사)로 보는 입

장이며 인용절의 부사격 조사 '고'와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

이 있다. 후자는 '-다는'을 떼지 않고 하나의 통합형 관형사형 어미로 보

는 입장이다. 김선효(2004), 이관규(2007), 남신혜(2013)와 오윤경·신연수

(2016)의 논의에 의하면, 비록 관형사절 유형에 따라 '-다는' 표지가 문법

화 정도에 차이로 인해 실현 양상이 조금씩 다르겠으나, 문법 기술적 측

면에서 이를 통일하여 관형사형 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이

다. 해당된 문법화 정도 차이는 대개 3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긴 관계절 긴 동격절 긴 연계절

'-다고 하는'으로의 환원 ○ △ ×

'-단, -달, -다던'과의 대립 ○ × ×

'-시-'와의 결합
'-다시는', 

'-시다는'
'-시다는' '-시다는'

문법화 정도 덜 문법화 >>>>>>>>>>>>> 더 문법화

<표Ⅱ-1> '-다는'절 유형에 따른 문법화 특성

1.3. 긴 관형사절과 짧은 관형사절의 의미 차이

   '-다는' 범주에 관한 두 가지 주요한 관점이 있다. 하나는 인용 

의미를 나타내는 '-다고/냐고/라고/자고 하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통합형 어미로 보는 것이다. 이때 '-는' 뿐만 아니라 

'-ㄴ/ㄹ/던'과 결합할 수도 있고,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하여 '-시다는' 

혹은 '-다시는'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문법화한 

하나의 어미로 처리하는 관점이다. 이때 '-다는/냐는/라는/자는'의 형태로 

고정되므로 시제를 표현하거나 '-시'와 결합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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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학적 연구들에서 실제로 '-다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관계절, 동격절, 연계절의 표지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는 

의존명사 '것'과 함께 쓰여 내포문을 명사절처럼 만드는 역할도 하는데 

'-(다)는 것'을 명사절 표지로 보는 학자도 있고 관형사절의 일종으로 

명사적 관형사절로 보는 학자도 있다. 본고는 연구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다는' 관형사절과 관련된 실현 양상 중의 하나로 보기로 한다. 그 외에 

'-(다)는 것이다'를 단순하게 '-(다)는 + 것 + 이다'라는 'NP1가 NP2이다' 

구조로 보지 않고 새로운 의미 기능이 생긴 하나의 구문 표현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여러 문법 사전에서 '-는 것이다'를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설정하는 실정에 본고도 '-다는 것이다'를 하나의 구문 표현으로 

다루겠다. 형태적으로 비슷한 '-다는 것이/게'도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교수·학습하고 있으니 '-다는 것이다'와 함께 '-다는' 관련 구문 

표현으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처럼 '-다는'의 범주, 유형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였다. 다음 

절에는 유형에 따라 각각 드러나는 형태적, 통사적 특징 그리고 의미 

기능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2.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문법화 특성

긴 관형사절 짧은 관형사절
남기심(1973)

김영희(1981)

사태에 대한 사실성을 전제하

지 않음
사태에 대한 사실성 전제

이익섭·임홍

빈(1983)
사태에 대한 경험의 간접성 사태에 대한 경험의 직접성

강범모(1983) [0사실성], [+명제성] [+사실성], [0명제성]

장경희(1987) 발화, 정보 사건

이홍식(1990),

이홍식(1999)

사태에 대한 타인의 판단 강조;

사태에 대한 화자의 간접화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 

강조
안명철(1992)

차준경(2009)

사태에 대한 인식시점의 주체

가 화자가 아님

사태에 대한 인식시점이 

화자에게 주어짐

<표Ⅱ-2> 긴 관형사절과 짧은 관형사절의 의미 차이



- 28 -

2.1. 긴 관계절의 문법화 특성

  한국어 관형사절 내포문의 유형을 보면 크게 관계관형사절과 

동격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 연구자에 따라 연계관형사절이나 

명자적 관형사절 등 유형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 '-다는' 특성을 

밝히려는 분석적 입장에서 관련된 유형을 일단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관계관형사절이란 피수식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에 동일한 통사적 

성분을 공유하는 관형사절로서 관계절로 줄여 이르기도 한다.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관계명사(고영근·구본관 2018) 또는 

머리명사(남기심 2001:243)라고 한다. 

  (1) ㄱ. 어떤 구름은 하품하는 하마 모양이다. 

     ㄴ. 하늘에 내가 좋아하는 양털구름이 가득하다. 

     ㄷ. 그가 학교를 떠난 이유를 알고 있다. 

         → *그가 이유로 학교를 떠났다.         

         → 그가 그 이유로 학교를 떠났다.                 

 (김지은 2002)

  (2) ㄱ. 영수가 사는 삼밭골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다.  

         → 영수가 삼밭골에 산다.(낙착점 처소)

(고영근·구본관 2018)

  

  (1)(2)는 모두 관계절의 예문인데 (1ㄱ,ㄴ)에서 관계명사가 전개되는 

관계절에서 각각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1ㄷ)과 (2)에서는 

관계명사가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1ㄷ)에서 조금 특별한 

것은 단순하게 부사어로 전개되면 비문이 되고 관형사 '그'와 

결합해서야 문장 성립이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정한 기제에 의해 

부사어로 성립하는 경우도 관계절로 인정할 수 있다. 즉 기능적으로라도 

관형절의 성분을 이룰 수 있다면 관계절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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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ㄱ. 아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 그 사람이 집에 간다. 

(이관규 2007)

      ㄴ. 어제 재미있게 봤다는 영화가 무엇이니? 

          →영화를 재미있게 봤다. 

(오윤경·신연수 2016)

       ㄷ. 이 땅에서 이미 소멸해 버렸다는 토종닭을 요리하는 집도 버젓이 

있었다. 

         →토종닭이 소멸해 버렸다.

남신혜(2013)

  (3)에서는 '-다는'으로 이끌리는 관계절 예문이다. 통사적으로 보면 

'-다는'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사람, 영화, 토종닭'은 선행 관형사절 

내부에서 각각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는' 

관형사절도 관계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관계절에서의 

'-다는'이 과연 '-은, -는, -을, -던' 같이 똑같은 차원에서 관형사형 

어미로 처리할 수 있는가이다. 

  (3') ㄱ'. 아니, 집에 ?간다고 하는/간다고 한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ㄴ'. 어제 재미있게 ?봤다고 하는/봤다고 한 영화가 무엇이니? 

      ㄷ'. 이 땅에서 이미 소멸해 ?버렸다고 하는/알려진 토종닭을 요리하는 

집도 버젓이 있었다. 

  (3)에서의 '-다는'을 남의 말을 전달하는 인용의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고 하는'으로 환원한 결과는 (3')이다. 이때 비록 

'-다는'은 '-다고 하는' 둘 다 인용을 의미하나, '-다고 하는'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보다 (3')에서 제시한 듯이 '간다고 한', '봤다고 한', 

'버렸다고 알려진'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ㄴ'과 결합하여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관규(2007)과 오윤경·신연수(2016)에서도 관계절에서의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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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에 관해 논의한 바가 있는데, 관계절의 '-다는'은 인용 의미를 

지니는 '-다(고) 하는'으로부터 '(고) 하-'가 탈락하여 형성한 통사론적 

단위이며 '하'-가 '말하다, 주장하다' 등 실질 동사를 대용하는 바람에 

'-다고 하는'으로 환원하기보다 과거를 나타내는 '-다고 한'으로 

환원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4) ㄱ. 아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ㄴ. 아니, 집에 간단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ㄷ. 아니, 집에 간다고 한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이관규(2007)

  (5) ㄱ. *이틀 전에 꼭 오겠다는 사람이 아직 안 왔다. 

      ㄴ. 이틀 전에 꼭 오겠단 사람이 아직 안 왔다. 

      ㄷ. 이틀 전에 꼭 오겠다고 한 사람이 아직 안 왔다.

오윤경·신연수(2016)

  이관규(2007)는 관계절에서의 '-다는'과 '-단'은 큰 의미 차이가 없고 

모두 현재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오윤경·신연수(2016)는 

관계절에서의 '-다는'은 '-단'처럼 '-다고 한'의 과거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여 서로 구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5ㄱ)처럼 '이틀 전'과 

'오겠다는'이 서로 시제상 모순되기 때문에 문장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한편 남신헤(2013)에서는 관계절에 나타나는 '-다는'의 시제 문제를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3'ㄷ')처럼 관계절의 '-다는'을 '-다고 

알려진/말해진'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오윤경·신연수(2016)과 상반한 

결론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남신헤(2013)에서는 관계절의 

'-다는'을 '-다고 알려진'과 같은 과거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윤경·신연수(2016)에서는 관계절의 '-다는'은 오로지 

'-다고 하는'으로만 풀이되고 '-다고 한'으로 풀이될 수 없고 줄여서 

'-단'이 될 수도 없다는 뜻이다. 



- 31 -

  그러나 만약에 오윤경·신연수(2016)과 같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아래와 같은 세종 현대문어 말뭉치에서 발췌한 '-다는'을 

포함한 관계절 용례들은 시제상으로 어색함이 느껴질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6) ㄱ. 그러나 권일의 집으로 이야기를 들으러 오겠다는 학생은 정태 

하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책: 교육자료–아동 도서)

      ㄴ. 아침에 오겠다는 영애와 그녀의 어머니 임지선은 오후에 왔다. (책: 

상상적 텍스트-일반)

      ㄷ. 중기는 전화를 끝내고 가게 앞으로 나와 자기를 데리러 오겠다는 

여자를 기다렸다. (책: 상상적 텍스트-일반)

      ㄹ. 이 동네에 24년 동안 살았다는 한 주민은 "야간작업을 하는 날이면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악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잡지: 교육자료) 

  

  그러므로 관계절을 이끌리는 '-다는'과 '-단'은 모두 '-다고 

말하는/말한/말해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계절의 '-다는/단'을 단순히 '-다고 하는' 혹은 '-다고 한'의 축약형과 

동등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래와 같은 관계절 내포문을 살펴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7) ㄱ. 이런 곳에서 ?살겠달 사람이 어디 있을까? 

      ㄴ. 이런 곳에서 살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8) ㄱ. 주위에는 그를 보고 ?위선자랄 사람이 없었다. 

      ㄴ. 주위에는 그를 보고 위선자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

  (9) ㄱ. 아직 같이 ?가잘 사람을 정하지 못했다. 

      ㄴ. 아직 같이 가자고 할 사람을 정하지 못했다. 

  (10) ㄱ. 나보고 어디 ?아프냘 사람이면 벌써 병원에 데려갔지. 

      ㄴ. 나보고 어디 아프냐고 할 사람이면 벌써 병원에 데려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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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ㄱ. 여기서 너보고 ?가랄 사람이 있겠니? 

      ㄴ. 여기서 너보고 가라고 할 사람이 있겠니? 

(이관규 2007)

  만약에 '-다는/단'을 '-다고 하는' 혹은 '-다고 한'의 축약형으로 

본다면, '-달, -잘, -냘, -잘' 등 다양한 형태들도 비슷하게 작용해야 될 

텐데 (7~11)에서 제시한 듯이 '-다고/자고/냐고/라고 할'을 줄여서 

'-달/잘/냘/랄'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한편 종결어미 뒤에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던'이 붙는 '-다던/자던/냐던/라던'이 '-다고 

하던'과 무슨 관계인지 살펴보겠다. 

  (10) ㄱ. 아니, 밥을 먹는다던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ㄴ. 아니, 밥을 먹는다고 하던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11) ㄱ. 얼굴이 예쁘다던 그녀였는데...아니었다. 

      ㄴ. 얼굴이 예쁘다고 하던 그녀였는데...아니었다. 

(이관규 2007)

  이관규(2007)에서 지적한 듯이 '-단'은 '-다는'과 같이 현재를 표현하고 

과거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10~11)처럼 '-다던'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이때 '-다고 하던'으로 바꿔 쓰면 다른 의미로 성립하다고 

하였으나, 오윤경·신연수(2016)에서는 (10~11)의 예에서 관계명사가 

관형사절의 성분과 동일한 관계절이므로 이때의 '-다던'은 '-다고 

하던'의 줄임 표현이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던'이 '-다고 하던'에서 줄어든 말이라고 

등재하지 않았으나, '-려고 하던'에서 줄어든 '-려던'에 대한 기록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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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던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려고 하던’이 줄어든 말.

   ∥막 퇴근을 하려던 순간에 전화가 왔다.

  이관규(2007)과 오윤경·신연수(2016)에서 '-다던'에 관한 논의에다 

실제 용례를 살핀 결과, '-려던'이 '-려고 하던'으로 줄어든 것처럼 

'-다던'도 '-다고 하던'으로 줄어든 표현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다는' 류 관계절 표지로서 '-다는/단/달/다던, -냐는/냔/냘/냐던, 

-자는/잔/잘/자던, -라는/란/랄/라던'이 있다. 이관규(2007)에서는 '-ㄹ'과 

결합한 '-달/냘/잘/랄'의 사용이 모두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반면 

오윤경·신연수(2016)에서는 '-ㄴ, -는, -ㄹ'이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드러내는 것으로 관계절에서의 '-단, -다는, -달'이 서로 대립하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미래 과거(동) 과거(형)
다는/단 ?달 다던 다던
느/으냐는/
느/으냔

?느냘/으냘 느냐던/으냐던 냐던

자는/잔 ?잘 자던 ×
으라는/으란 ?으랄 으라던 ×

<표Ⅱ-3> 이관규(2007)에서 제기된 긴 관계절 표지 

현재 미래 과거 과거 회상
다는 달 단 다던

<표 Ⅱ-4> 오윤경·신연수(2016)에서 제기된 긴 관계절 표지

  이제는 '-다는'으로 이끌리는 관계절 중 선어말 어미 '-시'의 결합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2) ㄱ. 오늘 꼭 가겠다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ㄴ. 오늘 꼭 가시겠다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ㄷ. 오늘 꼭 가겠다시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오윤경·신연수(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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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절에서의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자유롭게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오윤경·신연수(2016)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여 

'가시겠다는'이나 '가겠다시는'이 각각 '가시겠다고 하는'과 '가겠다고 

하시는'으로 환원되므로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 -겠-, -다(고 하-), -시-, -는'과 같이 쪼개서 '-시-'를 

첨가할 수 있으나, 실제 말뭉치 용례들을 검색한 결과 '가겠다시는'처럼 

'-시-'를 '-다는' 가운데서 넣은 용례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다는' 관형사절 교육의 입장이므로 관계절에서 

선어말어미 '-시-'를 '-다는' 가운데 두기보다 앞에 두어 '-시다는'의 

형태로 교육 항목에 두기로 하였다. 

  

  이어서 '-다는' 류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론적으로 어떤 명사든 모두 관계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나 

남신혜(2013)는 말뭉치에서  '-다는'을 포함하는 실제 용례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다는'에 의한 관계절은 주로 인명, 지명, 연도, 국가명 등 

구체명사나 고유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신혜(2013:295)의 

실제 용례를을 추출하여 다시 살펴보겠다.  

  (13)ㄱ. 이제 돌아가면 아내는 뭐라고 할까? 눈물과 최루가스로 범벅이 된 

옷을 빨면서 옷에 배인 최루탄 가루 대문이 아니라 거리를 쫓겨다닐 남편 

때문에 울었다는 사람. <책: 체험 기술적 텍스트-수필>

     ㄴ. 더 이상의 자유와 쾌감이 없을 듯싶다는 채미경 씨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초경량 비행기는 마음껏 날고자 하는 여성들이 도전해볼 만한 

레포츠임이 분명하다. <잡지: 생활>

     ㄷ. 후쿠다 전 총리의 집이 20여 평 남짓했고, 대형 맨션에 산다는 가이후 

현 총리의 아파트가 48평정도로 발표된 일본과, 돈 많은 부인들이 1백 평에 

달하는 호화 빌라를 사기 위해 1년씩을 기다리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은, 

그러나 주택 보급률에서 커다란 대조를 보인다.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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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신혜(2013)는 (13ㄱ~ㄷ)의 용례들은 모두 관계절로 보고 있다. 

그러나 (13ㄴ)의 경우, 관형사절 '더 이상의 자유과 쾌감이 없을 

듯싶다는'의 피관형어는 '채미경 씨'라고 볼 때 이 문장은 관계절이 

내포된 복문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관형사절이 '말'을 수식한다고 

보면 관계절보다 동격절이 내포된 문장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그러므로 (13ㄴ)를 '-다는' 류 관계절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시키겠다. (13ㄱ)를 살펴보면 특정한 발화 주체인 '아내'가 있는 반면 

(13ㄷ)에서는 '가이후 현 총리'가 발화한 것보다 언중들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유력하므로 특정한 발화 주체가 일반 언중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과 같은 실제 용례들을 통해서도 '-다는' 류 관계절의 주어가 

특정 사람과 일반 언중으로 나눠짐을 알 수 있다. 

  (14) ㄱ. 거리를 배회하는 남루한 옷차림의 그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있었다. 

      ㄴ. 굳이 학교까지 따라오시겠다는 아버지를 꼭 탈퇴각서 쓸 거라고, 

그러니 함께 가실 필요 없다고 안심시켜 드리면서 학교엘 갈 때까지도 정우는 

결코 탈퇴를 생각하지 않았다.

      ㄷ. 그리고 내 후배는 지금 그 예쁘다는 여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ㄹ. 그렇다면 古今을 통하여 가장 아름답다는 그리스시대의 건물이나 

우아하고 화려한 루이王朝時代의 의상은 왜 오늘날에 再現되지 못하는 것일까?

       

  (14ㄱ,ㄴ)에서는 '목격자', '아버지'가 그 발화 주체임이 분명하지만 

(14ㄷ,ㄹ)에서는 '예쁘다는 여자', '아름답다는 건물'은 일반 언중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관계절에 나타나는 '-다는' 류 구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의미 기능, 관형사형 어미 '-ㄴ, -는, -ㄹ, -던'과의 결합, 선어말어미 

'-시-'와의 결합, 종결어미 '-다, -자, -라, -냐'에 따른 실현 표지, 그리고 

관계명사의 특징 등 문제를 일일이 논의하였다. 여전히 아래와 같은 

의문들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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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다는'과 '-단'의 연계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는'이 실제 

용례들에서 '-다고 하는', '-다고 말하는', '-다고 말해진/알려진'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현재 시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는 '-단' 형태도 '-다고 한'과 '-다는'의 줄임말로 해석 

가능하다. 교육적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해줘야 하는가. 

  둘째, '-다는/단/달'로 각각 시제 대립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 실제 

용례를 찾아본 결과, '-달/냘/잘/랄' 형태가 구어에서 많이 나타나며 '것, 

수, 뿐, 때' 등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미래를 

의미하는 시제요소로 설정하는 것이 해석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단/잔/냔/으란' 형태를 보면 실제로 '-단/잔/냔/으란 말이다'라는 

구문으로 많이 사용되며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도 하나의 문형으로 

설정되고 있다. 

2.2. 긴 동격절의 문법화 특성

  한국어 관형사절의 또 다른 유형은 동격관형사절이다. 동격절과 

관계절의 가장 큰 차이는 관계절을 서술어 구문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논항이 공유되는 데에 비해 동격절의 경우에는 전개 과정에서 

공통된 논항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연구자에 따라 동격절은 명사구 

보문9), 혹은 보문절이라고도 많이 불러왔다. 또한 의미론적 관계에 있어 

동격절이 피수식 명사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절이라고도 한다. 

동격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보문명사라고 한다. 흔히 동격절 유형 

9) 기존의 연구에서 동격절을 명사구 보문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 남기심
(1973)에서 내포문이 종결어미로 끝나는가의 여부에 따라 완형보문과 불구보
문으로 분류한 바가 있고 우형식(1987)에서도 불구-동격관형절과 완형-동격
관형절로 나누어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본관 외(2015:266)에서 논의한
듯이 동격절을 보문절이라고 하면 "핵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으로서의 절
명칭인 '보문'과 이름이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동격절의 피수식 명사
는 반드시 동격절이 필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문절'과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는 본고는 '보문절'이 아닌 '동격절'
로 칭할 것이고 '동격절'을 다시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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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다시 갈라 연구를 하는데, '-다는'처럼 문장의 종결어미가 탈락하지 

않은 채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은 긴 동격절10)(혹은 

완형보문, 간접보문)이라고 하며 종결어미가 탈락한 후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는 것은 짧은 동격절(혹은 불구보문, 직접보문)이라고 한다.   

  앞에서 긴 관계절 표지인 '-다(고 하)는, -자(고 하)는, -냐(고 하)는, 

-라(고 하는)' 등에 대해 분석한 것처럼 긴 동격절의 표지부터 먼저 

살펴보겠다. 논의의 편의상으로 '-다는'을 대표형으로 하겠다. 동격절에 

나타나는 '-다는'이 '-다고 하는'과의 관련성, '-단, -달, -다던'과의 

대립성, 선어말어미 '-시-'와의 결합 문제, 그리고 '-다는'에 대한 통시적 

고찰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15)ㄱ. 효실은 차마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쑥스러웠던 

것이다.  

     ㄱ'. 효실은 차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쑥스러웠던 것이다. 

     ㄴ. 루브루 박물관으로 가면 다빈치의 <모나리자> 원본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일행들 사이에 쫘악 퍼졌다. 

     ㄴ. 루브루 박물관으로 가면 다빈치의 <모나리자> 원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 일행들 사이에 쫘악 퍼졌다. 

     ㄷ.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는 충고를 자주 들었다. 

     ㄷ'.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고 하는 충고를 자주 들었다. 

    

  (16)ㄱ. 죽은 아버지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ㄱ'. ?죽은 아버지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ㄴ. 나는 그녀가 몸이 약해 자주 쓰러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10) 최규수(2009), 구본관 외(2015)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관계절에서는 '-다
는' 등에 의한 긴 관형사절 형식이 없기에 '긴 관형사절'과 '긴 동격절'은 똑
같은 것을 가리키며 그로 인해 두 가지 용어로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
다. 그러나 앞에 '-다는'에 의한 관계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은 동격절 뿐만 아니라 관계절, 심지어 추후에 살필 연계절에서도 '-다(고
하)는'과 같은 형태가 사용된다. 본고는 서술의 통일성을 위해 긴 관형사절을
긴 동격절을 포함한 한 층위 높은 범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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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나는 그녀가 몸이 약해 자주 쓰러진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ㄷ. 어느 정도 돈은 있지만 언니가 무척 외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ㄷ'. ?어느 정도 돈은 있지만 언니가 무척 외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김선효 2004)

  우리가 앞에서 이미 긴 관계절에서 '-다는'이 쉽게 '-다고 하는'으로 

환원할 수 있음을 밝혔다. (15)은 '말, 소문, 충고' 등 발화명사를 

수식하는 긴 동격절의 경우이고 보이듯이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바꿔 써도 문장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물론 (15)에서 '-다고 

하는'으로 환원하면 문장이 덜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지만, 문장 의미 

차이가 많이 나거나 비문이 되지는 않다. 그러나 (16)에서 보문명사에 

따라 '-다고 하는'으로 바꿔 쓴 문장들의 수용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선효(2004)는 (15)에서의 '말, 소문, 충고'와 같은 

명사를 언어수행적 명사, (16)에서의 '믿음, 생각, 사실'과 같은 명사를 

정신활동적 명사로 분류해서 동격절을 이끄는 '-다는'과 '-다고 하는'의 

교체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는 '-다고 하는'이 

인용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믿음, 생각, 사실' 등 정신활동적 명사인 

경우, 화자와 청자가 동일인물이며 동일한 지시 대상에 인용의 고유 

속성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김선효, 2004:169)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 선 남신혜(2013)는 '-다는'에 이끌리는 동격절의 

꾸밈을 받는 정신활동적 명사들도 '-다고 하는'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말' 같은 음성적이거나 문자라는 방식을 

통해 전달되는 것 외에 '생각, 견해'도 역시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남신혜(2013)의 견해와 일치한 것으로 '-다는'에 

이끌리는 동격절에서 발화나 생각 등 의미를 가진 보문명사를 수식할 때 

'-다고 하는'으로 환원해도 문장이 비문이 아니며 단지 '-다고 하는'보다 

전달성이 조금 더 약하다고 본다. 다만 발화나 생각을 뜻하지 않는 

보문명사의 경우, 예를 들면 '사실, 장점' 등이 '-다고 하는'에 이끌리는 

동격절의 수식을 받을 때 그 수용력이 어떤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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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발화명사인 '말'을 수식하는 경우더라도 '-다고 하는'으로 

환원하면 같은 구조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 

  (17)ㄱ. 그는 명희가 결혼했다는 말을 하였다.

     ㄴ. ?그는 명희가 결혼했다고 하는 말을 하였다. 

     ㄷ. ??그는 명희가 결혼했다 하는 말을 하였다. 

     ㄹ. 그는 명희가 결혼했단 말을 하였다.

(임동훈 1995)

  인용 의미를 가지는 '-다고 하-'중의 '고'가 탈락하기 쉽다는 특성이 

김선효(2004:165)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17ㄱ)의 '결혼했다는'을 

'결혼했다고 하는'으로 환원한 것은 (17ㄴ)에서 제시되었고, (17ㄷ)은 

'결혼했다고 하는' 중 '고'가 탈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임동훈(1995:120-124)에서 (17ㄷ)처럼 '하는' 앞에의 피인용문과 그 

사이에 휴지가 오기에 피인용문은 강조되거나 직접 인용되는 느낌이 

든다. 이때 (17ㄱ)의 '-다는' 중의 '-는'이 (17ㄴ)의 '하는' 중의 '는'이 

서로 다른 구조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ㄱ)과 (17ㄹ)의 비교를 통해 동격절에서 표지 '-단'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다는'의 줄임말로 항상 현재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는'에서 '-단'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먹느냐'가 구어체에서 

'먹냐'로 줄어드는 것처럼 '느'가 쉽게 빠지는 사실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나, 관형사형 어미 '-는'이 다른 환경에서 '-ㄴ'으로 줄이는 예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동격절에서의 '-다는'의 '-는'이 일반 관형사형 

어미 '-는'과 다르다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격절에서의 '-다는' 혹은 '-다고 하는'을 하나의 

통합형 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대다수이다.(이홍식 1999, 김선효 2004, 이관규 2007, 

오윤경·신연수 2016 등) 동격절을 이끄는 '-다는'을 하나의 어미로 

처리하게 되면 선어말어미 '-시-'와의 결합 순서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8) ㄱ.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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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사업에 참여하겠단 서명을 받았다. 

      ㄷ. 사업에 참여하시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ㄹ. *사업에 참여하겠다시는 서명을 받았다. 

(오윤경·신연수 2016)

  (18ㄱ,ㄴ)을 통해 동격절에서 '-단'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지 않고 

오로지 '-다는'의 축약형으로 사용되고 있고 의미차이도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8ㄹ)에서 긴 동격절 표지인 '-다는'이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할 때 '-시-'를 가운데 넣을 수 없다. 그리고 시제 대립 

문제에 있어서도 긴 관계절의 '-다는'과 다른 양상이 나온다. 

  (19)ㄱ. 철수가 곧 결혼한다는/결혼한단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ㄱ'. *철수가 곧 결혼한달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ㄷ. ??철수가 지난 학기에 이미 졸업했다던 소문이 돌았다. 

(오윤경·신연수 2016)

  긴 관계절의 경우, '-다는, -단, -달, -다던' 각각 시제나 상에 있어 

대립되지만 (19ㄱ,ㄱ')에서 볼 수 있듯이 동격절에서 시제 대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이라는 형태의 사용이 극히 희한하다. 또한 (19ㄷ)을 

통해 동격절에서 '-다는'과 '-다던'이 잘 대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말뭉치를 살핀 결과, '-다던/자던/냐던/으라던'으로 동격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다. 

  (20)ㄱ. 부산 어디선가 전교조 가입한 딸의 아버지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던 

기사가 떠올랐다.(유시춘, 『닫힌 교문을 열며』, 사계절, 1990.)

      ㄴ. 방송 보도를 바탕으로 사인의 실체적 진실을 파고 들어가자던 처음의 

생각 대신, 서울방송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쪽으로 취재방향을 

잡았다.(간조선 편집국, 『월간조선 158호』, 조선일보사, 1993.)

      ㄷ. 감기엔 꼭 대추차를 끓여 먹으라던 친구의 짓궂은 강요도 

기억난다.(월간 에세이 편집부, 『월간 에세이』, 월간 에세이, 1994.)  

      ㄹ. 컴퓨터로 작업하지 못하고 만년필로 원고지에 써내려가는 버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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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의 흉내를 내는 것이냐던 출판사 사장의 비아냥 소리도 다 들어본 

터였다.(우애령, 『당진 김씨』, 문학과지성사, 2001.)

  (21) ㄱ. 목을 매달아 죽었다던/죽었다고 하던 기사가 떠올랐다. 

                     →죽었다는

      ㄴ. 진실을 파고 들어가자던/들어가자고 하던 생각 대신. 

                     →들어가자는

      ㄷ. 대추차를 끓여 먹으라던/먹으라고 하던 강요도 기억난다. 

                     →먹으라는

      ㄹ. 흉내를 내는 것이냐던/것이냐고 하던 소리도 다 들어본 터였다. 

                     →것이냐는

 

  (21)은 (20)에서 문장을 간단화한 예문이다. 예문에서 '-다는'과 

'-다던'이 모두 동격절을 이끌어 명사를 수식하여 해당된 내용을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있다. '-던'은 기본적으로 회상을 나타내는데 형용사 뒤에 

붙으면 과거의 어떤 상태를 드러내고 동사 뒤에 붙으면 미완(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음)을 드러낸다. 종결어미를 유지한 채 '-던'과 결합하여 

형성된 '-다던/자던/으라던/냐던'도 역시 이러한 기본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 (21)에서 제시된 예문들을 서로 비교하면 '-다던'이 쓰인 문장이 

들은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 화자의 개입이 더 

뚜렷해진다. 객관성을 요구하는 신문 기사가 아닌 에세이, 소설 등 

장르의 텍스트에서 (20)의 예문을 발췌한 사실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관계절에서의 '-다는'이 쉽게 인용을 의미하는 '-다고 하는'과 연관 

지을 수 있지만, 동격절의 '-다는'이 보문명사에 따라 인용의 의미가 

분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이로 인하여 '-다는'과 '-다고 

하는'의 환원 여부가 관계절이냐, 동격절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관형사절과 피수식명사 간의 관계, 그리고 피수식명사의 의미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격절의 경우, 보문명사의 의미 해석에 따라 

'-다고 하는'으로 바꿔 쓴 문장의 수용력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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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명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은 '-다는' 외에 

'-자는/냐는/으라는'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한다. 

  이어서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 ㄱ.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ㄱ'. *그녀가 결혼한 소문이 떠돌았다.  

      ㄴ. 나는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 

      ㄴ'. *나는 그를 만났다는 기억이 없다. 

(고영근·구본관 2018)

  (22ㄱ,ㄴ)에서 각각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관계명사 위치에 모든 명사가 올 수 있다고 하였는데 동격절의 

경우, 보문명사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들의 개별적인 의미특성으로 

인해 특정 관형사형 어미를 요구하기도 한다. 가령, (22ㄱ)의 '소문'처럼 

'-다는'으로 이끌리는 긴 동격절의 수식만 받는 명사가 있는가 하면, 

(22ㄴ)의 '기억'처럼 '-ㄴ/은, -던, -었던' 등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이끌리는 짧은 동격절의 수식만 받는 명사도 있다. 이러한 어미 

선택 제약은 의존명사를 수식할 때도 나타난다. 

  

  (23)ㄱ. 영희는 피아노를 *친/*치는/칠 줄을 모른다. 

      ㄴ. 나는 영희가 집에 간/가는/갈 줄 알았다. 

(이익섭·임홍빈 1983)

   (23ㄱ)의 '줄'은 방법을 뜻하는 '줄', (23ㄴ)의 '줄은' 내용이나 상황을 

뜻하는 '줄'이라고 하는 식으로 특정 관형사형 어미 선택 제약을 해석할 

수 있겠으나, 어휘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의미와 관련 지어 해석하기 

어려운 명사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를 교육할 때 '-다는 

소문, '-ㄴ/은 기억',  '-ㄹ/을 줄11) 알다/모르다'와 같이 어휘적 교육으로 

11) 특히 의존명사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선택 제약 외에 문장 성분이나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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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김서형·홍종선 2010) 

  한편 '-다는', '-(으)ㄴ'의 수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보문명사도 있다. 

