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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한국어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교육 목표로 

삼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의 형태에는 음성언어인 입말뿐만 아니 

라 문자언어인 글말도 포함된다. 이전과는 달리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는 

단순한 전사활동을 넘어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 기능 습득 단 

계에서의 쓰기와 논리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쓰기를 목표로 삼 

게 되었다. 쓰기 내용과 방법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한국어교육에서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틀])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1) 한국어교육에서 쓰기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로서 백봉재lffi7)， 우인혜(l9，lì)， 손연자 

(l9,lì), 정현경(l!RJ)， 김정숙(l!RJ)， 김정애(:mJ)， 김민성(없Xl)， 이미혜(때Xl)， 이수민 

(;rnl), 여순민(::m2)， 강승혜(::m2)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 다른 언어 기능에 비해 
활발히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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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쓰기 교육이 결과중심 접근법을 벗어나 학습자가 텍스트 쓰기를 

산출하고 고찰하여 토론하고 재작업 하는 과정중심 접근법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쓰기를 담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사에 의한 

피드백2)이다.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면 교육적 효과는 기대되지 못 한다， 교사는 피드백하기에 앞서 학습자의 

활동이나 결과물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때 평가 기준이 되는 평 

가 항목틀이 필요하다. 김유정 외(l9l3)에서는 쓰기 평가범주로 9가지 평 

가 항목들을 제시하였는데3) ， 제시된 평가 범주의 항목에 대해 강승혜 

(2(α: 187)는 ‘전략적 능력의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는 결과 중섬적 평가 

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과정 중섬적인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가의 기준은 결과 중심적인 평가를 지형승}고 있다 

는 것이다. 앞으로 과정 중심 쓰기 활동을 성취도 측면에서 형성평가 함 

으로써 학습자틀의 쓰기 과정 평가와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정 중심 쓰기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텍스트 전체를 보고 학습 

자가 전달하고자 승}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글 

이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지도해주는 것이다. 즉 교사는 학습자가 응집성 

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텍스트 

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이나 텍스트 구조의 표지를 적절히 

2) 한국어 쓰기교육에서 피드백에 관해서논 정현경(lffil) 김정애(:ID))， 이수민(axJ2) 등 

에서 논의되었는데， 이 중 정현경(lffil)과 이수민(aXJ2)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 활동에 
서 실제로 각 활동 단계마다 피드백을 시도한 결과 학습자들의 글의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3) 김유정 외(1쨌i: ffi-EE)에서 제시된 9가지 평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맞춤법，(2) 

어휘력，@문법력，@형식적 결합력(cohesion)， c5l내용적 긴멸성(coherence) ， @사회언 

어적 기능 수행력，(J)정확성，@유창성，@전략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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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펼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언어권과 

학습단계마다 학습:A}들이 텍스트를 구성할 때 어떤 특정을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할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4급과 6급의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4) 접속 부사의 사 

4)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쓰기 능력은 초급과 고급에서 전혀 다르다. 낮은 단계에서는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맞춰 글자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한편， 중급단 

계부터는 점점 텍스트 구성 능력이 요구 되며 고급단계에서는 다양한 텍스트 구조 

에 맞추어 격식에 맞는 문체와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학습단계가 

올라갈수록 텍스트 구성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4급과 6급의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래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 내용을 제시하겠다， 지 

면상 2급， 4급， 6급에 한정하겠다. 

자주 쓰이는 문장의 종결형파 연결형를 사용히여 간단한 문장윤 구성할 수 있다. 일상생 
활에서 요구되는 평이한 대화나 생활문을 쓸 수 있고 자주 접하는 실용문을 쓸 수 았다. 

소재 
· 자신， 일상생활， 물건， 장소， 방향， 시간， 음식， 취 nl， 교통， 운동， 가족， 날씨， 직 

엽， 쇼핑， 집， 약속， 편지， 옷， 전화， 우체국， 은행， 여행， 계획， 감정 

간단한문장 f성하기 
2급 · 간단한대화구생하기 

기능 간단한 실용문과 션명문 쓰기 

· 묻고 대답하기， 설명하기， 비교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동의하기， 거절하기， 
허가하기， 추측해 표현하기， 메모하기 

텍Z므프 · 문상， 문장의 연쇄， 매우 간단한 문단 
%õð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설명문， 메요 편지， 서석， 안내문， 광고문 

표현할 수 있는 추상작 소재의 범위가 넓어지며‘ 보다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합 수 있 
다 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글쓰기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소재 
· 가족， 직업， 근황‘ 학교생활， 직장 생활， 업무， 사건， 사고， 오양， 외모1 복장， 성 
격， 사회， 문화， 경제， 언어， 유행， 교육， 인간 

친숙한 추상적 소재로 대화 구성하거나 급싼기 
4급 간단한논리적 글쓰기 

기능 · 하나의 의 nl릅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설명하기， 묘사하기， 비교하기， 후회 표현하기， 가정 표현하기， 우려 표현하기， 
설영문 쓰기， 안내문 만들기， 기사 작성하기 

E←”7 까~F三 · 문장의 연쇄， 문단 
%õð혀 · 대화문， 서술문， 섣용문， 섣명문， 편지， 얀내문， 광고문， 기샤 감상문， 서평， 수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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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오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속 부사는 선행문과 

후행문을 연결함 것이며 텍스트 구조의 표지Ünarkers of t않 struch뼈) 

로서 담화능력을 측정"8"1-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일본어 

권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구성할 때 접속 부사 사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오류 분석 작업에서는 어절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 

어서 영역(dom뻐1)6)을 무시해서 표면적으로만 관찰했기 때문에 텍스트 

전체 내용과 앞뒤 문장까지 고려해야 포착되는 오류 유형은 정확하게 집 

어내기 힘들었다，(석주연 · 안경화 2003: 2æ 때) 본고에서 시도되는 접속 

부사의 오류는 앞뒤 문징L이나 텍스트 전체 내용이 영역으로 상정되었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 대체로 표현할 수 있다 

사회적， 엽무적， 학문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글션기 기능을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자선의 엽무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쓸 수 있다 간흑 오류가 나 

타날 수 있으나， 의미 파악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소재 · 업무， 사회 현상， 문화 비평， 가치관， 의학 기술， 정치 구ξ 경제 현상， 제도 관념 

6급 
· 격식에 맞는 문체와 어휘를 사용히여 유창하고 정확하게 글쓰기 
· 다양한 표현법 중 가장 적절한 표현 선택해 사용하기 

기능 · 한국어 담화 구조에 맞춰 글쓰기 
· 의견 주장하기， 비판하기， 가설 뒷받침하기， 요9룹}기， 서류/ 보고서 작성하기， 

번역하기 

텍스트 · 문장의 연쇄， 문단 
유형 · 대화문， 서술문， 설명문， 논설문， 편지， 안내문， 광고문， 기새 서평， 수펼， 소설 시 

5) 결과물인 텍스트는 ‘내용 요소틀을 표현한 언어 요소’와 ‘내용 요소틀 간의 관계를 

표현한 언어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후자를 텍스트 구조의 표지(markers of text

structure)라고 한대김봉순 am: 73-74), 표지에는 어휘 또는 구로서 표지 기능을 하 
는 ‘개념어’ 표지와 문장 부샤 부사구， 연결어미 등과 같은 연결성의 기능을 하는 
‘연결어’표지의 두 가지부류가 있는데 접속부사는 후자에 속한다. 

