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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한국어와 일본어가 유사한 문법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유사한 문법 구조는 일본어 모어화자가 한국어를 배

우거나 한국어 모어화자가 일본어를 배우는 과정 어느 쪽에서나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언어의 문법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은 어디까

지나 유형론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일 뿐, 전혀 다른 별개의 언어라는 것

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부동의 사실이다. 비슷하다는 점이 부각되는 

배경에는 두 언어를 별개의 언어로 구별해 주는 엄연히 다른 문법 체계와 

* 이 논문은 ‘한국어 문법의 교수학습 연구 - 매체와 코퍼스 활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

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개최한 제14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경외국어대학 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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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언어 사실들이 존재함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이런 한국

어와 일본어의 관계, 유사하지만 다른 似而不同의 관계 때문에 일본어 모

어화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어 모어화자가 한국어 문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부딪

히는 문제들을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응관계와 연결 지어 살펴보고 이러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코퍼스 언어학의 가능성을 검토

해 보도록 한다. 

Ⅱ. 일본에서의 한국어 문법학습

여기서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문법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대상이 되는 교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걸쳐 고

등학교와 단기대학, 4년제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조사한 재단법인 국

제문화포럼(財団法人国際文化フォーラム)(2005)의 결과를 참고하였다. 이 

조사에서 4년제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 가운데 추정 사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것, 초급뿐만 아니라 중급까지 출판된 것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의 대상이 된 교재는 이미 10년 이전에 출판된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

한 최신의 교재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교

재의 저자가 2003년 이후에 출판한 교재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출판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제문화포럼(2005)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

지만 한국어 전공과정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교재(도쿄외대,․간다외

대, �朝鮮語の入門�(개정판)과 텐리대, �初めての韓国語�, �佳子のソウル

留学から�…)를 추가하였다. 그 목록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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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書いて覚える初級朝鮮語 改訂版 高橋淑郎 白水社 2002 

書いて覚える中級朝鮮語 高橋淑郎 白水社 2005 

2

実用韓国語 
油谷幸利 コ 

ヨンジン
白水社 2005 

実用韓国語2 改訂新版 
油谷幸利 コ 

ヨンジン 

同志社大学生

協書籍部 
2012 

3 朝鮮語の入門 改訂版 

菅野裕臣(著) 

浜之上幸・權容

璟(改訂)

白水社 2007 

4

初めての韓国語 
松尾勇 

金善美 
同学社 2009 

佳子のソウル留学から… 
松尾勇・金善美

・千田俊太郎 
同学社 2012 

5
ことばの架け橋 改訂版

生越直樹・ 

曺喜澈 
白帝社 2011 

ことばの架け橋 中級表現編 生越直樹 白帝社 2009 

<표 1> 조사 대상 교재 일람

이들 교재는 모두 상당 정도의 분량을 문자와 발음 설명에 배정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 문법 및 회화 중심의 과 구성으로 전환하는데 각 과는 

대개 대화문(또는 본문), 어휘 및 문법 설명, 연습문제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문법 설명은 대화문 혹은 본문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 2의 교재 �実用�에서처럼 “仮定形語尾 –(으)면 [~れば、たら、と｣”

와 같이 문법범주 혹은 기능을 설명하는 메타언어, 한국어 문법 형태, 그

리고 그에 대응하는 일본어의 형태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법 설명에 있어서는 각 형태의 기능과 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경

우도 있지만 ‘조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조사를 한 자리에 묶어 제시하

기도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한국어 조사에 대응되는 일본어 조사를 제시

하는 것만으로 설명에 대신하기도 한다. 4의 교재 �初めての�의 경우를 

보면 6과에서 조사에 대한 설명이 처음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6개의 조사가 한꺼번에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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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까지, 도, 보다, 부터, 에, 에게서, 에서, 와/과, 요, (으)로, 은/는, 

을/를, 의, 이/가, 하고, 한테, 한테서

선어말

어미
-았/었-, -겠-, -(으)시-

어미

 -게, -고, -는데, -다가, -다고, -ㅂ니다/습니다, -아/어, 

-아/어도, -아/어서, -(으)니까, -(으)ㄹ까요?, -(으)ㄹ게요, 

-(으)러, -(으)면, -(으)세요, -입니다, -지만, -지요

<표 2> 4개 이상의 교재에서 다루어진 문법 형태

격조사 보조사

が を に の は も

모음명사 가 를
에 의

는
도

자음명사 이 을 은

학습항목의 수와 종류(<표 3> 참조)를 보면 한국어 전공 학생들을 위

한 교재인 3과 4가 다른 교재들에 비해 학습항목이 많으며 1이 현저하게 

학습항목 수가 적다.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라 하더라도 전공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교재와 제2외국어 과목의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교재 모두 한국