  (24) ㄱ. 그는 의사노릇을 했다는 전력(前歷)을 가지고 있다. 

     ㄴ. 그는 의사노릇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남기심 1983)

  (24)의 '전력'처럼 긴 동격절, 짧은 동격절을 가리지 않고 모두 수식될 

수 있는 명사도 있다. 남기심(1983)에서 짧은 동격절보다 긴 동격절은 좀 

더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고 짧은 동격절의 

경우, 오히려 좀 더 내적이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향이 드러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리하여 보문명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긴 동격절의 수식만 받는 보문명사, 하나는 짧은 동격절의 

수식만 받는 보문명사, 그리고 마지막은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 

모두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보문명사이다. 남기심(1983), 우형식(1987), 

강범모(1983) 등 연구에서 보문명사의 분류에 대해 자세히 논술한 바가 

있는데 아래는 기존 연구들에서 정리된 보문명사의 일부 목록이다. 

문 동사와의 공기 제약 등을 고려하여 덩어리로 교수·학습하고 있다. 그리하
여 본고는 긴 관형사절 형태를 취하는 의존명사 '것, 듯' 등을 따로 묶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남기심

(1983)

동 격 절 의 

구조에 따

른 분류

ㄱ. [+완보] 

a. 사실, 약점, 욕심, 이점, 결심, 목적, 흔적, ... 

b. 소문, 낭설, 소식, 연락, 질문, 불안(감), 얘기, 보도, 

헛소문, 보고, 오보(誤報), 정보, 문제, 독촉, 명령, 의미, 

전언(傳言), 농담, 고백, 예감, 눈짓, 이론, 말, 설명, 믿

음, 이유, 인상, ...

ㄴ. [-완보]: 가능성, 용기, 불상사, 사건, 기억, 경험, 

일, 모양, 눈치, 줄, 바, 수, 데, 리, ...

ㄷ. [+완보] 혹은 [-완보]의 양면적인 것. 

<표 Ⅱ-5> 보문명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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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죄목, 혐의, 의심, 전력(前歷)

b. 것

우형식

(1987)

동 격 절 의 

구조에 따

른 분류 

ㄱ. [+완형]: 믿음, 추측, 상상, 확인, 설명, 신고, 고소, 

발표, 말, 증언, 논평, 예언, 대답, 단언, 선언, 명령, 충

고, 주장, 질문, 낭설, 의심, 진술, 교훈, 어명, 권유, 허

락, 눈짓, 문의, 제안...

ㄴ. [±완형]: 약속, 정보, 사실, 약점, 이점, 죄목, 혐의, 

전력, 태도, 보람, 이유, 구실, 역할, 느낌, 특성, 일화, 

사정, 열성, 사명, 정성, 기사, 용기, 목적, 결힘, 생각, 

계획...

ㄷ. [-완형]: 가능성, 개연성, 불상사, 경험, 기억, 동기, 

다음, 가운데, 경우, 까닭, 과정, 사례, 경향, 용의, 의지, 

동시, 뒤, 결과, 이상, 모양, 순간, 틈, 면, 사이, 마당, 

사건...

종 결 어 미

의 서법에 

따른 분류

ㄱ. [+서술]: 사실, 소문, 소식, 주장, 단언, 보도, 고백, 

낭설, 믿음, 죄목...

ㄴ. [+명령]: 명령, 요청, 독촉...

ㄷ. [+의문]: 질문, 의문...

ㄹ. [+청유]: 제안, 약속...

사 실 성 에 

따른 분류

ㄱ. 사실 보문명사: 사실, 행위, 행동, 모양, 광경, 모습, 

소리, 느낌...

ㄴ. 사실 전제 보문명사: 소문, 정보, 전력, 죄, 소식, 혐

의, 이론, 보고, 보도, 말, 주장...

ㄷ. 비사실 보문명사: 헛소문, 낭설, 오보, 거짓말...

강범모

(1983)

사 실 성 과 

명 제 성 에 

따른 분류

ㄱ. [+사실성, +명제성][±완형]: 사실, 약점, 진실, 점, 

이점, 장점, 단점, 잘못, 오류, 불상사, 경험... 

ㄴ. [+사실성, -명제성][-완형]: 행동, 모양, 행위, 과정, 

용기, 눈치, 상태, 모양, 광경, 장면, 경치, 모습, 소리, 

목소리, 느낌, 냄새, 기분, 맛...

ㄷ. [-사실성, +명제성][+완형]: 소문, 보도, 헛소문, 정

보, 전언, 명제, 이론, 결론, 글, 낭설, 오보, 특징, 특성, 

쪽지, 제목, 죄목, 논증, 보도, 농담, 편지, 전화, 말, 중

장, 설명, 보고, 연락, 이야기, 고백, 증언, 기별, 믿음, 

의견, 생각, ...

ㄹ. [0사실성, +명제성][±완형]: 죄, 사건, 전력, 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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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혐의, 건...

ㅁ. [0사실성, 0명제성][±완형]: 것

장경희

(1983)

지 시 물 에 

따른 분류

ㄱ. [+완형]: 발화명사: 소문, 말, 기록...

ㄴ. [+완형]: 정보명사: 생각, 추측, 판단...

ㄷ. [-완형]: 사건명사: 일, 사건, 죄...

차준경

(2009)

명 사 의 미

에 따른 

분류

ㄱ. 사실명사: 사실, 이점, 장점, 단점, 정보, 가정, 원칙, 

차원, 측면, 내용, 정도, 조건, 이유, 명분, 결과

ㄴ. 발화명사: 소문, 소식, 후문, 소리, 교훈, 뉴스, 주장, 

보도, 보고, 비판, 비난, 응답, 기록, 약속

ㄷ. 생각명사: 의견, 견해, 생각, 판단, 결심, 믿음, 느낌, 

계획, 전망, 환상

ㄹ. 상황명사: 일, 사건, 상황

ㅁ. 실체명사: 태도, 자세, 표정, 얼굴, 쪽지, 편지, 증서, 

논문, 낙서, 통지서

한송화

(2015)

신문 텍스

트에서 나

온 '-다는' 

보 문 명 사

의 분류

ㄱ. 발화를 인용하는 명사: 이야기, 건의, 경고, 고발, 

논쟁, 당부, 대답, 말, 목소리, 반론, 반응, 반발, 발언, 

발표, 보고, 비난, 비판, 설명, 소문, 소식, 약속, 주장, 

질문, 충고...

ㄴ. 생각을 인용하는 명사: 가정, 각오, 견해, 결심, 계

산, 계획, 관측, 구상, 기대, 논리, 느낌, 다짐, 뜻, 방침, 

분석, 불안감, 생각, 설, 소망, 시각, 신념, 아쉬움, 예상, 

의견, 우려, 의도, 의심, 의혹, 인식, 추측, 평가, 해석...

ㄷ. 사실을 인용하는 명사: 강점, 결과, 결론, 내용, 뜻, 

사실, 원칙, 의미, 이유, 정보, 조건, 증거, 징후, 판결, 

확증...

ㄹ. 상황을 인용하는 명사: 분위기, 입장, 자세, 태도...

서영석

(2017)

ㄱ. 발화명사[+완형]: 경고, 고발, 논쟁, 뉴스, 당부, 대

답, 말, 목소리, 반론, 반응, 반발, 발표, 보도, 비난, 비

판, 설명, 소리, 소문, 소식, 약속, 얘기, 여론, 요구, 응

답, 이야기, 전언, 전화, 제의, 주장, 지적, 질문, 충고, 

후문

ㄴ. 인지명사[+완형]: 가정, 각오, 견해, 결심, 계산, 계

획, 관측, 구상, 기대, 논리, 느낌, 다짐, 방침, 분석, 불

안감, 생각, 설, 소망, 시각, 신념, 아쉬움, 예상, 우려, 

의견, 의사, 의심, 의지, 의혹, 인식, 전망, 전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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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분류 변천을 보면 처음의 '-는'을 취하냐, '-다는'을 취하냐, 

아니면 둘 다 취할 수 있느냐에 따라 보문명사를 분류하였지만 점점 

보문명사의 의미를 중시해서 발화, 생각, 실체, 상황 이렇게 자세히 

분류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동격절 내포문에 보문명사에 

따라 인용 의미가 분명할 때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다. 보문명사 

분류를 두고 말하자면 발화명사, 인지명사는 쉽게 인용 의미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데에 비해, 사실명사나 실체명사는 인용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으로 장경희(1987)에서 [사실성]이나 [간접성]으로는 긴 동격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25)ㄱ. 순이가 철수를 때렸다는 {소문, 말, 기록...}이 있다. 

     ㄴ. 나도 순이가 철수를 때렸다는 {생각, 추측, 판단...}을 했다. 

  (26) 순이가 철수를 때린 {일, 사건, 죄...}가(이) 있다. 

(장경희 1987)

  (25ㄱ)에서는 긴 동격절이 '소문, 말, 기록' 등의 발화의 유형으로 

범주화되었고, (ㄴ)에서는 '생각, 추측, 판단' 등의 정보의 유형으로 

범주화되고 있다. 그리고 (26)에서는 짧은 동격절이 '일, 사건, 죄' 등의 

사건의 유형으로 범주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26)에서 짧은 동격절 '순이가 철수를 때린'은 #순이가 

철수를 때렸다#는 사건을 지시물로 지니며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요인에 

진단, 추측, 취지, 판단, 평가, 해석, 혐의, 환상

ㄷ. 사실명사[±완형]: 강점, 결과, 내용, 단점, 뜻, 사실, 

원칙, 의미, 이유, 이점, 장점, 정보, 조건, 증거, 징후, 

판결, 확증

ㄹ. 실체명사[±완형]: 얼굴, 태도, 자세 등

ㅁ. 상황명사[-완형]: 사건, 상황, 일 등



- 47 -

의하여 사건, 일, 죄, 경험, 의무, 행운, 불상사 등으로 범주화되어 

일컬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25)에서 긴 동격절도 발화 혹은 정보를 

지시물로 지니고 해당한 발화나 정보를 말, 소문, 편지, 전보, 기록, 

생각, 추측, 판단 등으로 하위 범주화되어 불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 삼각형이다.(장경희 

1987:506) 

<그림Ⅱ-1> 긴 동격절 내포문의 의미 삼각형

  C가 외부 세계의 존재하는 사건이며 B는 이 사건에 대응하는 인간 

머릿속에 존재하는 정보이고, A는 소리나 문자 형식으로 존재하는 

발화이다. 발화 A가 머릿속에 존재하는 정보 B를 표현하기 위해거나 

발화 자체인 A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법이 바로 긴 동격절의 

경우이다12). 

  

  (27)ㄱ. 순이가 철수를 때렸다. 

     ㄴ. 영호는 순이가 철수를 때렸다는 말을 다시 반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ㄷ. 영호는 순이가 철수를 때렸다는 생각을 미쳐 하지 못했다. 

(장경희 1987)

  이러한 층위에서 해석하게 되면 짧은 동격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들을 

일컬어 사건명사라 부를 수 있고, 긴 동격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들을 

발화명사나 정보명사라 부를 수 있다. 

  '-다는'에 이끌리는 동격절 뿐만 아니라 '-냐는/자는/으라는'에 

12) 장경희(1987)에서 인용절도 함께 포함하여 논의하였지만 본고에서는 긴 관
형사절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이라서 인용절을 논의 범위에서 제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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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리는 동격절도 발화명사나 정보명사에 의해 해당된 발화나 정보를 

표출할 수 있다. 

  이홍식(1999)에서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의 차이가 결국 인용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고 하)는'와 같은 형식은 발화나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화자가 특정한 사태를 사실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인지한 

것이 아니다. 가령 '사실, 약점'과 같은 발화명사나 정보명사의 성격을 

띠지 않은 보문명사라면 인용 형식을 통해서 간접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리할 것이다. 

  나아가 긴 동격절로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은 일종의 인용으로 볼 수 

있고 인용된 대상을 범주화해서 명제성 또는 명사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신문 텍스트에서 출현한 '-다는/냐는/자는/으라는'에 이끌리는 

관형사절을 고찰한 한송화(2015)는 긴 동격절의 사용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데 특정한 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선 보문명사의 

선택에 화자의 태도나 판단을 드러낼 수 있다. 가령 '말, 이야기' 등을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이 인용한 내용의 진리치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소문, 루머' 혹은 '사실, 방증' 등을 사용하여 화자가 

인용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화자가 '-다는/냐는/자는/으라는+명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인용을 통해서 특정한 의도를 달하기도 한다. 한송화(2015)에서는 

이에 대해 세 가지 설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인용된 내용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는 민감한 화제에 관한 인용에 있어서 그 진실성을 

담보하지 않으려고 하여 일종의 책임 회피 방식이다. 마지막은 화자가 

이를 통해 단언을 피하고 완곡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것, 점' 등 

짧은 동격절과 긴 동격절의 수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명사이지만 긴 

동격절을 선택한 경우, 위와 같은 기능이 더욱 부각된다. 한편 실제 

신문 텍스트에서 보문명사 중 발화와 생각을 인용하는 명사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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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9%를 차지하여 주를 이루었다. 단, 분류하기 어려운 '것, 점'은 

각각 20.085%, 6.8376%의 유인도로 전체 보문명사 사용에 있어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S-다는 것이 N이다'와 'N이 ..S-다는 

것이다/점이다/사실이다'라는 문형이 신문 텍스트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한국어 명사화에 대한 연구는 최초로 이맹성(1968)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이맹성(1968)에서는 Noun-Head Nominal의 하나로 동격 명사

화를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는 것, -다는 것'을 '-기, -(으)ㅁ'과 같이 

명사화의 한 요소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다)는 것'의 범주에 대한 논의

가 적지 않다. 이익섭·임홍빈(1983)은 '-(다)는 것'은 명사구인데 전성어

미인 '-기, -(으)ㅁ'과 같은 층위에 놓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며, '-(다)는 것' 구조가 명사화 표지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한송화(2015:216)에서 '-(다)는 것'과 같은 구조를 준명사형 관형사

절로 설정하여 비수식기능 관형사절에 분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서영석

(2017:21)에서 지적한 대로 준명사형 관형사절에서도 수식의 기능을 하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33)ㄱ. 대용: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것을 몰랐다. (것=사실)

     ㄴ. 종결형 표현: 좋은 책은 좋은 독자가 만드는 것이다. (S+-은/는 

것이다)

     ㄷ. 명사형 구성: 나의 장점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N이 

N이다) 

 

  (33)에서 제시된 대용, 종결형 표현, 명사형 구성 중 의존명사 '것' 

앞에 '-다는, -은/는'을 모두 붙어 쓸 수 있다. (33ㄱ)에서의 '것=사실'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것'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때 '사실, 현상, 

물건' 등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송화(2015)에서 이를 준명사절의 

표지로 보고 있다. (33ㄴ)에서는 '-는 것이다'를 제거해도 문장이 여전히 

성립한다는 점에서 장미라(2009)와 남가영(2009)에서는 'S+-(다)는 

것이다'구조 중의 '-(다)는 것이다'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명제의 사건 

내지는 상태를 객관화하여 청자에게 단정적으로 제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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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거나(장미라, 2009:231) "화자가 해석적 환언을 통해 텍스트를 

응집성 있게 구성하는 역할"로 사용된다(남가영, 2009:328). '-다는 

것이다'는 화자가 타인의 목소리처럼 자신의 해석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는 것이다'와 대치 가능한 맥락에서 미묘하게 차이난다고 

남가영(2009)에서 제시한 바도 있다. (33ㄷ)는 얼핏 보면 (33ㄴ)과 같은 

구조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33ㄷ)은 '장점'과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고 또 '-다는 것이다'가 없어지면 문장 

성립이 되지 않다는 점에서 (33ㄴ)과 구별된다. 이때 흔히 

'장점/단점/특징 등이 ...-다는 것이다' 또는 '-다는 것이 ...장점/단점/특징 

등이다'라는 문형으로 많이 사용된다. 서영석(2017:22)에서 지적한 대로 

(33ㄷ)과 같은 경우에 공기되는 명사는 긴 동격절에 쓰이는 보문명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긴 동격절의 보문명사를 가르칠 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보다시피 '-다는 것'과 '-은/는 것'과 공기명사에 따라 달리진다는 

명확한 특징이 있는 (33ㄷ)과 같은 구조에서 그나마 '-다는'과 '-은/는'의 

차이가 크다. 대용으로 쓰이는 '것'과 하나의 문형으로 쓰이는 '-(다)는 

것이다' 구조에서 '-다는'과 '-은/는'의 의미적 차이점이 몹시 미묘하고 

구별하기 어렵다. 

  한편 한송화(2013)의 통계 결과를 보면 신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긴 

동격절의 보문명사 중, '것'은 20.085%의 유인도로 다른 보문명사들보다 

훨씬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습자 말뭉치 중 관형사절의 

사용 양상을 고찰한 한송화(2015)에서는 '-(다)는 것'에 의한 준명사절은 

11.187%로 전체 관형사절 사용 중에 낮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모어화자나 학습자에게 '-(다)는 것' 구조를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다는 것'과 '-는/은 것'이 사용 빈도가 높지만 형태나 통사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두 가지 구조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고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여 의미·기능을 고려하여 갈라질 수 있는 최소의 단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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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명사형 관형사절 '-다는 것', 완곡 표현 수단 '-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박기덕(1983)에서 관형어의 생성 원인과 변형작용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다. 체언을 강조하기 위해 발생하는 일원변형과 두 개 이상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발생하는 이원변형, 그리고 보다 복잡한 

구성을 하는 문함요소변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변형 과정을 거친 

문장은 관형어가 생기지 않고 그대로 원래 문장의 서술어가 된다. 

'-다는 것이다'는 그것이다. 

(34) ㄱ. 그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ㄱ'. 그가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박기덕(1983)는 (예ㄱ')에서 '사실'을 강조하는 의도가 있겠지만, 꼭 

강조가 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문장의 미묘한 차이를 드러낼 

때 이 변형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는 것이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가영(2009)과 장미라(2009)가 

있다. 통사적으로 보면 '-다는 것이다'는 'NP1가 NP2이다'와 'S+-다는 

것이다'로 나눌 수 있다. 앞절에서 다룬 것은 'NP1가 NP2이다'에 

해당되고 이 절에서 다룰 것은 'S+-다는 것이다'에 해당된다. 

남가영(2009)에서 '-는 것이다' 및 '-다는 것이다'를 굳어진 구문이라 

보고 두 구문의 통사 특징 및 의미기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는 것이다'의 실제 구사 양상을 보면 '-ㄴ/은/는/(었)던 것이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명제의 사건, 상태를 객관화하여 청자에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앞의 내용을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문두에 '따라서, 즉, 쉽게 말하자면, 한 마디로 

말하자면' 등의 표현이 오는 동시에 끝에 '-(다)는 것이다'가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35)따라서 북한당국은 그들의 인간성 회복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성해야 함은 물론, 세계 인류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36)ㄱ. 쉽게 말하자면 사물을 따로따로 알아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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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즉, 남성은 단 한 번에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내는 데 비해 

여성들은 남성보다 좀 더 까다롭게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르기 때문에 옷을 

사는데 시간을 더 투자한다는 것이다. 

     ㄷ. 한 마디로 말하자면, 아무리 위대한 과학 기술의 힘이지만 인간의 

생활 공간을 무제한 확장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장미라, 2009:232)

  '-는 것이다'는 선행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단언, 판단을 드러내는 

데에다가 '-다는 것이다'의 사용에서 우리가 화자가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인용하듯이 표출하고자 하는 관점과 거리를 두고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는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다는 것이다'는 문맥 

의존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화자의 의도와 태도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한편, 남가영(2009)에서 '-(다)는 것이다'의 텍스트 기능을 언급하였다. 

  (37)ㄱ.한 시중 은행 자금 담당자는 "한동안 하루짜리 초단기대출로 의존했던 

은행들이 가격불문하고 기간물 차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달러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ㄱ'. 한 시중 은행 자금 담당자는 "한동안 하루짜리 초단기대출로 

의존했던 은행들이 가격불문하고 기간물 차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달러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남가영, 2009)

  (37)에서 볼 수 있듯이 '-(다)는 것이다'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선행 

문장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며 이 구조를 통해 뒷문과 

전문의 응집성이 높아졌다. (37ㄱ)에서의 '나선다는 것이다'는 마치 그 

'시중 은행 자금 담당자'가 말한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 (37ㄱ')에서의 

'나서는 것이다'는 해석하는 데에 화자 자신의 입장이 더욱 선명해지며 

선행 내용에 대한 화자의 관여성도 더욱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맥에서 

'-다는 것이다'와 '-는 것이다'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나 교체 사용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는 것이다'와 교체 불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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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자는/냐는/라는 것이다'가 쓰인 문장도 존재한다. 

  (38)ㄱ. 그런데 공주는 죽어도 바보 온달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ㄱ'. 공주는 죽어도 바보 온달과 결혼을 할 것입니다.

     ㄴ. 새 어머니는 팥쥐와 새 옷을 차려 입고 나가면서 콩쥐에게는 힘든 

일을 시키고 그 일을 다 끝내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ㄴ'. *새 어머니는 콩쥐에게는 힘든 일을 시키고 그 일을 다 끝내면 올 

것이었습니다. 

(장미라, 2009)

  (39)ㄱ. 국어과 평가를 반성적으로 고찰함에 있어 국어과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 전제에서 거론한 국어과 평가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염두에 두자는 것이다. 

     ㄱ'. 앞 전제에서 거론한 국어과 평가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ㄴ.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행보를 놓고 의혹의 시선도 없지 

않다. 이 의원이 소장파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곽 때리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ㄴ'. *이 의원이 소장파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곽 때리기'가 아닌 것이다. 

(남가영, 2009)

  (39)에서는 모두 구어체로 나타났는데 이때 '-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는 문장 주어인 '공주는, 새어머니는'과 공기되어 남의 

발화를 인용하는 동시에 인용된 내용을 강조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39ㄱ)과 (39ㄴ)에서 쓰인 '-자는 것이다'와 '-냐는 것이다'를 비교하면 

'-자는 것이다'가 화자의 환언 해석으로 볼 수도 있고, 앞 문맥에서 

언급한 발화주체의 목소리로 볼 수도 있으나, '-냐는 것이다'는 확실히 

화자의 주장이 아니라 당 일각에서 낸 목소리처럼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의 '-다는 것이다'는 '-다고 하는 것이다'에서 '고 하-'가 

생략하여 변해온 표현으로  '-은/는/을 것이다'로 바꾸면 뜻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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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거나 비문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는 것이다'는 비록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N이 S-다는 것이다'의 문형에 속해 있다. 

다만 이때의 주어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제시되거나 앞에 전체 

문맥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다는/자는/냐는/라는 것이다' 구조는 

인용의 의미가 약할수록, 환언 해석 기능이 강해지며, 문법화 정도가 

높아지고 하나의 굳어진 단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40)ㄱ. 그리고 하는 말이 2001년에는 1일 40만여 명의 많은 승객이 이용하게 

될 것이니 양해하라는 것이었다. 

     ㄴ. 파업에 강경한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연내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이상의 약속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ㄷ. 이들 외국인학교에는 또 상당수 무자격자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으로는 외국인이나 5년 이상 외국에서 살다 일시 귀국한 한국 

학생만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해외 유학 및 특례 입학 등의 

연결고리로 입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송화 2013)

  (40ㄱ)는 '하는 말이 ...양해하라는 것이었다'라는 문장 구조로 'NP1가 

NP2이다' 문형에 해당함이 분명하는 반면에, (40ㄴ, ㄷ)는 '-다는 

것이다'를 제거해도 문장이 여전히 성립하기 때문에 'S-다는 것이다' 

문형에 해당하며 인용 의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40ㄷ)의 경우, 

'-다는 것이다'는 화자의 주장을 마치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합의된 

내용처럼 표출함으로써 청자나 독자로부터 공감이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일종의 완곡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3. 긴 연계절의 문법화 특성

  전통문법에 한국어 관형사절의 유형으로는 관계절과 동격절 또는 

보문절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게절도 아닌, 동격절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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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절이 논의되면서 새로운 관형사절 유형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8)ㄱ. 등산을 계속한 결과는 약간의 체중 감소뿐이었다. 

     ㄴ. 비가 그친 뒤에 무지개가 떴다. 

     ㄷ. 어제 옆집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다. 

(김지은 2002)

  (28ㄱ)에서 피수식명사 '결과'가 선행 관형사절인 '동산을 계속한'에서 

성분이 되기도 어렵고 선행 관형사절이 '결과'의 내용이 되기도 어렵다. 

(28ㄴ,ㄷ)도 마찬가지로 엄밀히 말하면 관계절로도, 동격절로도 간주할 

수 없다. 굳이 말하면 (28ㄱ)에서는 '등산을 계속하다'라는 사태(사건과 

상태의 총칭)에 '약가의 체중 감소'라는 사건이 후속되어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28ㄴ)에서는 '비가 그치다'라는 사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뒤에 '무지개가 떴다'라는 사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28ㄷ)에서는 

사태 '그릇 깨지다'라는 조건에 수반되어 '소리가 났다'라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피수식명사에 의해 앞절 내용과 뒷절 

내용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은 김지은(2002)에서 연계절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연계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김지은 2002:166) 

ㄱ. 결과, 대가, 보람, 효과, 흔적, 후유증, 덤, 불똥, 여파, 징조, 기미, 

조짐, 준비, 자격, 가치, ...

ㄴ. 뒤, 다음, 가운데, 사이, 끝, 후, ...

ㄷ. 냄새, 소리, 표정, 연기, 재, ...

  그 중 셋 번째 분류인 명사들이 '-다는'에 이끌리는 관형사절의 

수식을 많이 받는다. 

  

  (29)ㄱ. 신 여사는 의심스럽다는 논초리로 딸을 쏘아보았다. 

     ㄱ. *신 여사는 의심스럽다고 하는 논초리로 딸을 쏘아보았다. 

     ㄴ. 아빠도 안 됐다는 기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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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아빠도 안 됐다고 하는 기색이었다. 

(김선효 2004)

  

  (29)에서 보듯이 '눈초리, 기색'과 같은 명사를 수식할 때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환원하면 문장이 많이 어색해진다. 인용을 나타내는 

'-다고 하는'으로 인용 의미를 뜻하지 않은 '눈초리, 기색'을 수식하면 

모순이 되는 한편, 긴 연계절 표지인 '-다는'이 관형사절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문법화된 표지라는 방증이다. 

  남신혜(2013)는 '-다는' 연계절이 피수식명사와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계절은 본래 명사가 지칭하는 사태가 아닌, 그와 연관된 

다른 사태를 수술한 절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복원해보았다. 

  (30)ㄱ. [어쩔 수 없다는] 눈길

      ㄴ. [[어쩔 수 없다는] 의미의] 눈길

      ㄷ.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의미의] 눈길

(남신혜 2013)

  그리하여 연계절은 '-다는'과 피수식명사 사이에 긴 동격절을 취한 

보문명사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연계절이 피수식명사의 내용이 아닌, 

숨겨저 있는 보문명사의 내용절이 되기 때문에 관계절보다 동격절에 더 

가까운 구조로 볼 수 있다. 

  아래는 남신혜(2013)에서 관찰된 '-다는' 연계절의 수식을 받는 

연계명사이다. 

  눈길, 분위기, 얼굴, 빛, 절, 자극, 표정, 어투, 한숨, 설렘, 보람, 

괴로움, 기쁨, 시선, 인상, 자세

이런 경우에 연계절에서 시제 대립은 물론 '-다는' 가운데 선어말어미 

'-시-'와의 결합도 역시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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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ㄱ. 신 여사는 의심스럽다는/의심스럽단 눈초리로 딸을 쏘아보았다. 

      ㄱ'. *신 여사는 의심스럽다시는/의심스럽달 눈초리로 딸을 쏘아보았다. 

      ㄴ. 아빠도 안 됐다는/됐단 기색이었다. 

      ㄴ'. *아빠도 안 됐다시는/됐달 기색이었다. 

  이때 '-단'은 긴 동격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는'의 

줄임표현으로만 작용되며 과거를 드러내지 않는다. 한편 실제 

말뭉치에서 '-다던'을 사용해서 연계절을 이루는 예문이 밝힘으로써 

연계절에서도 역시 '-다던' 형태가 사용됨을 알게 되었다. 

  (31) 영웅이 될 필요는 없지만 비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던 그대들의 얼굴은 

석상처럼 영원할 것이다.(이어령, 『차 한 잔의 사상』, 문학사상사, 2003.) 

  같은 명사를 수식할 때 짧은 연계절을 취하느냐, 긴 연계절을 

취하느냐에 따라 문장 해석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동격절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32) ㄱ. 영희는 재미있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ㄴ. 영희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오윤경·신연수 2016)

  (32ㄱ)은 '영희 스스로 재미있거나 웃기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쳐다보았다'고 해석되는 반면, (32ㄴ)은 '영희가 나를 재미있어하면서 

나를 쳐다보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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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어 긴 관형사절에 대한 고급 학습자의 인식 

양상 조사

  본고의 최종 목표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적합한 긴 관형사절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긴 

관형사절을 구사할 때 어떤 부분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또한 어려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긴 관형사절에 대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 

오류분석을 한 다음에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화 정도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긴 관형사절의 인식 양상을 조사할 것이다. 자세한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

1.1. 조사 방법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어 긴 관형사절은 긴 관계절, 긴 동격절, 긴 

연계절로 분류할 수 있다. 의존명사 '것'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는 것'에 의한 

명사형 관형사절이라는 유형이 따로 구분되며 또한 형태적으로 헷갈리기 쉬운 

'-다는'에 관련된 관용표현도 함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긴 관형사절은 대개 

중급부터 가르치며 고급 단계부터 줄곧 오류율이 높은 문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고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유형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어떤 용법을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주요 고찰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긴 관형사절 표지 

중 일부가 문법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모어화자와 그 

문법화 단계에 대한 인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다고 

하는'으로의 환원성, 시제 대립, '-시-'와의 결합 순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두 

집단의 인식 양상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전체 고찰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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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제 설문조사는 온라인에서 구글설문지와 문권성(問卷星)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학
습자가 목표 문법을 인지하여 무책임 응답을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설문 문항을 온라
인으로 실시하기 전에 랜덤으로 배열하였다. 

유형 고찰 내용 해당 문항

긴 관계절

'-다는'과 '-다고 하는'의 환원성

'-단'과 '-다고 한'의 환원성

'-달'과 '-다고 할'의 환원성
1, 2

'-다는', '-단', '-달'의 시제 대립성
'-시-'의 결합 순서: '-시다는' vs '-다시는' 5

긴 동격절
보문명사에 따라 '-다는'과 '-다고 하는'의 환원성 8, 10
'-다는', '-단', '-달'의 시제 대립성 3
'-시-'의 결합 순서: '-시다는' vs '-다시는' 6

긴 연계절
연계명사에 따라 '-다는'과 '-다고 하는'의 환원성 9
'-다는', '-단', '-달'의 시제 대립성 4
'-시-'의 결합 순서: '-시다는' vs '-다시는' 7

<표 Ⅲ-3> PART3-'-다는' 문법화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조사

고찰 내용 해당 문항
관형사절의 유형에 대한 인식 1
긴 관형사절의 난이도 및 어려운 부분 2, 3
긴 관형사절에 대한 학습 경험 유무 4
긴 관형사절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5

<표 Ⅲ-1> PART1-학습자가 관형사절에 대한 기초 인식 조사

유형 고찰 내용
해당 

문항13)

긴 관계절

(총 8문항)

관계명사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역할을 

할 경우
5~8

관계절 내용은 특정 사람에 의해 발화되는 경우와 

일반 언중에 의해 발화되는 경우
5, 8

서법에 따라 긴 관계절 표지의 선택 1~4
긴 동격절

(총 10문

항)

보문명사의 종류에 따른 사용
13~15, 

20~22

서법에 따라 긴 동격절 표지의 선택 사용 9~12

긴 연계절

(총 4문항)

연계명사에 따른 사용
16~19

서법에 따라 긴 연계절 표지의 선택 사용

<표 Ⅲ-2> PART2-긴 관형사절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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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1과 PART2에는 학습자만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조사 내용은 각각 5개 

문항과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PART3에는 총 31개 문장을 10개 문항으로 

묶었고, 학습자와 모어화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조사하였다. 