6) 며mon(lffil)에서는 오류를 다룰 때 언어의 계층적 구조를 고려하는 시각이필요함을 

지적하며， 영역{dom외띠과 범위(e뼈lt)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류 문제에 접근해야 함 

을 주장했다 Iεnnon(lffil: lffi)에 의하면 영역은 ‘해당 오류가 표면화되기 위해서 고 
려되어야 하는 문맥상의 언어학적 단위’이며， 범위는 ‘오류 문장 교정을 위해 삭제， 

대체， 첨7}， 재배열 대상이 되어야 할 문맥상의 언어학적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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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로소 나타나는 오류이며 텍스트 전체의 의미나 텍스트의 응집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영역을 텍스트 단위로 설정하여 이루어지는 오류 

분석은 과제 중심 쓰기 활동과 상통한다7)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작문 자료를 통한 오류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석주연 • 얀경화{때)3: 19)-191)에서 지적하였듯이 오류 분석 과정에서 

기존의 표면 전략적 유형 분류나 언어학적 유형 분류뿐만 아니라 Corder 

(1974: 1ffi)식의 명백한 오류(oveπ errors)와 숨은 오류(coveπ errors), Buπ 

&1잉맹rsky(1974)가 제안한 전국적 오류glob머 errors)나 국소적 오류(J때 

errors) 등은 오류의 새로운 국변에 관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 

다. 본고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접속 부사의 오류는 학습자의 숨은 오류를 

집어내는 것이며， 이러한 오류는 텍스트 수준까지 영역을 확대해야만 파 

악 가능한 오류들이다. 아직까지 한국어교육에서 접속 부사의 오류 분석 

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작문 자료를 통한 

오류 분석에 관한 최근의 연구틀에서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여 연구가 이 

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강화진(2(XX))에서는 초급에서 고급까지 총 30명 학습자들의 작문을 분 

7) 이미혜(aXXJ: 145)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서 초안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 지엽적 오류나 문법적인 오류는 교정하지 않고 중요한 전체적인 오류만을 다룬다 . 
. 학습자의 문장을 다시 쓰지 않는다. 

• 주제를 전개히는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 
• 도엽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 

• 주제와 관계가 먼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 
•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단어와 표현을 지적한다. 
본고에서 시도할 접속 부사의 오류는 전체적인 오류에 속하는 것이며， 글 전체 구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52 국어교육연구 제14집 

석 자료로 삼아 오류 유형을 음성적 오류， 음운적 오류， 철자 오류， 어휘 

적 오류， 통사적 오류， 스타일 오류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오류 유형별 

로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 전이’와 ‘언어내적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역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제시된 오류를 보면 모 

두 한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명백한 오류들이었다. 

김청자~2(XX))에서는 고급 학습자 46명을 일본어권， 교포권， 기타 언어권 

으로 나누어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에 나타난 오류를 크게 철자 영역， 조 

사 영역， 어휘 영역， 통사 영역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실례를 제시하였다. 일부 조사에 관해서 앞뒤 문장을 고려한 오류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오류들이 한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라 

기존의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볼 수 없고 또한 각 언어권 학습자가 적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민:Al-<axJ1)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틀의 작문 139 

편 중에서 2，4517R의 오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조샤 어미， 

시제， 부정법， 대우법， 어순， 어휘 등 13가지 유형의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언어 내적 전이에 의한 오류가 73.8% 언어간 전이에 의한 오류가 26.2% 

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오류들 역시 문장 안에서 파악 

할수 있는것들이다. 

섯티니 탐U}j<}이(axJ1)에서는 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밍명을 

대상으로 설시한 한국어 작문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크게 어 

휘， 조샤 어미， 어순으로 분류하면서 오류의 원인을 ‘학습 대상어 인지 오 

류’와 ‘모국어 간섭 오류’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언 

급되지 않았으나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명백한 오류(oveπ eπors) 

들이며 문장 단위를 념은 오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axJ3)에서는 총 37개국 때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76,872 어절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전반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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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따. 그러나 연구 자료 중에 일부 구어 자료가 섞 

여 있는데， 문어 상황인지 구어 상황인지에 따라 오류인지 아닌지의 여부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료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범 

주별 오류 분류에 있어서 텍스트 맥락의 오류가 분석 틀에서는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픽셀 튀르쾌쥐(때4)는 터키인 학습자의 쓰기 자료 총 1밍개에서 오류 

가 있는 문장들을 모아 오류를 문법 차원， 어휘 차원， 텍스트 차원 등 3가 

지 항목으로 나누어 터키어의 문장과 대조 분석하면서 각 오류를 분석하 

였다. 이 연구는 오류 분석을 텍스트 치원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위의 3가지 분류 방법으로는 텍스트 차원에서 나타나는 어휘나 

문볍 오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텍스트 차원에서의 

오류가 지칭어와 높임법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한국어교육에서 작문 자료를 통한 오류 분석에 관 

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영역을 문장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쉽게 오류라 

고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오류(oveπ errors)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특히 고급 학습자틀을 대상으로 영역을 텍스트 단 

위까지 넓혀서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 숨은 오류(covert errors)에 대해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하는 이유는 고급단계로 올라갈수록 문싼l 길어지고 문장 구조가 복 

잡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사의 오류가 초급에서는 명사와 용언의 호 

응관계만 보아도 바로 오류라고 확인되는 데 비해 고급에서는 문장을 처 

음부터 끝까지 보거나， 또는 텍스트 전체를 보아야만 확인이 가능한 오류 

가 나타난다. 특히 고급단계에서는 텍스트 구성 능력이 요구되는데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텍스트 영역의 오류가 

언어권마다 어떤 양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 

에서는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텍스트 구조의 표지인 접속 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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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양상과 오류 ÖJ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3 분석자료및방법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작문 자료는 Y대학교의 일본어권 학습자 4급 

100명과 6급 100명이 쓴 글들(4급 총 11,m4 어절， 6급 총 19,æs 어절)이며， 
작문의 종류는 4급， 6급 모두 크게 경수펼과 논술문으로 나눌 수 있다. 

오류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접속 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어디까지를 접속 부사로 볼 것인지 우선 범위를 한정할 펼요가 있 

다. 김선영CID3: 2)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나타난 접속 부사 목록을 정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개의 접속부사가 선정되었다. 

게다가 곧， 그래도 그래서， 그래야 그러기에，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다 

까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고로， 그런데， 그런즉， 그렇지만， 그리고， 그리하 

여， 다만， 단， 더구나， 더욱이， 따라서， 또 또는， 또한， 및， 왜냐하면， 이러므 

로， 이라해， 즉， 하기는， 하기야 하나， 하물며， 하지만， 한데， 한편， 흑은 

접속 부사가 접속 가능한 대상은 구와 문장인데， 접속 부사마다 접속 

대상에 차이를 보인다. 즉， 접속 부사 중에는 문장과 구 접속이 모두 가능 

한 접속 부λ까 있는가 하면， 구만을 연결하는 접속 부λ까 있다. 위의 접 

속 부사 중에서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 ‘및’이다.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 

서는 텍스트 영역의 오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만을 접속하는 접속 

부사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위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 

어권 학습자들이 ‘그렇다면’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 

다면’을 포함하기로 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접속 부사로 선정된 것은 위 

의 항목에서 ‘및’을 제외하고 ‘그렇다면’을 포함한 38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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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류의 정의와 확인일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오류를 비문법적인 얼탈로 보고 문법 