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

교의 정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까지는 동질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교재에서 다루어지

는 문법 형태를 살펴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된

다. 즉. 다섯 개의 교재를 합하여 총 543개의 문법형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4개 이상의 교재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형태 및 표현은 <표2>

와 같이 64개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교재들의 동질성을 고려할 때 잘 설명

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학습 항목 선정의 객관적이고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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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연어

 -(으)ㄹ 것이다, -(으)ㄹ 뻔했다, -(으)ㄴ/ㄹ 것 같다, -(으)ㄹ 

수 없다/있다, -(으)려고 하다, -(으)면 되다, -게 되다, -게 하다, 

-고 싶다, -기 때문에, -기도 하다, -기만 하다, -기로 하다, 

-아/어 보다, -아/어 주다/드리다, -아/어 지다, -아/어도 

되다(괜찮다, 좋다), -아/어야 되다, -아/어야 하다, -이/가 되다, 

-지 말다, -지 못하다, -지 않다

문법 항목제시방식 형태 연습문제  활동

1. 

書いて 

메타언어-

한국어- 

일본어

≪決意≫(動）語幹＋기로 

｢-することに｣ 

｢-することで｣ 

121

단어 바꾸기

회화문 번역하기

연습문제: 번역

2.実用 

메타언어-

한국어-

일본어

仮定形語尾 

–(으)면 

-れば、たら、と 

190

회화문 번역

형태 만들기(단어)

일한, 한일번역(문장)

3.入門 
메타언어-

한국어

用 の不可能形 

Ⅰ-지 못하다 
277 -

<표 3> 5종 교과서의 구성 비교

한편 문법 항목의 학습을 문법 지식의 정착,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개발

로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습문제와 교실 활동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보면, 대부분의 교재가 활용형 만들기 및 이형태의 선

택, 번역을 통한 작문 연습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개중에는 연

습문제가 제공되지 않는 교재도 있다.

이는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이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독자적인 영역

을 형성해 왔으나 그 역사의 대부분이 독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독학을 전제로 하면 상호적인 커뮤니케이

션보다는 문법 지식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의 교

육에 있어서도 제한된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교실활

동이나 활용 연습의 시간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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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初め

て

메타언어-

한국어-

일본어

願望表現: 

-면/으면 좋겠다 

（-であればいいのにな

あと思う） 

218
단어 형태 바꾸기

일 한 번역(문장)

5. 

架け橋

한국어- 

일본어- 

메타언어

用 語幹＋네요 

-ですね(よ),ますね(よ)[

気づき,発見]

169
알맞은 단어 넣기

일 한 번역(문장)

이상의 관찰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특징

을 정리하면 우선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응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두 언어의 유사성을 먼저 강조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여기서 분석 대상으로 다룬 교재

들뿐 아니라 일본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교재에서 관찰된다. 특히 초급 교

재의 경우, 본문을 일본어로 제시한 뒤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제시하

고 문법 항목도 일본어 형태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한국어 형태를 제시하

는 구성을 갖는 교재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의 대부

분이 문법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문법항목의 제시 및 설

명에 많은 부분을 배당하고 있으며 일본어와의 유사점, 차이점 등을 비교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설명이 어떻게 학습 내용을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노력- 단원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활동의 제안 혹

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각화된 연습문제의 부여 등-으로 연

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 모어인 일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학습항목이 제시되는 것은 

구조상 유사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특별한 관계가 배경이 되는 것이며, 활

동을 통한 정착, 습득보다는 이해에 중점이 놓이는 것은 제한된 조건 속

에서 일정 정도의 학습 결과를 내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

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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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문법 학습과 한국어-일본어의 대응관계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일본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 ㄱ. 첨가어이다: 조사와 어미에 의해 문법적 관계 표시.

ㄴ.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갖는다.

ㄷ. 근간 성분의 생략이 용이하다.