  PART1는 간단한 선다형으로 한국어 관형사절에 대한 학습자의 기초 인식을 

살핀 것이니 특별히 문법 사용 양상 조사가 다뤄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사용 

양상 조사는 PART2과 PART3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PART2에서는 주어진 빈칸을 채우는 완성형 테스트(문항 1~12) 및 알맞은 

표현을 고르는 선다형 테스트(문항 13~22), PART3(문항 1~10)에서는 문법성 

표지형과 유사한 형식을 정하였다. '-다는' 표지가 문법화를 겪고 있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해당 문장이 완벽히 정문, 비문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장의 정오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어색하다'라는 중간 

선택이 주어졌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번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발화를 제시한 다음에 그 발화가 '-다는' 

관계절을 내포한 문장으로 바꿔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번부터 12번에서 

모두 이 완성형을 적용하였다.  

PART2 아래 문장을 읽고 (   )에 적절한 것을 쓰십시오. 

1. 아버지: "생선 너무 먹고 싶어."
→ 생선이 (    ) 아버지를 위해 매운탕을 만들었다. 

모범 답안: 먹고 싶다는

고찰 내용: 서법에 따른 긴 관계절 표지의 선택('-다는')

<표 Ⅲ-4> 문법성 판단 테스트-완성형 예시

PART2 아래 문장을 읽고 (   )에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표 Ⅲ-5> 문법성 판단 테스트-선다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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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항을 비롯한 13번~15번 문항은 보문명사 종류(본고에 발화명사, 

인지명사, 사실명사로 분류함)에 따른 긴 동격절 표지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번 문항에서는 전설이라는 발화명사를 수식할 때 

학습자의 선택이 어떤지를 보려고 한다. 13번에서 22번은 모두 선다형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완성형과 선다형으로 나눠서 측정하는 이유는 주로 2장에서 

밝힌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문법적 특성에 의한 것이다. 1번부터 

12번까지는 긴 관계절, 긴 동격절에 관한 내용인 동시에 발화를 

인용하면서 후행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되는 표지 '-다는'이 이때 '-다고 

하는'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즉 문법화가 덜한 

것들이다. 문법화가 더할수록 발화를 직접 인용하는 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에 발화를 힌트로 응답을 요구하는 완성형 테스트가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완성형으로 조사한다면 

응답의 다양성으로 인해 분석 과정이 복잡해질뿐더러 단순한 형태적인 

오류로 연구의 주요 쟁점을 모호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다는' 문법화가 덜된 상황에 완성형을 적용하고 '-다는' 

문법화가 더된 상황에 선다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선다형의 

문항을 설계할 때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형사형 어미에 관한 오류 양상을 

주제로 한 여러 연구에서 짧은 관형사형 어미와 긴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간접 인용 어미 사이에 대치오류가 빈번하게 관찰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각각 3개의 답을 제시하여 알맞은 것을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PART3에서 제시된 예문들은 '-다는' 문법 범주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많이 

논의되었던 것들이다. 관계절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는'은 '-다고 하는'에서 

13. 그 호수에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살고 (  )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A. 있다는         B. 있는        C. 있다고

정답: A. 있다는

고찰 내용: 긴 동격절, 발화명사 - 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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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가 생략하여 이루어진 문법으로 인용의 의미를 강하게 띠므로 

관계절에서는 '-다는'과 '-다고 하는'은 별 의미 차이 없이 교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관계절에서는 '-다는, -단, -달'은 각각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므로 시제 대립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대다수다. 이러한 전제 하에 <표 

Ⅲ-6>와 같은 문장들을 설정해서 학습자와 모어화자의 직관을 고찰하려고 

한다. 

PART3 아래 문장들을 읽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문장 앞에서 '√', 어색하게 
느끼는 문장 앞에서 '?', 완전 잘못된 문장으로 느끼는 문장 앞에서 '×'로 
표시해주십시오. 

1. (긴 관계절의 시제 대립 가능성)
□ 아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 아니,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 아니, 집에 간단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 아니, 집에 간다고 한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모범 답안: 
√ 아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 아니,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 아니, 집에 간단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 아니, 집에 간다고 한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고찰 대용: 
'-다는'과 '-다고 하는'의 환원성, 
'-단'과 '-다고 한'의 환원성, 
'-다는'과 '-단'의 시제 대립성. 

<표 Ⅲ-6> 문법성 판단 테스트-문법성 표지형 예시

1.2. 조사 대상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긴 관형사절 중 주로 긴 동격절의 유형만 

다루고 있다.14) 이러한 용법은 중급부터 가르치며 고급 단계까지 샅샅이 

14) <서울대한 국어>, <연세 한국어>, <경희 한국어 문법>, <이화 한국어> 교재들을
살핀 결과, '-다는 이유로, -다는 점에서, 특징은 ~다는 것이다'와 같은 문형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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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되고 있다. 학습자들이 고급 단계로 올라가도 긴 관형사절의 사용에 

있어서  줄곧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감안해서 본고는 고급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54명 학습자가 PART1~PART3의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나 연령, 토픽 급수 등을 고려한 끝에 그중에서　4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최종 분석 대상은 50명이다. 구체적인 구성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긴 관형사절 표지의 일부가 문법화하고 있는데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화자 

이 두 집단이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식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모어화자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50명을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모어화자의 기본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2. 한국어 긴 관형사절 유형에 대한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

상 및 오류 분석

2.1. 긴 관계절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긴 관계절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세 가지 있다. 첫

교육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긴 동격절의 유형에 해당된다.

고급 한국어 학습자(총 50명)
성별 연령 TOPIK 언어권

남 여 20대 30대 5급 6급 중국어 기타

5 45 46 4 3 47 46

베트남어 1, 일본어 

1, 스리랑카어 1, 

미얀마어 1

<표 Ⅲ-7> 조사에 참여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기본 정보

모어 화자(총 50명)
성별 연령

남 여 20대 30대
15 35 39 11

<표 Ⅲ-8> 조사에 참여한 모어화자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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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관계명사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역할을 할 경우 학습자의 

사용 양상과 둘째, 관계절 내용은 일반 언중에 의해 발화하는 경우나 특

정 사람에 의해 발화하는 경우에 학습자의 사용 양상이다. 마지막은 평

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 따라 학습자가 '-다는, -냐는, -라는, -자

는'을 골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음은 해당한 문항이다.  

고찰 
내용

해당 
문항

예시

주어 5
호동: "바로 이 배추겉절이가 저를 고기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 호동을 고기를 끊게 (만들었다는) 배추겉절이는 얼마나 
맛있을까?

목적
어

6

친구: "지난주에 <인셉션>을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그 영화 
감독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 친구가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게 (봤다는) <인셉션>은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다. 

부사
어

7
오빠: "난 다음 달 3일에 제대한다. 좀만 기다려." 
→ 달력을 쳐다보며 오빠가 (제대한다는) 그 날을 손가락으로 
꼽아 보면서 기다렸다.

서술
어

8

모 방송 프로그램: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 드디어 국내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답다는) 마을에 
도착했다. 

  괄호 안에 답은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비교적 가장 적합한 답이다.   

우선 다음 <표Ⅲ-9>를 통해 학습자 집단의 응답 중 긴 관계절 표지의 

사용률과 오류율을 보도록 하겠다. 

  

15) 긴 관계절 표지를 사용한 것들에 한해 오류를 분석한 결과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평균

사용빈도 20 20 24 32 -

사용률 40% 40% 48% 65% 48.25%

오류빈도15) 7 3 11 4 -

오류율 35% 15% 45.8% 12.5% 27.08%

<표Ⅲ-9>관계명사의 문장성분에 따른 긴 관계절 표지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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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9> 중 관계명사가 내포절에 주어나 목적어인 경우에는 40%의 

학습자가 긴 관계절 표지를 사용하였으며 부사어의 경우는 50%에 

가까운 학습자가 긴 관계절로 표현하였으나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할 만한 점은 서술어의 경우에 

'-다는' 어미의 사용률이 가장 높은데다가 오류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드디어 국내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답다는 마을에 도착했다."라는 

문장에서 내포절을 추출하자면, '이 마을은 국내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답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어진 발화를 이용해서 

빈칸을 완성할 때 이 문장의 구조 변형은 가장 적게 일어났다. 긴 

관계절에서 '-다는'의 의미 기능은 어떠한 사실을 들어 말하면서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즉 인용의 의미가 매우 강하다. 인용된 것은 

특정 사람의 발화일 수도 있고 일반 언중의 발화 혹은 공인된 사실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대중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중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보다 '아름답다는'을 통해 객관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실제 학습자의 응답은 다양하게 나왔는데 귀납하자면 주로 짧은 

관형사절 어미, 긴 관형사절 어미, 연결어미 세 가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Ⅲ-10>과 같다.  

해당 
문항

학습자 응답 내용
짧은 관형사형 어미 긴 관형사형 어미 연결어미 기타

5

만든(14회),
만들었던(8회),
만들어 준(2회), 
만들어 주던(1회),
만들어하는(1회), 
하는(1회), 
해주는(1회), 
한(1회)

만들었다는(11회),
만든다는(4회)
만들었다던(2회), 
만들어 준다던(1회), 
만든다던(1회), 
만든다고 했던(1회)16)

만들었으니
(1회)

-

6
봤던(22회), 
본(6회), 

봤다는(10회), 
봤다던(6회), 

-
봤지만 감독의 
이름은 기억하

<표 Ⅲ-10> 문장 성분에 따른 학습자의 긴 관계절 표지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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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10> 중 '제대한다는'이라는 문항을 제외한 다른 3개의 문항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주로 '만든다는' 혹은 '본다는'처럼 

'-었-'이 누락되는 오류나 '아름다운다는, 아름다는'과 같이 어간과 전성 

어미를 연결할 때 형태적인 오류가 나타났다. 때로는 '만들었으니'와 

같이 연결어미와 결합하거나 '봤지만 감독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이나 '아름답다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아름다운 걸로 

소문이 난'과 같이 더욱 복잡한 표현을 사용하는 학습자도 있다. 후자와 

같은 경우, 비록 예상된 '보다'와 '아름답다'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16) 2장에서 긴 관계절에서 '-다던'은 '-다고 하던'의 줄임 표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고 했던'도 여기서 긴 관계절 어미의 범위 안에 속한다고 본다.

17) '좀 만 기다려'라는 이 명령문을 가지고 변형해도 주어진 빈칸을 맞게 채울 수 있지
만 관계명사 '그 날'이 부사어가 아닌 목적어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제외하였다.

봤었던(1회)
본다는(2회), 
본다던(1회), 
봤다고 한(1회)

지 못하는(1회)

7

제대할(11회), 
제대하는(3회), 
제대한(2회),
돌아올(1회),
제대하러 갈(1회), 
약속한(1회), 
제대하겠던(1회), 

제대한다는(11회), 
제대하겠다는(2회),
제대할 거라는(2회), 
제대한다고 한(2회),
다음 달 3일에 제대한다는
(2회), 
다음 달  3일에 제대하겠
다는(1회),
제대하겠다던(1회),
말했다는(1회),
제대하겠다고 했던(1회), 
제대할 거라던(1회)

-

(각 1회씩)
기 다 리 라 고 
한17), 
기다려 달라고 
하는, 
기다려달라는, 
기다렸던, 
다음 달 3일인

8 아름다운(16회)

아름답다는(23회), 
아름답다고 하는(2회), 
아름다운다는(2회),
아름답다고 한(1회),
아름답다던(1회), 
아름답단(1회), 
아름다는(1회),
아름다던(1회),

-

아름답다고 방
송 프로그램에
서 나왔던(1회), 
아름다운 걸로 
소문이 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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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어냈다. 다만 여전히 

짧은 관형사절로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명사가 내포절 안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역할을 할 

때까지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사용은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표Ⅲ-10>의 모든 응답 결과 중에 '아름답단'이 한 번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는' 혹은 '-다고 하-'의 형태로 나타났다. '만든다고 

했던'과 같이 풀어서 사용하는 빈도가 9번이 있는데 '-다고 했던, -다고 

하는, -다고 한'이 동시에 나온 것으로 보면 시제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제대한다는' 문항에 있어서 48%의 학습자가 긴 관계절 구조로 

표현하였으나 4문항 중에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음 

달 3일에 제대한다. 좀 만 기다려.'라는 발화를 '제대한다는 그 날을 

손가락을 꼽아 보면서 기다렸다.'라는 복문으로 변형하도록 요구되는 

문항이다. 수식을 받은 '그 날'이라는 명사구는 내포절 안에 부사어 

역할을 하는데 '다음 달 3일에 제대한다는'과 같은 응답에서 학습자가 

부사어 역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기타' 

응답에서 '기다리다'의 동사로 바꿔 표현하는 것도 피수식명사가 부사어 

역할을 피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보충할 것은 많은 학습자들이 '-겠-'이나 '-을 것'을 사용해 

미래 시제를 표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짧은 관계절로 표현한 

응답 중 대부분 '제대할'을 사용한 결과와 시제 인지에 있어서 일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제대하다'와 '그 날'에 대해 미래 시제로 

인식하였지만 긴 관계절로 문장을 재구성할 때 '제대하겠다는'이나 

'제대할 것이라는' 등으로 표현하되 더 간편하게 '제대한다는'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인지가 학습자에게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서법에 따른 긴 관계절 표지에 관한 분석 내용이다. 

고찰 
내용

해당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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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학습자의 긴 관계절 표지의 기본 사용 양상은 아래 <표Ⅲ-11>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는 -냐는 -라는 -자는 평균

사용빈도 33 27 42 34 -

사용률 66% 54% 85% 68% 68.25%

오류빈도 5 9 9 3 -

오류율 15.2% 33.3% 21.4% 8.8% 19.68%

<표Ⅲ-11>서법에  따른 긴 관계절 표지의 사용 양상

  <표Ⅲ-9>과 <표Ⅲ-11>를 비교하면 학습자들은 긴 관계절을 구사하는 평균적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명사가 절 내부에 특정한 성분이 되는 
경우에  평균적인 사용률은 48.25%로 상대적으로 낮은 데 비해 관계명사가 발화 
주체이며 발화 전체를 인용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평균 사용률은 
68.25%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게다가 전자의 경우 오류율도 27.08%로 후자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관계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에 일정한 문장 성분이 될 때, 똑같이 누군가의 발화를 듣고 옮겨 
표현한다고 해도 긴 관계절 표지의 사용을 피하고 어려워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응답 결과는 다음 <표Ⅲ-12>과 같다. 

평서
형

1
1. 아버지: "생선 너무 먹고 싶어."
→ 생선이 (먹고 싶다는) 아버지를 위해 매운탕을 만들었다. 

의문
형

2
소비자: "고기가 이렇게 질긴데 정말 한우가 맞아요?“
→ 고기가 질겨서 정말 한우가 (맞느냐는) 소비자도 있었다.

명령
형

3
미국 측: "한국전쟁에서의 빚을 갚아라."
→ 한국전쟁에서의 빚을 (갚으라는) 미국과 한국의 대립이 
팽팽한 시절이 있었다.

청유
형

4
남편: "아이 없이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자."
→ 그녀는 아이 없이 둘만 행복하게 (살자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해당 
문항

학습자 응답 내용
짧은 관형사형 어미 긴 관형사형 어미 연결어미 기타

1
먹고 싶은(7회)
먹고 싶어하는(4회)
드시고 싶은(2회)

먹고 싶다는(18회)
먹고 싶다던(2회)
드시고 싶다는(2회)

먹 고 
싶다고는(1회
)

-

<표 Ⅲ-12> 서법에 따른 학습자의 긴 관계절 표지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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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시 고 
싶어하신(1회)
땡기는(1회)
먹고 싶어하신(1회)
먹고 싶었던(1회)

드시고 싶다던(1회)
드시고 싶어한다는(1회)
땡긴다는(1회)
먹겠다던(1회)
먹고 싶다고 하신(1회)
먹고 싶다고 한(1회)
먹고 싶어한다는(1회)
먹고 싶었다는(1회)
먹고 싶으신다고 
하던(1회)

2 -

맞냐는(13회)
맞느냐는(5회)
맞다는(3회)
맞냐던(2회)
맞는냐는(1회)
맞는다는(1회)
맞았냐는(1회)
맞은다는(1회)

맞냐고(1회) 생략18)

3
갚던(1회)
갚은(1회)

갚으라는(20회)
갚으라고 하는(4회)
갚아라는(4회)
갚으라고 한(3회)
갚아 달라고 하는(2회)
갚아 달라는(2회)
갚았다는(2회)
갚으라던(2회)
갚겠다던(1회)
갚라고 하는(1회)
갚라고 했던(1회)

갚아라고 
해서(1회)

갚으라고 강
요하는(1회)

4 -

살자는(23회)
살자고 했던(8회)
살자던(8회)
사자고 했던(1회)
살자고 하는(3회)
살겠다는(1회)
살다는(1회)
살자고 하던(1회)
살자고 한(1회)

살고 
싶었지만(1회

)

산다고 말했
던(1회)
살자다고 하
였던(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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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누군가의 발화를 긴 

관형사절로 바꿔 표현하는 경우 평서문에만 직접 짧은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였다.('갚던, 갚은'을 간과할 때) 물론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에서도 어떻게 보면 짧은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기 하였으나 

'-냐고/자고/라고 + 인용동사' 구조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직접 짧은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는 것과 다른 일이다. 

  평서형 '생선이 먹고 싶다는 아버지' 중에 많이 관찰된 학습자 오류는 

첫째, '-고 싶어한다는'에 대한 오용과 둘째, '-시-'의 결합 순서에 대한 

혼돈에서 비롯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의문형 '한우가 맞느냐는 소비자' 중에 형태적인 오류가 대부분이다. 

문법적으로 동사 뒤에 '-느냐'가 오는 것이 옳으나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냐'가 오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학습자 중에 '맞는냐는'처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있을 뿐더러 '맞다는. 맞는다는, 맞은다는'처럼 

서법까지 헷갈리는 오류를 범하였다. 

  명령형 '빚을 갚으라는 미국' 중에도 위의 의문형과 비슷하게 

연결방식과 서법에 따른 어미의 선택에 있어 오류를 범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갚아라는'이나 '갚라고 하는', 혹은 '갚았다는, 갚겠다던'과 

같은 응답은 그런 것이다. 

  청유형 '행복하게 살자는 남편'은 비교적 정답률이 높은 문항이다. 

'살겠다는'이나 '살다는'과 같이 '-자는'을 '-다는'으로 대체하는 오류 

외에 별다른 오류가 보이지 않았다. 

  '-다는/(으/느)냐는/(으)라는/자는'으로 관형사절을 만들어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평서형 '-다는'에서 짧은 관형사형 어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났다. 간혹 의문형,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표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식하지 못해 평서문을 사용해 버린 오류가 

있으나 흔하지 않았다. 의문형과 명령형의 경우에는 오히려 

'-으냐는/느냐는/라는/으라는' 중에 적합하게 어간과 연결할 때 일어나는 

오류가 더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청유형은 비교적 습득하기 쉬운 

18) 맞냐고 물어보는(2회), 맞냐고 의심하는(3회), 맞냐고 하는(2회), 맞냐고 했던(2회), 맞
느냐고 물어봤던(2회), 맞느냐고 한(1회), 맞는가는(1회), 맞는지 걱정하는(1회), 맞는
지 의심하는(1회), 맞다고 의심하는(1회), 맞느냐고 의문하는(1회), 맞은지 의심하는(1
회), 질기다고 생각하던(1회), 인지 의심을 하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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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2.2. 긴 동격절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긴 동격절에 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하나는 보문명사의 종류에 따른 사용 양상이다. 2장 2.2절 긴 동격절의 

문법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하는 결과가 <표 Ⅱ-5>(41쪽)로 정

리된 바가 있다. 여기서 적용한 분류는 차준경(2009), 한송화(2015), 서영

석(2017)를 종합한 것이다. 발화명사, 인지명사(생각명사로 불리기도 함), 

사실명사 이 세 가지로 나눠 각각 대표적 명사를 골라 코퍼스로 예문을 

검색하고 재구성한 끝에 다음 예시와 같은 3개의 문항을 만들어냈다. 다

른 하나는 서법에 따른 긴 동격절 표지의 사용 양상이다. 측 상황에 맞

게 '-다는/냐는/라는/자는'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지를 보려고 하

는 것이다. 이는 긴 관계절, 긴 동격절, 긴 연계절 이 세 유형에 관한 학

습자의 사용양상 중 공동적인 고찰 목표이다.

  우선 첫 번째 측면부터 살펴볼 것이다. 고찰 내용 및 응답 결과는 다

음 <표Ⅲ-13>를 통해 알 수 있다. 

고찰 
내용

해당 
문항

응답 결과

발화명사
: 전설

13
그 호수에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살고 (  )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A. 있다는(96%)       B. 있는(4%)      C. 있다고

인지명사
: 판단 

14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  ) 판단 하에 개봉 불가 판정을 
받았다.
A. 지나치다는(90%)   B. 지나치는(4%)  C. 지나친다고(6%)

사실명사
: 이유

15
직원의 제안은 회사의 정책과 (  ) 이유로 거부당했다. 
A. 상반된다는(92%)   B. 상반된(8%)    C. 상반된다고19)

<표Ⅲ-13>보문명사의 종류에 따른 긴 동격절 표지의 사용

  이러한 결과는 고급 학습자가 대표적인 긴 동격절 구문에 대한 습득이 

19) 조사는 인터넷 설문지를 돌리는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항의 배열 순서는 자동 랜
덤으로 되어 있게 설치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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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되어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나 후행 명사의 종류가 다름에 따라 사용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어렵다. 

  다음은 두 번째 고찰 내용인 서법에 따른 긴 동격절 표지의 사용 양상

에 관한 것이다. 

고찰 
내용

해당 
문항

예시

평서
형

9
이모: "서준이도 벌써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다 되었네."
→ 조카가 벌써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다. 

의문
형

10

.아버지: "영문과 나와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쉬운 
영어 단어도 몰라?" 
→ 영문과 나와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쉬운 영어 단어도 
(모르느냐는)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계속 들려오는 듯했다.

명령
형

11

의사: "간과 신장이 안 좋으니 술과 담배를 일단 끊으셔야 
돼요."
→ 그는 의사로부터 간과 신장이 안 좋으니 술과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들었다.

청유
형

12
친구: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 지나간 일이라고 그만 (잊어버리자는) 친구의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기분이 풀렸다. 

  긴 동격절 표지의 사용률과 오류율에 관하여 다음 <표Ⅲ-14>를 통해 

볼 수 있다. 

　 -다는 -냐는 -라는 -자는 평균

사용빈도 45 44 50 44 -

사용률 90% 88% 100% 88% 91.5%

오류빈도 9 17 7 14 -

오류율 20% 38.6% 14% 31.8% 26.1%

<표Ⅲ-14> 서법에  따른 긴 동격절의 표지 사용 양상

  <표Ⅲ-13>에 선다형 테스트의 응답 결과에서 보여준 긴 관형사절 

어미의 높은 사용률은 완성형 테스트를 이용한 <표Ⅲ-14>에서 보여준 

사용률은 막상막하였다. 이는 앞에서 긴 관계절에 관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에서 나온 48.25%나 68.25%의 사용률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은 바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 

관계절을 구사할 때 짧은 관형사형 어미를 선호하고 동격절을 구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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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관형사형 어미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특히 평서형 '-다는'과 관련된 

문항들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 

  서법에 따른 긴 동격절의 표지에 관한 구체적인 응답 결과는 다음 

<표Ⅲ-15>으로 보여주겠다. 

해
당 
문
항

학습자 응답 내용
짧은 

관형사형 
어미

긴 관형사형 어미 연결어미 기타

9
되는(2회
)
된(2회)

됐다는/되었다는(36회)
된다는(4회)
되었다던(3회)
되였다는(1회)
되다는(1회)

- 된다고 한 이모의(1회)

10 -

모르냐는/모르느냐는(24회)
모른다는(6회)
모르다는(3회)
몰랐다는(3회)
모르겠냐는(1회)
모르냐고 하신(1회)
모르냐고 했던(1회)
모르냐던(1회)
모르느냐고 한(1회)
모른다고 하는(1회)
모른다던(1회)
아냐고 하셨다는(1회)

모르냐고(1회
)

모르냐고 말한(1회)
모르냐고 물어보셨던(1회)
모르냐고 물어본(1회)
모르냐고 물어주시던(1회)
모르냐고 물은(1회)

11 -

끊으라는(37회)
끊어야 된다는(2회)
끊는다는(2회)
끊라고 하셨던(1회)
끊라는(1회)
끊어 달라고 하는(1회)
끊으라고 하는(1회)
끊으라고 한(1회)
끊으라던(1회)
끊으시라는(1회)
끓었다는(1회)

- -

<표Ⅲ-15>긴 동격절에서 서법에 따른 표지 사용의 구체적 응답 결과



- 74 -

  2.1절에서 나타난 관계절 문항들에 짧은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더라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제시된 동격절과 다른 특성을 

드러냈다. 평서형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생선이 드시고 싶다는/싶은 

아버지'가 둘 다 의미가 완전하지만 '됐다는 말' 대신에 '되는 말' 혹은 '된 

말'로 바꾼다면 본래 문장이 비문이 되기 때문이다.  

  의문형 '모르느냐는 아버지의 말'에 관한 학습자들의 오류는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중 많이 범한 오류는 '-다는'을 사용해 버린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간과 어미를 결합할 때 발생한 형태적 오류다. 주의할 만한 것은 다른 세 

개 문항에 비해 특정한 의문동사를 붙여 '-냐고 물어보는 아버지의 말'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 낸 학습자가 더 많았다. 이는 후행 명사 '말'의 

중립성으로 인한 의미 모호를 줄이기 위한 학습자의 의도에서 비롯하였다고 

해석된다. 

  명령형 '담배를 끊으라는' 중에 모든 학습자들이 긴 관형사형 어미로 

결합하였고 오류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끊라는'과 같은 형태적 

오류가 여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는'이나 '-어 달라는'과의 혼돈으로 

발생한 오류가 관찰되었다. '끊으셔야 돼요'라는 말을 간접 인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청유형 '잊어버리자는 친구의 말' 중에 '-자는'을 대신해 '-다는'이 아닌 

명령을 의미하는 '-라(고 하)는'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11명이나 있는 것으로 

보니 이번 문항에서 '-자는'과 '-라는'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 조사 대상 

12 -

잊어버리자는(22회)
잊어버리라는(5회)
잊으라는(4회)
잊어버리자고 하는(4회)
잊어버리자고 한(3회)
잊어버렸다는(1회)
잊어버리라고 한(1회)
잊어버리라던(1회)
잊어버리자고 했던(1회)
잊어버리자던(1회)
잊자고 한(1회)

잊어버리자고 
해서(1회)

잊어버려라(1회)
잊어버리라고 권하던(1회)
잊어버리자고 말한(1회)
잊어버리자의(1회)
잊어버여기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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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부분의 모국어는 중국어여서 이러한 결과가 모국어로부터 받은 영향일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20) 

  2.1절과 2.2절에서 언급한 1번~12번의 완성형 테스트에서 모두 '-고 하는'의 

식으로 긴 관형사형 어미를 풀어서 응답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설문조사 시작

부분의 기초 조사중에 '-다는'과 같은 붙어서 쓰는 형태만 보여줬다는 전제하

에 여전히 '-다고 하는'처럼 응답한 학습자가 있는 것으로 보면 1~12번에 제

시된 예문, 즉 문법화가 덜 된 '-다는' 표지가 쓰인 예문에서 '-다는'과 '-다고 

하는'이 같은 용법으로 쓸 수 있다는 인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음은 보문명사가 '것'일 때의 학습자의 응답 결과이다. 

  서희정(2016:41-42)에서 중국인 학부생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다는'을 써야할 자리에 '-는'을 사용한 오류가 

87개(68%)로 '-다는'을 대신 '-는'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그중 '-다는 것'으로 수정을 받은 오류가 41.6%로 절반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조사결과가 이러한 예상과 달리 대용, 

명사형 구성, 종결형, 경우에 따라 용법이 다르지만 학습자의 응답 

결과로만 보면 긴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은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다는'을 선호하는 반대된 경향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목표 문법을 의식하여 일부러 관련 형태를 찍는 것에서 

20)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치자. 중국어를 말하면 '过去的事就忘了吧‘가 되겠고 이 말은
꼭 상대방이 자기한테 과거의 일을 잊으라고 하듯이 들린다.

고찰 
내용

해당 
문항

예시

대용 20
김 대리는 종합 검진을 받고 자신에게 고혈압이 (  ) 것을 

알았다. 

A. 생겼다는(86%)       B. 생긴(14%)         C. 생겼다고  
명사
형 

구성
21

친구가 내놓은 방법은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   ) 

것이  문제였다. 

A. 낮다는(70%)          B. 낮은(30%)         C. 낮다고

종결
형

22
이 긴 소설의 주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  

 ) 것이다.

A. 된다는(96%)         B. 되는(4%)           C. 된다고

<표Ⅲ-16>'-다는 것'에 의한 준명사형 관형사절에 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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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될 수 있다. 

2.3. 긴 연계절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한국어 교육에서 긴 연계절은 앞의 두 가지 유형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긴 연계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도 상당히 

제한적이다.21) 이러한 요소는 학습자의 긴 연계절 습득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예상 하에 PART2에서는 '-다는/냐는/라는/자는+연계명사' 

구조를 가진 네 개의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설정하여 학습자의 

긴 연계절에 관한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응답 결과는 다음 

<표Ⅲ-17>과 같다.

 
  위의 응답 결과를 가지고 <표Ⅲ-14> 중 보여준 네 개 문항에서 긴 

동격절 표지의 평균적 사용률인 91.5%와 비교하면 연계명사를 수식할 

때 긴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평서형 중에 

21) 긴 연계절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긴 동격절과 함께 보문절의 범주 안에 논의했던
선행 연구가 많았다. 남신혜(2013)에서 제기한 긴 연계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연계명사라고 불리는 것들은 차준경(2009), 한송화(2015)에서는 실체명사나 상황을
인용하는 명사로 분류한 바가 있다.

고찰 
내용

해당 
문항

예시

평서
형

16
엉뚱한 그의 답변에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연계명사: 표정)
A. 어이없다는(50%)     B. 어이없는(50%)   C. 어이없다고

의문
형

17
부장님이 왜 진작 말해 주지 (않았느냐는) 눈빛으로 김 대리를 
쏘아보았다. (연계명사: 눈빛) 
A. 않았느냐는(88%)     B. 않은(8%)        C.않았냐고(4%) 

명령
형

18
형은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그냥 (가라는) 손짓을 하고 
우리를 보냈다. (연계명사: 손짓) 
A. 가라는(86%)         B. 가자는       C. 가라고(14%)

청유
형

19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21세기의 주역이 (되자는) 몸짓을 
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계명사: 몸짓) 
A. 되자는(66%)         B. 되는(12%)       C. 된다는(22%)

<표Ⅲ-17> 서법에 따른 긴 연계절 표지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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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는 표정'과 '어이없는 표정'을 응답하는 학습자는 막상막하로 

나왔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평서형에 비해 다른 3개 문항 중에는 

긴 연계절 표지의 사용률은 높게 나왔으나 짧은 관형사형 어미나 간접 

인용 어미로 잘못 사용하는 학습자도 13% 정도를 차지하였다. 

  '표정, 눈빛, 손짓, 몸짓'22)이라는 명사는 특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나 선행 관형사절과 완전히 동격 관계를 이룬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 이것은 연계명사와 (동격절의) 보문명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특히 평서형 '-다는'에 있어서 이 차이점으로 인한 의미적인 

갭이 심해질 것이다. '-냐는, -라는, -자는' 등은 더욱 선명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관형사형 어미와 구별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명령형 '가라는 손짓'에 있어서 14%의 응답자가 '가라고 손짓'을 

선택하였다. 이는 원문에 대한 다중 이해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문의 구조를 보면 '어떠한 손짓을 하다'로 이해한다면 '가라는 

손짓'이 되고, '어떡하라고 손짓하다'로 이해한다면 '가라고 손짓'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손짓을 하고'라고 제시하였기 때문에 '가라는'이 더욱 

적합하다. 

  청유형 '되자는 몸짓'은 정답률이 두 번째로 낮은 문항이다. 이는 

'된다는'이라는 선택이 간섭하는 결과일 텐데 이는 학습자가 모든 

연계절 맥락에서 '-자는'을 어려워한다고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문항에서 학습자가 '-자는'과 '-다는'을 헷갈림을 설명해 줄 수 있다. 