성(grammati떠lness)이 낮은 것을 규범적인 오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본 

고와 같이 교육적 목적으로 오류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문법성과 아울러 

용인성(acceptability)도 고려해야 한다. 즉， 문법성은 낮지만 용인성이 높 

은 경우는 덜 심각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들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오류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오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문법성과 용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적절 

성(appropriateness)일 것이다.Cαder(lffil)는 문법적이라도 상황어나 문맥 

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면 오류로 간주하였는데， 이 정의는 본고처럼 텍 

스트 영역의 오류를 분석하는 경우에 펼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류의 정의와 확인에 있어서 문법성과 용인성， 

그리고 적절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접속 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든 성격을 달리한다. 접 

속 부사의 오류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접속 부λ까 

틀렸는지， 뒤에 이어지는 내용 명제8)가 틀렸는지는 학습자의 의도를 정 

확히 알아야 판별할 수 있다눈 점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학습 

자에게 인터뷰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접속 부사의 앞뒤 내용 명제를 

추측하기로 한다 즉，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내용 명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접속부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만약 어휘 오류， 문법 오류로 

인해 내용 명제가 불확실할 때는 텍스트 전체 내용으로부터 내용 명제를 

추측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문맥상 적절한지 어떨지를 제 

일 중요하게 여기고 한국어 모어화자라면 그 접속 부사를 사용할 가능성 

8) 내용 명제란 구체적으로 상태 · 과정 · 행동 • 사건 등과 시간 · 장소 · 기타 상황적 요 
소들이 결합된 사상(事象)을 표상하는 명제이다0(김봉순 3:X)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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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지에 따라 오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오류에 대한 

관점은 Lennon{Ef)l)의 정의9)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 오류 분석 연구에서는 생략 오류10)도 측정된다. 예컨대， 조 

사의 오류 빈도를 측정할 때는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에 대해서만이 아니 

라 조λ까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생략된 경우도 대상 조사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 부족 또는 회피로서 오류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러 

나 접속부사 경우에는 접속부사가 있으면 더 자연스럽지만 없어도 문제 

가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사용한 접속 

부사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접속부사와 잘못 사용한 경우와 접속부사가 

펼요 없는 부분에서 사용된 경우 즉 대치 오류11)와 첨가 오류만을 고려 

할것이다 

오류의 정의와 확인에 관련하여 오류를 누가 평가하느냐는 문제도 고 

려해야 한다. 이것은 오류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평가자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Hughes & Lascaretou(198'2)에 의하면， 비모어 

화자 평가}는 모어 화자 평가자보다 어형과 가능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 

해서는 엄격하지만， 어휘와 전국적 오류에 대해서는 모어 화자 평가자보 

다 엄격하지 않다고 한다. Burt(1975) 역시 모어 화자 평가자는 어휘의 오 

9) Lennon(l991:1없)은 다음과 같이 오류를 정의하였다. : a !inguistic fonn or combination 
of forms which, in the same context and un따 s뼈lar conditions of productiol1, woulcl, 
m 머1 likehαxl， not be 띠떠uced by the sJX'<lkers' nati ve s없ker counte때πs. 

10) 연구자에 따라서는 ‘누락 오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대치 오류’， ‘첨 
가 오류’， ‘어순 오류’ 등의 경우에는 그 자체에 잘못이라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은데 

도 ‘누락 오류’라고 하면 잘못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므로 다른 오류들과 구성이 달 

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 오류’를 사용하기로 한다. 

11) 대치 오류를 기술하는 데 수정 전 오류 항목을 기준으로 기술하는 방법과 수정 후 

오류 항목을 기준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 접속 부사 경우에는 예컨대 ‘그러나’ 

나 ‘그렇지만’이 적합한 부분에서 ‘그래도’를 시용한 경우， 수정 후의 표현이 일정하 

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으호는 기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 

의 방법을택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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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문법적 오류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국적 오류 

가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뼈 

Ellis. lffi4: 47) 

위의 이론에 따르면， 본 연구자는 모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휘의 

오류보다 문법의 오류， 전국적 오류보다 국소적 오류를 더 심각하게 판단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오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본연구자가 오류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한국어 모어 화자가 보았을 때 용인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비오류 

로간주하였다 

오류의 원인에 관해서는 ‘조샤 ‘어미’ ‘어휘’에 경우라면 학습자의 모 

어와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모어가 간섭을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 

접속 부사 경우에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1대 1로 대응하지 않고 1대 다 

(多)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간 오류는 고려하지 않고 언어 

내 오류만고려하였다. 

4 접속부사으| 사용과 오류 양상 

4.1. 접속부사 사용 빈도와 오류 빈도 

접속부사의 오류 빈도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접 

속부사를 작문에서 열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본 연구 자료에서 접속부사 

가 사용된 총 빈도를 알아보겠다. 오류 분석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항 

목의 절대 빈도(a뼈Me 뼈uency)를 측정E애 어떤 항목의 오류 빈도가 

높으면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빈도 

가 높으면 오류 빈도도 높아진다. 그래서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본고 

의 시도처럼 사용 빈도를 얄아봄으로써 상대 빈도(relative frequenc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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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필요가있다 

연구 자료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한 접속부사를 측정한 결과 사용 빈도 

는 4급에서 쨌， 6급에서 26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오류 빈도를 보 

면 4급에서 72.6급에서 100로 6급이 4급보다 사용빈도가 낮은데도 오류 

빈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자들이 고급단계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 접 

속 부사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된 접속 부사의 종류를 보면， 4급에서 총 19 종류， 6급에서 총 21 

종류의 접속부λ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왜냐하면’ 경우에는 사용 빈도 

가 낮은 편이 아닌데도 거의 완벽하게 사용되었다. ‘그러자， ‘다만’， ‘단’， 

‘더구나’， ‘즉’， ‘하기는’， ‘한편’， ‘흑은’ 등은 사용빈도가 매우 낮고 게다가 다 

른 접속 부사와의 대치 오류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 

지 않겠다. ‘또는’， ‘또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또는’과 ‘또한’의 대치오류 

로 나타났다.(1)의 경우 ‘또는’과 ‘또한’이 형태상 유사하기 때문에 학습 

자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접속사 간의 의미 차이는 분명하 

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이러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 

았을 것이니 심각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1) 제가 〈세만>에 입사하려는 동기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공부 

함으로서 두 나라 λ씨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것에 큰 관섬을 7꺼게 되었 

기 때문입니다 뚱눈(→ 또한) 외국어를 배우고 그 나라 사람하고 이야기하 

는 것을 좋아하고 외국어의 능력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역이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급) 

이하에서는 사용 빈도와 오류의 비율을 고려해서 ‘그래도’， ‘그래서’， ‘그 

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5 ‘그리고’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게다7F， ‘그렇다면’， ‘그러므로’， ‘그렇지만’， ‘또’， ‘하지만’ 등은 ‘또’ 

와 ‘하지만’을 제외하면 모두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위의 접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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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의 대치오류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위의 접속 부사들 

과함께 언급할것이다. 