ㄹ. 경어법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런 공통점이 반드시 모든 개별 언어 항목의 1:1의 대응관계로

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한국어와 일본

어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비대응 혹은 다:1의 대응관계를 간과하게 되면 

바로 학습자의 오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일본어 항목 하나에 한국어 

표현이 둘 이상 대응될 경우, 학습자가 작문이나 말하기와 같이 한국어 

표현을 만들 때 아주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 구조적, 체계적으로 1:1 

대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 장면에 따라 용인성이 달라지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사용상의 차이에 대한 정보도 학습자에게는 구조적 체계

적 정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

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상정 가능한 

학습상의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한국어와 일본어 형태가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어의 형태 하나에 일본어의 형태가 여러 개 대응한다든지 일본어 

형태 하나에 한국어 형태 여러 개가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후

자의 경우는 일본어 모어화자가 한국어 작문이나 구두표현을 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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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특히 문제가 된다. 학습자의 모어에서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세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 응되는 형태가 후행 요소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일본어 형태 하나에 다수의 한국어 형태가 대응할 때 한국어 형태 각

각의 쓰임을 결정하는 조건을 명세해 줌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예로 ①조건을 나타내는 일본어 어미 ｢~たら｣에 대하여 한국어

의 ‘-면’과 ‘-았/었더니’가 대응하는 경우와 ②용언어미 뒤에 오는 조사 복

합체 ｢~(する)には｣에 ‘-기는’과 ‘-(으)려면’이 대응하는 경우를 각각 살펴 

보자.

먼저, 조건을 나타내는 ｢~たら｣는 그 뒤에 오는 상황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사실인 경우에는 ｢-면｣이 대응되고 후행절 상황이 이

미 성립된 일이라면 ｢-았/었더니｣가 대응한다.

(2) ㄱ. 早めに出発したら時間に遅れないでしょう。

빨리 출발하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 거예요. 

ㄴ. 早めに出発したら時間に遅れませんでした.

빨리 출발했더니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어요. 

한편 일본어의 ｢~するには｣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후행절의 내용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먼저 뒤에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 

오는 경우 ｢~するには｣는 뒤에 연결되는 구성과 함께 ｢-기는 -지만｣에 

대응하며, ｢~するには｣의 뒤에 오는 내용이 동작성이 있어서 ｢~するには｣

가 그 동작의 목적이 되는 경우는 ｢-으려면｣이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

するには｣의 뒤에 상태를 나타내는 내용이 와서 ｢~するには｣가 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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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이 되면 ｢-기(에)는｣이 대응한다.

(3) ㄱ. 決めるには決めるんですけど必ず学校に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정하기는 정하지만 꼭 학교로 할 필요는 없죠

ㄴ. 市役所に行くにはこの駅で降りていいでしょうか?

시청에 가려면 이 역에서 내리면 되나요?

ㄷ. 学校へ行くにはまだ早いです。

학교에 가기(에)는 아직 일러요.

하나의 일본어 형태에 대해 문장 내의 다른 요소에 의해 한국어 표현

을 구별하여 쓰는 (2), (3)과 같은 경우, 대응되는 한국어 형태들은 한국어 

문법체계 안에서는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일본어와의 

대응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한 한국어의 질서 안에서는 함께 묶일 가능성

이 없는 경우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어 문법서나 사전에서

는 이들의 구별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야말로 일본어화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

라 할 수 있다.

2) 응 형태가 후 요소의 의미 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일본어의 속격 조사 ｢の｣와 한국어 ‘-의’, ‘-인’이 대응하는 경우, 대응

을 결정하는 것이 선행 명사와 후행명사의 의미관계이다. 선행명사와 후

행명사가 소유주-피소유주의 관계이면 ‘-의’가, 동격 관계이면 ‘-인’이 대

응하는 것이다.

(4) ㄱ. 新聞記者の姉 (新聞記者＝姉) 신문기자(인)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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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聞記者の姉 (新聞記者≠姉) 신문기자(의) 언니 

ㄴ. 首都のソウル (首都＝ソウル) 수도(인) 서울 

首都の中心部 (首都≠中心部) 수도(의) 중심부 

한편 일본어의 접속조사 ｢~が｣에 대응하는 한국어 형태로는 ‘-지만’과 

‘-는데’가 있는데 ｢~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인 경우에 ‘-지만’이, 

｢~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는데’를 사용한다. 