2.4. 소결론

  여태까지 긴 관계절, 긴 동격절, 긴 연계절, 그리고 '-다는 것'에 의한 

준명사형 관형사절의 형태통사적인 특징들을 위주로 고급 학습자의 사용 

22) 학습자가 서법에 따라 긴 관형사형 어미를 달리 사용하는지를 보려고 하면 동격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피수식명사로 네 개의 문항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코퍼스나 선행 연구 중에 '-냐는, -라는, -자는'을 사용하여 연계명사를 수식하는
예문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결국 '표정, 눈빛, 손짓, 몸짓'과 같은 의미가 가깝다고
생각한 네 개의 명사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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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중 긴 동격절에 관한 내용은 한국어 교재들 중에 가장 많이 다뤄져 

있다(서희정, 2016:50)23). 긴 동격절 관련 문항들에 있어 평균 91.5%의 

사용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실제 조사 결과도 고급 학습자가 

대표적인 긴 동격절 구성에 대한 습득이 잘 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다는 것'은 84%로, 긴 연계절은 78%로, 긴 관계절은 

58.25%로 이어졌다. 이 순서는 어느 정도로 고급 학습자가 어떠한 

관형사절 유형에 긴 관형사형 표지를 피하거나 어려워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완성형 테스트는 발화가 주어진 채 긴 관계절 혹은 긴 동격절을 

내포한 새로운 문장을 완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제시된 

예문은 발화를 인용하는 의미를 강하게 띠며 '-다는/냐는/라는/자는'24) 

표지가 '-고 하-'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응답 결과 

중 '-다고 하는/한/했던/하신'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이 관찰되었다.25) 

23) 서희정(2016:50)에 밝힌 한국어 교재 중 '-다는' 관련 문법항목의 제시 양
상:

교재 '-다는' 관련 문법적 기술

서울대

Ÿ -다는: '생각, 말, 이야기, 소식, 소문, 뜻' 등의 명사 후행

(4A)

Ÿ -은/는 –다는 것이다/점이다(4A), -다는 것은 –에서/로 알

수 있다. (4B)

Ÿ -다는 소리를 듣다, -다는 인상을 주다/받다, -의 특징은/문

제는 –다는 데(에) 있다, -다는 응답이/응답자가 –에 달하

다(5A), -다는 거야/거예요, -다는 지적이 있다/많다, -다는

점을 지적하다/인정하다/부인할 수 없다(5B)

이화여대
Ÿ -다는: '생각, 각오, 장점, 단점, 보장, 특징, 이론' 등 추상화

된 정보를 담은 명사를 한정하여 설명(6)

24) '-단'이라는 표지도 한 번 출현했으나 유일성으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어렵
다.

25) '-다고 하는' 중의 '하-'가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실
질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말하다, 묻다, 권하다' 등 동사들로 대신 쓸 수
있다. 실제 응답 결과 중에도 '-다고 말한/-냐고 물어본/-자고 권하던'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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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긴 관계절과 긴 동격절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구되는 내포문에서 짧은 관계절을 구성한 학습자와 

긴 관계절을 구성한 학습자는 량으로 비슷하게 나왔다. 특히 '-다는'로 

이끄는 긴 관계절에 있어서 인용을 피해 직접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한 

'-ㄴ/은'을 사용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예컨대, "국내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답다는/아름다운 마을에 도착했다"라는 문항은 발화자의 입장이 

다를 뿐 문법적으로 모두 맞는 표현이다. 하지만 '-냐는/라는/자는'이 

쓰인 문항에서 '-은/는'으로 대체하면 비문이 되거나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간접인용절을 내포하는 관형사절로 바꿔 쓸 수 있다. 

예컨대, "빚을 갚으라는 미국/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미국"를 "빚을 

갚는 미국"과 대비하면 알 수 있다. 

  긴 동격절에서 '-다는' 절이 피수식 명사의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다는'과 '-는'을 문법적으로 잘 구분할 수 있다.26) '-다는'과 '-다고 

하는'의 관계가 문제로다. 박형진(2018)에서 공시적으로 '-다는'을 '-다고 

하는'으로 자유롭게 환원할 수 있는 것을 "간접인용절을 내포한 

관형사절 구성"으로 범주화하며 이때의 '-는'은 어미로서 '-던'과 

계열관계를 이루므로 '-다는, -다던, '-다시는'이 모두 문법적으로 따지면 

성립되는 구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경우에 피수식 명사는 "인용의 

대상이 되는 발화의 의미 범주적 성격을 명세화하며 피인용절은 발화의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을 취할 때 '-고 하-'가 생략된 형식으로 볼 수 있는 

'-다는/냐는/라는/자는 + 피수식명사'의 구조에 대한 교육은 간접인용절 

교육을 발전하고 확대하는 데에 착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용언 어간을 '-다는/냐는/라는/자는'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형태적 오류도 줄일 수 있고, 앞뒤 맥락에 따라 

'-다는/냐는/라는/자는'에서 정확한 것을 골라 쓰는 것도 한층 쉬워질 

것이다.27) 

은 간접인용어미가 개재한 것들을 발견하였다.
26) 예컨대, ㄱ. 오늘 결석한 이유가 뭐야? ㄱ. *오늘 결석한다는 이유가 뭐야?

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오늘 결석했어. ㄴ.*몸이 아픈 이유로 오늘 결석했
어.

27)ㄱ.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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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다는'을 '-다고 하는'으로 환원이 어려운 상황은 긴 동격절의 

일부와 긴 연계절에 해당된다. 긴 연계절의 경우도 긴 관계절과 

비슷하게 '-다는'절에 있어서 '-는'을 사용해 버린 오류가 가장 많았다. 

'-냐는/라는/자는'절에는 정답률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간접인용절에 

대한 교육 심화 외에 '-다는'절과 짧은 관형사절의 의미 차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3.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학습자와 

모어화자의 인식 양상

3.1. 긴 관계절에서 '-다는'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3.1.1. 긴 관계절에서 '-다는'의 시제성 

  Ⅱ장 긴 관계절의 문법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봤는데도 미처 

해결하지 못한 난점이 있다. 첫째, '-다는'과 '-단'의 연계성을 어떻게 

찾는가 하는 것이다. '-다는'을 사용한 코퍼스 용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고 하는'이나 '-다고 알려진' 등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는'의 현재 시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한편, '-단'은 

구어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며 공시적으로 '-다고 한'과 

'-다는'으로부터 줄여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이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다. 둘째,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다는/단/달'을 통해 시제 대립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코퍼스 용례를 검색한 결과, '-달/냘/잘/랄'이라는 형태가 구어에서 '것, 

수, 뿐, 때' 등 의존명사와 함께 관용표현으로 주로 관찰되었다28). 설령 

ㄴ.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을 {?말했다, 했다}.
ㄷ.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치다(고 하)는 판단.

28) SJ-RIKS Corpus, '달, 잘'에 대한 검색 결과 추출:
ㄱ. 당신은 뭐 내가 허리 아프달 때 거짓말로라도 병원에 한번 가 보자고 권해
봤어요?(*출전: 정종명, 『숨은 사랑』, 동아출판사, 1993. 【77,504어절】)

ㄴ. 하지만 그 나 실장으로서도 이제 와서 어떻게 더 행사의 순서를 바꾸잘 수가 없었
다. (*출전: 이청준, 『춤추는 사제』, 도서출판 장락, 1979년 최초 창작/1993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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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긴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관계명사와 비슷한 경우에도 

'미래'보다 '추측'의 의미가 강하다29)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이해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문법 교육 중 이미 

'-단/잔/냔/으란 말'과 관련된 관용표현을 가르치고 있는데 시제 대립을 

위해 과거를 나타내는 '-단'과 어떻게 교육해야 효과적일지는 또 다른 

문제로다. 이 두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해답을 시도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긴 관형사절을 이끄는 표지들 중 대표적인 '-다는'을 

택하여 논의하겠다. 앞서 관계절에서의 '-다는'은 통사적 단위이기 때문에 

'-다는' 대신 '-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긴 

관계절에서는 '-다는, -단, -달'은 각각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식으로 

시제 대립이 가능하다.(오윤경·신연수) 반면 '-단'은 그저 '-다는'의 줄임말로 

두 형태는 의미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이관규 2007) 이를 좀 더 

규명하기 위해 모어화자 50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문항을 설정하여 그 

문장 성립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연스럽다'를 1점, '어색하다'를 2점, '잘못됐다'를 3점으로 설정한다면 

50명의 조사대상이 특정한 문장에 대한 평균치를 얻을 수 있다. 1점에 

가까울수록 문장의 성립가능성이 높으며 3점에 가까울수록 문장 성립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한 모어화자의 인식은 아래　<표Ⅲ-18>과 같다. 

  

개작. 【51,141어절】)
29) ㄱ. 요샛세상에 군식구 좋달 사람 없다는 거 다 알아요.(*출전: 박완서,
『한 말씀만 하소서』, 솔, 1994. 【34,479어절】)

아래 문장들을 읽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문장 앞에서 '√', 어색하게 느끼는　
문장 앞에서 '?', 완전 잘못된 문장으로 느끼는 문장 앞에서 '×'로 
표시해주십시오. 
□아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아니, 집에 간단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지금쯤 죽겠달 사람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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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문항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잘못됐다 평균치
아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66% 14% 4% 1.44

아니, 집에 간단 사람이 아
직도 안 갔어?

28% 34% 38% 2.1

지금쯤 죽겠달 사람이 묵묵
히 일만 하고 있다. 

4% 24% 72% 2.68

<표Ⅲ-19>긴 관계절 표지의 시제 대립성에 대한 인식(학습자)

  각 문항에 대한 두 그룹의 응답 결과를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Ⅲ-1>~<그림Ⅲ-4>와 같다. 

          

<그림Ⅲ-1> '간다는 사람'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비교

           

문항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잘못됐다 평균치
아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82% 14% 4% 1.22

아니, 집에 간단 사람이 아
직도 안 갔어?

66% 24% 10% 1.44

지금쯤 죽겠달 사람이 묵묵
히 일만 하고 있다. 

12% 26% 62% 2.5

<표Ⅲ-18>긴 관계절 표지의 시제 대립성에 대한 인식(모어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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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 '간단 사람'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비교

           

<그림Ⅲ-3>'죽겠달 사람'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비교

        

<그림Ⅲ-4>긴 관계절 표지의 시제성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비교

 

   '간다는 사람'이나 '간단 사람'이 문장에서 비교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데 비해 '죽겠달 사람'의 실현 방식은 비문 혹은 어색한 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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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진 응답자가 다수였다. 

  우선 모어화자의 평균치부터 살펴보면 '집에 간다고 말한 사람이 아직 안 

갔다'라는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는 발화는 1.02점인 '간다고 한 

사람'이라는 문장이다. 가장 어색하게 느끼는 것은 1.82점으로 나온 '간다고 

하는'이라는 문장이다. 한편 '죽겠달'과 '죽겠다고 할'이 내포된 두 문장의 

평균치를 통해  '-달'의 성립성이 희미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는/단/달'에 의한 관계절에 대한 모어화자의 인식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 7명의 모어화자30)에게 각각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계절에 쓰인 '-다는/단 사람'이라는 구조는 별로 차이가 

없고 과거에 일어난 사태로 보이고 시제도 과거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간다는'의 시제 문제에 있어서 모어화자의 의견이 갈라져 있긴 하다. 자세히 

말하면 7명 중 1명(KN4)은 '간다는'을 어색하다고 하고, 2명(KN6, KN30)은 

'간단'을 어색하다고 선택하였다. 이처럼 '간다는'과 '간단'의 차이를 잘 안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발화됐을 수 있다고 

부연설명을 덧붙이는 사람도 있다. 

  (KN1)(상략)'간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 되지만 뭔가 어색해. 아, 알겠어. 왜냐면 간다고 

말한 게 아까잖아. 과거라서. 이거는 '하는'이니까 지금 '집에 갈 거야. 집에 갈서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색해.(중략)'간다는 사람'하고 '간단 사람'은 차이 

없는 거 같아.  

  (KN4)'간다는'도 말이 되지만 이렇게 네 개가 동시에 제시돼 있으니까 밑의 두 개가 

위의 두 개보다는 좀 더 많이 쓰인 거 같아. 근데 위의 두 개는 누군가가 나한테 말하면 

소통의 문제는 생기지는 않아. '어,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이 안 들 거 같아. 

집에 간다고 했던 것은... 이 말을 하는 거 이전 시점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집에 

간다고 했다는 발화 자체가 과거형으로 서술되어야 할 거 같아. 그래서 '집에 간다고 

한'이 더 적절한 거 같아. '하는'은 지금 현재형이니까. 

 (KN6)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제가 인용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너 

거기 간다며?" "간다고 했잖아?" 그렀을 때 뭐뭐다고 라고 할 때. ('간단 사람'이 

어색하다 느꼈을 때는 문법적으로 안 맞다?)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가장 

30) S대 (한)국어교육 전공인 석·박사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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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거, "아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이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간단 사람', 이거 시제가 조금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이건 과거로 얘기한 거고 이거 

현재로 얘기한 거잖아요. (중략)물론 우리 “간다는”을 “간단” 이렇게도 줄여서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약간 과거에 말한 거를 오류로 말한 거처럼 

느꼈어요.

  (KN9)글쎄, 나는 읽을 때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 그냥 '간다고 하는' 이거 좀 길다? 

문장이? 굳이 꼭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중략)나 같으면 "간다는 사람" 아니면 "간단 

사람"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왜냐면 '-고 하는'이나 '-고 한'이 좀 긴 느낌이어서 말을 잘 

안 할 것 같아.

  (KN25)'집에 간다는 사람'은 아까 전에 그 사람이 얘기한 거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나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 나중에 있다 

다시 와 보니까 '오, 집에 간다는 사람 아직도 안 갔어?' 완전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막 이거 틀린 건데도 좀 그렇고. 애매해 가지고 세 번 정도 읽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체크했는데. '간다고 한 사람'. 이거 완전히 

과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던 시점이 확실히 과거일 때. 

  (KN29)느낌이 다 달라. 문어로만 봤을 때는 각각 조금씩 다른 맥락을 생각한다면 될 

것 같긴 해. 어디 끊느냐에 따라서 다 쓸 수 있긴 해.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는 거야'. 

'너 안 가?' 그러면 '어 집에 가.' 내 생각엔 "아니,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이거는 몇 번씩 간다고 계속 한 거야. 근데 계속 안 가니까 "아니,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이거고. 밑에는 한 번 듣고, 과거에 그 얘기를 하고.  

'간단 사람' 좀 헷갈릴 거 같아. 과건지, 아니면 그냥 줄임말인지. 두 가지 다 될 거 

같아. 앞에 '간다는 사람'도 뒤에 '아직도 안 갔어' 때문에 분명히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같긴 한데. '집에 간다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거처럼 과거에 

얘기했을 거 같긴 해. 하지만 '간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계속 현재처럼 

내가 '가, 가, 가.' 이렇게  들은 거 같기도 하고. 밑에 '간단'을 들을 때 확실히 과거에 

얘기를 하고 '아직도 안 갔구나'라고 느껴지거든. 

  (KN30)사실 직관적으로 처음 봤을 때는 어색한 느낌이 들었던 게 집에 간다고 말한 

시점이랑 그 다음에 아직도 안 가고 있는 시점이랑 상호 차이,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집에 간다던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이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번째랑 네 번째는 맞다고 한 이유는 이 사람이 되게 

상습적으로 집에 간다고 해놓고 안 가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이거 시점의 차이가 

아니고 이 사람의 습관 같은 거 얘기하는 거라서.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이거랑 '집에 간다고 한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간다고 하는' 해버리면 그런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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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는(어색하다). 

세 번째는 '간단 사람'도 그 의미로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간다고 하는', '간다는' 

이거를 '간단'으로 줄였다고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좀 저한테는 어색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간단'보다 '간다는 사람' 이게 더 자주 써요. 뭔가 이거는 너무 

많이 줄인 느낌이에요.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개 3가지 관점으로 귀납할 

수 있다. 첫째, 발화할 때 '간다는 사람'이나 '간단 사람'은 거의 똑같은 

뜻으로 허용된다. 둘 다 과거에 어떤 시점에 말을 했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며 '-단'은 '-다는'의 단순 줄임말이다. 둘째, '간다는 사람'과 '간단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 '간다는 사람'은 현재 시제로 나타나 그 사람이 어떤 

과거의 시점에 간다는 말을 던지는 것보다 상습적으로 계속 어떤 말을 하는 

상황에 적합해 보인다. '간단 사람'은 과거 시제로 과거에 어떤 말을 했던 

사람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7명 모어화자 중 KN6만 '-간다는 

사람'이 현재형이니까 문법에 안 맞는다고 하고 KN29, KN30만 '간다는 

사람'과(특히 '간다고 하는 사람')과 '간단 사람'의 그런 의미적 차이를 

언급하였다. <표>에서 '간다는 사람'이 1.22점의 평균치와 '간단 사람'의 

1.44점의 평균치를 생각해 보면 관계절에서 '-다는'과 '-단' 간에 그다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발화의 느낌이 강하다 보니 둘 다 과거 의미를 띤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누군가 어떤 말을 할 것이다'의 문장 구조에서 '그렇다고 말할 

누군가'라고 변형한 것으로 '지금쯤 죽겠달 사람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론적으로 정문이지만 실제로 모어화자 

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표Ⅲ-18>에서 볼 수 있듯이 50명 중 12%의 응답자(6명)만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평균치 2.5점만으로도 충분히 '-달'이란 형태가 언중들에게 

얼마나 낯선 표현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반면 '죽겠다고 할 사람'에 

대하여 72%의 응답자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골랐다. 이에 관한 

모어화자의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KN1)'죽겠달'이란 말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 '죽겠다고 할 사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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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KN4)'지금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아마 그 사람이 죽겠다고 말할 거 

같다'라는 내 추측이 들어가야 되잖아. (중략)이게 문어체 아닌 구어체잖아. 

'죽겠달'이라고 하면. 누가 나한테 써도 자연스럽게 들릴 거 같아. 근데 나 '죽겠다고 

하다' 이런 표현 자체를 안 써가지고. '힘들다고 할'은 쓰지. '지금쯤 힘들다고 할'. 

그러면 '힘들달'이 되잖아. '지금쯤 힘들달 사람'. 쓰인 거 같아. 

  

  (KN6)'죽겠달 사람'...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완전히 비문이에요. 시제고 뭐고 떠나서 

이거 완전 비문이에요.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중략)"지금쯤이면 못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하네." 그러면 더 말이 되는데. 

  

  (KN9)'죽겠달'... 이렇게 말 안 해서 내가 잘못됐다고 했거든. 

  (KN25)'지금쯤 죽겠달 사람'...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사람 평소에 이 정도는 못 

참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지금 일하고 있네. 이거 내 예상인 거. 

그 사람 평소의 행동이나 그런 거 봐서 예상이 되었는데 죽겠다고 할 거 같은 사람인데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거고. (중략)이거는 글을 쓰는 상황에서 안 써요. 근데 말할 때는 

이렇게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 이거 발화 상황인지 아니면 글을 쓰는 상황인지 

몰라서 일단은 자연스러우니까. 이 말을 쓰거든요. 줄여서 말을 하잖아요. '죽겠달 

사람이'.  

  (KN29)솔직히 말하면 '죽겠달'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저 말은 꼭...나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굉장히 비문처럼 들려. 가끔 어른들이 쓸 수 있겠지만 혹은 나도 친구들이 

있을 때 쓸 수 있겠지만, 귀찮아서 뭐 하다가 싹둑 잘라버린 말로 들리지. 내가 생각할 

때 저게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 같고. 만약에 언중들이 저 말을 쓴다고 해두 굉장히 

귀찮아서 잘라버리기 정착되었다지. 내 입장에선 저거 굉장히 문법적으로 맞아서 쓰는 

거 같지는 않아. 

  (KN30)'죽겠달'이란 표현 특히 문어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잘 못 본 거 같아요. 

구어적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죽겠다고 할'을 '죽겠달'로 바꾸는 경우는 

저는 일단 안 쓰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본 거 같아요. 

  주의할 만한 점은 '죽겠달 사람'이란 표현 자체가 아주 비문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도 구어체에서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라는 시제 의미보다 

추측, 예상 등과 같은 의미 기능이 더 강하게 적용된다. 구어체로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설문조사할 때 문어체로 관찰되면 문법적이지 않은 표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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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문장들에 대한 학습자들의 평균치를 가지고 두 그룹을 비교하면 

학습자들이 모어화자와 차이가 크게 보인 항목은 '간단 사람'이다. 66%의 

모어화자가 이 표현을 자연스럽게 보는 데에 비해 28%의 학습자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 8명31)에게 이에 관해 인터뷰를 하였는데 우선 '간단'에 

있어서 어색하다고 한 학습자들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KL14)'간단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뭔가 여기 어색한 거 같아.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 

  (KL31)관형사절에서 '간단'이란 형태가 잘 쓰지 않은 거 같아. 한국 사람들이 '간단 말

이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내가 보고 들은 바에는 이렇게 쓰지는 않아. 보통 뒤에 '말

이야'가 붙어서 관용표현으로 쓰이는 거 같아.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간다는, 

간단...줄임말이잖아. 문법적으로 틀렸다기보다 그냥 '간단'이 여기서처럼 잘 쓰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야.32) 

  (KL35)나 같은 경우는 언어 습관이랄까~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이라고 줄여 

쓰지는 않아. 평소에 뉴스를 더 많이 읽는 편이라 축약형은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33) 

  (KL37)그냥 그런 용법을 못 본 것 같아. 다른 거는 거의 다 읽어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거고.34)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교실에서 배운 것과 교실 밖에서 

경험한 것은 물론 모국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간단 사람'이 어색하다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학습자가 평소에 접해 

보지 못해서이다. 그중 KL31과 KL35가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모습도 보인다. 

31) 8명 중 6명은 중국 사람이고 1명은 일본 사람, 1명은 미얀마 사람이다. 모두 6급을 취
득했으며 한국 유학 경험이 있거나 현재 유학 중인 자이다. 

32)“用在관형사절里的时候我感觉很少用간단这种形式，比如说韩国人喜欢用간단 말이야。
我的概念里这个形式很少这么用，一般后面都跟말이야这种作一个整体去用。그렇게 한단 
말이야. 간다는, 간단就是它们俩的缩略嘛。只是说我觉得간단在这里基本上不这么用。并
不觉得语法错误。”

33)“我自己的话习惯吧～我不知道对错，就是第一个不那么缩写。可能我看新闻啥的多吧，缩写看的
少一些。”

34) “我只是好想没见过这种说法, 其他几个应该都是见过或者听过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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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31의 말대로 '~단/잔/란 말이야' 등 관용표현이 익숙해서 오히려 '간단 

사람'이라는 관형사절의 용법에 대해 부정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또한 KL35는 '간단'이라는 줄임표현은 신문, 뉴스 등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 잘 사용하지 않다는 추측에 자기가 왜 이런 형태를 

어색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추정하고 있다. 일단 학습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간다는, 간단'이 동시에 제기되면 현재나 과거 같은 시제 

의미보다 '-단'이 '-다는'의 줄임말이라는 인식이 더욱 앞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단'이란 표현이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에서 잘 

쓰이지 않고 구어에서 더 많이 나타남을 의식하는 학습자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죽겠달'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겨우 4%(2명) 학습자만 정문으로 보고35) 

모어화자보다 부정하는 태도가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KL9)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ㄹ'을 쓰는 게 이상하지 않아? 죽겠다고 하지 않았

잖아. 근데 지금 일 하고 있어. 

  (KL11)'죽겠달'이거 들어본 적 없어. 내 상식하고는 안 맞아. '죽겠다고 할 사람'이 뭔

가 어색한 거 같긴 해. '할 사람'은 미래인데 여기서 분명히 이미 말한 거잖아. 미래형을 

안 쓰는 게 맞는 거고. '겠'이 들어간다 해도 뒤에 '할'의 'ㄹ'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

어.36) 

  (KL26)'죽겠다고 할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해한 대로는, 예를 들면, 어떤 노예보고 그 

노예가 곧 죽을 거라고 말했어. 근데 누군가가 그 노예가 죽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한 거야. 그래서 '죽겠다'라는 말은 이미 한 거고 '할'을 쓰면 안 돼.37) 

  (KL30)'죽겠다고 할, 죽겠달'...들어본 적도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 왜 'ㄹ'을 쓰지? 여

기서 미래형을 쓰는 게 너무 이상한데.38) 

35) 그 중 한 명은 '죽겠달'에 '자연스럽다'고 하고 '결혼한달'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으로 
앞뒤가 모순되며 다른 한 명은 전체 문항 중 3개를 제외하고 모두 '자연스럽다'고 한 
것으로 보면 응답 결과의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36)“第二句的这个没听过，不符合我的常识。‘죽겠다고 할 사람이’感觉有点别扭，‘할 사람
이’是将来说，但是他肯定是已经说了的，不应该用将来时。‘죽겠다고’的‘겠’和后面‘할’的
‘ㄹ’是没有关系的我觉得。”

37)“第一句话我理解的是，比方说一个奴隶，别人说他快死了，但是有个人看到他并没有死，
还在这里干活儿。所以'죽겠다'这句话已经说过了，就不能再用'할'。”

38)“第一个和第二个，没听过，也没这么用过。为什么要用将来时，我觉得将来时就很不正确
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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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31)'지금쯤 죽겠다고 할 사람'. 이거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왜 '죽겠달'을 '잘못됐다

'를 찍었냐면 여기서 '-ㄹ'이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단 한 번도 들

어본 적이 없어.39)

  '간단'의 상황과 비슷하게 학습자들이 '죽겠달'이라는 줄임말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자기의 스키마와 전혀 안 맞아서 틀린 거라고 생각한다. KL31을 

제외하고 인터뷰한 학습자들이 모두 '죽겠다'고 발화하는 것을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가상해서 미래형을 쓰는 것이 문법적이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긴 관계절에서의 '-다는/단/달'에 관해 두 집단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밝힐 수 있다. 

  첫째, 모어화자든 학습자든 '-다는/단/달' 긴 관계절 내포문의 용인성에 대한 

판단은 일단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다, 혹은 어떤 말을 할 것이다'라는 

(격식을 차려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아래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에게는 발화가 이미 완성된 것이라는 인식이 앞서기 때문에 '-달' 혹은 

'다고 할'이라는 표현을 어색해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이런 맥락 하에 모어화자들이 '-다는/단'의 시제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둘 다 과거의 사태에 쓰인다고 느끼며 '-달'은 시제보다 추측, 

예상이라는 기능이 더욱 강하게 느끼지만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자들에게 과거 발화 상황에 과거형을 사용해야 되는 문법 지식이 

내재되는 바람에 '-다고 한'이라는 표현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다고 한'으로 줄여온 '-단'도 '자연스럽다'를 선택할 텐데 실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학습자들이 '-다는/단/달'이란 축약형 자체가 

서툴러서 각각 시제를 살려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단'과 '-달'이라는 표지의 시제 의미는커녕,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불명확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긴 관형사절에 

대한 기초 조사에서 긴 관형사절과 관련한 용법 중 어떤 용법이 가장 

어려워하는가를 질문하였는데 54명 학습자 중 31명은 시제를 언급하였다. 

관형사절의 대표적인 표지는 '-은/는/을/던' 등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학습자의 

39) “‘지금쯤 죽겠다고 할 사람’ 我觉得这个就没有问题啊。为什么刚刚간단是어색하다，这
里我选了잘못됐다呢，就是我觉得这个ㄹ不能这么缩。就完全没有见过，从来没有见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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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양상을 분석한 선행 연구 중에서도 시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관형사형 어미를 오용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긴 

관형사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다. 

3.1.2. 긴 관계절에서 '-다는'의 환원성

  앞서 논의한 듯이 관계절에서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환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은 '-다고 한', '-달'은 '-다고 할'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3.1.1.절에 쓰인 문장들을 다시 가져오기로 했다. 

  이에 대한 두 그룹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문장들을 읽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문장 앞에서 '√', 어색하게 느끼는　
문장 앞에서 '?', 완전 잘못된 문장으로 느끼는 문장 앞에서 '×'로 
표시해주십시오. 

□아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아니,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아니, 집에 간단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아니, 집에 간다고 한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지금쯤 죽겠달 사람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다.
□지금쯤 죽겠다고 할 사람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다.   

문항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잘못됐다 평균치
아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82% 14% 4% 1.22

아니, 집에 간다고 하는 사
람 아직도 안 갔어?

32% 54% 14% 1.82

아니, 집에 간단 사람이 아
직도 안 갔어?

66% 24% 10% 1.44

아니, 집에 간다고 한 사람 
아직도 안 갔어?

98% 2% - 1.02

<표Ⅲ-20>긴 관계절 표지의 환원성에 대한 인식(모어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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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문장 중에서 '간다고 한'이라는 표현이 1.02점으로 거의 모든 모어화자 

응답자가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으로 나왔으며 '죽겠달'이라는 표현이 2.5점으

로 모어화자들에게 '-달'이란 표현이 어색한 것보다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들

이는 경향이 보인다. 3.1.1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듯이 여기서는 

'-달'과 '-다고 할'의 사이는 단순한 형태적인 축약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달'

만큼 줄여서 사용하는 상황이 지극히 드물다. 

  '-다는/단'의 환원성은 일단 평균치만으로 보면 '-다는'과 '-다고 한' 사이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는 듯하다. 위에 모어화자에 대한 인터뷰 일부를 다시 

가져와서 살펴보겠다. 

  (KN25)'집에 간다는 사람'은 아까 전에 그 사람이 얘기한 거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나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 나중에 있다 

다시 와 보니까 '오, 집에 간다는 사람 아직도 안 갔어?' 완전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막 이거 틀린 건데도 좀 그렇고. 애매해 가지고 세 번 정도 읽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체크했는데. '간다고 한 사람'. 이거 완전히 

과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던 시점이 확실히 과거일 때. 

  (KN29)느낌이 다 달라. 문어로만 봤을 때는 각각 조금씩 다른 맥락을 생각한다면 될 

것 같긴 해. 어디 끊느냐에 따라서 다 쓸 수 있긴 해.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는 거야'. 

'너 안 가?' 그러면 '어 집에 가.' 내 생각엔 "아니,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이거는 몇 번씩 간다고 계속 한 거야. 근데 계속 안 가니까 "아니,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이거고. 밑에는 한 번 듣고, 과거에 그 얘기를 하고.  

'간단 사람' 좀 헷갈릴 거 같아. 과건지, 아니면 그냥 줄임말인지. 두 가지 다 될 거 

같아. 앞에 '간다는 사람'도 뒤에 '아직도 안 갔어' 때문에 분명히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같긴 한데. '집에 간다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거처럼 과거에 

지금쯤 죽겠달 사람이 묵묵
히 일만 하고 있다. 

12% 26% 62% 2.5

지금쯤 죽겠다고 할 사람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다. 

72% 18% 10% 1.38

<그림Ⅲ-5>긴 관계절 환원성에 대한 모어화자의 수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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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했을 거 같긴 해. 하지만 '간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계속 현재처럼 

내가 '가, 가, 가.' 이렇게  들은 거 같기도 하고. 밑에 '간단'을 들을 때 확실히 과거에 

얘기를 하고 '아직도 안 갔구나'라고 느껴지거든. 

  긴 관계절에서 '-다는/단'과 '-다고 하는/다고 한'의 관계가 일 대 일 

환원이라기보다 서로 겹쳐 있는 것 같다. 앞뒤 상황, 혹은 맥락이 

다르면 모어화자가 느껴지는 발화 시점에 따라 풀어서 사용하는 표현도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KN25, KN29의 말처럼 '집에 간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경우와 분명히 과거에 이런 말을 했을 경우에 따라 '간다고 

하는'과 '간다고 한'이 각각 성립된다. 그렇다면 '간다는'과 '간다고 

하는', '간단'과 '간다고 한'이 서로 환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설문조사에서 거기까지 상황을 구분해서 제시해 주지 못한 

것이었다. '아니, 집에 간다는/간단/간다고 하는/간다고 한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이렇게 동시에 제시되었다는 전제 하에 '간다고 하는'이 

어색하고 나머지 세 개는 자연스럽다는 결과가 아무래도 '-다는'의 현재 

시제 의미가 약해지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을 짓기에 부족한 것 같다. 

문항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잘못됐다 평균치
아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66% 14% 4% 1.44

아니, 집에 간다고 하는 사
람 아직도 안 갔어?