접속부사 
4급 6급 

사용 오류빈도 오류 사용 오류빈도 오류 
의종류 

빈도 (주된 오류유형) 비율 빈도 (주된오류유형) 비율 

게다가 4 0 0"/0 6 3(‘그리고’와의 대치 오류 3) 밍% 

그래도 15 
12(‘그러나’와의 대치 

ffi% 15 8(‘그러나’와의 대지 오류 6) Eβ% 
오류 6， 첨가오류 4 ) 

그래서 51 7 14% 35 11 31% 

그러나 25 
7(‘그런데’와의 대치 

28% 26 11(‘그런데’와의 대치 오류 8) 42% 
오류 3) 

그러니까 18 
11(‘그래서’와의 대치 

61% 17 
17(‘그러므로’와의 대치 오류 

100% 
오류 9) 7, ‘그래서’와의 대치 오류 6) 

그러변 3 
2(‘그렇다면’와의 대치 

67% 8 8(‘그렇다면’와의 대치 오류 7) 100% 
오류 2) 

그러므로 5 4(‘그래서’ 와의 대치 오류2) ffi% 

그런데 14 8(첨가오류 4) 57% 14 히‘그리고’와의 대치 오류 3) 43% 

그렇다면 6 5 83% 

그벙지만 7 1 14% 9 3(‘그런데’와의 대치 오류 2) 33% 

그리고 49 8(첨가 오류 4) 16% 55 9(첨가오류 3) 16% 
다만 1 100% 1 100% 
다 1 0 0% 
더구나 2 0 0% 

•T:E 7 14% m 7(‘그리고’와의 대치 오류 4) 35% I 
T:E→iL二 0 0% 2 2‘또한’과의 대치 오류2) 100% I 
또한 7 2 않% 

왜냐하면 18 6% 9 0 0% 
;• z1 0 0% 4 25% I 

하기는 100% 100% 

하지만 43 9(첨가 오류 8) 21% 25 6(‘그런데’와의 대치 오류 3) 24% I 

한편 3 0 0% I 
호~~으 100% 

합계 266 72 27% 264 1m 않%1 

〈표 1 접속부시별 사용 빈도와 오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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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접속부사별 특징 

4.2. 1. 그래도 

‘그래도’의 오류 유형은 4급에서 12번의 오류 중에서 (1)과 같이 첨가 

오류가 4번 나타났다'. (1)의 예문에서는 후행문에 ‘그렇다고 해도’라는 표 

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가 펼요 없는데도 사용된 것이다.(1)의 경우 

‘나는 그렇다고 해도’를 생략하면 ‘그래도’를 살릴 수가 있으며， 앞뒤 관계 

를 보았을 때， ‘그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라 

고는할수 없을 것이다. 

(1) 자기 취미나 즐거움을 일로 삼는 게 좋지 않다는 이ψl를 자주 틀어 

요 생활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귀찮고 

재미없어 보이게 될 지도 몰라서 그런가 봐요. 극랜도(→ ø)나는 그렇다고 

해도 내 즐거움을 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4급) 

4급에서 12번의 오류 중에서 4번의 첨가 오류를 제외한 9번의 오류는 

모두 대치 오류들이다 이 중 6번이 ‘그러나’나 ‘그렇지만’과의 대치 오류 

로 나타났다'. (2)의 경우， 앞의 내용 명제는 현 단계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한다는 것인데 ‘그래도’를 사용하려면 뒤의 내용이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다.’든지 ‘ 10년 후에는 결혼하고 있을 것이다’처럼 희망적인 

것이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와야 한다. 이와 반대로 (3)처럼 ‘그래도’가 

적합한 자리에서 ‘하지만’이 사용된 오류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 

는 단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국 4급에서는 ‘그래도’와 ‘그러나’ 

‘그렇지만’과의 대치 오류는 거의 ‘그러나’ ‘그렇지만’이 적절한 부분에서 

‘그래도’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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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는 저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집안일도 못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상상할 수 없어 

요. 프랜도(→ 그렇지만) 혼자서 있는 것도 적막해요.(4급) 

(3) 일이 했을 때도 한국에 많이 온 기회가 있었는데 사설 제가 가는 곳 

은 경기장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축구와 관계 없는 곳에도 가 

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바빠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짐도R→ 그래 

도)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월드컵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일이도 학교의 

공부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4급) 

한편， 6급에서는 8번의 오류 중에서 6번이 ‘그러나’와의 대치 오류로 나 

타났으며，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래도’와 ‘그러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4)의 경우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실내에서 

놀게 하는 이유나 장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설내에서만 놀았 

을 때의 단점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러나’가 적절하다. ‘그래도’가 사용될 

때는 뒤에 ‘어린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와야 한다. 결 

국， ‘그래도’는 완전한 대립이 아니라 부분적인 반론을 펼 때 사용되는 것 

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그러나’와 혼동하지 않도록 잘 지도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4) 옛날처럼 친구들과 노는 넓은 놀이터도 없어지고 대기오염위해 공기 

도 더러워지고 교통률도 많기 때문에 사i까 날지도 모른다고 해서 밖같에 

서 노는 것보다 차라리 집안에서 노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작지 

않는 현실이다. 르랜도(→ 그러나) 어렬 때부터 전자파를 받아가 보면 사람 

의 수명이 짧아지고 전자차 때문에 병원에 내야 되는 의료비도 많아질 것 

이다0(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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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그래서 

‘그래서’는 ‘그리고와 함께 한국어 모어 화A}들에게서 다른 접속 부사 

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12) 학습자들의 작문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 

났는데， 4급에서는 사용 빈도 51에 대해 오류 빈도는 7로 오류율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의 오류 유형을 보면 7번의 오류 중에서 첨가 오류가 한 

번 나머지 6번은 대치 오류였으며 특정 접속 부사와의 대치 오류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의 대치 오류가 나타난 문장은 얼핏 볼 때는 ‘그래서’ 

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텍스트 전체를 보았을 때는 

(1), (2)처럼 대용적인 표현으로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에서는 앞뒤의 내용이 인과관계가 아닌데도 ‘그래서’가 사 

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라고 구체적 

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2)에서 학습자는 여행을 가면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게 되어 그것을 계기로 친구가 생겼다는 자신의 경험을 앞에서 서 

술하였는데， 여기서도 대용어로 ‘이처럼’을 가지고 접속하는 것이 자연스 

렵다 

이처럼 4급 학습자틀은 ‘그래서’가 사용범위가 넓어서 상황에 맞지 않 

을 때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오류는 6급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다~4급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소화하지 못해서 아는 표지를 많이 사용 

하는 경우가 많지만 6급에서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오류는 고급 단계로 올라가면 저절로 해결될 심각하지 않 

은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하지만 한국말하고 일본말은 문법도 똑같고 한굴도 배우기 쉬어서 

12) 김미선CTI)l: 7)의 연구에서는 구어체 텍스트에서 22.82%, 이희정(:mj: 24)의 연구에 

서는 일상대화에서 4)% ‘그래서’가 시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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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일본에 돌아 

가면 우리 고향 사람한테 한국말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프랜전(→ 그렇게 

해서) 우리 고향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한국하고 일본이 

신길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을텐데 하고 생각합니다.(4급) 

(2) 물런 그 나라의 말을 알으면 더 대화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그 친구하고 가끔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프랜 

전(→ 이처럼) 여행을 하면 말이 잘 못하지만 여러나라 사람도 만날수 있다 

고 생각해요.(4급) 

한편， 6급에서는 사용 빈도 35에 대해 오류 빈도가 11로 31%가 오류로 

나타났다. 오류의 유형에는 두드러진 특징은 볼 수 없으나 ‘그러니까에서 

‘그러므로’와의 대치 오류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에서도 ‘그러 

므로’와의 대치 오류가 나타난 것은 오류 빈도가 3으로 낮은 데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동의할만한 결과를 이끄는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논리성을 기술하는 상황에서는 (3)파 (4)처럼 ‘그러 

므로’가 적합하다. ‘그러므로’는 선행문이 후행문에 대한 전제가 되고 후 

행문은 그러한 전제를 기초로 승배 이끌어낸 결론이 된다. 김미선(2001: 

~)에 의하면， ‘그러므로’는 구어체 텍스트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고 한다. 간흑 담화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문자로 된 원고를 

음성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구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러 

므로’를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4급에서 

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6급에서는 5번 사용되었지만 이 중 4번이 

오류로 나타났다. 이는 (5)처럼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단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그러므로’를 사용한 것이다. 학습자는 텍스트 

의 종류의 맞는 문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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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아빠 엄마는 “시험에서 몇점을 받아라”나 “이런 공부를 해봐라” 

같은 말을 하나도 안했다. 부모님이 그렇게 했더니 나는 부담을 느낄 게 없 

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도 있다. 그렇 

게 부모님이 한마디도 안하니까 나는 뭐를 하면 될지 고민 한 적도 있었다. 