(5) ㄱ. おじいさんは体が大きいですが、おばあさんは小柄です

할아버지는 몸집이 크지만 할머니는 몸집이 작습니다.

ㄴ. ミヌに会うこととなっていますが、何か伝言でもありますか? 민우

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뭐 전할 말 있어요?

 

일본어에서는 각각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소유]와 [동격], [전제]

와 [역접]이 한국어에서는 다른 의미 영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1:

다의 대응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소유]와 [동격], [전제]와 [역접]의 의미 기능을 갖는 형태들을 함께 묶어 

구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 영역의 배정은 일

본어와의 대응관계를 생각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한국

어만 대상으로 할 때는 전혀 무관한 범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

기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의미 영역의 통합과 분할 및 조정이 학습자 모

어의 의미 영역 분할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는 대응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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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의미는 일대일 대응하지만 사용 장면이 다른 경우

기능이나 의미 면에서 일대일 대응을 보이는 형태들이 사용 상황이 달

라짐에 따라 대응하지 않게 되는 예로 조사 ｢~は｣와 ‘-은/는’이 있다. ｢~は

｣와 ‘-은/는’은 각각 주제표지와 대조표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데, 주제표

지로 기능할 경우 텍스트 내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에만 사용된다는 점에

서 대응된다. 또 이 때 새로운 정보를 표지하는 ‘-이/가’ 및 ｢~が｣와 대립

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같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 일본어는 ｢~は｣

를 사용하는데 한국어는 ‘-이/가’를 써야 한다든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 절대적인 대응관계라고 하기 어렵다. 

(6) ㄱ. 昔ある村におじいさん(が/*は)住んでいました。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는) 살고 있었습니다.

ㄴ. (駅のホーム) 次の電車（?が／は）前の駅を出発しました。 (역 플

랫폼) 다음 열차（가/?는) 전 역을 출발했습니다.

ㄷ. これは何ですか？ 이것이 무엇이에요? 

(6ㄱ)에서는 일본어나 한국어 모두 신정보표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は｣와 ‘-은/는’이 아닌 ｢~が｣ 및 ‘-이/가’가 사용되었지

만 (6ㄴ)에서는 일본어가 ‘次の電車’를 대조의 대상, 혹은 알려진 정보로 

받아들이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다음 열차’를 새 정보이자 주제로 받아들

임으로써 각각 다른 조사를 취하게 된다1). 용법에서는 대응을 보이지만 

사용에서 대응을 보이지 않아서 생겨난 불일치이다.

1) 여러 명의 일본어 모어화자에게 확인한 결과, 운행 예정인 열차 전체 가운데 다음 

열차 하나를 특정하는 것이므로 알려진 정보로 받아들이며 또한 다른 열차가 아닌 

바로 다음 열차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대조의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된다는 설명

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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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ㄷ)의 경우도 이런 현상의 하나에 속하는데 한국어의 경우 질문의 대

상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모르는 정보 즉 신정보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가’를 사용한 반면 일본어의 경우 그 정체는 모르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

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구정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은/는’, ‘-이/가’의 기능이 일본

어의 ｢~は｣, ｢~が｣와 일대일 대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 기능이 문맥-화용

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용이 달

라질 수 있다. 학습자가 문법 설명만으로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은/는’, ‘-이/가’를 구별해 써야 할 많은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명보다는 문맥 속에서 체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 비대칭 관계에 놓이는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예들은 일본어의 형태소에 한국어의 형태소가, 일본

어의 구에 한국어의 구가 대응되는 경우였는데,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른 

단위, 다른 구성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한다. 일본어의 ｢AがB

に~をもらう｣는 한국어의 ‘A가 B에게~을 받다’에 대응하지만(7ㄱ,ㄴ), ｢A

がBに~してもらう｣에 대응하는 표현은 ‘A가 B에게 ~아/어 받다’가 아니

라 ‘B가 A에게 ~아/어 주다’인 것이다(7ㄷ,ㄹ).

(7) ㄱ. 友達に手紙をもらいました。친구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ㄴ. 彼に許可をもらいました。그에게 허가를 받았어요.

ㄷ. 姉に本を買ってもらいました。언니가 책을 사 줬어요. 