54% 24% 22% 1.68

아니, 집에 간단 사람이 아
직도 안 갔어?

28% 34% 38% 2.1

아니, 집에 간다고 한 사람 
아직도 안 갔어?

80% 12% 8% 1.28

지금쯤 죽겠달 사람이 묵묵
히 일만 하고 있다. 

4% 24% 72% 2.68

지금쯤 죽겠다고 할 사람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다. 

30% 20% 50% 2.2

<표Ⅲ-21>긴 관계절 표지의 환원성에 대한 인식(학습자)

  '간다고 한 사람'이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결과에 있어서 학습자와 

모어화자가 비슷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학습자의 경우에는 자연스럽

지 못한 표현이 '죽겠다'외에도 '죽겠다고 할'과 '간단'이 있다는 점에서 또 두 

집단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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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간단'과 '간다고 한'이 각각 2.1점과 1.28점의 심한 차이로 보면 학습

자 그룹에게 이 두 가지 표현이 서로 연관성이 아주 희미한 것으로 받아진다. 

'죽겠달'이나 '죽겠다고 할'은 모두 문장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한 모양이

다. 그나마 환원성이 보이는 표현은 '간다는'과 '간다고 하는'이다.

<그림Ⅲ-6>긴 관계절 표지의 시제 대립성에 대한 학습자의 수용 정도

  

   아래의 <그림Ⅲ-7>를 통해서 더욱 직관적으로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준 표현이 '간단 사람' 및 '죽겠다고 할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구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KL11)일단은 말할 때는 '간다고 하는'이라고 하지 않을 거 같고. 보통 다 줄여서 말할 

거 같아.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한 건지도 봐야 돼. 왜냐면 하나는 '한', 하나는' 

하는'. '간단'은 그냥 줄인 표현 같았고. '간다고 한'은 뭔가 이 사람이 몇 시간 전에 얘

기한 거 같았어.40) 

<그림Ⅲ-7> 긴 관계절 표지의 환원성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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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14)'간단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뭔가 여기 어색한 거 같아.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 시제까지 안 봤어. 그냥 읽어보고,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

거 자연스러운 거 같은데 그렇게...

  (KL31)관형사절에서 '간단'이란 형태가 잘 쓰지 않은 거 같아. 한국 사람들이 '간단 말

이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내가 보고 들은 바에는 이렇게 쓰지는 않아. 보통 뒤에 '말

이야'가 붙어서 관용표현으로 쓰이는 거 같아.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간다는, 

간단...줄임말이잖아. 문법적으로 틀렸다기보다 그냥 '간단'이 여기서처럼 잘 쓰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야.41) 

  이처럼 '간단'을 '간다고 한'과 연관 지어서 응답하기보다 평소에 잘 들어보지 

않거나 다른 관용표현에 더 자주 쓰인다는 인식이 앞서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

단'이란 표지를 쉽게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죽겠달'과 '죽겠다고 할'이라는 표현에 있어 3.1.1절에서도 언급한 듯이 

'-달'과 '-다고 할'의 환원 여부를 논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발화한 사람이 이미 

과거에 이 말을 해 버렸다고 생각하기에 미래를 나타내는 '-ㄹ'이나 '할'을 쓰는 

것 자체가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긴 관계절에서 '-다는/단/달'의 환원성에 대해여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모어화자의 응답과 인터뷰를 통해 '-달'과 '-다고 할'이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다는'은 상황에 따라 '-다고 하는'이나 '-다고 

한'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며 '-단'은 '-다고 한'의 줄임말로 볼 수도 있고 '-다는'

의 줄임말로 볼 수도 있다. 서로 일 대 일의 대응 관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둘째, 대부분 긴 관계절은 어떤 발화를 한 사람을 수식하기 때문에 모어화자든 

학습자든 전체 시점을 과거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고 '-다는'과 '-단'이 모두 '-

다고 한'과 더욱 긴밀한 연관성이 보이긴 하다. 형태상 '-다는'과 더욱 비슷한 

'-다고 하는'은 오히려 모어화자에게는 어색한 표현이라는 점도 역서 '-다는'이

라는 표지가 긴 관계절에서도 어느 정도 문법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

다. 

40) 首先我觉得，口语里肯定不会说간다고 하는，一般都是用短体的吧。可能还是要看一下
在什么样的语境下吧。比如说这个人是什么时候说的这句话，因为一个是한, 一个是하
는。我觉得第三个看起来像是缩写，간다고 한感觉说了好几个小时的那种。

41)“用在관형사절里的时候我感觉很少用간단这种形式，比如说韩国人喜欢用간단 말이야。
我的概念里这个形式很少这么用，一般后面都跟말이야这种作一个整体去用。그렇게 한단 
말이야. 간다는, 간단就是它们俩的缩略嘛。只是说我觉得간단在这里基本上不这么用。并
不觉得语法错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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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긴 관계절에서 '-다는'과 '-시-'의 결합 순서

  '-다는'이 선어말어미 '-시-'와의 결합 순서도 문법화 정도에 반영된다. 

하나의 문법 단위로 굳어지면 '-시-'가 '-다는' 가운데 넣으면 자연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듯이 긴 관계절에서의 '-다는'은 형태적인 

단위보다 통사사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다시는'과 같은 형태도 반드시 

문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장을 설정하여 긴 

관계절에서 '-다는'과 '-시-'의 결합 순서에 따라 문장 수용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고 한다. 

□ 오늘 꼭 가시겠다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 오늘 꼭 가겠다시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이에 대해 모어화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문항
√자연스럽

다
?어색하

다
×잘못됐

다
평균치

오늘 꼭 가시겠다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86% 8% 6% 1.2

오늘 꼭 가겠다시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26% 34% 40% 2.14

<표Ⅲ-22> 긴 관계절 표지와 '-시-'의 결합 순서에 대한 인식(모어화자)

  위와 같은 문장은 오윤경·신연수(2016)에서 모두 정문으로 보고 있고 각각 

'가시겠다고 하는'과 '가겠다고 하시는'으로 바꿔도 자연스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응답을 통해 환원 직후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가겠다시는'과 같은 표현은 40%의 

모어화자에게 비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법적인 표현보다 

일상생활에서 언중들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물론 향후 더 많은 사용할수록 더 

문법적인 표현으로 인정 받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시'가 어디에 붙어 사용해야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모어화자의 의견도 

조금씩 다르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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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1)'가겠다시는'도 들어봤어. '가겠다고 하시는' 이거 줄인 거야.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 나는. 

  (KN4)저거는('가시겠다는 할아버지') 자주 써. 저것도, 둘 다('가시겠다고 하는') 자주 

써. 많이 써. '가겠다시는'은 안 써. '오늘 꼭 가겠다고 하시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쓰지. 내 기준은 그거였어. 누군가가 말했을 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오늘 꼭 

가겠다시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하면, '어, 이상한데.'란 느낌에서 그칠 거 같지.  

'잘못된 표현을 썼다'까지 안 될 거 같아. 누군가 쓸 수 있을 거 같어. 이거('가겠다고 

하시는') 말하려다가 이렇게('가겠다시는') 줄여 쓸 수 있을 거 같아. '가겠다고 하시는'을 

'가겠다시는'으로 줄인 느낌. 

  (KN6)이거는 높임표현. 이거는(가겠다시는) 완전 비문.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원래 "가시겠다고'가 맞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꼭, 뭐랄까? 여기 높임말 

안 썼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 같아요. 구어에서 "가겠다고 하시는 할아버지를" 

이렇게도 많이, 그니깐 어색하진 않아요. 잘못 말했네. 이런 느낌이 없어요. 

  (KN9)'가겠다시는' 이거 잘 안 쓰는 것 같아. 말할 때. 다른 거 다 괜찮아. 그냥 

할아버지가 "나 오늘 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걸 말리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 아냐? 그냥 '시'를 써야 된다면 앞에다 쓰지 굳이 뒤에까지 '가겠다시는' 이렇게 

쓰지 않은 것 같은...그냥 '시'를 앞에 빨리 말하는 게 좋은...뭔가 습관처럼 돼 있어 

가지고. '시'란 표현을 굳이 뒤로 넘기지 않고 앞에서 쓰는 그런 느낌인가? 

  (KN25)저는 다 괜찮아요. 이걸 다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꼭 가겠다고 하시는'을 

줄여서 '가겠다시는'. 그렇죠. 다른 분들도 다 그렇지 않을까요. 

  (KN29)사투리,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이 쓰거나 '아이고, 저 가겠다시는 사람 저 있네' 

이런 식으로 하던가. 나는 할머니들이 쓰시는 사투리나 그런 거 있잖아. 문학작품 

중에서 굉장히 옛날, 고유어스럽고, 굉장히 향토표현 쓸 때 들어본 거 같은 표현이야. 

직관적으로 볼 때에는 나의 직관이란 거 표준어 직관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사투리적인 

상황들이 더 먼저 떠올라 나는. 조금 이상한 거 아는데 잘못됐다는 표현을 내가 못하는 

게 우리 할머니라던가 뭔가 친근감 있게 쓸 때 꼭 그런 비슷한 거 들어본 거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나는 선뜻 '잘못됐다'는 얘기를 잘 못 하는 거 같아. 

  (KN30)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인용한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 가시겠어' 이렇게 

안 하니까. 첫 번째는 쓰는 거 같애. 근데 저거를 풀어서 쓰니까 높임법이 잘못된 거 

같아요. '가겠다고 하시는'이 맞는 거 같고. 그리고 '가겠다시는'은 '가겠다고 하시는'에서 

줄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겠다시는 할아버지' 쓰긴 쓰는 거 같아요. 그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말한 거지. "오늘 저 양반이 가겠다셔서  말렸어." 그래서 밑의 두 



- 98 -

개는 맞는 거 같고. 첫 번째 '가시겠다는 할아버지'도 쓰긴 쓰는 거 같아. '가시겠다고 

하는' 하니까 확실히 '어, 뭐냐, 할아버지가 가시겠다고 하지 않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틀렸다고 한 건데.  

  '가시겠다는 할아버지'에 대해 이견의 별로 없지만 '가겠다시는 

할아버지'라는 표현에 있어서 찬반양론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7명 

모어화자 중에 3명은 '가겠다시는'이 "잘 안 쓰는" 표현 혹은 완전히 

비문이라고 느껴지는 데에 비해 4명은 들어봤다고 괜찮은 표현이라고 

느껴졌다. 그리고 '가겠다시는'이 '가겠다고 하시는'에서 줄인 표현이라는 

인지도 가지고 있으며 KN29의 말대로 이러한 표현은 옛날 또는 향토 표현 

같은 느낌도 있지 않나 싶다. 

  다음은 학습자 집단이 긴 관계절 표지와 '-시-'의 결합 순서에 따른 문장 

수용력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문항
√자연스럽

다
?어색하

다
×잘못됐

다
평균치

오늘 꼭 가시겠다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56% 18% 26% 1.7

오늘 꼭 가겠다시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12% 20% 68% 2.56

<표Ⅲ-23> 긴 관계절 표지와 '-시-'의 결합 순서에 대한 인식(학습자)

  56%의 학습자가 '가시겠다는'이 자연스럽다고 선택했는데 이는 86%의 

모어화자에 비해 절반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가겠다시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다고 선탁한 학습자 수는 모어화자의 반 정도였다. 

학습자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무엇인지 인터뷰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KL9)'가겠다시는'이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시-'가 거기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건가? '-겠-' 뒤에 '-시-'를 붙지 않는 것 같아. '-시-' 위치가 거기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KL11)제일 이상한 게 '가겠다시는'이야. '-시-'가 '다' 뒤에 오나? 이게 문법규칙에 어

긋난다고 생각해서 잘못됐다고 했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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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14)내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겠다고 하시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앞뒤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가겠다고 하시는'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가겠다시는'이 이

거랑 달라서 잘못됐다 선택했나 봐. 내가 봤을 때 여기는 '하'가 빠졌어. '고'는 빠질 수 

있지만 '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읽어보니까 뭔가 빠진 느낌? 

  (KL26)할아버지를 말렸다면 할아버지가 '오늘 꼭 가겠다'라고 했겠지. '-시-'가 '하는' 

사이에 넣어야 맞는 거 같아. '꼭 가겠다고 하시는' 이거처럼. '-시-'가 앞에 붙어 쓰이는 

게 좀 아닌 거 같아.43)

  (KL30)이 말은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잖아. 자기 자신을 높여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가

시겠다고'가 잘못된 거 같고. '가겠다시는'은 잘 못 봤어.44) 

  (KL31)왜냐하면 나 같으면 '가시겠다고 하시는'이라고 할 거 같아. 뭐, 사실 앞뒤 다 '-

시-'를 붙이는 거 좀 어색하지만 또 안 붙이면 여전히 어색해서. (중략)만약에 꼭 한 군

데만 '-시-'를 쓸 수 있다면 내포절 안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 순서대로 내가 자연스러운 

표현을 써 줄게. (1)가시겠다고 하시는; (2)가시겠다고 하는; (3)가겠다고 하시는. 앞에 거

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시-'를 뒤에서 붙인 게 문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그니까 '

꼭 가시겠다는'이 제일 자연스러워. '가겠다시는'은 들어본 적도 배운 적도 없어서.  45) 

  모어화자와 다른 점은 학습자가 대부분이 문법을 체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시는'처럼 조사 '-시-'가 동사 어간 뒤에 붙어야지 '가겠다' 뒤에 바로 붙어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어화자도 어느 정도 모호하게 

'-시-'가 '가겠다-'과 '-는' 가운데 써도 되나 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퍼센트를 보면 모어화자에게 '가겠다시는'의 성립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확실하다. 또한 할아버지가 자기가 갈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용할 때 

인용절 안에 있는 말은 온전히 할아버지가 한 말이라서 자기 자신에게 

42) 首先第三个句子가겠다시는就很奇怪，시会跟在다后面吗？！我觉得这个不符合语法所以
它不对。

43) 拦住了说今天一定要走的爷爷。那爷爷肯定说的是，오늘 꼭 가겠다. 我觉得那个尊重的
'-시-'应该放在하는的中间，像第四句那样，不应该放在前面。

44) 这句话不是爷爷说的嘛，他自己不能높여他自己，所以第二个感觉不太对。第三个没怎么
见过。

45) 因为我会用가시겠다고 하시는，其实都加시是有点어색하다，但都不加시我也觉得어색하
다. （中略）如果只能加一个，那내포절里面一定要有一个。我给你写出来吧，(1)가시겠
다고 하시는; (2) 가시겠다고 하는; (3) 가겠다고 하시는. 就是按这个顺序，第一个是最
自然的，其次是第二个这样。시接在다后面我觉得是不对的，꼭 가시겠다는这个是我觉得
最对的。가겠다시는, 就没听过也没这么学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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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말을 안 쓰기 때문에 '가시겠다는' 혹은 '가시겠다고 하는' 같은 표현이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이라고 느껴진다. 

3.2. 긴 동격절에서 '-다는'의 문법화에 대한 인식 비교

3.2.1. 긴 동격절에서 '-다는'의 시제성

  앞서 서술한 듯이 긴 동격절에서 '-다는'과 '-단'은 시제 의미가 약해 

'-단'은 특히 '-다는'의 축약형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달'로 

동격절을 이끄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아래와 같은 모어화자들의 

응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문항
√자연스럽

다
?어색하

다
×잘못됐

다
평균치

둘이 곧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
게 될 것이다.

94% 6% - 1.06

둘이 곧 결혼한단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84% 8% 8% 1.24

둘이 곧 결혼한달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 20% 80% 2.8

<표Ⅲ-24>긴 동격절 표지의 시제 대립성에 대한 인식(모어화자)

  앞에서 '죽겠달 사람'이 그래도 12%(6명)의 모어화자가 자연스럽다고 했는데 

여기서 '결혼한달 소문'이 정문으로 생각한 모어화자가 한 명도 없다. 

평균치로 보면 '결혼한다는/단 소문'이 가까운 수치로 둘 다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결혼한달 소문'은 2.8점으로 거의 비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모어화자의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KN1)'달' 때문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 '결혼한다는 소문 들었어?" "결혼한단 소문 

들었어?" 다 똑같아. 

  (KN4)일단 '달'이란 표현 자체가 사실 거의 안 쓰는 것 같긴 하거든. 그리고 여기서의 

추측은 '돌게 될 것이다'잖아. '결혼하다'가 추측이 아니고. 그럼 이거는 기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거 같아. '결혼한다는', '결혼한단'. 그래서 과거형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 

'-다는. -단'은 그냥 구어체. 현재, 과거 이런 차이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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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6)'둘이 곧 결혼한다는',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 '둘이 곧 결혼한단', 이거는 

아직 소문이 안 돌았어. 근데 이제 돌 거야. 그런 의미도 있고요. "결혼한단 소문이", 

이거나 이거나 같은 의미. 여기서는 약간 줄임말의 느낌? "결혼한달 소문이' 이거는 

비문이에요. 이거는 약간 외국인이 미래 의미로 억지로 쓰는 느낌이에요. 

  (KN9)'달'. 이런 게 내가 익숙하지 않나 봐.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둘이 곧 

결혼한다는 소문/결혼한단 소문". 어차피 '둘이 곧 결혼한다'라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의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KN25)'결혼한달 소문이'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들어본 거는, 이런 

거죠. "그렇달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달까?" 뭐, 이 정도. "둘이 곧 결혼한달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잘 모르겠어. (중략)앞에 두 문장 중의 '결혼한다는, 

결혼한단'은 서로 시제나 그런 의미적인 차이 없고, 단지 줄여서 쓰느냐, 안 쓰느냐의 

형태적인 차이다. 

(KN29)진짜 직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결혼한달 소문'이란 거 들어본 적이 없어. 

'한달' 나한테 너무 어색해.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뒤에 '될 것이다'로 돼 있으니까 '한다는'을 줄인 것일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야. 

(KN30)'결혼한다는 소문, 결혼한단 소문'은 의미 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줄인 거? 

문어체어서 저런 게 쓰여져 있으면 고칠 거 같아요. 근데 일기나 말해준 듯이 서술되는 

소설에서는 쓸 수 있는 거 같아요. '결혼한달' 도저히 저런 표현을 안 쓰던 거 같아. 저 

말은 상당히 저에게는 어색한 표현이에요. 어색하면서도 잘못된 느낌이 들어요. 고칠 거 

같아요. 

  앞서 긴 관계절의 시제성을 논했을 때 모어화자의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서는 거의 다 일치한 견해가 나왔다. 우선 '결혼한다는 소문'이나 

'결혼한단 소문'은 시제나 의미적인 차이가 안 느껴지고 그냥 줄여서 쓰느냐 

안 쓰느냐의 형태적인 차이뿐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KN30의 말처럼 

만약에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에서 '결혼한단 소문'이라는 표현을 본다면 

'결혼한다는 소문'으로 고칠 것이라고 긴 동격절에서의 '-다는'과 '-단'은 

의미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구어체, 문어체 혹은 격식이 차려야 

하는 자리인지 차리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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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긴 관계절에서 '-달'이라는 표지가 조금이라도 언중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긴 동격절에서는 '-달'이라는 표지가 시제고 뭐고 아예 

비문이라고 받아들여진다. 

  학습자의 응답 결과는 '-단'의 실현에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났다. 

문항
√자연스럽

다
?어색하

다
×잘못됐

다
평균치

둘이 곧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
게 될 것이다.

92% 4% 4% 1.12

둘이 곧 결혼한단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30% 44% 26% 1.96

둘이 곧 결혼한달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8% 20% 72% 2.64

<표Ⅲ-25>긴 동격절 표지의 시제 대립성에 대한 인식(학습자)

  사실 긴 관계절에서도 학습자들이 '-단'이라는 표지가 아주 낯설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3.1.1절에 나온 '간단 사람'에 관해서도 28%의 학습자만 

자연스럽다고 응답하였고 이번 문항에서도 30%로 일치한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급 학습자들이 '-단'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겠다. 

  (KL11)왠지 여기서 '-달'을 써도 괜찮은 거 같아. '곧'도 있고 '돌 것이다' 같은 미래 시

제도 있어서. 들어본 적 없지만 문법에 틀리지가 않아서 써도 될 거 같긴 해.46) 

  (KL26)처음에 어느 한 사람이 그 소문을 터뜨렸고 그 다음에 소문이 돌겠지. 여기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온 '돌게 될 것이다'. 그니까 앞에서 '소문'을 수

식할 때 굳이 '-ㄹ'을 안 써도 돼. 그래서 '결혼한달'이 잘못됐다고 했어. 처음에 읽었을 

때 '-단'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읽을수록 뭔가 이 형태가 이상한 거야.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결혼한단'도 잘못됐다를 찍었어.47) 

  (KL31)이게 왜 잘못됐다고 했냐면 '-ㄹ'이 이렇게 줄여 쓰는 걸 못 봐서 그래. '결혼한

46)我总觉得这里用달是ok的，因为有곧，很多将来时态。（虽然没有听过，但是符合语法所
以你觉得它是可能存在的？）对。

47)有第一个人说出这个소문，接下来这个소문就要传开了，这个将来时在后面就体现出来
了，就是돌게  될 것이다. 所以前面修饰소문的这个就不用将来时，第三个是错的。刚开
始的时候觉得'단'是对的，但是后面越看越觉得这个形态很奇怪，语感上没太听过的感
觉，所以第二个也选的错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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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소문', '결혼한단 소문', 그냥 읽을 때 자연스러운데. 차이 없는 거 같아. 근데 솔직

히 내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이 '-다는'하고 '-단'을 얘기할 때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 

같긴 해. 뭔가 '-단'은 강조하는 느낌이 들고. 일단은 문법적인 차이가 아니고 그냥 형태

적인 축약이야. 아마 말할 때 뉘앙스 같은 데 차이가 조금 나는 거 같아.48) 

  KL11은 인터뷰한 학습자 중에 유일하게 '결혼한달'을 자연스럽게 생각한 응답

자다. 그녀의 말대로 '결혼한달' 같은 표현이 비록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지만 

문장 전체를 보면 서로 시제가 맞는다고 해서 정문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KL26같은 경우는 '-단'을 읽을수록 문장에 어울리지 못한 어색함 때문에 문장이 

잘못됐다고 했다. KL31은 앞에서 '-단 말이야'라는 관용표현을 언급한 학습자인

데 여기서도 역시 '-단'의 어떤 강조하는 느낌이 든다고 '-다는'과의 뉘앙스 차

이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긴 동격절에서의 '-다는/단/달'에 관해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어화자의 응답과 인터뷰를 통해 긴 동격절에서 '-달' 표지의 사용이 극

히 제한되며 나머지 '-다는/단'은 시제의 차이나 의미상의 차이가 없고 단지 하

나가 하나의 축약형으로 볼 수 있다. 축약형인 '-단'은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에

서 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학습자에게 '-달'의 성립이 어려울뿐더러 

'-단'의 성립도 쉽지 않다. 일부 학습자가 '-다는'과 '-단'이 형태적으로 다르기

만 하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2. 보문명사에 따른 '-다는'의 환원성 

  차준경(2009)에서 긴 동격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명사를 분류한 바에 

의하면 발화명사, 생각명사, 사실명사, 상황명사, 실체명사가 있는데 그중 

상황명사가 주로 '-는/은'과 공기하므로 본고에서 '소문'이라는 발화명사, 

'판단'라는 생각명사, '사실'이라는 사실명사와 '문자'라는 실체명사를 추출하여 

아래와 같은 문항을 설정하여 두 집단에게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Ⅲ-26>과 같다. 

48)这个잘못됐다的原因就是我没有见过ㄹ这样缩写的。第一句和第二句就是觉得它们读起来
很自然，（那你觉得它们有差别吗）没有差别。但是说实话我觉得韩国人在说다는和단的
时候不知道是语感上的差异还是强调（程度）的差异，我觉得是有不一样的。使用的时候
那个뉘앙스是有不一样。我感觉这个단是有一种强调的感觉。我觉得这两个肯定有差异，
但首先不是语法上的差异，就是形式上的缩略。但可能在说的时候在语感，뉘앙스上面是
有一点点差异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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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평균치의 순서로 배열하면 <그림Ⅲ-8>과 같다. 

<그림Ⅲ-8> 긴 동격절 표지의 환원성에 대한 모어화자의 인식(평균치)

문항
√자연스럽

다
?어색하

다
×잘못됐

다
평균치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
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62% 30% 8% 1.46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
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64% 30% 6% 1.42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
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 

12% 58% 30% 2.18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
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

28% 62% 10% 1.82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
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 

44% 50% 6% 1.62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
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 

62% 36% 2% 1.4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
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다. 

74% 26% - 1.26

<표Ⅲ-26> 보문명사에 따른 긴 동격절 표지의 환원성에 대한 인식(모어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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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다고 하는'으로 '문자, 전화, 소문, 말'과 같은 발화 

또는 글귀를 인용해서 말할 때 대부분 모어화자가 문장의 수용력이 높다고 

보는 반면 '사실, 증거, 판단'과 같은 인지 의미를 띠는 명사를 꾸밀 때에는 

문장의 수용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어색한 문장이라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고칠 것 같아요'라고  질문할 때 모어화자들이 그 문장이 너무 길다고 

그냥 '가수를 하고 있다는'으로 고쳐 말하거나 내포절 내용과 후행 명사가 

의미적으로 잘 안 어울리다고 대답하였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KN1)'고 하는'은 인용한 건데 판단은 내가 내린 거잖아. 그래서 '하고 있다는 판단'은 

괜찮은데. 누가 말하는 거는 (풀어서 써도) 자연스러워. 전화도, 문자도 누가 말을 하는 

거잖아. 소문도 누가 말했잖아. '가수 하고 있대'. 이렇게. '판단'은 말하는 거 아니라 

혼자서 생각하는 거잖아. 

  (KN4)'판단'은 내가 내린 거니까 인용이 들어간 게 어색해 보여. '있다는 판단', '있다는 

증거', '하고 있다고 하는' 너무 어색한 거 같아. 근데 '있다고 하는 전화' 돼. 들은 

거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한 거니까. '있다고 하는 문자'도 돼. 문자가 이렇게 

왔지. '지안이 지금 가수를 하고 있대.' 그러면 나는 다시 한 번 더 옮기려면 '하고 

있다고 하는'. '하고 있대'를 옮긴 거니까. 

  (KN6)"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을 내린 거는 지금 여기 느낌이 

'나는'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있다고 하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은 잘못됐다는 느낌이라면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세모의 

느낌? 약간 표현을 실수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위에서는 사람들이 실수해도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런 차이? 사실은 "하고 있다는 전화/문자"가 

맞는데 약간 사람들이 빨리 말하려고 실수했다 라는 느낌? 

  (KN9)너무 길잖아. '있다고 하는'. 이게 문장 의미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지안이 

노래를 잘 부르고 있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앞에 

들어가야 될 거 같아. 판단이라고 하면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가 들어가야 되잖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 좀 긴데 나 같으면 그냥 

'범인이라는'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범인이라고 하는'은 좀 말이 안 되지만 굳이 쓴다면 

괜찮은 거 같아. 

  (KN25)이게 문장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상황 자체가. 판단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잖아요. '이런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거면 판단이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고 하는'이라는 거 '판단'이란 어휘 



- 106 -

때문에 선택했어요. 증거도 이상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면 괜찮은데.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잘 안 맞아요. '전화가 왔다'가 바로 발화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 뭐뭐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 괜찮은데. 문자나 편지, 

이것도 사실 편지로 바꾸면 괜찮아요. '소식, 전보'. '전보'가 저는 그나마 제일 

자연스러워요. 되게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어떤 글. 그래서 바로 들은 

것처럼. 그래서 밑에 문자는 자연스럽고 '전화가 왔다'는...  

  (KN29)저거도 우리가 연어처럼 기억하잖아. 뭐뭐하다는 소문, 뭐뭐하다는 판단, 

뭐뭐하다는 문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거의 자주 써서 자연스럽던 거는 자연스럽다. 

문법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냥 어색한 거는 어색하다. 

(KN30)'판단'은 좀 아니다. '소문' 같은 거는 이렇게 인용된 말로도 쓰는데 '판단'은 아닌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한 거니까.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웃음) (판단할 만한 거 아닌 거 같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뭔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뭐 이런 거 좀 어색하다. '지안이가 지금 꽤 성공한 가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음, 이거는 맞는 거 같아요. 가수 중에서도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듯 '고 하'가 계속 쓸 데 없이 들어간 거 같아요.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쓸 거 같아요. 이것도. 지금 지안이가 

가수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그거를 '고 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있다는 전화가 왔다'. '있다는 문자'. 

근데 잘못된 거 아닌 거 같고. 

  '판단'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가서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고 하'를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이 모어화자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자, 전화, 말, 소문' 등과 같은 보문명사는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즉시 들은 것처럼 들려서 '-다고 

하는'의 수식을 받아도 된다. 그렇지만 '판단, 사실, 증거'와 같은 보문명사는 

제3자를 통해 들은 것도 알게 된 것도 아니며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것, 

혹은 원래 있는 대로 벌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고 하'를 생략한 

'-다는'을 써야 된다. 

  이와 관련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은 다음과 같다. 

문항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잘못됐다 평균치

<표Ⅲ-27>보문명사에 따른 긴 동격절 표지의 환원성에 대한 인식(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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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문명사에 따른 긴 동격절 표지의 환원성에 있어 학습자의 인식이   

모어화자와 비교적 다른 양상이 나왔다. 

  '소문, 말, 사실'의 경우는 두 집단의 평균치가 비교적 가깝지만 다른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68% 26% 6% 1.38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64% 26% 10% 1.46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 

36% 36% 28% 1.92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

38% 42% 20% 1.82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 

40% 40% 20% 1.8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 

64% 24% 12% 1.48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다. 

60% 14% 4% 1.22

<그림Ⅲ-9> 보문명사에 따른 긴 동격절 표지의 
환원성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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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명사, 특히 '문자, 전화, 판단'에 있어서 두 집단의 인식이 아주 다르게 

나왔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KL9)일단 '있다고 하는 판단'이 이상하다. '있다는 증거'. 증거라고 하면 옛날에 있던 

걸 증거라고 하잖아.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소문'이 이상

한 이유는 아마 '했다는 소문'으로 많이 들어서 그런 거 같아. '하고 있대 라는 전화가 

왔다'를 들어봤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전화'가 이상한 거 같아. '하고 있다는 전화'가 더 

자연스러워. 

  (KL11)문법적으로 따지면 다 괜찮아. 물론 줄인 거(-다는) 더 자연스럽겠지만 줄이지 

않은 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여기 나온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49) 

  (KL14)뭐뭐다는 것/사실...그런 거는 논문에서 많이 본 거 같은데 따로 배운 적 없는 거 

같아. 

  (KL26)중복 사용인 거 같아. '하고 있다고' 뒤에 또 '하는'. 그냥 '하고 있다는 말/소문'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풀어서 쓰는지...'판단' 같은 경우는 내 머릿속에 있든 

남에게서 듣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한, 발화될 수 있는 한 '-다고 하는'을 쓰는 게 별 

문제 없어. 나는. 그러니까 전화도 문자도 되고. 증거, 사실은 좀 다른 기준에서 봐야 되

지.50) 

  (KL30)'-다는'이 다 '-다고 하는'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나는 왜 여기 나온 것들 

다 줄인표현으로 바꿔 써야 되지. '-다고 하는'이 뭔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길 때만 쓰이

는 거고. 나 같으면 싹 다 '-다는'으로 바꿔 말할 거 같아. 뭐, 두 표현의 차이가 잘 모르

지만 적어도 '-다는'이 배운 거라서...51)

  (KL31)나 같으면 아마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할 거

야. 여기서 풀어서 말하는 게 이상해. '있다고 하는 증거'도 이상하고. '있다는 사실'. '판

단, 증거, 사실' 뭔가 이 세 개는 다른 사람이 이미 한 거야. 이미 있던 거. 근데 말은 자

49)语法上我觉得都可以。虽然合起来可能会更自然，但是你也不能说它是错的，毕竟能允许
每个句子存在的상황也是有的。

50)很重复，明明하고 있다고又하는，明明可以用하고 있다는 말/소문，为什么要分开用。我
觉得这个판단不管是在脑子里还是别人说的话，都是可以用一句话说出来的，能说出来的
我觉得就可以用'다고 하는'。所以전화/문자也可以。증거，사실是另外一种标准。

51)다는都可以还原成다고 하는吗？我怎么觉得这些都应该改成缩略型呢。다고 하는老是感
觉在转述别人的话。如果让我改的话我会把这些都改成다는. 虽然不太知道这两个的区别
但是至少다는是学过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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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한 말일 수도 있고...소문은 말과 비슷해. '-다고 하다'와 결합하는 게 맞아. 인용한 

거니까. '판단'은 이미 해버린 사실이니까 말할 때 쓰는 '-다고 하는'과 연관성이 없는 거 

같아. 그니까 말, 소문 같은 거는 발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풀어서 써도 괜찮지만 

'전화'는 발화할 수 없잖아. 문자도 그렇고. '말하다'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 

판단, 사실, 증거가 다 간접적인 거.52) 

  학습자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일관된 게 없었다. '-다고 하는'이 

모두 자연스럽다고 한 학습자가 있는가 하면 '-다고 하는'을 모두 '-다는

'으로 바꿔 써야 한다고 한 학습자도 있다. 또한 '있다는 판단'이 자연스

럽다고 한 학습자가 있는 데에 비해 '있다고 하는 판단'도 된다고 한 학

습자가 있다.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그중 KL26, KL31같은 경우

는 발화와 연관 있는 명사와 그렇지 않은 명사로 모호하게나마 '-다는'

과 '-다고 하는'이 수식하는 명사를 분류하는 모습이 보인다. 