프랜전(→ 그러므로) 아이한테 어느 정도 보여줄 것도 중용한 것이다.(4급) 

(4) 그런 사람한테 신뢰를 받고 또 자기 일에 프라이드를 가지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 

복은 남의에게도 장점이 있고 입는 본인들에게도 장점 있어서 우리사회 생 

활을 원만하게 합니다. 극랜전(→ 그러므로) 제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6 

급) 

(5) 한국은 우리나라와 역사적인 문제가 있고 동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교류가 많았던 나라입니다. 극런무록(→ 그래서) 양국 사이에 뭐가 있었고 

뭐가 문제인지를 암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6급) 

4.2.3 그러나 

4급에서는 ‘그러나’의 사용 빈도가 25에 대해 오류 비도는 7로 나타났는 

데， 7번의 오류 중에서 첨가 오류와 ‘그런데’와의 대치 오류가 2번， ‘그리 

고’， ‘그러다’， ‘그래도’와의 대치 오류가 각각 한 번으로 나타났으며， 두드 

러진 특정은 볼 수 없다.6급에서는 11번의 오류 중에서 ‘그런데’와의 대치 

오류가 8번이나나타났으며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학습자들이 ‘그러나’와 

‘그런데’의 차이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의 경우 

‘그러나’ 앞에서는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만약， ‘그러 

나’ 뒤에 영재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러나’가 

적합하지만， 후속 부분에는 교육의 전반적인 현^J이 계속되므로 ‘전환’의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접속 부사의 사용과 오류 양상 165 

기능을 가진 ‘그런데’가 적합하다. 

(1) 교육의 목적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적성과 재능을 최대한 살리는데 

있다고 볼때 영재교육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기대 안 할 수 없다 

극란난(→ 그런데) 최근의 교육 실태는 부모들 위주로 무조건 공부를 시키 

고 있다는게 실체 상횡이다6급) 

위와 같은 오류들은 ‘그러나’와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만’과 ‘하지만’에서도 볼 수 있다.6급에서 ‘그렇지만’은 3번 중 2번， ‘하지 

만’은 6번 중 3번 ‘그런데’와의 대치 오류가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그런데’ 

가 적합한 상황에서도 선행문과 후행문이 조금이라도 역접 관계에 있다 

고 생각하면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2)의 경우， 

앞에서는 사교육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과외를 받0싸 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므로 ‘전환’의 기능을 가진 ‘그런데’ 

가 적합하다. (3) 역시 ‘그렇지만 뒤에 앞내용과 관련시키면서도 화제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그런데’가 적합한 것이다. 

(2) 지급 한국에서는 사교육비로서 사용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신문이나 TV뉴스에서는 그냥 그 금액만 골라서 보도하는 경우 

가 많은 것 같다 물론 국민이 쓰는 사육비를 합치면 한국 국가 예산에 육 

박할 정도이므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짐도H→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 

은 금액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외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한국의 교육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6급) 

(3) 제가 상을 차렸을 때 이야기인데 반찬을 다 놓은 후 물을 한식구씩 

준비 했더니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늦었다고 혼났습니다 그 때 이해가 안가서 화가 났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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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준비한 것이 그렇게 야단이냐고 속상한 마음이었습니다. 프렇죄tfr(→ 

그런데) 계속 시집식구들과 살다보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6급) 

‘하지만’ 경우 4급에서 사용 빈도가 43으로 매우 높고 나타났는데， 9번 

의 오류 중에서 8번이 첨가 오류였다.4급에서 나타난 첨가 오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4)와 같이 후행문에 ‘-지만’이라는 연결 어미가 

있는데도 ‘하지만’을 사용한 것이며 다론 하나는 (5)에서 ‘그러고 보니’처 

럼 관용적인 표현이 문두에 나옹 경우에 ‘그러고 보니’ 자체가 ‘전환’의 기 

능을 가지고 있어서 접속 부사가 펄요 없는데도 사용된 경우이다. 이러한 

오류는 6급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으므로 중급단계에서 접속 부샤 연결 

어미 등의 기능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아직 잘 정리가 안 되어 있 

다논 것을 알 수 있다.6굽에서는 ‘하지만’ 자체의 사용이 4급에 비해 크게 

줄어틀었는데 이것은 문어에서는 ‘하지만’보다 ‘그러나’나 ‘그렇지만’이 많 

이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한 학습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 2급 3급도 어려웠지만 4급도 역시 어려운 것 같다. 한캉도H→ 0) 날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미 아는 것을 더 자제히 알 수 있는 것도 재미있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이다.(4급) 

(5) 사실은 한약은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한진도R→ 0) 그러고 보니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 

요.(4급) 

4.2.4. 그러니까 

4급에서 ‘그러니까’의 사용 빈도 18에 대해 오류 빈도가 11로， 6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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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 빈도 17에 대해 모두 오류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심각한 오류라 

고 할 수 있다.4급에서 11번의 오류 중에서 9번 6급 경우에도 17번의 오 

류 중에서 6번이 ‘그래서’와의 대치 오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학습 

Al들이 고급단계에서도 ‘그래서’와 ‘그러니까’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플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관계가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그래서’ 또는 ‘그러니까’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에는 

‘원인’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문어에서는 ‘원인’으로 사용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1), (2)와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가 사용되면 어색한 느낌 

을 준다. 이희정(2003: 61)에 의하면 구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그러니까를 ‘원인’의 기능으로 13%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비해 학습자 

경우에는 1)%나 사용하였다고 한다. 결국 학습자는 구어에서도 ‘그러니 

까를 ‘원인’의 기능으로 많이 사용하고 문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그것 

이 고급단계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그러나 지금 하숙음식은 건강에 별로 안 좋다. 항상 매운 음식이 나 

오고 야체요리가 적다. 극란닌깐(→ 그래서) 가꿈 과일등을 사 먹고 있다'.(4 

급) 

(2) 나는 어려서부터 이무 고생없이 살아왔다 남이 제일 힘들어하는 입 

학시험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언제나 친구도 있고 가정상태도 좋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원하는대로 잘되고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는 정도 

이었다. 극런닌깐(→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줄만 알 

았다0(6급) 

앞에서 말했듯이 ‘그러니까’는 문어보다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며， 학습 

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매우 많은 접속 부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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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2003: 24)의 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는 구어에서 전체 담화표지 

중에서 모어화자 23%, 학습자 17%로 두 번째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한편， 

김미선(때1: 7)에 의하면， 문어에서는 접속 부사 총 16，672회 사용 중에서 

빈도 471, 비율이 2.83%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소섣 텍스트를 대상으로 조 

사된 것이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 의한 공식적인 글에서는 거의 나타 

나지 않을것이다. 

