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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외국어 교육이 기존 구조주의에서 기능을 강조하는 의사소통적 방향으

로 노선을 바꾸어 왔다. 예전에는 가능한 한 분석해서 작은 단위의 문법

소를 중심으로 하는 문법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요즘은 의미를 띤 문형 

중심의 문법교육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문법규칙을 외면하면서 문형

만으로 가르치다 보니 형태에 관한 오류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문형교육 내용의 부재로 인해 의미에 관한 오류, 기계적

인 사용으로 인한 화용적 오류 등이 학습자의 산출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문형교육에서 통합적인 문법교육 내

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되 의사소통과 형태의 정확성을 지향하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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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통합적 문법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을 구축하는 데 형태, 규칙, 의미, 

화용 등의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모어화자를 위한 규범문법과 달리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은 학습자의 

사용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같아도 기술 방법은 다를 수밖

에 없다. 한국어교육용 문법에서는 상향식보다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이 더 적합한데 이런 접근법은 곧 유의미한 단위에 기초한 것이

다. 실제 언어 사용 시 문법적 의미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와 어미가 있긴 

하나, 복합적인 구성 역시 조사와 어미 못지않게 문법적 의미 기능을 한

다.

(1) 어제는 비가 오는 바람에 길이 미끄러웠다.

예문 (1)에서 '길이 미끄러웠다'라는 명제의 실현 요인이 '어제는 비가 

왔'다는 것에 있는데 이 복합문은 원인류의 종속관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런 관계의 형성은 명사 '바람'도 아니고 조사 '-에'도 아니며 오직'바람

'과 '에', 더 정확히 말하면 앞에 있는 관형사형 어미 '-는' 등이 같이 있

을 때만 나타난다. 이 구조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바뀌게 되면 의미가 파

괴되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하나의 문법소처럼 다루고 원인의 

기능을 나타난 형태라고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형태는 의미

를 지니고 언어 표현할 때의 필수적 구조여서 본고에서는 구조문형

(sentence structure pattern)과 구분하여 표현문형(expressive sentence 

pattern)으로 칭하기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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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

(2) ㄱ. 의존명사로 구성된 표현: -ㄴ/는 마당에, -ㄹ 때 등

ㄴ. 보조용언으로 구성된 표현: -고 싶다, -어 주다 등

ㄷ. 특정 단어로 구성된 표현: -기 십상이다, -로 말미암아 등3), -기 일

쑤다

ㄹ. 반복적 표현: ~이고 ~이고 할 것 없다, ~는 건지 마는 건지 등 

ㅁ. 부사어로 구성된 표현: 결코 ~ [부정명제], 별로 ~ [부정명제] 등

1) 여기서 나열된 ㄱ~ㄷ의 유형은 단지 예시를 위한 분류이다. 정밀하게 분류한다면 형

태의 배열을 고려해서 '어미+의존명사', '어미+의존명사+조사', '어미+용언', '조사+

용언'.. 등, 혹은 통사적 기능에 따라 '부사절형', '연결어미형', '종결어미형'..등으로

도 분류할 수 있다.

2) 여기서 보인 것 외에도 조사끼리 이루어진 복합구성이 표현문형과 같은 기능을 갖

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그것은 고양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ㄱ)은 어미 '어서'와 '는'의 결합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a+b=ab'의 의미 구조가 

아니라 'a+b=c'의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이 상황에서 '-어서는'은 '순서'보다 '조건'

의 뜻을 나타내고 기능적으로 보면 '-(으)면'과 비슷한 의미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의미를 중심으로 출발한 문법교육이라면 이 형태도 온당한 문법 항목으로 처리

할 자격을 갖는다. 이러한 복합구성은 문법화 정도에 따라 새로운 표제어로 사전에 

오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고는(-고+-는)', '-다가는(-다가+-는)', '-에서부터(-에

서+-부터)', '-밖에(밖+-에)', '-지만(-지+-마는) 등은 다 표제어로서 독립성을 획득

했고 '-어서는(-어서+는)'은 비록 새로운 문법 의미(조건, 대립)를 나타내지만 문법

화 과정에 있으므로 아직은 사전에 오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오르는 것도 

편찬자 나름의 판단이어서 각 사전 간에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마

련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표현문형의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십상, 일쑤' 등은 문장 안에서 자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서 간혹 의존명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 이들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구성할 때 '수식

어-피수식어'의 구조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의존명사로 보지 않

는 것이 마땅하다.