ㄹ.風邪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감기 ?조심해 주세요/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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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어 화자와 일본어 화자가 사태를 파악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

문에 생기는 비대칭성이라 생각된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다음에

서도 파악된다. 

(8) ㄱ. 広さが80平米はあります。넓이가 80제곱미터는 됩니다.

ㄴ. 中に人がたくさんいました。안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수량이나 크기를 표현할 때 일본어는 ｢수량표현＋ある｣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한국어는 ‘수량표현＋되다, 이다’를 사용하며 제한된 공간에 보이

는 많은/적은 양을 나타내는 일본어 표현이 ｢多く,たくさん＋ある、いる｣ 

인데 비하여 한국어는 ｢많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어순이 다른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같아서 일본어의 어순을 그대로 하고 단어

만 한국어로 바꾸면 자연스러운 표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복합어에서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10)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9) ㄱ. 絵を掛けなおします 그림을 다시 걸어요 

ㄴ. 焼きたてのパン갓 구운 빵 

이 경우 어순이 대응하고 대응하지 않고를 결정짓는 규칙을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하나의 단어로서 외우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사의 경우도 한국어와 일본어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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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自転車に乗って早く家に帰りました。

자전거 타고 (?빨리) 집에 빨리 돌아갔어요

ㄴ. もっとお水をたくさん飲んで/ もっとたくさんお水を飲んで/

お水をもっとたくさん飲んで

？더 물을 많이 마셔/ 더 많이 물을 마셔/ 물을 더 많이 마셔

일반적으로 일본어에 비해 한국어가 부사와 용언의 위치가 가깝다고 

하지만 (10)과 같은 경우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지는 직관으로 판단하

기 어려운 문제이다. 

5. 정리

지금까지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응관계를 전제로 한국어 학습을 하게 

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1:다(多)의 

대응 관계를 보일 때 정확한 한국어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유형을 알아보았고,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을 보이지만 사용 상

황이 다르기 때문에 화용론적 대응관계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지적하

였다. 또 두 언어 간에 비대칭적 대응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어순의 불

일치 등의 문제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5): 한국어 내의 체계만을 생각하면 하나로 묶이기 어려운 항목들이 

일본어와의 대응관계에서 하나로 묶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항목을 가려내는 것은 한국어 모어화자의 직관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응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

증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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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능과 의미에 있어서 일대일 대응을 보이는 항목들이 그 사용에 있

어서 다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응에 어긋남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결정짓는 요소와 조건을 밝힐 필요가 있다. 

• (7)~(8): 비대칭적인 대응을 표현단위 혹은 의미단위로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10): 문법성/비문법성의 문제와 더불어 자연스러움/부자연스러움의 판

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Ⅳ. 한국어 문법 학습과 코퍼스

2장에서 살펴본 5종의 한국어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한국어 학습 항목

은 모두 540여 종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4종의 교과서에서 공통되는 항

목은 64종에 불과하다. 필자에 따라, 교과서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른 

구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일본어 모어화자를 대상으

로 일본 국내에서 특히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라는 공통점은 이들 교재

들이 어느 정도 동질적일 것으로 기대하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습항목 선정과 배열에 대한 객관

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어 교재들이 일본어와 한국어의 대응관계를 

전제로 하여 문법 설명을 하고 있으며 체계화되고 망라적인 지식의 전달

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에 주목하여 3장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응관

계를 바탕으로 한 설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응관계를 추출하기 위한 객관적인 

토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항목 선정과 배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한국어와 일본

어의 대응관계를 추출하기 위한 객관적인 토대를 찾고자 할 때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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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코퍼스일 것이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코퍼스의 활용 가능성은 코퍼스 언어학의 초창

기부터 강조되어 왔다(Kennedy, 1998; Granger, 1998 등). 1980년대 이후 영

어 코퍼스 언어학이 주목을 받고 많은 성과를 내게 된 배경에 학습자용 

사전 편찬 작업 즉 외국어 학습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장에서

는 먼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일반과 코퍼스 언어학의 접점을 살펴

보고 외국어 학습 가운데 일본어 모어화자의 한국어 학습에 초점을 맞추

어 위에서 정리한 과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강조되는 코퍼스의 가치와 

그 조건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어 학습과 코퍼스: 범용 코퍼스, 표준 코퍼스, 학습자 코퍼스 

한국어 교육에 사용되는 코퍼스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범용 코퍼스와 

표준 코퍼스 학습자 코퍼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범용 코퍼스는 한국어 

학습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한국어의 모습을 보여 주는 코퍼스이며 학

습자 코퍼스는 한국어 학습과정에서 생산된 학습자의 언어사용을 보여 

주는 코퍼스이다. 표준 코퍼스는 범용 코퍼스를 구성하는 한국어 텍스트 

가운데 교과서나 참고서, 신문기사 등 언어규범을 잘 지켜서 표준적인 한

국어 사용을 보여 주는 코퍼스를 말한다.