구어 발화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에는 선행 발화가 후행 발화의 이유 

나 원인으로 기능하는 경우에 두 발화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접속 부 

사인 것과， 후행 발화가 부연 설명을 함을 보여주는 담화 표지의 기능을 

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13) ‘원인’의 의미보다는 후행 발화가 선행 발 

화에 대한 ‘부연 설명’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김미선 1~: 1갱) 4급에서 

‘그러니까’가 총 18번 중 7번 바르게 사용된 글을 보면 모두 하라체로 ‘부 

연 설명’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문을 보면 

다음과같다 

(3)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는 저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집안일도 옷하고 제가 이이를 키우는 것이 상상할 수 없어 

요. 그래도 혼자서 있는 것도 적막해요. 극런닌깜 일에 성공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돼고 열이 별로이면 결혼하고 있을 것 같아요.(4급) 

(3)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그러니까’는 자신이 언급한 이야기를 다시 

자세하게 전달하려는 문장에 쓰이며 선행 발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거 

나 이전 화제로 전환하는 문장에 사용되거나 화자가 청재독자)와 공유하 

13) 신지연WB4: 157)은 ‘부연 설명’의 종류로서 디음 네 가지를 틀었다. 첫째， 바꾸어 말 

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예시에 

의해서 설명하논 경우가 있다 넷째， 앞에서 한 말들을 결론지어 말할 때， ‘그니까 

가쓰이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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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배경 정보를 전달하는 문쐐서 사용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햄서 

는 ‘자세히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등과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3)처럼 구어를 그대로 문자로 쓴 경우에도 접속 

부사가 바르게 사용되면 오류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자가 구어 

를 그대로 문자로 옮긴다는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므로 어 

느 정도까지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학습 단계에 따라서 교육기관마다 신 

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급에서 100개의 자료 중에서 

‘해요체’가 40개， ‘하라체’가 'I1개， ‘합쇼체’가 z3개， 6급에서 ‘해요체’가 5개， 

‘하라체’가 않개， ‘합쇼체’가 47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4급에 

서는 40%， 6급에서도 5%의 학습자가 구어를 그대로 문자로 옮겼다는 것 

이다. 이처럼 학습자가 구어와 문어 그리고 문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오류는 6급에서도 심각한 오류로 나타났다. 

(4) 중요한 것이 얼굴 부의가 아니고 표정이다 무엇인가에 열심히 노력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좋은 표정이 나타난다. 극런닌깐(→ 그러므로) 수술 

하지 않고 내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4급) 

(5) 환경오염이 생기면 결국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자연을 포함한 삶 있는 

모두다 그 가운데 물론 인간도 있다. 가해자가 즉 피해자가 된다는 말이다. 

프런닌깐(→ 그러므로) 다 같이 해결할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6급) 

(4)와 (5)의 경우， 학습자는 ‘하라체’로 쓰면서도 접속 부사 부분에서 논 

리적 성격이 강한 ‘그러므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평소 구어에서 잘 접하 

는 ‘그러니까를 사용한 것이다~4급에서는 11번의 오류 중에서 이러한 오 

류가 2번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4급에 

서는 ‘하라체’가 'I1%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대부분 ‘그러므로’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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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논리적인 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6급에서는 17번의 오류 중에 

서 위와 같은 오류가 7번이나 나타났으며 고급 학습자들 역시 구어와 문 

어를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2.5. 그러면 

‘그러면’은 다른 접속 부사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으나 오류율이 6급에 

서 100%로 나타났으며， 거의 바르게 사용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서 다루기로 한다.4급에서는 사용 빈도가 3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4급에서는 논리적으로 구성된 텍스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이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의 오류는 대부분 ‘그렇 

다면’과의 대치 오류로 나타났으며， (1), (2)와 같이 4급， 6급 학습자 모두 

정확히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면’과 ‘그렇다면’은 모두 조건관 

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인데 ‘그렇다면’의 경우에는 ‘조건’의 의미 외에 

‘결과’의 의미를 지니며， 주로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나 결론을 유도할 

때 쓰인다. ‘그러면’은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 비해 ‘그렇다면’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학습자틀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적을 것이다. 그 

래서 그런지 학습자틀의 작문을 보면 ‘그렇다면’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서 무조건 ‘그러면’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면’이나 ‘그렇게 되면’과 대치할 수 있다. 만약 (1)과 (2)에서 ‘그 

러면’을 ‘그렇게 하면’이나 ‘그렇게 되면’으로 대치하면， 말이 안 된디는 것 

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4급보다 6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 

는데， 수준이 올라갈수록 학습자들이 ‘그러면’과 ‘그렇다면’을 혼동하고 있 

다. 

(l) 잡지를 보면， 남자친구를 만날때 순수하게 보이는 메이크업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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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이크업이라든지 상황에 맞춘 메이크업 

이 나옹다. 얼굴을 바꾸는 화징L이 자기 이메지(Image)관리에 큰 역활을 한 

다는 것이다 프란멸(→ 그렇다면) 잡지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일 

까?(4급) 

(2) 이런 식으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틀을 ‘프리 라이더’(free rider)라고 말 

할 수 있고， ‘프리라이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책(예를 들어， 쓰레기를 

줄이자 운동 또는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지 말자 운동 같은 것)은 유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극뢰멸(→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좋을까?(6급) 

4급에서는 ‘그렇다면’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데 비해 6급에서는 번 

사용되었다. ‘그러면’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을 사용한 경우 

도 볼 수 있다. (3)에서는 ‘한자를 얄고 모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게 되면 

외국어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을 ‘그렇게 되 

면’으로 대치하면 앞뒤가 잘 연결이 됨으로 ‘그러면’이 적합한 것이다. 

(3) 모국어인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쓰려면 한자를 알。싸 된다고 봅니다. 

한자가 있으면 안정(安定)과 안정(安靜)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국제화 시대에서 특히 모국어를 깊이 쓸 수 있는 능력이 펼수한 것입 

니다， 극렇단멸(→ 그러면) 외국어도 장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6급) 

4.2.6 그런데 

‘그런데’는 사용 빈도가 4급 6급 모두 14이며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지 

만 오류율이 4급 57%， 6급 43%로 중급뿐만 아니라 고급 단계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오류 유형을 보면 4급에서 8번의 오류 중에서 첨가 오류가 4번 

‘그러나’， ‘한편’，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과의 대치 오류가 한 번씩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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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6급에서는 6번의 오류 중에서 첨가 오류가 4번， ‘그러다개， ‘우선’과의 

대치오류가 한 번씩이었다. ‘그런데’의 경우 4급과 6급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난 대치 오류 유형은 없었고 각 급에서 오류빈도가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이 첨가오류였다 

‘그런데’는 주로 구어에서 많이 쓰이며， ‘대조’와 ‘전환’의 의미를 지니는 

데 김미선(I뺑: 1æ)의 조사에 의하면 구어 자료에서는 ‘대조’의 의미보다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신지연WÐ4: 146)은 구어 