   ㄱ. 이런 금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도둑에게 빼앗기기 십상이다.(국어대사전 예문)

   ㄴ. 실패한 사람은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일쑤이다.(국어대사전 예문)



312   국어교육연구 제31집

위의 각 부류에서 보는 것처럼 각 부류에 속한 항목들은 다 다른 구조

를 갖고 있다. 전통 학교문법에서 (ㄱ,ㄴ)는 '어미', '의존명사', '보조용언' 

등의 범주에서 다루지만 이들의 개별 의미와 통사 제약이 주요 연구대상

이 되어 왔고 이들이 문장에서 다른 요소와 구성할 때의 제반 문제는 관

심사가 아니었다. 또한 나머지 (ㄷ, ㄹ, ㅁ)은 개별 단위성이 결여되어 있

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서로 다른 요소로 구성된 표현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의 공통점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ㄱ), (ㄴ), (ㄷ)은 

(ㄹ), (ㅁ)보다 비교적 형태적 안정성을 갖고 있으니 본고에서 일단 (ㄱ), 

(ㄴ), (ㄷ)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른 지면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의미를 지닌 표현문형을 교육항목으로 설정하면 정확성(accuracy)

과 유창성(fluency)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언급했으나 이 정

확성과 유창성을 달성하려면 이에 대한 교육내용도 체계화시켜 학습자에

게 제시해야 한다. 실제 학습자의 글쓰기를 보면 표현문형에 관한 오류가 

빈번하게 나온다.4)

(3) ㄱ. *사람마다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 이상 하는 것은 마련이다.(고급 

학습자)

ㄴ. ?그래서 장점이 있어서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급 학습자)

위 예문들은 연결성분과 구조 안에서의 조사첨가가 잘못된 것인데 이

러한 오류는 학습자의 언어 산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어교육은 외국 이론의 영향으로 교육적 패러다임이 변해 왔는데 90년대 

이전에 행해졌던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비판받은 결과, 90년대 이후에 의

사소통 접근법이 폭발적으로 유행했다.5) 그러나 문법을 너무 경시한 나

4) 오류 예문은 TOPIK 주관식 답란에서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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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학습자의 중간언어 화석화(fossilization) 등의 제반문제가 제기되면

서 교수접근법의 개혁도 새로이 나왔다. Long과 Robinson(1998)에서의 형

식 초점(focus on form) 이론이 각광받은 것은 바로 문법구조의 정확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착어인 한국어는 어미활용과 조사첨가 

등 여러 형태적 변화가 있는데 정확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려면 궁극적으

로 형태의 정확성을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요즘의 한국어교육 연구는 기

능과 형식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 일례로 민현식

(2006)에서는 기능과 문법을 통합하여 소위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이란 개념에서 구축 체계를 연구한 바가 있다. 본고는 역시 이

런 관점에서 표현문형으로 교육하는 문법교육의 절충적 접근법, 즉 형식

과 기능 간에 조화를 이루는 교육내용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단 다

음 예문을 보자.

(4) 내일도 못 주면 나한테 죽는 줄 알아라. 

위의 예문에서 학습자가 정확한 문장을 산출하는 데 있어 표현문형의 

형태인 '-는 줄 알다'를 일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한 통사조건에 따라 

다른 요소와 연결할 때의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되며 그 다음 이 형태가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도 물론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에

서 쓰인 것처럼 '경고'의 화용적 기능도 알아야 한다.6) 이처럼 본고에서

5) CLT에서도 문법에 대해 전혀 무시하는 '극진파'와 일정 수준의 형태와 규칙을 제시

하는 '보수파' 등이 있다. 극진파의 경우 제2언어 습득은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이라 

의사소통에 전념하야 하고 문법 규칙을 배우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본다. 보수파의 

경우 적당한 문법 규칙의 학습은 의사소통의 선행 준비로 보고 의사소통과 문법이 

어느 정도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6) 익명의 심사자가 ‘내일도 못 주면 나한테 죽는 줄 알아라.’란 예문에서 ‘경고(협박)’의 

기능을 내타낸 것은 ‘-는 줄 알다’에 있지 않고 ‘죽다’에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문도 ‘경고(협박)’의 기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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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문형으로 교육하는 교육내용이 이 몇 가지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

다고 보고 Freeman의 삼차원 틀을 수정하여 정확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맞춰서 제안하고자 한다.7)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

다. 