범용 코퍼스와 표준 코퍼스, 학습자 코퍼스의 분석 결과는 모두 교육과

정의 구성이나 교재의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이용되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1) 범용 코퍼스

범용 코퍼스 분석을 통해 얻어진 어휘빈도나 문법형태소의 용법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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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순

남윤진(2000) 조선어빈도수 사

단순조사 빈도(%) 단순조사 빈도(%)

1 을/를 21.34 을/를 20.51

2 이/가 37.10 이/가 38.35

3 의 50.86 은/는 52.46

4 은/는 64.13 의 62.57

5 에 73.83 에 72.86

6 으로 80.15 들 79.00

7 와/과 84.41 도 83.22

8 도 87.56 으로 88.39

<표 4> 범용 코퍼스를 분석하여 얻어진 조사의 빈도

장 구조 등에 대한 정보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하는 문제를 해결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표 4>는 각각 100만 어절 정도 되는 남․북한의 문어 코퍼스를 

분석하여 얻어진 조사의 빈도분포 가운데 상위 20위에 포함되는 단순 조

사의 목록이다. 

각각의 결과에서 이들 상위 20개의 조사의 누적빈도는 각각 97.42%, 

98.64%로서 이들 조사의 용법을 습득하게 되면 각각 남북한 문어 텍스트

에 사용된 조사의 용법에 대해 97% 이상의 학습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게 된다. 2장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들의 경우 이들 조사

를 다 다루고 있는 교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의’가 제

시되지 않은 교재가 1종, ‘-이나’가 제시되지 않은 교과서는 2종이며 ‘-에

게, -처럼’의 경우는 한 개의 교과서에서만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범용 

코퍼스에서의 빈도와 교재의 학습 항목 선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 타당

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 항목 선정에 있어서 코

퍼스의 빈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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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서 90.43 와/과 91.89

10 이나 92.05 서 93.18

11 요 93.30 이나 94.26

12 에게 93.98 만 95.17

13 들 94.59 에게 96.04

14 만 95.16 까지 96.82

15 처럼 95.66 처럼 97.41

16 까지 96.16 이야 97.71

17 부터 96.51 부터 98.00

18 보다 96.84 께서 98.26

19 이라고 97.17 마다 98.46

20 서 97.42 다가 98.64

2) 표  코퍼스

범용 코퍼스는 표준적인 사용을 보여주는 텍스트로만 구성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원으로서 맞춤법, 표

준어, 화법 등에 있어서 한국어의 표준적 용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텍스

트로 구성된 코퍼스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코퍼스를 표준 코퍼스 혹은 

교육용 코퍼스라 하여 범용 코퍼스와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준 코퍼스는 범용 코퍼스의 구조를 가지지만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맞춤법의 준수, 표준어의 사용, 

화법이나 언어예절 등 제반 어문 규범에 있어서 표준적인 텍스트로 이루

어져야 한다. ②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언어사용을 보여주는 보편성을 갖

는 텍스트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 혹은 구어적인 

언어사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④ 어휘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한국

어 학습에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이라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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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 코퍼스

학습자 코퍼스는 학습자가 작성한 작문, 구두 발표, 회화 등 다양한 텍

스트로 구성되는 코퍼스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하나는 

학습자가 만들어낸 텍스트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학습자 

코퍼스를 일종의 오류 코퍼스로 보고 그 오류의 유형 및 빈도를 분석해 

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자 코퍼스도 하나의 코퍼스로 보고 각 언

어요소의 빈도와 분포를 분석해 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분석 모두 한국

어 교육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코퍼스 분석에 기반하여 구성된 학습 내용을 특

정 교육 상황, 교육 목적 및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보완하고 수정해 나

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자료가 된다. 