  한편 보문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다는'의 문법화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왔다.

  '-다는 것'은 주로 종결표현, 명사형 관형사절, 관용표현으로 실현된다. 이는 

환원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그 문법화 정도를 고찰하려고 한다. 모아화자의 

조사결과는 다음 <표Ⅲ-28>과 같다. 

52) 我可能会说，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这个地方分开就很奇
怪，合起来自然。증거也奇怪。있다는 사실. 판단, 증거, 사실就感觉这三个肯定是别人做
的，已经存在了，但是말，可以是自己说的，可能是간접적, 직접적的差异，但前面三个是
既定的，말可以是直接的，소문的话，跟말有点像。我指的是말,소문跟다고 하다连用比较
好，因为它本来就是引用的。但是판단已经是既定事实，跟你说出来的时候使用的다고 하
는这个连接性不是很大。말,소문跟说话有很直接的联系，所以我觉得跟这个分开的形式连
接是可以的。但是전화, 它自己不能说。还有문자更不行。就是它跟“说”的这个动作的联
系性不强。我觉得판단, 사실, 증거全都是간접적인 거. 

유형 문항

√자연스
럽다

?어색하
다

×잘못됐
다

모
어
화
자

학
습
자

모
어
화
자

학
습
자

모
어
화
자

학
습
자

명 사 형 
관형사절

다른 사람들보다 늘 자신감이 넘
치고 당당하다고 하는 것은 철수
의 장점이다.

18
%

52
%

56
%

28
%

26
%

20
%

<표Ⅲ-28> 준명사형 관형사절 중 '-다는'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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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치로 두 집단의 인식 양상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Ⅲ-10>와 같다. 

  <그림Ⅲ-12>에서 나타난 듯이 모어화자와 학습자의 인식이 거의 상반되고 

있다. 앞의 세 문장에서 모어화자 집단은 '-다는 것'이라는 줄인 표현을 더 

선호하는 반면에 학습자 집단은 '-다고 하는'을 좀더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관용표현 '-다고 하는 것이'에 있어서는 모어화자가 자연스럽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학습자 집단이 이 표현을 어색해 하는 모습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다는 것'으로 이루어진 비수식 기능의 관형사절은 '-다고 

하는 것'으로 교체하면 문장 수용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맞고 또한 

관용표현 '-다는 것이/게'도 붙어 쓰는 것이어야 굳어진 표현이라고 볼 수 

인기 노래의 특징 중 하나는 곡명
이 짧고 간단해서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22
%

40
%

56
%

40
%

22
%

20
%

종결표현
이로써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
은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시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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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표현 창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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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10>준명사형 관형사절 중 '-다는'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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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텐데 실제로 조사하니 풀어서 써도 괜찮다는 모어화자들이 44%로 거의 

절반 정도가 있다. 이에 자세한 모어화자의 인식 양상은 다음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KN4)이거 너무 어색해. 말도 안 돼. 사실 잘못됐다 하고 싶었어. '..고 하는 것은'. 

이게 철수의 장점이라면. 철수의 장점은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게 아니고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다고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게 철수의 장점인 거야. 내 느낌은 그래.  

'당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잖아. 근데 그거 아니잖아. 어색했어. 만약에 고치려면 

'당당한 것은'. '당당하다는 것은'도 돼. 어느 것에 우위가 없어. 그냥 둘 다 자연스러운 

거 같아. '있다는 것이다'는 '당당하다는 것은'도 그렇고.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 '됐다' 아니면 된 것이다'. '됐다는 

것이다'는 조금 어색한 거 같아. '창문을 닫는다는 게 그냥 열어뒀네.' 이거 가능해. 

  (KN6)"당당하다고 하는" 이거 뭔가 쓸데없이 길어지는 느낌? "당당한 것은 철수의 

장점이다."  (그러면 "당당하다는 것은" 되나요?) 엉! 괜찮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둘 다 자연스러워요. (의미차이는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구별할 수 없죠. 그냥 

좀 더 짧게, 간결하게 쓰느냐, 좀 이렇게 늘려서 쓰느냐의 느낌이지. "하다는 것은" 약간 

철수를 조금 더 거리감을 둔다면 "당당한 것은" 철수랑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내가 

보고 느껴서 얘기하는 느낌? "있다고 하는" 이것도 약간 불필요한. 그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왜 간접화법을 이용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서술이잖아요. (그러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괜찮아요.  

"됐다고 하는 것이다" 잘못됐다. 비문이에요, 비문.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솔직히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차라리 "창문을 닫는다고 하더니 그대로 열어 

두었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예문? "닫는다고 하는 것이" 이거 조금 

어색하다. "닫는다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게'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KN9)'당당하다는 것은' 그냥. 굳이 '당당하다고 하는 것은' 어색해. '뭐뭐하다는 것' 이 

표현이 있잖아. 위에서는 약간 말해서 한 거고. '다시 해보자.' 마음속의 소리?  여기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다'는 그냥 특징이잖아. 말이 아니라. '있다는 것이다'도 그렇고. 

나는 이런 게 되게 길게 느껴져서 계속 어색하다 한 거 같아. '됐다는 것이다.' 아니면 

'된 것이다.' 이렇게. 나는 만약에 논문 같은 글을 쓸 때는 '다는 것은' 쓸 거 같고 

'당당한 것은' 그냥 말을 하거나 내가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을 때 이렇게 쓸 거 같아. 내 

생각을 말할 때는 '당당한 거야'가 좀 덜 어색한 거고. 더 자연스러운 건데. '당당하다는 

거야'는 약간 객관적인 표현?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뭐뭐한다는 것은' 조금 

강조하려는 느낌. '창문을 닫는다고 하는 게', 이거는 약간 단위적으로 쓰이는 표현인 것 

같은데. '창문을 닫는다고 하는 게 그대로 열어 뒀어.' '창문을 닫는다는 게 그대로 열어 

두었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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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25)사실 '다는 것이다'가 여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다고 하는'이 다 

인용이잖아요. 여기서는 '당당하다는 것은' 발화가 아니고 사태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 

어색하다고 체크했잖아요. 근데 통용은 되는 거 같아요. 저도 들어는 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 어색하다 생각을 해서 어색하다 라고 한 건데. 

"이로써...됐다". 인용 표현이 아니라서 어색했어요. (그러면 '됐다는 것이다"는?) 전달할 

때. 인터뷰 같은 거 기사문에서 했어요. 이러이렇게 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이로써... 됐다고 한다/됐다는 것이다." '닫는다는 게' 제일 

좋은데(구어에서). 근데 '닫는다고 하는 것이'도 뭔가 옛날 소설이나 이런 데서는 쓰니까. 

  (KN30)(다 잘못됐다고 하셨네요)그러네요. 앞에서 '나는 그제서야 살았다. 그녀는 왜 

사람을 놀리느냐. 가라. 다시 해보자' 이런 말은 직접,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해 온 말인데 

이거는...'다른 사람들보다 늘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는 어떤, 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을 설명해주는 거여서. 철수의 장점이 이것인데 '고 하'라고 하니까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고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늘 자신감 있고 당당한 것은 철수의 장점이다.' 

이렇게 쓸 거 같아요. 밑의 것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다고 하' 이거 더 

어색해 보여요. 굳이 뭐뭐다고 하다 이걸 살려서 쓸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은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게 됐다'. 요거만 되는데 

뭔가...안 쓰는 게 더 좋은 거. 간명하고 뭔가, 충분해요. 그거잖아요. 창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안 닫고 그대로 열어두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창문을 

닫는다더니 그대로 열어 놨다'. '이것이 이거다'라는 설명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창문을 닫는다는 게 그대로 열어 두었네?)그것도 좀 이상하네. 아~혼자서 스스로 

얘기하는 건가요? 구어적으로 쓸 거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고 하는 것이 뭐뭐하다' 

뒤의 술어랑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우선 명사형 관형사절이라는 것이 'N이 N이다' 문형 중 명사 혹은 

명사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는 것' 혹은 '-다는 것'이라는 구조가 

해당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모어화자와 학습자 

집단이 이런 이 구조에서 '-다는'과 '-다고 하는'의 연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문제다. 위에 제시된 모어화자들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다고 하는 것은 철수의 장점이다'와 '인기 노래의 특징은 

–다고 하는 것이다'라는 원문에서 '고 하'가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인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태 진술이므로 '-다고 하는'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어화자에게 그러면 무엇으로 

고쳐주겠냐는 질문에 일부가 '-ㄴ 것'으로 고쳐주었고, 일부가 –다는 

것'으로 고쳐주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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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첫째로는 '-다는 것'은 강조하는 느낌이 

들고, 둘째로는 '-ㄴ 것'은 진술 대상과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서술하며 '-다는 것'은 그 대상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문장 끝에 결합되는 '-다는 것이다'라는 종결표현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 모어화자가 아예 '-다고 하는 것이다' 전체를 빼 버렸고 

'이로써 ...하게 되었다' 혹은 '이로써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 더 

자연스럽고 간결하다고 한다. 남가영(2009)에서 '-(다)는 것이다'는 

텍스트 기능에 관하여 논술한 바가 있는데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선행 문장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며 이 구조를 통해 

뒷문과 전문의 응집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앞뒤 문장이 제시되지 못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모어화자가 굳이 '-다는 것이다'를 써서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다. 

  마지막은 '-다는 게'라는 관용표현이다. 인터뷰에서 '창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가 자연스럽다고 보는 모어화자들도 있고 이 표현이 어색해서 

'창문을 닫는다는 게' 혹은 '창문을 닫는다더니'라고 고쳐주는 

모어화자들도 있다. 이런 표현은 아주 구어적인 관용어이기 때문에 

모어화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도 비교적 다양하다. 

  이와 비교하기 위해 학습자의 인식 양상도 조사하였다. 

  (KL9)'특징이 뭐뭐다고 하는 것이다'가 이상해. '특징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당당하다고 하는 것이 철수의 장점이다'는 자연스러운데?) 하나는 사람의 특징이

고 하나는 노래의 특징이라서 그런 건가? 그리고 '하는 것이다'가 뒤에 오면 어색한 거 

같아. 위에서는 '당당하다고 하는 것'과 '당당하다는 것'이 둘 다 돼. 근데 '특징 중 하나

는'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됐다고 하는 것이다'도 '하는'이 들어가서 이상해. 그냥 '됐다

는 것이다'? '창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에 '는다고 하는' 때문에 어색해. '창문을 닫는다

는 것이.’ 

  (KL11)'당당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거 같아. 근데 여기서는 내 자신의 

생각 같아서. 그렇다고 문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어서 그냥 어색하다고 골랐어. 잘못됐다

까지는 아니야. '창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근데 또 문법적으

로 틀린 게 없으니까 어색하다고 했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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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26)'당당하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다'라고 할 거 같아. '당당한 것은' 뭔가 아닌 거 

같은데...내가 배운 걸로는 '뭐뭐다는 것은 장점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것은' 앞에 '-

다는'이 붙여서 '-다는 것은'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도 '

있다는'이라고 하고 싶어.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 충분해. '-다고 하는'을 

쓸 필요가 없어. '창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이 되게 이상해. 누가 창문을 닫는

다고 했는데 안 닫았어. 중간에 연결어미가 있어야 돼. '창문을 닫는다고 하니' 이렇게.54) 

  (KL30)'다고 하는 것'은 어색해. '당당하다는 것은'? 두 번째도 어색해. '있다는 것이다'. 

'됐다고 하는 것이다'는 그 당시에 되게 이상한 거 같아. 왜 '됐다'를 쓰지? '수술은 시술

할 수 있게 하였다.' '창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 배운 적 없거든.55) 

  (KL31)'닫는다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이 이상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 '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또 괜찮은 

거 같아.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서술할 때 인용을 써도 되듯이. 논문을 쓸 때도 이걸 자

주 쓰잖아.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됐다고 하는'과 '됐다는'은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풀

어서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어.56) 

 

  인터뷰를 받은 학습자 중 대부분이 '창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라는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다는 것이/게'라는 관용표

현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학습자들이 각각 자기만의 견해

가 있으며 모어화자와 다를뿐더러 학습자들끼리 서로가 모순되거나 이치

53) '당당하다고 하는 것은'像是别人说的他的优点是这个。但是，我感觉这个应该是自己的
想法吧。但是它这个语法上又没有什么很大的问题。所以就感觉有点어색해，但不是잘못
됐다。这个句子不太明白啥意思，但语法上又没啥问题所以就是어색해。

54) '당당하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다'. '당당한 것은'好像不对。我学的‘什么是什么的长
处’就是’다는 것은 장점이다'应该是这么用。我觉得什么什么'것은'前面都是要用'-다는 
것은'. '있는 것이다'也不太对，我想加上那个'다'。没有必要再说다고 하는.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이다'这样就可以了。 ’창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 这个句子很奇怪。感觉是
谁说要关窗，但没有关。中间应该要有转折的表达，창문을 닫는다고 하니，这样。

55) '당당하다는 것은?' 这里第二个也是어색하다, 있다는 것이다. 当时就觉得这句话（됐다
고 하는 것이다）很别扭。为什么要用过去时啊（됐다). 수술은 시술할 수 있게 하였다. 
为什么后面要说됐다고 하는 것이다. 창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什么意思啊。不知道这
里为什么要用这个。没学过。

56) 觉得第四个句子很奇怪。我没有听过所以我觉得很奇怪，中间这部分왜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我当时觉得어색하다可能是因为我不明白后面这里为啥要用다고 하는 것이다. 
但现在看我觉得也ok，在描述一个事实或者一个情况的时候可以用引用的感觉，写论文的
时候经常会用这个。啊，因为我觉得됐다고 하는和됐다는是一个意思，所以我没有觉得它
分开是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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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하기 어려운 판단 근거가 나왔다. 그중 KL31 학습자가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이 문항들이 진짜 어려웠어. 배워본 적이 없는 데다가 꼭 써야 되는 문법 항목이 아

니잖아. 한국 사람도 잘 쓰지 않은 거. 예를 들면 '간단 사람', 일상에서 자주 들을 만한 

그런 거 아니지. 보통 '없었단 말이야' 같은 말을 더 자주 해. 또 문어체에 가까운 표현, 

그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 뭔가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말인 거 같아. 그걸 학습자로서 

보는 사람 있겠어? 보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없어. 그러면 관련된 용법을 모르는 가능성

이 더 커지겠지.57)(KN31)"

  이 학습자의 피드백은 '-다는' 위주로 이루는 긴 관형사절 교육의 어

려운 점을 암시하고 있다. 첫째,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관련되는 지

식을 배운 적이 없다. 둘째, 사용 빈도가 낮아서 학습 시간 외에도 접하

는 기회가 별로 없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 '-다는'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을 구분해서 맞게 쓰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또 4

장에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3.2.3. 긴 동격절에서 '-다는'과 '-시-'의 결합 순서 

  긴 동격절에서 '-다는'은 문법화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가 '-다는' 가운데 놓으면 문장 수용력이 긴 관계절에서보다 더욱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 결과는 달리 나왔다. 

문항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잘못됐다 평균치
오늘 꼭  가시겠다는 말씀에 

깜짝 놀랐다. 82% 14% 4% 1.22
오늘 꼭  가겠다시는 말씀에 

깜짝 놀랐다. 36% 26% 38% 2.02

<표Ⅲ-29>긴 동격절 표지와 '-시-'의 결합 순서에 대한 인식(모어화자)

57) 我觉得你这个组题真的很难，而且（没有必要？）有必要而且很有价值，但是调查起来会
很难。而且，第一没有学过，再就是这个东西怎么讲，我觉得很多情况下它不是必须得
用，即使是韩国人也不是很经常用。像간단 사람, 口语中也很少听，一般都是比如说없었
단 말이야. 书面语的话像刚刚那个살았다는 안도의 한숨，感觉像是小说什么的，作为学
习者谁会看啊，不看就代表没有接触的机会，那么就代表不知道这个用法的可能性非常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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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긴 관계절 표지와 '-시-'의 결합 순서에 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크게 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절과 '말씀'이라는 명사가 비록 동격절 관계를 이루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긴 관계절을 이루는 '가겠다는 할아버지'와 아주 가깝다는 

점에서 비롯한 것일 수 있다. 모어화자에게 인터뷰한 결과도 그런 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KN6)'말씀'이란 거 자체가 높은 사람을 높여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들어가도 그렇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가겠다시는) 

  (KN9)'가겠다시는'은 어색하고, (중략)'가시겠대', '가겠다셔' 이거잖아. '가겠다셔' 이걸 

안 쓰니까. 뭔가 이런 거는 '시'를 쓰는 게 중요하다, 존댓말 해야 된다, 이런 강박 

관념이 드러난...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 

  (KN25)여기서 만약에 '가겠다시는 말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높임법을 좀 허술하게 

쓴다는 생각은 있을 거 같은데 어째든 여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이야기를 했겠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말씀'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의 이야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일단 

'-시-'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긴 관게절에서는 직접 발화하는 

사람('할아버지')을 수식하고 있고 여기서는 '말씀'이 담긴 내용을 풀어서 

하는 긴 동격절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모어화자에게 비슷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듯하다. '가겠다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찬반양론이다. 

  (KN1)'시'가 아무데나 가도 자연스럽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 

  (KN4)형태적으로 볼 때 너무 어색하거든. 아까 그것도. 근데 내가 이거 소리 내서 

읽어봤는데 '가겠다 하시는', '고'가 우리가 자주 빠지거든. '가겠다 하시는', '먹는다 

하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 '간다 하시는'. 그 다음에 '가겠다 하시는' 다시 

'가겠다시는'으로 줄여들어도 소리만 들으면 이상하지 않은 느낌이야. 그런데 다시 

형태적으로 보면 어색하다. 절대 이렇게 쓰지 않고 말할 때만. 

  (KN29)'가겠다고 하시는'에서 '가겠다시는'으로 줄이면 그거 되잖아. 이거는 될 거 같은 

거야. 이거는 솔직히 사투리, 향토적인 게 아니라 순간 말하면 '가겠다고 하시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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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같아. 한편으로도 저기 '시'가 오는 게 이상하잖아. 

그니까 그냥 '어색하다' 한 거야. 

  '-시-'가 아무데나 넣어도 자연스럽다는 모어화자도 있고 들을 때면 

괜찮다 싶지만 글로 읽을 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모어화자도 있다. 한편 KN30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가시겠다는 

할아버지'가 자연스럽다고 선택했지만 '가겠다는 말씀'이 잘못됐다고 

선택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왔다. 

   (KN30) 그러게요. 위에랑 같은 내용이긴 한데. 잠깐만요. (생각하다가) 사실 말씀이 

가시겠다는 건 아니니깐. 좀 틀린 게 맞는 거 같고. 왜 저 표현이 낯설지 않았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시겠다는' 아까 제가 첫 번째만 맞다고 한 건, 뭐, 이런 말은 

들어본 거 같아서 그랬던 거 같았고. 문법적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지. 틀린 표현으로 들어본 거 같아요. 당신이 '나 가시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자기의 말을 옮길 때에는 '가겠다 하시는' 이런 옮겨져야 될 거 같은데 유난히 

저 말은 오늘 꼭 가시겠다는 양반을 잡았다 라든지, 뭐,  이렇게 썼던 거 같아요. 

관용적으로. 저 양반(시댁 사이, 남편이 미울 때 가리키는)이 오늘 꼭 가시겠다잖아.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약간 관용적으로 느껴져요. 저 말은.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저 말은 확실히 들어본 거 같아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시겠다는'은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 온 게 아니니까 틀렸다고 

생각한 거지. '나 가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 양반은. 

  '할아버지'가 '나 꼭 갈 거야'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피수식명사가 

'말씀'으로 바뀌면 발화라는 동작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시겠다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라고 했다. 또한 문법적으로 따지면 

남의 말을 옮길 때 '-시-'가 뒤에 붙이는 게 맞지만 관용적으로 

'가시겠다는 할아버지'를 많이 듣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관점은 학습자 KL30과 비슷하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 

문항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잘못됐다 평균치
오늘 꼭  가시겠다는 말씀에 

깜짝 놀랐다. 60% 22% 18% 1.58

오늘 꼭  가겠다시는 말씀에 
깜짝 놀랐다. 14% 32% 54% 2.4

<표Ⅲ-30> 긴 동격절 표지와 '-시-'의 결합 순서에 대한 인식(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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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집단도 역시 긴 동격절과 긴 관계절을 막론하고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아래 <그림Ⅲ-11>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두 집단은 피수식명사가 바뀌더라도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

어화자 집단에 비해 학습자 집단은 '가시겠다는'이나 '가겠다시는'이라는 

줄인 표현 자체에 대해 더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에 관해 

학습자에게 인터뷰했는데 판단하는 근거가 위에 긴 관계절을 판단할 때

랑 비슷하다고들 한다. 

  (KL9)위의 경우랑 똑같지. 

  (KL11)앞에랑 비슷해.58) 

  (KL30)위의 경우랑 같은 원칙이야. 남의 말을 옮긴 건데 자기 자신한테 높임말을 쓸 

리가 없어.59) 

  

  (KL31)앞뒤에 '-시'-를 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색하다고 했어.60) 

  선행연구 중에서 긴 관계절과 긴 동격절에서 '-다는'과 '-시-'의 결합 양상

58) 理由跟上面差不多。
59) 这里改成跟上面一样，还是一个原理，转述他的话，他自己不会对自己使用敬语。
60) 我觉得两个地方都应该加시所以就选的어색하다. 

<그림Ⅲ-11> 긴 관계절과 긴 동격절 중 '-다는'과 '-시-'의 결합 
순서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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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게 나온다고 했지만 여기서 조사결과가 그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

다. 이는 문항을 만들 때 '말씀'이라는 명사가 보문명사에 속하지만 의미상 긴 

관계절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게 없어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3.3. 긴 연계절에서 '-다는'의 문법화에 대한 인식 비교

3.3.1. 긴 연계절에서 '-다는'의 시제성

  긴 동격절의 경우와 비슷하고 긴 연계절에서도 '-달'이란 표지가 

사용하기가 극히 제한된다. 또한 '-다는'과 '-단'은 시제보다 원형과 

축약형으로 인식하는 것은 대부분이다. 모어화자의 응답부터 보겠다. 

문항
√자연스럽

다
?어색하

다
×잘못됐

다
평균치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퍽 
재미있다는 눈치다. 90% 8% 2% 1.12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퍽 
재미있단 눈치다. 86% 12% 2% 1.16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퍽 
재미있달 눈치다. 2% 22% 76% 2.74

<표Ⅲ-31>긴 연계절 표지의 시제 대립성에 대한 인식(모어화자)

문항
√자연스럽

다
?어색하

다
×잘못됐

다
평균치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퍽 
재미있다는 눈치다. 90% 8% 2% 1.12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퍽 
재미있단 눈치다. 34% 50% 16% 1.82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퍽 
재미있달 눈치다. 4% 20% 76% 2.72

<표Ⅲ-32>긴 연계절 표지의 시제 대립성에 대한 인식(학습자)

  긴 연계절의 경우는 두 집단의 응답 결과가 긴 동격절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게 나왔다. 후행 명사가 보문명사인 '소문'이나 두 집단에게 '-다는'이 

가장 자연스러운 표지인 데 비해 '-달'이라는 표지가 가장 어색한 것이다. 

  모어화자 집단에게는 후행 명사가 눈치일 때 '-다는'으로 수식하든 

'-단'으로 수식하든 의미상 별로 차이가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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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1)뒤에 '눈치다, 눈치였다' 바뀌어도 '퍽 재미있단 눈치다, 퍽 재미있다는 눈치였다'. 

이거도 상관없는 거 같아.  

  (KN9)난 그냥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퍽 재미있다는 눈치일 것이다" 아니면 "퍽 

재미있단 눈치일 것이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 굳이 이거 문법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면 '일 것이다'를 쓰고 싶다면 그냥 "재미있다는" 아니면 "재미있단" 둘 게 

이렇게 쓸 거 같아. 말을 할 때. 

  (KN25)'재미있다는'하고 '재미있단'도 저는 그냥 줄임말하고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인 

거고. 

'재미있달 눈치'는 이 상황에서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중략)이거 그냥 그대로 고치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퍽 재미있다는 눈치다." 아니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싫달(싫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약간 어색한 거 같아요.  "아이들이 이거를 먹어보면 

싫어할 것이다/싫달 것이다." 그런 거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 같은데. 

  (KN30)사실 '퍽 재미있다는 눈치다'는 내 판단이잖아요. 근데 '뭐뭐일 거다'는 내 

스스로의 판단을 얘기하면서 추측을 얘기하는 거 같아서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판단이지만 자신감을 덜해서 추측하듯이 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거 

봤을 때 쓰기는 할 수 있지만 저라면 앞의 두 개 정도로 고쳐서 쓸 거예요. 앞의 저 두 

개도 똑같아요. '있다는'을 '있단'으로 줄인 거다 라는 느낌? 크게는 의미차이 느껴지지 

않은 거 같아요. 

  이처럼 모어화자들은 '-다는 눈치'라든가 '-단 눈치'라든가 의미차이가 크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단'이라는 표현에 대해 학습자 집단은 

시종일관으로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학습자에게 인터뷰를 

했지만 결국  KL31만 자기의 응답에 이유를 서술해주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그냥 어색하다고 느껴졌다고 응답해 주었다. 학습자 

KL31는 앞에서 '-단'을 어색하다고 한 이유와 똑같다고 하면서 '-단'이 

관용표현 '-단 말이야'에서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을 어색해 하는 모습이 보였다. 

  (KL31)사실 이렇게 말해야지. 모든 '-단', 그 '-단 말이야'에서 나오는 거 빼고 뒤에 다

른 명사가 오는 경우에 다 어색하다고 생각해. '-단'이 '-다는'의 줄임말인 것을 알지만 

읽을 때 여전히 이상한 거야. 내가 하도 '-단 말이야'라는 표현을 들어서 그런가 보다. '

간단 사람' 같이 뒤에 '사람' 혹은 다른 체언을 수식하면 굉장히 어색한 거 같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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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연계명사에 따른 '-다는'의 환원성

  연계명사는 보문명사처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긴 연계절과 

공기되는 연계명사는 남신혜(2013)에서 제시한 대로 주로 '한숨, 눈빛, 눈길, 

분위기, 표정, 얼굴, 보람' 등이 있다. 본고는 그 중의 내 개를 고르고 

말뭉치에서 각각 '-다는, -냐는, -라는, -자는'이 쓰인 용례들을 조금 

간단화해서 문항으로 만들었다62). 이에 대한 모어화자의 인식은 다음 

<표Ⅲ-33>과 같다.   

문항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잘못됐다 평균치
나는 그제서야 살았다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30% 60% 10% 1.8
그녀는 왜 사람을 

놀리느냐고 하는 표정을 
지었다.

46% 48% 6% 1.6

형은 가라고 하는 손짓으로 
우리를 보냈다. 66% 32% 2% 1.36

그 말을 듣고 다시 해 
보자고 하는 용기를 얻었다. 28% 62% 10% 1.82

<표Ⅲ-33> 긴 연계절 표지의 환원성에 대한 인식(모어화자)

  <표Ⅲ-33>에서 볼 수 있듯이 '-고 하는'으로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표현이 

아예 잘못됐다고 생각한 모어화자가 소수였다. '가라고 하는 손짓' 외에 

절반은 어색한 문장이라고 응답해주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가라는 손짓'만 

'가라고 하는 손짓'으로 환원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2장에서 남신혜(2013)를 

비롯한 선행 연구 중에 연계절을 이루는 '-다는' 표지의 환원이 제한을 

받는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다르게 나왔다. 이에 대한 해답은 

모어화자의 인터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61)其实我应该这么说，我觉得所有的这个단，除了那个什么‘-단 말이야’之外，단后面接的其
他的名词都让我觉得很어색해，说实话。虽然我知道它是它的缩写，但念起来就很奇怪，
可能是我听过太多‘-단 말이야’的表达，基本没有听过像간단 사람这样后面接其他体言
的，就让人觉得很奇怪。

62) 말뭉치의 용례들을 검색하면서 어떤 명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앞에 '-다는, -라는, -
냐는, -자는' 중 잘 어울려 쓰이는 표지가 있다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각각 여러 
문장을 뽑은 다음에 그중 필자가 좀 더 구조가 간결하고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골라 간
단화하였다. 실제 정문은 모두 줄인 표현인 '-다는, -느냐는, -라는, -자는'이 사용되었
는데 효율성을 위해 정문을 따로 제시해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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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1)손짓에서 뭔가 행동이 나오는데. (손짓을 하면서)이게 왜냐면 가라는 이 행동이 

나오잖아. '가라', '라고'. 근데 '냐고', '해보자고', 뭔가 그냥 서술적이잖아.  

이거는(가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 나오고. '손짓'이랑도 자연스러운데. 

  (KN4)'고 하는'이 아니라 그냥 '는'을... '살았다는', '놀리느냐는', '가라는', '다시 

해보자는'이 더 자연스러울 거 같아. 이게 다 발화가 아니잖아. 그래서 '뭐뭐고 하는' 좀 

더 어색해 보여. 

  (KN6)뭐뭐다고, 이게 어색한 거 같애요. 이게 '다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제서야 살았다"는. "하는"이 없고. 왜냐하면 "다고"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스스로 느낀 건데 여기서는 되게 어색하다고 느껴졌어요.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고. 이거는 간접화법이니까. 이건 내 

감정인데. (중략)"형은 가라고 하는 손짓으로". 그냥 이렇게(손을 휘는 동작을 하면서). 

이거 간접화법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제스쳐를 표현하는 느낌?  아니면 "가라고 하는 

손짓을 우리한테 보냈다" 이것도 괜찮고. (그러면 "가라는 손짓"은요?) "가라는 손짓으로 

우리를 보냈다"? 음..."가라는 손짓했어" 이렇게도 말하는 것 같고. 

  '가라고 하는 손짓'은 인용어미 '-라고 하다'와 관형사형 어미 '-는'의 

결합보다 어쩌면 '가라고'에 휴지를 주고 '하는 손짓'으로 이어가는 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수용력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추정하였다. 그러나 

'표정이나 한숨, 용기'와 같은 것은 발화의 의미가 강하지 않아서 문장이 더욱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네 문장에서 '고 하'를 모두 생략하고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모어화자도 있다. 말할 때 짧게 말하는 것이 더욱 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KN9)말할 때는 짧게 말하지. 문어체에서는 격식을 차려야 될 때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공식적인 어떤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줄임말보다는 길게 쓸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편한 글을 쓸 때, 일기장 같은 사적인 기록, 이런 거는 그냥 짧게 써도...편하니까. 

내가 그거 편한데 짧게 써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쓸 거 같아. 

  (KN29)'놀리느냐고 하는'보다는 그냥 '놀리냐는'이 제일... 저기 '느'도 들어가고 '고 

하는'도 써서 되게 길게 쓰는데 실제로 내가 구어에서 쓸 땐 전부 '놀리냐', '놀리냐는 

표정' 이렇게 써버리니까. 너무 길다고 느낀 거 같아. '해보자고 하는 용기'. 사실 말은 

되거든. 말은 되는데 저것도 그렇게 길게 얘기를 안 해. '해보자는'.  '냐', '자'가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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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실제로 말할 때 그렇게 늘려서 얘기를 안 하니까 어색한 거 같아. 다른 거는 쓸 수 

있긴 해. 