에서의 ‘근데’의 기능으로 ‘대립의 의미’ 상황 전개의 의미 기능으로 ‘화제 

의 전개’와 ‘화제의 전환’ 등 세 가지를 틀었다 이 중 ‘화제의 전환’의 경 

우， 화제마저도 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할 때에 ‘근데’가 화 

제 전환의 표지， 또는 화제를 이끌어내는 표지로서 빈번히 쓰이는데 이 

러한 기능은 문어에서 있을 수 없는 완전히 구어만의 담화 표지 기능이 

다 4급 학습자의 오류 중에서 제일 많은 오류는 첨가 오류이다. 이것은 

구어에서는 문맥에 상관없이 화제를 바꿀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작문에 

서도 ‘전환’ 상황에서 무조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1)의 경우， ‘그런데’ 

에 이어지는 문장과 ‘그런데’ 앞부분에 나온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다. 만 

약 (1)이 구어라면 가능하지만 문어에서는 화X까 말하려고 하는 핵섬적 

인 부분이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어휘적으로 반복되어 특별히 응집을 이 

루며 선행절과 후행절이 같은 상황과 같은 화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지 연 19.J1: 144) 

(1) 내가 대학생대 오랫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어떤 날에 손을 씻고 

있던 때 거울을 보면 저기에 누나의 열굴이 있었다. 너무 무서워져서 다음 

날에 미장원어 발리 가서 머리를 깎았다. 극럴덴 (• 0)나는 2년 전에 호주 

에서 어떤 인도네시아사람을 만났다0(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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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에서도 첨가 오류가 제일 많이 나타났는데 첨가 오류 중에 위와 같 

은 오류는 볼 수 없었다 6급에서는 (2)와 같이 ‘그런데’에 이어지는 문장 

이 대용어로 시작된 경우에 ‘그런데’가 필요 없는 데도 사용된 오류가 대 

부분이었다. (2)에서는 (1)과 달리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앞의 내 

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지만 ‘그런’이라는 대용어가 있고 더구나 ‘자연 

의 파괴에 대한 내용이 뒤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런데’가 펼요 없는 

것이다 

(2) 나는 보통 어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에게 좋은 점 뿐만 아 

니라 나쁜 점도 따라다니기 마련이라도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 

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극럴덴 (• 0) 그 

런 사회속에서 남아 있는 자연이 같은 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것이 우려되 

고 있다.(6급) 

4.2.7 그리고 

‘그리고’는 4급에서 49번， 6급에서 닮번이나 사용되었으며， 6급에서는 사 

용빈도가 제일 높은데 사용 빈도에 비해 오류율이 4급에서 16%， 6급에서 

%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접속 부 

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의 의미 기능은 ‘나열’， ‘계기’， ‘동시’， ‘양보’， ‘전환’ 등 다양하다. 

‘나열’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을 독립적으로 대등하게 연결하여 통사적으로 

대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나열’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첨가’의 의 

미가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후행문에 보조조사 ‘도’를 

붙여 첨가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계기’는 선행문의 사건의 진행 후 

에 후행문의 사건이 열어나는 의미관계이며 ‘동시’는 선행문의 행위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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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의 행위가 시간적 차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양보’는 기대 

되었던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한 원인이나 이유， 또는 논점을 양보하는 

의미적 관계이며， ‘전환’은 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내용으로 화제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지난 ‘그리 

고’는 구어에서도 문어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들도 많이 사 

용한다. ‘그리고’의 의미 기능이 다양해서 그런지 ‘그리고’의 오류 유형도 

다양해서 두드러진 특정은 찾아볼 수 없다 4급에서는 6번의 오류 중에서 

첨가 오류가 4번 ‘그렇지만’ ‘어쨌든’과의 대치 오류가 한 번씩 나타났고 

6급에서는 9번의 오류 중에서 첨가 오류가 4번 ‘그래서’와의 대치 오류가 

2번， ‘그때’， ‘그런데’， ‘또한’과의 대치 오류가 한 번씩이었다. 첨가 오류 경 

우에는 4급 6급 모두 4번이나 나타났지만 ‘그리고’가 첨가된 상황에서 공 

통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아래의 예문처럼 각 문장만 보면 전혀 문 

제가 없지만 텍스트 전체를 보면 ‘그리고’의 남용으로 인해 어색한 느낌 

을 주는 것이 있는데， 같은 접속 부사가 연속으로 여러 차례 사용된 경우 

에는 그 중 몇 개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그런데 암에 결려서 그런지 잘 볼겠지만 흑시 살 수 있다면 100살까 

지 살고 싶어요 프린프 혹시 부자가 되면 주말마다 미국든지 한국든지 해 

외여행하고 싶어요. 프린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집며 자동차며 다 비싼 

것을 사고싶어요. 극뢰곡 부자가 되면 좋아하는 삼겹살 먹은 김에 삼겹살 

집이라도 만들거 싶어요. 그게 아니면 될 수 있는 되로 일 안 하고 살고 싶 

어요(4급) 

각 학습 기관마다 평가 기준의 차이가 있겠지만 4급 학습자 경우에는 

첨가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평가자에 따라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는 

다르겠지만 첫 번째 ‘그리고’는 생략해 세 번째 ‘그리고’는 ‘또’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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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텍스트 전체로 보았을 때 응집성이 높아질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고’의 오류 유형은 대치 오류에서 두드러진 

특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그리고’가 다른 접속 부사에 비해 광범 

위에 결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를 사용해야 할 

지， 아니면 다른 접속 부사를 사용해야 할지 모를 때는 ‘그리고’를 사용하 

면 대부분 맞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를 사용해야 하는 상 

황에서 다른 접속 부사를 사용한 오류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게다까 

와 ‘또’이다. ‘게다가는 바람직한 내용에 바람직한 내용을 덧붙얼 때뿐만 

아니라 (2)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에다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을 덧 

붙일 때에도 사용된다. 즉 ‘게다캐에는 ‘그리고’와 함께 첨가의 기능이 있 

는 것이다. 다만 ‘게다가 경우 (3)처럼 자신의 의견을 서술할 때에는 사용 

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할 때에 한정된다 

‘그리고’와 ‘또’에는 선행문과 후행문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나열’에 

기능이 있는데， ‘또’의 경우에는 선행문과 후행문이 같은 주제일 때만 사 

용 가능하다. 그래서 (4)에서는 앞에 제복의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가 사용되면 어색한 것이다. 이처럼 ‘그리고’와 ‘게 

다가 ‘그리고’와 ‘또’에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미묘한 

쩨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고급단계 학습지들도 잘 구별을 

못하고 있다. 

(2) 정부 지지률이 00% 이상으로 국민에 인기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나 

생휠이 좋아졌다고 하는 실감이 전히 없다. 켄단간 여즘 국회의원들 중에 

서 돈에 관한 스캔덜도 나오기 때문에 코이주미 정권에 대한 인기도 점점 

줄고 있다(6급) 

(3) 하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세상은 앞으로도 개속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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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할 거 같다. 따라서 그 정보 

홍수 중에서 펼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켄단간(→ 그 

리고) 그 힘은 집에서 부모가 길러야 한다.(6급) 

(4) 규칙이 엄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다들 재미없는 같 

은 제복을 어떻게 자기제복으로 변화시켜서 개성을 살렬까 하면서 노력하 

고 있다 그런 것에서 생기는 창조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리고) 

제복은 아주 경제적이다.(6급) 

5 결론 

이상 일본어권 4굽과 6굽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접속 부사의 사용양 

상과 오류양상에 대해 7종류의 접속 부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 

과 고급단계까지 이어지는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등의 혼동이다. ‘그러니까’가 문어 

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급단계 학습자틀조차 논술문 

에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많은 학습자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이 인과관계열 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를 사용판 오류가 나타 

났다. 