동일한 수준의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

(한국 내인가 외국인가), 학습의 목적(실생활어, 학술어, 언어학적 연구 대

상 등), 학습자의 언어적 배경(일본어 화자, 영어 화자, 중국어 화자 등)에 

따라 동일한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 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 예로 영

어나 중국어 화자에게는 초급에서부터 한국어 조사와 어미의 특성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연습이 필요한 반면 일본어 화자에게 동일

한 과정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러한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학습자가 

어떤 언어 요소의 학습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가 즉 

학습자가 배우기 쉬운 언어 요소와 어려운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이다. 물론 이는 설문조사나 일반적인 테스트-시험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지만, 좀 더 전면적이고 신뢰도 있는 측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

자가 자유롭게 만들어낸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오류의 빈도, 유형 등에 대

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학습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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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화하여 그 단계에 맞추어 학습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하는 것

이다.

한편, 학습자 코퍼스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학습자의 오류에만 한

정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유형, 비슷한 주제의 텍스트구성에 있어서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과 한국어 화자의 그것이 보이는 어휘, 문법, 

표현의 양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일정 과정을 마친 한국어 학습자의 경

우에도 한국어 문장의 구사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

은데 이에는 문장의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인지적인 차이에 

의한 표현의 문제인 경우도 그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

제를 적절히 진단하고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모국어 화자의 

코퍼스에 비해 어떤 언어요소가 학습자 코퍼스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고 

어떤 언어요소가 덜 사용되었는지가 먼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이은경(2000)에서는 159명의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조사의 사용빈도

를 조사한 결과 1)이/가 2)을/를) 3)에 4)은/는 5)도 6)에서 7)의 8)와/과 9)

으로 10)이나 11)하고 12)만 13)한테 14)부터 15)마다 16)에게 17)보다 18)까

지 19)처럼 20)밖에 등의 순서로 조사의 빈도 순위가 얻어졌음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그림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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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습자의 조사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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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0만 어절의 범용 코퍼스에서 얻어진 빈도 조사의 결과(남윤진, 2000 

참조)를 <그림 1>에 맞추어 표현하면 <그림 2>와 같은 그래프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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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어 범용 코퍼스의 조사 빈도

모집단의 크기도 다르고 텍스트의 성격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 

두 그래프가 보이는 차이를 직접적으로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과 모어화

자의 조사 사용 양상의 차이로 결론짓기는 어렵겠지만, 두 그래프는 상당

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 코퍼스와 모어 화자 코퍼스 분석결과의 

비교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 - 텍스트 장르의 동일성, 코퍼스 

크기의 타당성,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자의 특성의 명세 등-

이 만족된다면,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과 모어 화자의 조사 사용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낼 수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코퍼스를 생산해낸 학습자의 모어, 한국어 학습

력 등 학습자의 특성과 텍스트 장르, 텍스트의 생성 상황 등 텍스트의 특성

에 따른 구체적이고 유용한 학습자 분석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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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과 코퍼스- 병렬 코퍼스, 일본어 코퍼스 

Ⅱ에서 살펴 보았듯이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은 일본어와 한국어의 

구조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항목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다. 다

시 말하면 명시적, 비명시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Ⅲ에서 지적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응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한-

일 대조언어학적 접근이 언어 항목의 단순한 비교만으로는 성공되기 어

려움을 말해 준다.

여기서 해결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코퍼스의 빈도 정보, 대응 

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 항목의 선정 및 설명이다. 이러한 정보를 얻

기 위해 필요한 코퍼스가 한국어와 일본어가 직접적인 대응을 보이는 번

역 텍스트로 구성된 병렬 코퍼스이다.

병렬 코퍼스는 한국어의 형태, 표현과 그에 대한 일본어의 등가물을 쉽

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코퍼스 기반 대조언어학의 필수적인 자료로서 일

본어 모어화자의 한국어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그러나 남윤진(2010)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번역텍스트는 번역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원문의 영향에 의해 일반적인 대응관계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병렬코퍼스에서 파악된 대응관계는 (일본어 혹은 한국어

의) 범용 코퍼스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일 병렬 코퍼

스를 통해 어떤 한국어 형태에 대응하는 일본어 형태(｢~は｣)가 확인되었을 

때, 한국어 형태의 쓰임(예를 들면 ‘-은/는’ 혹은 ｢~は｣가 문두에 쓰였을 때 

‘주제표지’로서 기능하는 경우와 ‘대조표지’로 기능하는 경우의 빈도 및 그 

분포 조건) 과 일본어 형태의 쓰임을 각각의 범용 코퍼스에서 확인하여 그 

쓰임이 어떤 대응관계를 보이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였을 때 진정한 의미의 대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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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정보원으로서는 한국어 범용코퍼스, 한

일병렬 코퍼스와 더불어 일한병렬 코퍼스 그리고 일본어 범용 코퍼스가 

필요한 것이다.