(5) 한국어문법교육 내용 구축 모델

위 그림은 본고에서 제안하는 표현문형에 관한 교육 모델이다. 이는 '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이란 전제하에 학습자가 언어 표현할 때 '형

태정보-규칙정보-의미정보-화용정보' 등을 알고 일련의 작동을 통해서야 

    (ㄱ) 한 눈 팔면 혼날 줄 알아!

    (ㄴ) 이번 달도 월세를 못 내면 바로 나갈 줄 아세요. 

  위에 예문에서 보이듯이 상대방에게 경고나 협박할 때 ‘-ㄹ 줄 알다’란 표현으로 기

능을 수행하고 이때 명령형 결어법을 쓰는 것이다. ‘-ㄹ 줄 알다’ 앞에 있는 내용은 

경고의 내용이 되고 그 내용에 맞는 표현으로써 ‘-ㄹ 줄 알다’를 쓴다는 것이다. 필

자의 졸견은 ‘-ㄹ 줄 알다’는 ‘사실에 대한 앎’, ‘능력에 대한 앎’ 등의 의미 외에 ‘경고

(협박)’의 표현 기능도 지닌다고 본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 경고(협박)란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지는 차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7) Freeman(1991: 280)에서는 문법을 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는 틀을 제사한 바가 있다. 

즉 어떤 문법 항목을 교수·학습할 때 '형태(Form)-의미(Meaning)-사용(Use)' 등 세 

측면으로 고려해야 되며 이 세 가지 다 습득할 경우에 해당 문법 항목을 습득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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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발화를 이룬다고 보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문

법능력의 불완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장부터는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문법교육 내용에 적용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Ⅲ. 교육 내용을 위한 네 가지 정보

1. 형태 정보

표현문형으로 교육할 때의 첫 번째 과제는 형태를 학습자에게 제시한

다는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표현문형의 형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미'에 있다. 그리하여 형태가 비슷하다 하

더라도 의미 자질만 다르면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내가 이번 시합에 나갈 수 없어. 

(6)에서 쓰인 표현문형은 '-ㄹ 수 없다'인데 이는 어떤 일을 할 형편이 

못 된다는 표현으로 '능력의 부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구조에서 한 부분이 바뀌면 의미가 달라진다. 

(7) 내가 이번 시합에 나갈 수밖에 없어.

위 예문에서 '-ㄹ 수 없다'에서 보조사 '밖에'를 '수'에 붙이면 의미적 

변화가 일어나고 '-ㄹ 수 없다'의 '능력 부재'에서 이탈하여 '반드시, 꼭 

그렇게 한다'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종장지, 2012) '-ㄹ 수 없다'가 '-ㄹ 

수밖에 없다'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증거 중의 하나가 서술어의 생략



316   국어교육연구 제31집

이다.8)

(8) ㄱ. *내가 이번 시합에 나갈 수(가/는/만/도...).

ㄴ. 내가 이번 시합에 나갈 수밖에.

'-ㄹ 수 없다'에서는 '없다'가 생략될 수 없고 '-ㄹ 수밖에 없다'에서는 

생략될 수 있는 이유가 '밖에'가 부정어와 호응하는 否定極語類에 속하

기 때문에 '있다'가 아닌 '없다'가 당연히 가정되기 때문이다(시정곤·김건

희, 2009). 한편'-ㄹ 수 없다'에서 '-밖에' 외의 다른 조사가 첨가됐을 때

에는 서술어가 생략되지 못하는 것도 '-ㄹ 수밖에 없다'를 '-ㄹ 수 없다'

의 확장형으로 볼 수 없는 배경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ㄹ 수밖에 있다

'라는 구조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다. 이처럼 '-ㄹ 수밖에 없다'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ㄹ 수 없다'의 확장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개