둘째， ‘그러나’와 ‘그래도’， ‘그러나’와 ‘그런데’의 혼동이다. ‘그러나’와 ‘그 

래도’의 경우， ‘그러나’를 사용해야 õ}는 상황에서 ‘그래도’를 사용한 오류 

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가 완전한 대립에서 사용되는 데 비해 ‘그래도’ 

는 부분적인 반론을 펼 때 사용된다는 것을 잘 구별할 펼요가 있다. ‘그러 

나’와 ‘그런데’의 경우， ‘그런데’를 사용해야 승}는 부분에서 ‘그러나’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얼핏 볼 때 앞뒤의 내용이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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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화제를 전개할 때는 ‘그 

런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지도할 펼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그러면’과 ‘그렇다면’의 혼동이다. 이 오류는 ‘그렇다면’을 사용해 

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그러면’이 사용되었다 ‘그러면’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면’이나 ‘그렇게 되면’과 대치 가능한지의 여부를 잘 고려해서 

사용해야한다 

넷째， ‘그런데’의 첨가 오류이다. 이 오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데’가 구어에서 문맥에 상관없이 화제를 바꿀 때 사용되는데， 

작문에서도 ‘전환’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런데’ 

에 이어지는 문장이 대용어로 시작된 경우에 ‘그런데’가 필요 없는 데도 

사용된 것이다. 

교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접속 부사가 왜 이상한지 만약 그 접속 부사를 살리려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어떤 내용으로 바꾸어야 승}는지 뒤의 내용을 살리려면 어떤 접속 

부사가 적합한지를 잘 지도해야 한다 학습자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신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하논 경우에도 글로 표현된 것 

을 제3자가 보면 설명이 불충분할 때가 많이 있다. 김봉순(axl2: 없3)의 실 

험에 의하면 텍스트의 의미 구조가 모호할수록 표지의 기능이 커졌고 텍 

스트의 의미 구조가 복잡할수록 표지 기능이 커졌다고 iï}는데， 한국어 학 

습자의 경우 어휘， 어미， 조사 등 한국어능력이 모어 화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 구조가 모호한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더욱 텍 

스트 구조의 표지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학습자틀이 쓰기 과정에서 텍스트 의미 구조 표 

지가 독자에게는 더욱 쉽고 정확하게 텍스트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하 

는 단서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면서 전체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된다. 본고에서는 표지의 하나인 접속 부사를 다루었는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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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이 접속 부사를 중섬으로 텍스트 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막연 

하게 생각만 하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정리하여 글로 정확히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다른 표지들에 대해， 그리고 모어 화 

자의 표지 사용 ÓJ상을 조사하고 학습자들이 보다 한국어탑게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접속부사， 효F국어 쓰기 교육， 사용과 오류 분석， 일본인 효댁어 학습 

자 

* 본 논문은 때4. 10.31. 투고되었으며 11. 15 섬사가 시작되어 11. 낌 심사가 종료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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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Use and Error Aspects of Conjunctive Adverbs 

in the Writings of Korean Learning Japanese Native Users 

Hiroyuki Sawada 

Recently in the Kor，없n Writing 버ucation， there has been an emphasis rmre on 

the prc녕uct-focused appræch rather than the process-focused appræch, and it has 

been also greatly discussed to d때 with the writing in the level of discourse. In 

the process-focused writing activities, teachers n뼈 to b얹ch leam앙s to use 

established usage and markers of bext-structure in order for them to get cohesion 

as well as logically complebed αnclusion when they writε. Thus, teachers must 

know what native language they belong to 뻐d find out what features they have 

on their learning level, especially when they compose an essay. From this id않， this 

paper looks over the use and 帥or aspects of the seven different conjunctive 

adverbs as 때rkers of bext-structure according to the Korean 1않rning ]apanese 

native users who are on the level of four and six. As a result, there are four 

problem areas surrnnari때， 빼ch 1않mers often 때1Y into their advano어 level. 

First confusion 따ea is the use in ‘geureom빼g’， ‘geUlYJRSeo’, and ‘geureomeuro’ 

‘Cæureonikka’ has been hardly used in the writben e뺑ession， but it 떠n 밟 used 

even on the advanoed level of leamers when they use it in an essay. α1 the other 

hand, there are 뼈1y errors ap없r어 빼en 1，뻐nersuse ‘geureαn.뼈’ instead of 

‘ge띠ueseo’ in the contents of cause and effect rela디on. 

Another confusion α;curs between ‘geurøαn’ and ‘ge，띠uedo’， and ‘geurøα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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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ewet꺼de’. In the case 'Of ‘geweom’ and ‘gel1J'GRdo’, aImost every err'Or 

coræs 'Out 'Of the use 'Of ‘gewe.αn’ rather t벼n ‘ge띠uedo’ ‘ Gewe.αn’ is used f'Or 

the complete 'OPJX)siti'On in contents 때1Île ‘g밍raed'O’ is used f'Or the partial counter 

argurænt. In the case 'Of ‘geweαn’ and ‘geweonde’, it is 'Often n'Oticed to see the 

U뚱 'Of ‘ge띠강αn’ instead 'Of ‘geLσ'eonde’ 

The 'Other confusi'On corres from the use 'Of ‘gewe~αm’ and ‘gewecJ뼈r(Ye.α1’. 

까11S eπor a마XlliS 때1en 1얹mers use ‘geweαnyeon’ instead 'Of ‘geureohdamyeon’. 

When they use ‘geweornyeon’, they sh'Ould c'Onsider whether ‘geweornyeon’ IS 

JXlssibly repla뼈 with ‘gewecJ핑e 1nrnyeon’ 'Or ‘gewe.때e doemyeon’ 

Last is the annexing err'Or 'Of ‘gαJreαu1e’. 까1ere are basi때y tw'O err'Ors 'On this 

pr'Oblem One occurs in the use 'Of ‘gewe.αα’ m an essay. ‘Geureαu1e’ IS n'Om때ly 

used to change t'Opics in any coll<Xluial speeches regardless 'Of any c'Ontexts. The 

probl앙n is that this phen'Omen'On a띠::ears in the c'Onversi'On situati'On 'Of the essay. 

’The 'Other is to use ‘geweαu1e’. It is used as a substitute w'Ord in the subsequent 

sentence even th'Ough it dæsn’t need to. 

Teachers must have c'Orr때-ehensive ideas h'Ow to solve th'Ose problerns, and 

understand why th'Ose c'Onfusi'Ons occur. They apply them to the real teaching 

level. Indeed they must 않ach n'Ot 'Only what c'Onjunctive adverbs are used in the 

subsequent 똥ntenæ in 'Order to make sense, but also h'Ow the subsequent sentenæ 

is saved derending 'On the c'Onjunctive adverbs. Especially Korean lan밍lage 

l많mers are we때er to use vocabularγ， ending w'Ords, and JXlS뼈siti'Onal w'Ords 

than native speakers, S'O they 'Often sh'Ow 'Obscurity when they use them in the 

text-structure. 깐1at’ s why the c'Onjunctive adverbs as markers 'Of text-structure 

are significant for them t'O know. 

[Key w'Ord] c'Onjunctive adverb, Korean writing educati'On, use aI1d 앉T'Or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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