일한 병렬코퍼스와 일본어 범용 코퍼스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대응관계

를 통한 한국어 문법의 이해를 위해서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일본어 범용 

코퍼스를 통해 파악된 일본어의 빈도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어 화자가 자주 

사용하는 일본어 형태 및 표현을 추출하고 일한 병렬 코퍼스와 한국어 및 

일본어 범용코퍼스를 통해 그들의 한국어 대응 관계가 파악되면 일본어 모

어화자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빈도가 높은 한국어 표현을 추출할 수 있다. 

한국어 모어화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어 이해(읽

기 및 듣기)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라면 일본어 모어화자가 자주 사용하

는 일본어 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어 표현(쓰

기 및 말하기) 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어 

범용 코퍼스와 일한 병렬 코퍼스를 이용하여 한국어 학습 항목의 선정 및 

학습 순서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Ⅴ. 맺음말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구조적 유사성을 바탕으

로 독자적인 전통을 만들어 왔다. 한국어 학습의 저변이 확대되고 학습 

수준이 향상됨과 더불어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은 이제 ‘한국어 지식’ 

중심에서 나아가 ‘심층적 한국어 운용’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

서 한국어 학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와 더불어 ‘제시된 

내용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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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의에서는 학습항목의 선정 및 제시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코

퍼스 정보의 유용성을 지적하였는 바, 정착과 활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루지 못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코퍼스 정보는 컴퓨터 기반 언어 학습

(CALL)을 통해 좀 더 직접적인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영어 및 한국어의 코퍼스 기반 언어학습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어 

모어화자의 제반 조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과 실천이 요구되

는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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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문법학습의 과제와 

코퍼스의 활용 가능성 

남윤진

일본의 한국어 교육의 황을 한국어 교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지 할 수 있다. 즉, 한국어와 일본어의 응 계를 시하며 문법 지식의 ‘이

해’에 이 놓이고 문법 항목 선정의 명시 인 기 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응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한국어 내의 체계만을 생각하면 하나로 묶이기 어려운 항목들이 일본어와의 

응 계에서 하나로 묶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항목을 가려내는 것은 한국어 

모어화자의 직 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기능과 의미에 있어서 일 일 응을 보이는 항목들이 그 사용에 있어서 다

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결과 으로 응에 어 남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 응은 한-일 간의 상황을 악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문법성/비문법성의 문제와 더불어 자연스러움/부자연스러움의 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원으로서 코퍼스의 이용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퍼스로서는 범용 코퍼스, 표  코퍼

스, 학습자 코퍼스 그리고 한일/일한 병렬 코퍼스와 일본어 코퍼스가 있으며 이

들 각각은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주제어] 한일 응 계, 학습자 코퍼스, 병렬 코퍼스, 범용 코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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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Contrastive Problems in Korean Language Learning of 

Japanese Learners' and Corpus Linguistic Suggestion

Nam, Yun-jin

Most of Korean texts in Japan contain contrastive information of Korean 

and Japanese. They are knowledge oriented and seem to have no guideline for 

the selection of grammatical items. 

There are some contrastive linguistic problem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that should be carefully dealt with: 1) in the course of 

Korean-Japanese pairing, different ways of grouping Korean grammatical 

items has been suggested. From the monolingual perspective, the items are 

hardly grouped together. 2)Because of their own ways of grasping situations, 

there are some mismatchings of grammatical items of Korean and Japanese 

that have the same functions. 3) Not only the grammaticality, but also the 

naturalness is very important as a criterion for the corresponding relation. 

As a source of informations that are necessary for working out the 

problems above, I suggest the availability of corpora. There are several types 

of corpora and each of them has their own roles in Korean language learning. 

[Key words] correspondence between Koren and Japanese, general corpus, 

reference corpus, learner's corpus, parallel corp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