  (KN30)'나는 그제서야...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저 '고 하' 이거를 잘 안 쓰는 

거 같아요. 살려서 쓰지 않고.  '그녀는 왜 사람을 놀리냐는 표정을 지었다.' 이 넷이 다 

그런 사례로 생각했어요. '고 하'는 구어적으로 편한지 않고 뭔가 이 문법적인 표현을 다 

살려서 쓰는 사람 같다는 거지. 대부분 들을 때는 이 '고 하'를 좀 줄여서 쓰는데.  

  학습자의 인식이 어떤지 살펴보겠다. 

  두 집단을 비교하면 우선 모어화자 집단에 비해 학습자 집단에게 네 문장, 

문항
√자연스럽

다
?어색하

다
×잘못됐

다
평균치

나는 그제서야 살았다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52% 42% 6% 1.54

그녀는 왜 사람을 놀리느냐고 
하는 표정을 지었다. 64% 26% 10% 1.46

형은 가라고 하는 손짓으로 
우리를 보냈다. 74% 22% 4% 1.3

그 말을 듣고 다시 해 보자고 
하는 용기를 얻었다. 70% 22% 8% 1.38

<표Ⅲ-34> 긴 연계절 표지의 환원성에 대한 인식(학습자)

<그림Ⅲ-12> 긴 연계절 표지의 환원성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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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고 하는, -느냐고 하는, -라고 하는, -자고 하는'이라는 형태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학습자에게 위와 같은 후행 명사를 

수식할 때 '-다는, -느냐는, -라는, -자는'이라는 표지를 정확하게 골라 쓸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두 집단의 조사 결과 중 '해 보자고 하는 

용기'라는 표현에 관하여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모어화자처럼 피수식명사에 따른 연계절의 의미 차이를 파악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한편 학습자 집단에게 이 네 가지 문장의 평균치가 서로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도 관형사절의 표지 및 피수식 명사에 따른 의미 차이를 잘 

인지할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다. 

3.3.3. 긴 연계절에서 '-다는'과 '-시-'의 결합 순서

  긴 연계절에서의 '-다는'이 가장 문법화된 표지로서 '-다시는'이란 형태가 

세 관형사절 유형 중에서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관한 모어화자의 인식부터 살펴보겠다. 

문항
√자연스럽

다
?어색하

다
×잘못됐

다
평균치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눈초리를 

보내셨다.
44% 36% 20% 1.76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마음에 
안 든다시는 눈초리를 

보내셨다.
22% 48% 30% 2.08

<표Ⅲ-35> 긴 연계절 표지와 '-시-'의 결합 순서에 대한 인식(모어화자)

  모어화자에게는 '마음에 안 든다시는 눈초리'는 물론 '안 드신다는 

눈초리'를 포함해서 모두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시-'가 서술어 '보내셨다'에서 이미 사용되었는데 관형사절 내부에 한 번 더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 잉여가 발생한 것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긴 

관계절이나 긴 동격절에서의 '-다는'과 '-시-'의 결합보다 평균치가 더 높다는 

것으로 보면 이 문장 자체가 모어화자들이 잘 안 사용하는 문장이다.  

  한편 학습자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다.



- 125 -

문항
√자연스럽

다
?어색하

다
×잘못됐

다
평균치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눈초리를 

보내셨다.
68% 26% 6% 1.38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마음에 
안 든다시는 눈초리를 

보내셨다.
12% 20% 68% 2.56

<표Ⅲ-36> 긴 연계절 표지와 '-시-'의 결합 순서에 대한 인식(학습자)

  앞서 '가시겠다는 할아버지'는 1.7의 평균치가 나왔고, '가시겠다는 말씀'도 

1.58의 평균치가 나왔는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드신다는 눈초리'가 오히려 

1.38의 평균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학습자 수가 늘어났다. 

(KL11)그냥 '-시-'가 '다' 뒤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63) 

(KL30)'다시는' 진짜 들어본 적 없어. 다른 거는 괜찮은 거 같아.64) 

(KL31)이거는 똑같고 '-시-'가 '다는' 사이에 넣는 걸 들어본 적 없어. 한마디로 인용절 

안에 '-시-'가 안 붙으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65)  

  학습자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다시는'과 같은 표현이 학습자 머릿속의 

문법규칙과 안 맞아서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비해 '-신다는'과 

같은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3.4. 소결론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는 10조의 문항들을 

설치하여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잘못됐다' 중 골라 표기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앞서 알 수 있듯이 긴 관형사절 표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다는'을 위주로 '-다는/단/달'의 시제 

대립성, '-다는'과 '-다고 하는'의 환원성, 그리고 '-다는'과 '-시-'의 결합 

63) 我就觉得시就不能用在다的后面，其他都可以。
64) 这个다시는没怎么见过，这两个没什么问题啊。
65) 这个是一样的，没有听过시加在这中间。就是总结一句话，인용문里面没有加시很奇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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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문법화 정도에 대한 판단을 고찰하였다. 

  학습자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 모어화자 집단을 설치하였다. 2장의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문법적으로 정문으로 판단되는 예문이 모어화자 

집단 내부에서 수용성이 떨어져서 비문으로 판단하는 가능성이 있으나 

본고는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학습자들이 모어화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긴 관형사절을 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갭을 줄이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정문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모어화자 

집단에서 수용성이 몹시 낮은 경우 이를 비문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양상을 한국어 긴 관형사절 교육을 위한 제의에 반영할 것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한 종합적인 결론은 유형별로 네 가지로 기수할 

것이다. 

  우선 긴 관계절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다는/단/달'의 시제 대립성은 

모어화자 집단에게 가능한 데 비해 학습자 집단에게는 긴 관계절 

내포문의 시제를 과거로 인식하고 있지만 '-단/달'이라는 축약 표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다는/단/달'의 시제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달'이라는 형태가 몹시 구어적인 표현이고 이에 대해 

대부분 모어화자와 학습자가 아예 비문적인 표현이라고 대답하였지만 몇 

명 모어화자가 구어적으로 '-다고 할'을 줄여서 '-달'이라고 말한다고 

언급하였다. 긴 관계절에서 '-다는, -단'을 풀어서 표현하려면 '-다고 

한'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맥락에 따라 '-다고 하는'으로 환원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비록 '-다는'은 '-다(고 하)는'으로 간주해 왔지만, 실제 

문맥에 줄여서 쓰일 때는 '-다는', 풀어서 쓰일 때는 '-다고 한'이라는 

점이 이 표지의 문법화 특성 중 하나다. 문법적으로 보면 관 관계절의 

'-다는'은 '-다고 + 하- + -는'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중 '-다고'는 

'-냐고/라고/자고'로 대체할 수 있고, '하-'는 '말하다, 물어보다, 

명령하다, 권하다' 등 동사 어간으로 대체할 수 있고, '-는'은 '-은, -을, 

-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다고 하시다'로부터 줄여진 

'-다시는'은 문법규칙에 맞는 표현이다. 모어화자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한 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모어화자가 아직까지는 

'-다시는'을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는 문법규칙에 익숙하지만 

'-다시는'을 부정하는 태도가 모어화자보다 더한다. 이는 학습자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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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절에서 '-다는'과 '-다고 하는'의 관계를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두 번째는 긴 동격절에 관한 내용이다. 조사에 의하면, 동격절의 

경우에 '-다는/단/달'의 시제 대립이 존재하지 않다. '-다는', '-단'은 

시제의 차이나 의미상의 차이가 없고 단지 축약형의 관계일 뿐이며 

'-달'의 사용도 극히 제한된다. 다만, 모어화자들의 인지에 의하면 

'-단'의 사용역은 격식을 차리지 않은 자리에 국한된다. 학습자에게는 

교육적 입력이 있으므로 '-다는'이 익숙하지만 '-달' 뿐만 아니라 

'-단'조차 성립 불가라고 생각한다. 일부 학습자만 '-다는'과 '-단'이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는'과 '-다고 하는'의 환원성은 

피수식명사, 즉 보문명사를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는 문제다. '문자, 

전화, 소문, 말'과 같은 인용이나 전달 의미가 강한 명사가 후행할 때 

'-다고 하는'으로 환원할 수 있고 '사실, 증거, 판단'과 같은 인지나 

사건과 관련된 명사가 후행할 때 '-다고 하는'이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학습자 집단에게는 일정한 판단 기준이 보이지 않았고 모어화자의 

인식과 많이 다르다. 교실 안이나 교실 밖 환경에 '-다는' 동격절 구문의 

출현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일관한 

기준 없이 닥치는 대로 –다는'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기억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시-'와의 결합 순서에 대한 인식은 앞에 긴 관계절의 

경우와 비슷하다. 

  다음으로는 긴 연계절에 관한 것이다. 긴 연계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그리 많지 않고 시제 대립성과 '-시-'와의 결합 순서에 있어서 

긴 동격절의 상황과 비슷하게 '-단'을 '-다는'의 축약형이며 '-달'은 

성립하기 어렵다. 환원성에 있어서 연계명사는 앞서 인지나 사건과 

의미적으로 관련되는 보문명사와 마찬가지로 '-다고 하는'으로 환원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두 집단의 인식 양상은 비슷하게 나왔다. 

  마지막으로는 '-다는 것'에 의한 준명사형 관형사절의 내용이다. 

'-다는 것은 ~특징/장점이다'라는 명사형 구성 중에 모어화자에게는 

이것이 인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태 진술이므로 '-다고 하는 것'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 종결표현으로 쓰인 '-다는 것이다'도 

'-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다는 것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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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성을 떨어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 

집단에서 '-다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이 좀 더 높지만 일관된 

주장이나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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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긴 관형사절 교육 

방안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의 구성 방식 및 의미 기능,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화 특성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제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긴 관형사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내는 오류 및 이해 난점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긴 관형사절에 대해 회피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 관형사절 유형에 

따른 구성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다는'의 핵심 의미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긴 관형사절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1.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교육 내용 구성 

    본고에서는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1) 1단계: 

고급 한국어 학습자 요구 분석, (2) 2단계: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교육 목표 

설정, (3)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실제 교육 내용 제시의 단계를 거치고자 

한다. 

1.1. 한국어 고급 학습자 요구 분석

  앞서 Ⅲ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첫 번째 부분은 학습자가 한국어 

관형사절에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이다. 그 내용은 다음 <표Ⅳ-1>과 같다. 

<보기>

1. 관계절

(1). 나는 어제 산 자전거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다. (짧은 관계절)

<표Ⅳ-1> 한국어 긴 관형사절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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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와 같이 6문장을 제시한 다음 학습자에게 1~5번의 질문을 던졌다. 

아래 <그림Ⅳ-1(1)>는 관형사절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 판단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짧은 관형사절이든 긴 관형사절이든 관계절 

유형의 구조를 알고 있다고 판단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으며 동격절과  

연계절이 그 뒤를 이었다. 이때 학습자들은 긴 동격절보다 긴 관계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Ⅲ장에서 완성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실제 긴 관계절의 사용률이 낮고, 긴 

(2). 나는 지원이가 호주에서 샀다는 선물을 받았다. (긴 관계절)

2. 동격절

(3). 나는 그 선생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 (짧은 동격절)

(4). 그가 곧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다. (긴 동격절)

3. 연계절 

(5). 옆집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다. (짧은 연계절)

(6). 영희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긴 연계절)
1. 한국어 관형사절의 유형 중 몇 가지 구조를 알고 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➀ 짧은 관계절     ➁짧은 동격절    ➂짧은 연계절 

➃ 긴 관계절       ➄긴 동격절      ➅긴 연계절
2. 한국어 긴 관형사절(➃➄➅포함)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➀어렵습니다.      ➁보통입니다.     ➂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2-1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항목 중 무엇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➀어미의 선택(-다는, -라는, -자는, -냐는 등)

➁수식을 받는 명사의 선택(선물, 기억, 연락, 소리, 표정 등)

➂시제의 선택(-다는, -단, -달, -다던 등)

➃기타:                              
3. <보기>에서 제시된 긴 관형사절의 구성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➀네.              ➁아니오. 
4. 한국어 긴 관형사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➀네.              ➁아니오. 
5. 한국어 긴 관형사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➀네.              ➁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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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격절의 사용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 판단과 실제 사용 양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긴 관형사절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62%의 학습자가 

'보통입니다', 28%가 '어렵습니다', 10%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긴 관형사절의 어떤 부분에 대해 어려워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시제(58%)>피수식명사(26%)>서법(16%)'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짧은 관형사형 어미 '-은/는/을/던'에 대한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학습자는 시제를 가장 어려워한다. 이는 학습자가 짧은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인식은 긴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긴 관형사절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인식, 교육 경험 유무, 그리고 교육 

필요성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Ⅳ-2>와 같다.  

<그림Ⅳ-1(1)> 유형별에 따른 학습자의 관형사절 구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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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 긴 관형사절의 구성방법, 교육 경험, 교육 필요성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의 절반이 스스로가 긴 관형사절에 대해 배운 

적이 있으며 구성방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긴 

관형사절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은 Ⅲ장의 학습자 사후 인터뷰에서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긴 관형사절에 대한 인식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긴 

관형사절의 실제 용례들의 문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관된 판단 근거를 

보이지 않았으며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 다수의 학습자들에게서 

관찰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통해 긴 관형사절의 교육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긴 관형사절 각 유형의 구성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 평가와 실제 사용 양상 사이에 있어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났다는 점에서 긴 관계절과 긴 동격절의 구조 차이가 교육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2.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교육 목표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긴 관형사절은 한국어 모어화자의 관형사절 

전체 사용 중 짧은 관형사절보다 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긴 관형사절은 의미 기능에 따라 꼭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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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텍스트의 응집성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긴 

관형사절의 교육·학습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고급 

학습자에게는 반드시 교육 되어야 할 내용이다. 특히 어느 정도 한국어 문법 

체계가 내재화되어 있는 고급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긴 관형사절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급 학습자를 

위한 긴 관형사절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언어능력 혹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임즈(1972), 커널(1983)과 바흐만(1990)의 정의에 

의하면 언어능력은 언어 기호와 규칙에 대한 능력과 담화·화용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을 포함한다(구본관, 2017:38). 그중 언어 

규칙에 대한 능력은 좁은 의미의 문법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전략적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넓은 의미의 문법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문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의사소통 중심인 문법교육 단계에서는 초·중급 단계에서 이미 다양한 여러 

문법 표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짧은 관계절이나 동격절과 관련된 문법 

지식이 1급 교재부터 줄곧 교수되고 있는 반면에 긴 관계절이나 긴 연계절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급 단계에서는 

긴 관형사절의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른 긴 관형사절의 유형도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각 유형별 필수적인 문법적 정보만을 단순히 제시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성원(2003)에 의하면 고급 학습자는 초·중급 

학습자와 달리 모국어 화자의 문법 능력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기존에 학습한 

문법 지식들이 머릿속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리 잡기를 원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학습자는 배우지 못한 문법 표현이나 새로운 언어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스스로 분석하고 유추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범한 오류에 대해 스스로 검토하고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방성원, 200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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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도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문법능력을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즉 학습자가 지금까지 학습한 관형사절에 관한 문법 지식 스키마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관형사절 유형과 연관시켜 그 용법이나 의미를 유추하고 

필요한 언어 환경에서 적합하게 사용하는 문법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긴 관형사절 유형에 따른 구성방식,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피수식명사의 의미에 의한 분류,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화 특성 등 

문법 지식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학습한 관형사절의 내용에 대해 학습자가 회상하도록 유도하면서  

긴 관형사절과 관련된 문법규칙을 추측하게 한 다음에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긴 관형사절의 연습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언어 산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교사가 교정해 주거나 학습자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긴 관형사절의 사용에 있어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긴 관형사절 

교육·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1) 총괄적 목표: 

  지금까지 구축한 한국어 관형사절에 관한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긴 관형사절 유형의 용법과 의미기능을 파악하고 언어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는 문법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 

  2) 세부적 목표: 

  � 명시적이나 암묵적인 방식을 통해 긴 관형사절 유형에 따른 구성방식,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피수식명사의 의미에 의한 분류,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화 특성 등 문법 지식을 파악하게 한다. 

  ‚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긴 관형사절의 연습 기회를 확보하며 

언어 산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최소화시킨다. 

1.3. 한국어 긴 관형사절 실제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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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교육 내용을 선정 및 기술하는 과정에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는 

�국립국어원(2005)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Ⅱ』, 백봉자(2006)의 

『한국어 문법 사전』, 이희자·이종희(2014)의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어미·조사 사전』에 수록된 '-다는'을 비롯한 문법 항목들의 

사전식 기술 및 ‚Ⅱ장에서 정리한 긴 관형사절과 관련된 국어연구들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표시 방법은 한국어교수학습샘터 누리집에 공개한 문법 

표현의 기술 필드66)를 참고하였다. 

66) 출처: 한국어교수학습샘터(https://kcenter.korean.go.kr/).
기술 필드

1. 표제어
- 기술할 항목을 제시하는 필드이다.
- 본 연구의 학습단계별 등급과 토픽의 등급, 국제표준모형의 등급이 제시
된다.

2. 의미 
및 용법

- 의미 및 용법은 표제어에서 기술한 의미 단위에 따라 별도로 기술된다.
-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쉽고 정확한 설명을 지향한다.

3. 예문

- 예문은 담화 예문과 문장 예문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담화 예문은 해당 문법 항목이 자주 사용되는 담화 예문을 보여 줌으로
써 의미를 좀 더 선명히 하고 상황에 맞게 문법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문장 예문 역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예문을 보여 주는 것이 원칙이며, 
문법 항목의 연습을 위해 다양한 결합 관계를 보인다.

4. 도입

- 도입은 교사가 문법 항목을 교수할 때 그 항목을 도입하기에 적절한 상
황을 보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소 두 개를 제시하되, 교실 내 환경을 이용하는 상황을 주로 제시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도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 이를 제시한다.
- 도입에 의해 제시되는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은 동일한 것인데 경우
에 따라 더 큰 의미에 포함되는 세부적 의미가 포함되기도 한다.

5. 형태 
정보

- 문법 항목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로, 해당 급에서 주로 사용
되는 어휘와의 결합형을 규칙화하여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다.
- 수업 시간에서 다루어지는 불규칙 정보를 포함한다.
- 기술과 예시를 같이 보여 준다.

6. 문장 
구성 정보

- 문장 구성 정보는 해당 항목으로 어떤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기술하
는 필드이다.
- 자주 같이 사용되는 부사나 서술어, 문법 항목 등을 예문과 함께 기술한
다.
- 문장 구성 정보는 패턴화하여 가르치는 정보를 말한다.

7. 제약 
정보

- 문장을 구성하는 데 제약으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필드이다.
- 학습자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약 정보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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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긴 관형사절 유형별에 따른 교육 내용

학습자 오류와 관계가 없다면 [형태 정보]에서 기술한다.

8. 확장

- 확장은 관련형의 용법과 해당 급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알아두면 좋을 
추가적 용법, 해당 급 이상의 용법을 기술하는 필드이다.
- 고급 용법은 사전식으로 의미를 세분화하지 않고 교수 시 필요한 용법
을 단위로 하여 제시한다.

9. 유사 
문법

- 교사나 학습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 문법을 문법 설명과 예문을 
함께 들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드이다.
- 의미와 용법이 비슷하여 자주 오류를 보이는 문법 항목을 비교, 대조한
다.
- 유사 문법 항목은 해당 급이 아닌 다른 등급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기술
한다.

긴 관계절
표제어 -다는[수식 준말]

의미와 
용법

어떠한 발화를 인용하여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데에 사용한다. 후행 
명사는 발화하는 주체 혹은 발화 내용과 관련되는 대상이 된다. 
이때 주로 특정한 사람 혹은 일반 언중, 또한 구체명사인 경우가 
많다. 

예문

담화 예문 

가: 언니, 어제 재미있게 봤다는 영화가 뭐야? 
나: 어, 그거 인터스텔라야. 진짜 재미있었어. 
가: 그래? 어제 시험 준비하느라 못 봤어.
나: 시험 끝나면 같이 보러 가자. 나도 다시 보고 싶
긴 해.  

문장 예문

Ÿ 대형 맨션에 산다는 가이후 현 총리의 아파트가 
48평 정도로 발표되었다. 

Ÿ 이 땅에서 이미 소멸해 버렸다는 토종닭을 요리하
는 집도 버젓이 있었다. 

Ÿ 중기는 전화를 끝내고 가게 앞으로 나와 자기를 
데리러 오겠다는 여자를 기다렸다. 

Ÿ 고기가 질겨서 정말 한우가 맞느냐는 소비자도 있
었다. 

Ÿ 한국전쟁에서의 빚을 갚으라는 미국과 한국의 대
립이 팽팽한 시절이 있었다. 

<표Ⅳ-２> 긴 관계절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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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녀는 아이 없이 둘만 행복하게 살자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였다. 

도입

어느 모임에, 나는 A로부터 '나 이제 그만 집에 간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한 시간 지났는데도 A가 그대로 앉아 있다. 이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니,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네." 여기서 '집에 간다고 하는'을 줄여서 '집에 간다는'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네." 

형태 
정보67)

현재 미래 과거 과거 회상

서술
-(ㄴ/는)다는,
-(이)라는

-(ㄴ/는)달,
-(이)랄

-(ㄴ/는)단, 
-(이)란

-(ㄴ/는)다던,
-(이)라던

의문 -(으/느)냐는 -(으/느)냘 -(으/느)냔 -(으/느)냐던
명령 -(으)라는 -(으)랄 -(으)란 -(으)라던
청유 -자는 -잘 -잔 -자던

문장 
구성 
정보

l 관계절이란 피수식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에 동일한 통사적 성분, 
즉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을 공유하는 관형사절 유형이다. 관계
절이 빠져도 문장이 여전히 성립한다. 예컨대, 

ㄱ. 친구를 고기를 끓게 만들었다는 배추겉절이가 얼마나 맛있을까? 
(주어)
ㄴ. 어제 재미있게 봤다는 영화의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다. (목적어)
ㄷ. 오빠가 재대하겠다는 (그) 날을 기다려왔다. (부사어)
l '-다고/냐고/라고/자고 하는'으로 줄여진 형태로 볼 수 있고 이

때 '하는'의 '하-'는 실질적 의미를 갖춘 여러 동사(말하다, 주장
하다, 질문하다, 물어보다, 의심하다, 명령하다, 요청하다, 제안하
다, 약속하다...)로 대신 쓸 수 있다. 

l 긴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발화주체로서의 유정명사다. 즉,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 대중 매체 등 집단명사를 포함한다.  다른 한 가지는 
제3자로부터 알려진 정보의 수식을 받는 명사로 특별히 제한받지 
않는다. 이때 '-다는'이 많이 사용된다. 서법에 따라 
'-다는/냐는/라는/자는'을 달리 사용한다. 예컨대, 

1) ㄱ. 생선이 먹고 싶다는 동생. 
   ㄴ. 정말 이상이 없느냐는 기자. 
   ㄷ. 먼저 가라는 그녀. 
   ㄹ.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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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장의 완성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긴 관계절에 대한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다는'을 대신해 '-는/은'을 

사용하거나 '-냐는/라는/자는'을 대신하여 '-냐고/라고/자고 

물어보는/강요하는/말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가 많았다. 사실 

일부 관계절 내포문은 '-는/은'을 써도 비문이 아니다.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혹은 사용되는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제시를 부연 설명할 수 있다.

67) 여기서 '-달/단/다던'과 같은 형태 정보가 제시되었는데 실제 언어 사용에서 아주
구어적인 표현이며 사용 상황도 비교적 제한적이다. 따라서 담화나 텍스트를 이해하
는 측면에서 알려줄 가치가 있고 구분해서 사용하는 요구는 학습자에게 부여하지 않
는다.

2) ㄱ. 몸에 좋다는 약. 
   ㄴ. 비싼 돈을 주고 샀다는 시계. 
   ㄷ. 얼굴이 예쁘다는 신입 사원. 
   ㄹ. 내가 가라는 병원.

제약

Ÿ '-다고 하는'으로부터 줄인 '-다는'은 환원해서 표현할 수 있다. 
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네. (o)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네. (o)
Ÿ 존대를 나타내야 되는 경우에 '-시-'가 '-다는' 앞에 와도 되고 

'-다는' 가운데 와도 된다. 
예) 오늘 꼭 가시겠다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o)
    오늘 꼭 가겠다시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o)

유사문법 긴 관계절에서의 '-다는' VS '-는/은'

예문
ㄱ. 그 친구를 고기를 끊게 만들었다는 김치가 과연 얼마나 맛있
을까? 
ㄴ. 그 친구를 고기를 끊게 만든 김치가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 

상황 제시 

ㄱ. 어느 날 어떤 맛집을 탐방하는 블로그에서 이러한 리뷰를 
봤다. '이 집 김치가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저를 고기를 끊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김치를 맛보러 
친구와 같이 그 맛집을 찾아갔다. 먹기 전에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자, 그 블로거를 고기를 끊게 만들었다는 김치가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한 번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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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평서형이 아닌 경우에는 '-냐는/라는/자는'을 대신하여 

'-냐고/라고/자고 물어보는/강요하는/말하는' 등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표현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긴 동격절과 

함께 가르쳐줄 수 있다. 

ㄴ. 이번에 그 리뷰를 올린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치자. 고기를 
좋아하던 그가 그 집 김치를 먹은 후로부터 정말 고기보다 그 집 
김치를 더 자주 먹게 되었다. 그 과정을 목격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친구를 고기를 끊게 만든 김치가 정말 그렇게 
맛있을까?' 

문법 설명

이 경우에는 화자가 관계절 내용에 대한 확신 정도 및 발화 
의도나 태도에 따라 '-다는'과 '-는/은'을 구분할 수 있다.  
화자가 제3자의 정보를 인용해서 중립적인 태도로 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다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용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그 정보의 사실성을 확신할 때는 '-는/은'을 
사용하여 본인이 경험했거나 경험한 것처럼 전달할 수 있다.

유사문법
'-다는/냐는/라는/자는' VS 
 '-다고/냐고/라고/자고 {하는/물어보는/강요하는/약속하는...}

예문

평서형68):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친다고 주장하는 평론가.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친다는 평론가.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친다는 주장. 
의문형: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치지 않으냐고 의심하는 관람객.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치지 않으냐는 관람객.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치지 않으냐는 의심. 
명령형: 
그 영화의 상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관람객.
그 영화의 상영을 중단해 달라는 관람객. 
그 영화의 상영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 
청유형: 
폭력적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로 하자고 제안하는 네티즌. 
폭력적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로 하자는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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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긴 동격절의 실제 교육 내용이다. 

68) 평서형 예문 중에 '-다는'과 '-ㄴ'을 대비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다
른 3가지 유형과 차이가 난다. ㄱ. 폭력성이 도가 지나친다는 영화. ㄴ. 폭력성
이 도가 지나친 영화.

긴 동격절
표제어 -다는[관형사형 어미]
의미와 
용법

발화나 생각 등을 인용해서 후행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되거나 사
실, 상황 등 추상 명사들의 내용을 해석할 때 사용된다. 

담화·화
용적 
의미

l 어떠한 사태에 대해 특정한 명사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화자 자
신의 판단이나 태도가 드러난다. 가령 '말, 이야기' 등을 사용하
여 화자가 자신이 인용한 내용의 진리치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소문, 루머' 혹은 '사실, 방증' 등을 사용하여 화
자가 인용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l 긴 동격절의 사용 자체가 독자나 청자로부터 동의함을 얻거나 객
관성을 확보하여 일종의 책임 회피 혹은 완곡 표현을 나타낼 수
도 있다. 특히 사실명사나 '것, 점' 등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짧
은 동격절을 취할 수도 있으나 긴 동격절을 취할 때는 인용된 대
상을 범주화해여 명제성 또는 명사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위와 같

<표Ⅳ-3> 긴 동격절의 교육 내용

폭력적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로 하자는 제안.

상황 제시

어떤 영화의 폭력성에 대한 토론 담화를 영상 혹은 음성 파일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토론 과정에서 평론가, 관람객과 네티즌의 
구체적인 발언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긴 관계절뿐만 
아니라 긴 동격절의 구성을 사용하는 실제적인 예시를 접할 수 
있다. 

문법 설명

'-다고+특정동사+-는'의 구조는 줄여진 '-다는'과 크게 의미 
차이가 없지만 특정동사에 의해 문장 뜻이 더욱 명확해진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다고+특정동사+-는'의 구조 중의 '-는'과 계열관계를 
이루는 '-ㄴ/은/ㄹ/을/던'이 사용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표현을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줄여진 
'-단/달/다던'을 이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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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능이 더욱 부각된다. 

예문

담화 예
문 

(1) 
가: 부인이 뇌졸증으로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놀
랐지요?
나: 네, 정신을 가누기가 힘들어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2) 
가: 전 회장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니?
나: 응.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문장 예
문

Ÿ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면 <모나리자> 원본을 볼 수 있
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Ÿ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 하에 개봉 
불가 판정을 받았다. 

Ÿ 나는 그녀가 몸이 약해 자주 쓰러진다는 생각이 들었
다. 

형태 
정보

현재 과거 회상

서술
-(ㄴ/는)다는/단,
-(이)라는/란

-(ㄴ/는)다던,
-(이)라던

의문 -(으/느)냐는/냔 -(으/느)냐던
명령 -(으)라는/란 -(으)라던
청유 -자는/잔 -자던

문장 
구성 
방식

l 동격절의 경우에 피수식명사가 내포절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한다. 의미론적 관계에 있어서도 동격절이 피수식
명사의 내용이 된다. 동격절이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기 어렵다. 
예컨대, 

ㄱ. 둘이 결혼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소문이 떠돌았다.)
l 긴 동격절은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긴 관형사절 유형이다. 긴 

동격절 구성은 일정한 문형으로 논술적인 테스트에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아래 5가지 문형69)을 참고할 수 있다. 

1) S-다는 N이다. 
2) S-다는 것이 (n의) N이다. 
3) N이 ...S-다는 것이다/점이다/사실이다. 
4) S-다는 N이/가 V.(V: 나오다, 유력하다, 지배적이다,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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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다, 우세하다, 대두되다, 있다, 압도적이다, 많다, 일다, 끊이
지 않다, 만만치 않다, ...)
5) S-다는 N을/를 V. (V: 하다, 보이다, 내놓다, 펴다, 밝히다, 표명
하다, 제기하다, 취하다, 받다, 듣다, ...) 

확장

l '-다는' 긴 동격절의 피수식명사 분류70): 
1. 발화를 인용하는 명사: 
이야기, 건의, 경고, 고발, 논쟁, 당부, 대답, 말, 목소리, 반론, 반
응, 반발, 발언, 발표, 보고, 비난, 비판, 설명, 소문, 소식, 약속, 주
장, 질문, 충고...
2. 생각을 인용하는 명사: 
가정, 각오, 견해, 결심, 계산, 계획, 관측, 구상, 기대, 논리, 느낌, 
다짐, 뜻, 방침, 분석, 불안감, 생각, 설, 소망, 시각, 신념, 아쉬움, 
예상, 의견, 우려, 의도, 의심, 의혹, 인식, 추측, 평가, 해석...
3. 사실을 인용하는 명사: 
강점, 결과, 결론, 내용, 뜻, 사실, 원칙, 의미, 이유, 정보, 조건, 증
거, 징후, 판결, 확증...

l 위의 제시된 추상명사 외에 '것, 식, 점' 등과 같은 의존명사도 
긴 동격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 교재들에서 관용적으
로 쓰이는 문형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장점은 
S-다는 것이다', 'S-다는 것은 ...의 특징이다', 'S-다는 식으로', 
'S-다는 점에서'. 

유사문
법

'-다는' VS '-는/은’

공통점
관형사절을 구성하여 사실을 인용하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차이점

Ÿ 어떤 발화나 사실을 간접 인용을 통해 범주화하면서 수
식할 때 '-다는'을 사용한다. 그렇지 않고 직접 경험한 
것처럼 후행 명사를 수식할 때 '-는/은'을 사용한다. 

Ÿ '-다는'절은 화자의 간접화를 통해 사태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강조한다. 때로는 그 사태를 범주화하면서 명제
성을 나타낸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는'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나 청자로부터 동의함을 얻거나 객관성을 확
보하여 일종의 책임 회피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내



- 143 -

  마지막으로는 긴 연계절의 교육 내용이다. 