별 항목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처럼 형태를 제시할 때 형태의 유연성에만 

기대지 않고 의미로 구분하는 것은 교육 내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적 기준으로 형태를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ㄱ. 표제어: -ㄹ 수 없다 (가능성, 능력)

ㄴ. 표제어: -ㄹ 수밖에 없다 (필연성)

8) 익명의 심사자 중 한 명이 ‘-ㄹ 수밖에 없다’의 의미는 전적으로 ‘밖에’에 의해 부여

되니 굳이 ‘-ㄹ 수 없다’와 구분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했

다. 필자의 졸견은 만약 표현문형을 의미 중심으로 설정한다면 따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는 ‘수’에 ‘-밖에’가 첨가되는 것은 여타 조사가 첨가되는 것과 

의미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빈도의 측면에서 볼 때 ‘-ㄹ 수밖

에 없다’가 빈번하게 사용되며 또한 여러 교재와 문형 사전에서도 개별적으로 처리

되고 있다. 물론 선별 기준은 자세하게 다뤄야 하겠지만 지면의 문제로 추후 다른 

연계 주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구축 모델   317

(10) ㄱ. 표제어: -ㄹ 줄 알다 (방법에 대한 앎)

ㄴ. 표제어: -ㄴ/는/ㄹ 줄 알다 (사실에 대한 앎)

한편, 학습자는 대체로 일반론적 규칙에 따라 內容語와 形式語를 조립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지만, 일반론적　규칙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 다음은 한국어 학습자가 일반론적 규칙에 따라 만든 비문이다.

(11) ㄱ. *현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마련입니다.

(문화관광부, 2002)

ㄴ. *어린 때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오사카에 살고 있었어요.

(문화관광부, 2002)

(ㄱ)에서 '*-것이 마련이다'가 나온 이유는 학습자가 '-이/가 –이다'의 

구조문형에 의해 '-는 것'을 과잉 적용한 듯한데 만약 '-기 마련이다'에 

대한 선행 학습이 있다면 이러한 중간언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ㄴ)에서 '*-ㄴ 때'가 나온 이유는 어릴 때가 이미 과거의 일이라 여겨 말

한 것으로 추정된다. '-ㄹ 때'는 다음 분석을 통해 하나의 단위로 간주해

야 한다고 여겨진다.

(12) ㄱ. 어린 시절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오사카에 살고 있었어요.

ㄴ. 어린 그 때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오사카에 살고 있었어요.

ㄷ. *어린 때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오사카에 살고 있었어요.

(ㄱ)의 '어린 시절', (ㄴ)의 '어린 그 때'가 있어도 (ㄷ)의 '*어린 때'가 

없다는 사실로 보아 '-ㄹ 때'가 규범문법의 일반론 외에서 개별적으로 취

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9) '-ㄹ 때' 뿐만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지닌 '-ㄹ 

적'도 이런 단위성을 갖고 있는데 이 항목들은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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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사적 구조에서 제약을 갖는 특징을 지닌다.10)

(13) ㄱ. 한 달 동안 고민한(*는/*ㄹ) 끝에(*로/*이/*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ㄴ. 한국 온(*는/*ㄹ) 지(가/는/*에...) 이미 3년 되었어요. 

ㄷ. 나가기로 마음을 먹은(는/*ㄹ) 김에(*이/*는/*으로..) 당장 가자.

위에서 예시한 것처럼 구조상에 제약이 주로 두 측면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연결부분으로서의 어미나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첨가하는 조사이

다. (ㄱ)의 '-ㄴ 끝에'는 다른 관형사형 어미 혹은 다른 조사로 대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ㄴ)의 '-ㄴ 지'는 관형사형 

어미의 대체는 불가능하나 조사의 첨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ㄴ)과 반

대로 (ㄷ)은 관형사형 어미 대체는 가능하고 조사 대체는 불가능하다. 이

처럼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에 있어서 대부분 통사적 제약을 보이는

데 이런 제약을 통사론에서는 不完全曲用으로 설명하거나 관습적인 표

현으로 처리한다.11) 한국어 문법교육에 있어 학습자의 정확성을 높이려

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룹화 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12)

9) '어린 그 때'는 [[어린] [[그] [때]]]의 구조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린'은 '