69) 한송화(2013: 460)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70) 차준경(2009), 한송화(2013), 서영석(2017)를 참조하였다.  

기도 한다. 반면에 '-는/은'은 사태에 대한 인지시점이 
화자에게 주어짐으로써 사태에 대한 경험의 직접성 및 
사실성을 확보한다. 

예문

ㄱ.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을 때렸다는 {소문, 말, 기록 ...}
이/가 있다. 
ㄴ.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을 때린 {일, 사건, 기억, 전력, 
혐의 ...}이/가 있다. 
ㄷ.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을 때린 사실/때렸다는 사실을 
몰랐다. 

제약

Ÿ 인용 의미가 강한 발화명사들을 수식할 때 '-다는'은 '-다고 하
는'으로 대체하여 쓸 수 있지만 정신활동과 관련된 명사들을 수
식할 때는 '-다고 하는'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예) 루부르 박물관으로 가면 <모나리자> 원본을 볼 수 있다는 소문
이 쫙 퍼졌다.(o)
    루부르 박물관으로 가면 <모나리자> 원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다.(o)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 하에 개봉 볼가 판정을 
받았다.(o)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치다고 하는 판단 하에 개봉 볼가 
판정을 받았다.(?) 
Ÿ 존대를 나타내야 하는 경우에 '-시-'가 '-다는' 앞에만 올 수 있

다. 
예) 사업에 참여하시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o)
    사업에 참여하겠다시는 서명을 받았다. (x) 

긴 연계절
표제어 -다는[관형사형 어미]
의미와 '표정, 눈길, 기색, 분위기, 자세, 태도, 어투, 한숨, 보람'과 같은 

<표Ⅳ-4> 긴 연계절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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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추상명사의 내용보다 그와 긴밀히 관련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예문

담 화 
예문 

(1) 
가: 그게 무슨 눈빛이야? 사람 기분 나쁘게...
나: 그래. 네가 하는 짓이 못마땅해서 답답하다는 눈빛이야. 

문 장 
예문

Ÿ 경제위기가 지나갔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과소비 경향이 재현되고 있다.

Ÿ 그녀는 뭐 이런 데가 다 있냐는 표정으로 들고 있던 가방 
위에 주저앉았다.

Ÿ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자
는 몸짓을 한다고 해서 '창조적 신당'이 탄생되는 것도 아
니다.

형태 
정보

현재 과거 회상

서술
-(ㄴ/는)다는/단,
-(이)라는/란

-(ㄴ/는)다던,
-(이)라던

의문 -(으/느)냐는/냔 -(으/느)냐던
명령 -(으)라는/란 -(으)라던
청유 -자는/잔 -자던

문장 
구성 
정보

l 연계절이란 관계절처럼 피수식명사와 내포절 간에 논항을 공유하
는 것도 아니고 동격절처럼 피수식명사가 논항을 공유하지 않으
면서 내포절이 명사의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닌 유형을 말한다. 긴 
연계절의 경우도 역시 내포절이 빠지면 문장 성립이 어렵다. 

l 짧은 연계절보다 긴 연계절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다. 예컨대, 
ㄱ. 등산을 계속한 결과는 약간의 체중 감소뿐이었다. 
ㄴ. 비가 그친 뒤에 무지개가 떴다. (한국어 교육에서 이와 같은 구
조는 관용 표현으로 교수되고 있다)
ㄷ. 어제 옆집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다. 
l (ㄱ~ㄷ)는 전형적인 연계절이다. 긴 연계절은 '연계'라는 기능이 

약하다. 예컨대, 
ㄹ. 여자는 멀뚱한 표정으로 변태가 아니냐는 눈빛을 던졌다. 
l (ㄹ)의 관형사절을 동격절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눈빛'이라는 

명사의 내용이 '변태가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 다음과 같은 내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ㅁ. 변태가 아니냐는 의미의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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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제시할 형태적 정보가 있는데 바로 아래 <표Ⅳ-5>의 내용이다. 

앞서 Ⅲ장에서 오류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긴 관형사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형태적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에게 

형태초점기법을 활용하여 교육하면서 교사가 오류를 교정해 준다면 줄일 수 

있 것이라 생각된다.   

유사문
법

긴 연계절에서의 '-다는'과 '-는/은'

예문
ㄱ. 영희는 재미있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ㄴ. 영희는 재미있다는 표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해석

같은 명사를 수식할 때 '-다는'을 사용하느냐 '-는/은'을 사
용하느냐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 (ㄱ)는 '영희 스스로 
재미있거나 웃기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쳐다보았다'고 해
석되는 반면에 (ㄴ)은 '영희가 나를 재미있어하면서 나를 쳐
다보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약

Ÿ 이때의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대체 쓸 수 없다. 
예) 어디서 시작할까 에돌려 말을 하려는데 나오지 않고 막혀서 답답
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본다.(o)
어디서 시작할까 에돌려 말을 하려는데 나오지 않고 막혀서 답답하
다고 하는 눈빛으로 나를 본다.(x)
Ÿ 존대를 나타내야 되는 경우에 '-시-'가 '-다는' 앞에만 올 수 있

다. 
예) 아빠도 안 됐다는 기색이었다. (o)
    아빠도 안 됐다시는 기색이었다. (x) 

형태적 정보
(보충설명)

①서술형 '-(ㄴ/는)다는', '-(이)라는’
동사
받침 o + -는다는, 받침 x('ㄹ' 받침) + -ㄴ다는('ㄹ' 탈락)
형용사
활용 없이(불규칙 'ㅂ', 'ㄹ' 받침 등 포함) + -다는
명사 
받침 o + -이라는, 받침 x + -라는

<표Ⅳ-5> 학습자의 긴 관형사절 사용 양상에 의한 교육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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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다는' 문법화 정도에 따른 교육 내용 배열 순서

  문법화 형태들의 배열 기준은 일반 교수요목에 문법 항목을 배치할 때의 

기준과 달리 문법 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방성원, 

2004:106). 본 연구에서는 '-다는'을 표제어로 정하여 '-다는'의 문법화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기 때문에 '-다는'의 문법화 정도를 중심으로 하여 긴 

관형사절 교육 내용의 순서를 배열해 보고자 한다. 

긴 관계절 긴 동격절 긴 연계절

'-다고 하는'으로의 환원 ○ △ ×

'-단, -달, -다던'과의 대립 ○ △ △

'-시-'와의 결합
'-다시는', 

'-시다는'
'-시다는' '-시다는'

문법화 정도 덜 문법화 >>>>>>>>>>>>>>>>>>> 더 문법화

<표Ⅳ-6> 관형사절 유형에 따른 '-다는'의 문법화 정도 및 특성

  긴 관계절, 긴 동격절, 긴 연계절의 순서로 '-다는'이 문법화가 덜 

진행된 형태부터 더 진행된 형태로 활용된다. 방성원(2014)에 의하면 

문법화 형태들은 문법화가 진행될수록 원형과의 관련성이 낮아진다. 

관련성이 낮아지면 의미 변이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문법화가 더 진행된 용법에 대해 나중에 

②의문형 '-(으/느)냐는' 
동사('있다, 없다' 표함)+ -느냐는
형용사('있다, 없다' 제외) + -으냐는
(구어나 격식을 차리지 않은 자리에서 '-으/느'를 생략해도 
된다) 
③명령형 '-(으)라는’
동사 
받침 o + -으라는, 받침 x + -라는
④청유형 '-자는' 
동사 +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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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고급 학습자는 이미 긴 

동격절에 대해 어느 정도 습득하였기 때문에 문법화 정도에 따른 '긴 

관계절>긴 동격절>긴 연계절'이라는 배열 순서가 그리 합리적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긴 관형사절 표지 '-다는'의 문법화를 논의할 때 가장 핵심인 문제가 

'-다는'과 '-다고 하는'의 환원성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 하-'의 

인용 기능과의 관련성이다. 따라서구체적인 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인용 기능 발화 인용 > 생각 인용 > 사실 인용 > 의미 해석

해당 문법

발화 명사를 수식하는 긴 동격절, 긴 관계절 > 생각 명사

를 수식하는 긴 동격절 > 사실 명사를 수식하는 긴 동격

절 > 긴 연계절 

  앞서 '-다는'과 '-다고 하는'의 유사문법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기술한 

대로 두 형태의 연관성을 활용하여 긴 관계절뿐만 아니라 긴 동격절의 

용법을 학습자에게 교육할 수 있다. 그러나 '-다는'의 문법화가 

진행될수록 인용 기능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교육 후반으로 갈수록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고 하는'과의 관련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한편 '-는/은/을/던'과 같은 짧은 관형사형 어미의 배열 순서를 시도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어미의 사용 빈도, 난이도, 문법적 제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허메이핑, 2017:126). 그 결과 '-은 > -는 > -을 > -던'의 

배열 순서를 제안하였다. 긴 관형사형 어미의 경우, '-다는'이 긴 

관형사절 구성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으며 '-단/달/다던'과 같은 형태는 

실제 사용 환경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는’을 가장 먼저 제시한 후에 

'-냐는/자는/라는'의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학습자가 각 긴 관형사절 유형에 따라 '-다는/냐는/자는/라는'을 정확히 

구사할 능력을 가지게 된 이후에 '-단'의 용법을 제시한다. '-달'과 

'-다던'의 제시 여부는 실제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긴 관형사절의 교육에 있어 제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발화 명사를 수식하는 긴 동격절(-다는/냐는/라는/자는) 



- 148 -

ㄴ. 긴 관계절(-다는/냐는/라는/자는)

ㄷ. 생각 명사를 수식하는 긴 동격절(-다는/냐는/라는/자는)

ㄹ. 사실 명사를 수식하는 긴 동격절(-다는/냐는/라는/자는)

ㅁ. 긴 연계절(-다는/냐는/라는/자는)

ㅂ. '-다는'의 축약형으로서의 '-단' > '-다고 한'의 축약형으로서의 '-단'

ㅅ. '-다던' > '-달' (제시 여부는 학습자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2.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긴 관형사절 교육 방안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육은 학습자가 초·중급 단계까지 

학습해 온 내용을 심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한재영 외, 2008: 

352). 문법 항목의 특수 용법을 가르치거나 유사문법 간의 미묘한 

차이를 제시하거나 문장이나 담화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연습을 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앞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긴 관형사절의 오류 분석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활용 오류와 관련된 것이다. 학습자는 고급 단계까지 

'-(ㄴ/는)다는/(으/느)냐는/(으)라는'의 결합 규칙 및 'ㅂ'과 같은 불규칙 

용언의 활용법과 같은 형태적 정보를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급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고급 단계도 꾸준히 이러한 

형태적 정보를 정확히 활용할 수 있는 연습과 교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활용 규칙 등 형태적 정보를 굵게 표시해 주는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기법을 통해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혹은 

오류 유도 후 수정하기(garden path)의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자가 

오류를 범할 때 교사가 이를 교정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정확한 사용을 

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제와 관련된 것이다. 긴 관형사절을 구성함에 있어서 

관계절을 제외하고는 시제 오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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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절의 경우에 학습자가 긴 관형사형 어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고 하- + 동사'의 구성을 많이 사용한 데에 있다. 이때 

학습자는 '-는/은/을/던/었던'의 시제나 양태 의미에 따라 적절하게 이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긴 관계절의 

내용을 교수·학습을 함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시제 선택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는'과 '-는/은'의 대치 오류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소문, 생각, 분위기, 눈빛' 등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다는'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긴 관형사절의 

경우에는 '-다는'을 대신해 '-는/은'을 선택하여도 비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치 오류로 볼 수가 없다. 다만 '-다는'을 사용하느냐 '-는/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다는'의 의미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긴 관형사절이 실현되는 교육 자료(영상, 녹음, 사진, 그림 등)를 

활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법 규칙을 발견하도록 학습 활동과 

과제를 준비할 수 있다. 아래는 연구자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TV 

자막에서 발췌한 긴 관형사절 구조를 활용하는 학습 활동의 예시이다. 

Ÿ 교수·학습 대상: 고급 한국어 학습자

Ÿ 교수·학습 목표: 긴 관형사절의 실제 용례들의 문장 구조 및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제 수행을 통해 능숙하게 긴 관형사절을 구사하도록 

한다.

1) 도입 내용

  아래와 같은 예문들은 본고에서는 글로만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할 

때는 긴 관형사절의 사용 맥락이 잘 드러나도록 영상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다.

ㄱ. 진지할 땐 이렇게 잘 해내는 것이 은지원의 장점, 그게 1분을 못 간다는 

게 단점. ('-다는 게 단점')

ㄴ. 갈수록 몸이 피곤해진다는 불만! (긴 동격절)

ㄷ. 어쨌든 전날 모이라고 한 취지는 (짧은 관계절, '취지'가 긴 동격절의 

수식을 받는 예문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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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슈퍼맨이 되겠다던 꼬마아이는~ (긴 관계절)

ㅁ. 버려졌다는 불안감이 현실로...! (긴 연계절)

ㅂ. 무심코 내뱉은 밥 사준다는 약속이...(긴 동격절)

ㅅ. 나 이걸 지금 맞추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다는 게 V')

ㅇ. 절대로 읽지 말라는 걸 읽어버렸어...('-지 말라는 걸 V')

ㅈ. 그러니까 있긴 있다는 거지? ('-다는 거다')

ㅊ. 콩 팔러 갔다는 말은 저 멀리 떠나셨다는 뜻...(긴 동격절)

ㅋ. 호동이 고기를 끊게 말들었다는 그 음식...(긴 관계절)

ㅌ. 장난 하자는 거니...?('-자는 거다')

ㅍ. 무조건 떨어졌으니 실격이라는 호동 팀과...(긴 관계절)

ㅎ. 3초 지났으니 상관없다는 몽!(긴 관계절)

2) 과제1(말하기)

  영상을 보여준 후, 교사는 위의 예문들을 사진이나 글로 학생에게 다시 

제시해준다. 짝활동을 통해 위와 같은 예문들에서 관형사절의 유형이 

무엇인지, 유사문법과 대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관형사절의 유형을 바꿔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등을 위주로 토론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팀별로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3) 교육

  교사는 각 팀의 토론 결과를 다시 정리하여 공통된 결론과 어긋난 결론을 

위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한 번 더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 이와 관련된 긴 관형사절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을 명시해 준다. 

4) 과제2(쓰기)

  교사는 도입과 비슷한 교육 자료를 준비한다. 도식 조직자(graphic 

organizer)나 빈칸 채우기(cloze)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 쓰기 과제 용지를 

만든다. 학습자가 과제1에서 토론했던 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쓰기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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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하도록 한다. 

5) 마무리

  개별과제를 확인함으로써 교사가 학습자 각각의 긴 관형사절의 습득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문법 설명 혹은 개별적인 지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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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긴 관형사절 내포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자가 유형별로 긴 관형사절의 사용 양상을 

및 문법화 정도에 대한 학습자와 모어화자의 인식 양상을 조사하여, 

이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긴 관형사절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한국어 관형사절 교육 내용에서는 '-은/는/을/던'을 중심으로 한 

짧은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긴 

관형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는'으로 이끄는 동격절에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를 위한 동격절 교육은 보문명사의 나열하는 것은 

주요 방법이다. 이러한 교육 방법으로는 학습자들이 긴 관형사절의 

사용을 회피하거나 짧은 관형사절이나 간접인용절 등 기타 문법 표현과 

혼동하여 오류를 범한다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긴 관형사절의 핵심인 '-다는'을 비롯한 표지들을 고찰 

대상으로 삼아 문법화 정도에 따라 드러나는 특성에 의해 해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존의 관형사절의 

유형을 살펴보아 긴 관형사절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을 긴 관계절, 긴 

동격절, 긴 연계절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총 세 가지 유형의 

형태, 통사, 의미적 특성과 더불어 '-다는'을 비롯한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 범주에 대한 논의 쟁점을 고찰하였다. 전자는 긴 관형사절의 

기본적인 학습 내용이라고 하면 후자는 긴 관형사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한국어 긴 관형사절에 대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양상 및 인식양상을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고찰하였다. 우선 

유형별로 긴 관형사절의 구성방식과 의미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기본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긴 관형사절과 다른 문법 

표현을 헷갈리는 오류를 다시 한 번 인증했을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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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다루지 못한 긴 관계절과 긴 연계절을 구사할 때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어려운 점도 밝혔다.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학습자가 긴 

관형사절의 유형에 따라 회피하는 정도가 다르다. 긴 관계절에는 가장 

많은 학습자가 짧은 관형사절을 구성하고 이어서는 긴 연계절, '-다는 

것' 구조, 마지막에는 긴 동격절이다. 특히 '-다는'으로 이끄는 긴 

관형사절인 경우 인용을 피해 직접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한 '-ㄴ/은'을 

사용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냐는'로 이끄는 긴 관형사절에서는 

'-냐고'와 '묻다, 물어보다' 등 동사와 결합하는 식으로 인용절이 내포된 

관형사절 내포문을 구성한 모습이 보였다. '-라는'과 '-자는'을 헷갈리는 

학습자도 가끔 보였다. 

  Ⅲ장에서 실시한 두 번째 조사는 문법성 표지형 테스트를 이용해 

유형별로 긴 관형사절 표지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문법성 표지형 테스트는 문장 정오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시적으로 '-다는'이 문법화가 덜 진행된 것과 더 진행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모어화자 집단을 설정하였다. 문법적으로 

정문으로 판단되는 예문이 모어화자 집단 내부에서 수용성이 떨어져서 

비문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학습자들이 모어화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긴 관형사절을 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 차이를 줄이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모어화자 집단에서 수용성이 몹시 낮은 경우 문법적으로 정문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한국어 긴 관형사절 교육에 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본다. '-다는'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인터뷰 

내용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간단하게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는/단/달'이 시제 대립성이 가능하지만 학습자에게 그런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설정할 필요성도 거의 없다. 다만 '-단'은 '-다는'의 

줄임말로 사용할뿐더러 '-다고 한'의 줄임말로도 사용한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달'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몇 개 예문과 상황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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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문법화가 덜 진행된 '-다는'은 '-다(고 하-)' 와 어미 '-는'의 

결합으로  '-는'과 '-던'은 '계열관계'를 이루는 동시에 선어말어미 

'-시-'가 개재할 수 있다. 이와 대비하여 문법화가 더 진행된 '-다는'이 

하나의 통합어미로 '-다고 하는'으로 환원이 어려우며 원칙적으로 '-다던', 

'-다시던'도 허용되지 않은 비문적인 구조라고 간주된다.71) 

  긴 관형사절 표지의 환원성에 있어서 '-다는/단'으로 사용될 때 시제 문제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다고 하는'으로 풀어서 사용될 때는 시제에 

따라 짧은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이 더욱 부각된다. 이를 통해 긴 

관형사절 교육에서 짧은 관형사절 교육처럼 시제 의미를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후행 명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그 내용을 밖으로 전달할 때 즉시 

들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는'과 '-다고 하는'이 모두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거나 본래 있는 대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인식할 

때 '-다는'만 허용된다. 학습자 집단은 후행 명사가 달라도 모두 '-다고 

하는'을 써야 된다고 하거나 모두 '-다는'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법화가 

덜 된 '-다는'과 '-다고 하는'의 의미 기능, 그리고 문법화가 더 된 '-다는'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서 

비롯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어 긴 관형사절 교육에 있어서 문법화가 덜 된 

'-다는'과 문법화가 더 된 '-다는'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인지, 각각 

어떤 의미 기능을 지니는지에 관하여 규명하는 것은 형태, 통사 내용을 

알려주는 것보다 우선적이다. 

  마지막에 Ⅳ장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긴 관형사절에 대한 요구분석 및 

앞서 도출한 결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한국어 긴 관형사절의 교육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다는'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제시순서를 제안해 보았다. 

71) 다음과 같은 예문을 참고할 수 있다.
ㄱ.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ㄱ'. *사업에 참여하겠다시는 서명을 받았다.
ㄴ. 철수가 곧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ㄴ'. ??철수가 지난 학기에 이미 졸업했다던 소문이 돌았다. (오윤경·신연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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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발화 명사를 수식하는 긴 동격절(-다는/냐는/라는/자는) 

ㄴ. 긴 관계절(-다는/냐는/라는/자는)

ㄷ. 생각 명사를 수식하는 긴 동격절(-다는/냐는/라는/자는)

ㄹ. 사실 명사를 수식하는 긴 동격절(-다는/냐는/라는/자는)

ㅁ. 긴 연계절(-다는/냐는/라는/자는)

ㅂ. '-다는'의 축약형으로서의 '-단' > '-다고 한'의 축약형으로서의 '-단'

ㅅ. '-다던' > '-달' (제시 여부는 학습자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육은 학습자가 이전 학습 단계까지 

학습해 온 내용을 심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학습자는 긴 

동격절에 대해 어느 정도 습득했기 때문에 긴 관계절과 긴 연계절의 

특수 용법을 가르친다든지 '-다는'과 '-은/는' 혹은 '-다는'과 '-다고 

하는' 등 유사문법 간의 미묘한 차이를 제시한다든지 문장이나 담화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연습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긴 관형사절을 구사하는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재미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짝활동을 구성하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더 세밀한 교육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교육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보인다. 구체적인 교육 모형 및 관련된 교육 

효과 검증은 추후 연구에 맡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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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조사지 구성>

l 학습자 기초 조사 

성별            

연령            

한국어능력시험(TOPIK)시험을 응시한 적이 있다면 취득했던 가장 높은 

급수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 거주 기간

                                                              

이 메 일 

                                                              

l 긴 관형사절에 관한 기초 인식 조사

1. 한국어 관형사절의 유형 중 몇 가지 구조를 알고 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➀ 짧은 관계절     ➁짧은 동격절    ➂짧은 연계절 

➃ 긴 관계절       ➄긴 동격절      ➅긴 연계절

1. 관계절
(1). 나는 어제 산 자전거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다. (짧은 관계절)
(2). 나는 지원이가 호주에서 샀다는 선물을 받았다. (긴 관계절)

2. 동격절
(3). 나는 그 선생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 (짧은 동격절)
(4). 그가 곧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다. (긴 동격절)

3. 연계절 
(5). 옆집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다. (짧은 연계절)
(6). 영희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긴 연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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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긴 관형사절(➃➄➅포함)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➀어렵습니다.      ➁보통입니다.     ➂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3. 긴 관형사절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항목 중 무엇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➀어미의 선택(-다는, -라는, -자는, -냐는 등)

➁수식을 받는 명사의 선택(선물, 기억, 연락, 소리, 표정 등)

➂시제의 선택(-다는, -단, -달, -다던 등)

➃기타:                              

4. 한국어 긴 관형사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➀네.              ➁아니오. 

5. 한국어 긴 관형사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➀네.              ➁아니오. 

l 긴 관형사절에 관한 학습자의 사용양상 조사

n <보기>와 같이 (  )에 적절한 것을 쓰십시오. 

1. 아버지: "생선 너무 먹고 싶어."

→ 생선이 (먹고 싶다는/먹고 싶으시다는) 아버지를 위해 매운탕을 

만들었다. ('-다는' 관계절) 

2. 남편: "아이 없이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자."

→ 그녀는 아이 없이 둘만 행복하게 (살자는/살자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였다. ('-자는' 관계절)

3. 소비자: "고기가 이렇게 질긴데 정말 한우가 맞아요?“

<보기>서준: "난 나중에 의사가 될 거야." 
→ 어렸을 때 의사가 (되겠다던/되겠다는) 서준이 이번에 의대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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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질겨서 정말 한우가 (맞느냐는) 소비자도 있었다. ('-느냐는' 

관계절)

4. 미국 측: "한국전쟁에서의 빚을 갚아라."

→ 한국전쟁에서의 빚을 (갚으라는) 미국과 한국의 대립이 팽팽한 

시절이 있었다. ('-으라는' 관계절)

5. 호동: "바로 이 배추겉절이가 저를 고기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 강호동을 고기를 끊게 (만들었다는) 배추겉절이는 얼마나 맛있을까? 

(관계명사가 주어일 때, 발화주체가 특정 사람일 때) 

6. 친구: "지난주에 <인셉션>을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그 영화 감독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 친구가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게 (봤다는) <인셉션>은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다. (관계명사가 목적어일 때)

7. 오빠: "난 다음 달 3일에 제대한다. 좀만 기다려." 

→ 달력을 쳐다보며 오빠가 (제대한다는) 그 날을 손가락으로 꼽아 

보면서 기다렸다.  (관계명사가 부사어일 때)

8. 모 방송 프로그램: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 드디어 국내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답다는) 마을에 도착했다. 

(관계명사가 서술어일 때, 발화주체가 일반 언중일 때) 

9. 이모: "서준이도 벌써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다 되었네.“

→ 조카가 벌써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다. ('-다는' 동격절)

10. 아버지: "영문과 나와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쉬운 영어 

단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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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과 나와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쉬운 영어 단어도 (모르느냐는)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계속 들려오는 듯했다.('-느냐는' 동격절) 

11. 의사: "간과 신장이 안 좋으니 술과 담배를 일단 끊으셔야 돼요."

→ 그는 의사로부터 간과 신장이 안 좋으니 술과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들었다. ('-으라는' 동격절)

12. 친구: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 지나간 일이라고 그만 (잊어버리자는) 친구의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기분이 풀렸다. ('-자는' 동격절)

13. 그 호수에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발화명사: 전설)  

A. 있다는         B. 있는        C. 있다고

14. 그 영화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 하에 개봉 불가 판정을 

받았다.(인지명사: 판단)

A. 지나치다는     B. 지나치는    C. 지나친다고

15. 직원의 제안은 회사의 정책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사실명사: 이유) 

A. 상반된다는     B. 상반된    C. 상반된다고

16. 엉뚱한 그의 답변에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연계명사: 표정)

A. 어이없다는     B. 어이없는     C. 어이없다고

17. 부장님이 왜 진작 말해 주지 (않았느냐는) 눈빛으로 김 대리를 

쏘아보았다. (연계명사: 눈빛) 

A. 않았느냐는     B. 않았냐고      C.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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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형은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그냥 (가라는) 손짓을 하고 우리를 

보냈다. (연계명사: 손짓) 

A. 가라는         B. 가자는       C. 간다고

19.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21세기의 주역이 (되자는) 몸짓을 

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계명사: 몸짓) 

A. 되자는         B. 된다는       C. 된다고

20. 김 대리는 종합 검진을 받고 자신에게 고혈압이 (생겼다는/생긴) 

것을 알았다. ('-다는 것/을')

A. 생겼다는        B. 생긴         C. 생겼다고

21. 친구가 내놓은 방법은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였다. ('-다는 것/이') 

A. 낮다는          B. 낮은         C. 낮다고

22. 이 긴 소설의 주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이다)('-다는 것이다')

A. 된다는         B. 되는           C. 된다고

l 긴 관형사절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조사 

n 아래 문장들을 읽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문장 앞에서 '√', 어색하게 

느끼는 문장 앞에서 '?', 완전 잘못된 문장으로 느끼는 문장 앞에서 

'×'로 표시해주십시오. 

1. (관계절에서 시제 대립, '-다는/단'의 환원성) 

□ 아니, 집에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 아니,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 아니, 집에 간단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 아니, 집에 간다고 한 사람이 아직도 안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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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절에서의 시제 대립, '-달'의 사용 가능성) 

□ 지금쯤 죽겠달 사람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다.   

□ 지금쯤 죽겠다고 할 사람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다. 

3. (동격절에서 시제 대립)

□ 둘이 곧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 둘이 곧 결혼한단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 둘이 곧 결혼한달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4. (연계절에서 시제 대립) 

□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퍽 재미있다는 눈치다. 

□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퍽 재미있단 눈치였다. 

□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퍽 재미있달 눈치일 것이다. 

5. (관계절에서 '-시-'와의 결합) 

□ 오늘 꼭 가시겠다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 오늘 꼭 가겠다시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6. (동격절에서 '-시-'와의 결합) 

□ 오늘 꼭 가시겠다는 말씀에 깜짝 놀랐다. 

□ 오늘 꼭 가겠다시는 말씀에 깜짝 놀랐다. 

7. (연계절에서 '-시-'와의 결합) 

□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눈초리를 보내셨다. 

□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마음에 안 든다시는 눈초리를 보내셨다.

8. (동격절 보문명사의 종류에 따른 '-다고 하는'으로의 환원성) 

□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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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 

□ 지안이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 

9. (연계절에서 '-다고 하는'으로의 환원성) 

□ 나는 그제서야 살았다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 그녀는 왜 사람을 놀리느냐고 하는 표정을 지었다. 

□ 형은 가라고 하는 손짓으로 우리를 보냈다. 

□ 그 말을 듣고 다시 해보자고 하는 용기를 얻었다. 

10. (의존명사 '것' 를 수식할 때의 환원성) 

□ 다른 사람들보다 늘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다고 하는 것은 철수의 

장점이다. 

□ 인기 노래의 특징 중 하나는 곡명이 짧고 간단해서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 창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열어 두었다.

□ 이로써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은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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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Long 

Prenominal Clause Education for 

the Advanced Learners
-Focusing on the grammaticalization characteristics 

of '-daneun'

Huang, Fengting

  This study Korean Advanced Learner's long gwanhyeongsa 
clause in my gun ports for understanding the ability to improve 
for the learner to type long gwanhyeongsa section using aspects 
and grammaticalization degree for students with Seymour the 
speaker's perception aspects investigated, these survey results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for long tubular trimming 
education were drawn.
  This order Ⅱ chapter theoretical consideration through existing 
gwanhyeongsa section type at Boa long to gwanhyeongsa clause 
to that we can in the type of long relative clause, a long 
apposition section, long, open season three as things were 
organized. 'that will' of the high-frequency use and higher in the 
error rate due along '-daneun' in by Associate n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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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hyeongsa theft set up. So a total of 4 kinds of types of 
Forms, syntactic, semantic and characteristics as well '-daneun' 
for such a long gwanhyeongsa section of the cover grammar in 
the category for discussion of issues were discussed. The former 
is a long section gwanhyeongsa basic learning that information, if 
the latter is longer the gwanhyeongsa section to understand to 
the core of said portion to be there.
  In chapter Ⅲ, learners' basic usage patterns for the main 
contents of long tubular trimmings by type were investigated. 
This through the learner has long gwanhyeongsa temples and 
other grammatical expression hazy errors again a time when 
authentication as well as prior studies of micheo deal not long 
relative clause as long to open the season speak when learners 
use patterns and tough Viscosity said. Survey results in a 
comprehensive look at the learner has long gwanhyeongsa 
section type according to dodge the degree varies. Long relative 
clause has the most number of students is short for 
gwanhyeongsa section configuration, and then the long, open 
season, '-daneun', the structure, end long pegging verse. In 
particular - ' motivation ' to lead a long pickled gwanhyeongsa If 
the quote damage directly experienced by a  to using the 
learners were. ' detractors' to lead longer in gwanhyeongsa 
section, such as a company that combines in a way alternate 
writing this figure showed. How should a learner cause long the 
relative clause to use more positive attitude will accept the future 
to worry to the problem.
  Ⅳ chapter grammatical gender marker type testing using a 
type of long gwanhyeongsa section of the cover 
grammaticalization on the extent of the learner's aware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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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s were discussed . Survey and interview content with a 
draw conclusions simply gritty narrative next few kinds are. 
  Firstly, '-daneun', a tense confrontation sex is possible, but to 
learners that likely almost not exist without set also need almost 
there . However, '-dan' is '-daneun' in a short , nor to use - '-
다고 한'  is also a shorthand they use it to learners tell you need 
it. In addition, '-달' is the actual language from life experience 
can be in that many more examples and situations when 
presented will be.
  Second , grammaticalization is less a '-daneun' the '-da(go 
ha-)' and ending '-neun' in the combined '-neun' and '-dun' is 
affiliated to achieve at the same time the ening '-shi- the be 
interposed may have. In contrast to grammaticalization is 
deodoen '-dago haneun' is one of the integrated ending- a 
reduction is difficult in principle '-dadun, -dashidun' also is not 
allowed without the inscription of that structure is considered.  
  Third, trailing a noun, any content containing that content out 
to pass, when immediately they as feels plane '-daneun' and 
'-dago haneun' are all the possible, or if the subjective 
intervention into or inherent in, as happens that one can 
recognize when '-daneun' only is allowed. Learner groups such 
recognition by the lack trailing nouns different. '-dago haneun' 
and '-daneun' the insensitive failed. 

keywords : grammaticalization, prenominal clause,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aneun 
Student Number : 2017-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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