그 때'의 수식어로서 '-ㄴ'과 '때'의 결합 관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10) 사실 표현문형은 보편적으로 이런 제약성을 갖고 있는데 제약성의 정도는 문법화

(Grammaticalization)의 정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11) 조사 첨가의 제약은 일반적으로 의존명사와 관련해서 설명해 왔으나 이러한 제약

은 의존명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명사에도 많이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삽

시간(霎時間), 비밀리(秘密裏), 암묵리(暗黙裡) 등은 조사 '-에'만 결합하고 각각

(刻刻), 위시(爲始), 필두(筆頭) 등은 조사 '로'만 결합하다. 이에 관련된 논의는 호

정은(2008)에서 다룬 바가 있고 여기서 들고 있는 예도 이 연구에서 인용하였다.

12) 여기 나열한 예와 분류는 종장지(2012)에서 재인용하였다. 이미혜(2005: 49)에서도 '

전체고정'과 '부분고정'이란 용어로 표현문형을 분류한 바가 있으나 이미혜가 말한 

전체고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럼 뵙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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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ㄱ. 전체 고정형: -ㄴ 한, -ㄴ 끝에, -ㄴ 나머지, -는 결에, -는 바람

에13), -에도 불구하고

ㄴ. 부분 고정형

  ① 前 고정형: -ㄴ 지, -ㄴ 이래, -ㄹ 때, -ㄹ 나위 없다, -기 전, -에 

의해, -에 따라, -로 인해, -고 싶다, -고 있다

  ② 後 고정형:-ㄴ/는 조로, -ㄴ/는 이상, -ㄴ/는 김에

'전체 고정형'은 시제와 관계없이 구성 요소가 강한 고정성을 지닌다. 

앞에 있는 어미나 조사는 물론이고 뒤에 있는 조사까지도 대체하지 못한

다. 이와 달리 부분 고정형에서는 前 고정형과 後 고정형으로 양분되는데 

각각 앞 뒤 부분의 제약을 갖고 있다. 현금 한국어 문법교육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러한 제약의 체계화가 시급하다. 구성요소 간의 제약은 조사의 

특성에서, 의존명사에서, 또한 용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ㄴ 끝에'를 

예로 든다면 어떤 사건이나 동작이 끝난 다음이라서 관형사형 어미 '-ㄴ'

이 요구되고 또한 끝난 다음의 시점을 지칭하기 때문에 조사 '-에'가 제

약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보면 제약의 시발점은 '끝'에 있는 것으로 단

순화시킬 수 있지만,  '-는 바람에', '-ㄹ 때' 등과 같은 고정형태의 제약

에 대한 연구는 더 깊이 탐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형태에 관한 내용은 문법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의미'에서 출발해야 하고, 또한 교육 내용은 '형태의 고정성'에 근

거하여 구성해야 한다.

투 표현이나 문장 차원의 표현이다. 이는 본고에서 제시한 문법 형태소를 중심으로 

하는 고정성 유무 판정과는 차이가 있다. 

13) '-는 바람에'는 '-는 바람으로'로도 나오기는 하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아주 드물게 

나오는데다가 여러 한국어 문법 사전에서 '-는 바람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일단 본

고에서는 '-는 바람에'를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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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정보

한국어는 첨가어이기 때문에 의미에서 출발한 형태를 정한 다음에 정

확성을 강조하는 형태초점의 전제하에 표현문형이 문장에서 쓰이는 규칙

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 정보는 학습자 중간언어의 과도기를 단축

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위 표에서 보인 것처럼 전체 고정형

에서 형태적인 변화가 없어서 규칙에 대한 제시를 단순화할 수 있지만 일

반적으로 표현문형이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과 이어질 때 통사적, 음운적

인 측면에서 형태적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통사적 측면에는 어미의 

교체, 조사의 첨가, 용언의 선택 등이 있고 음운적 측면에서는 매개 모음

의 유무, 양/음성 모음에 따른 교체 등이 있다. 이들을 하나씩 예를 들고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사  변이

(1) 관형사형 어미의 교체

통사적인 변이로서 어미의 교체가 가능한 것은 관형형 어미인 '-ㄴ, -

는, ㄹ' 등이 있다.14) 일반적으로 동사에서 '-ㄴ'은 과거나 동작의 완료, 

그리고 동작 후 상태의 지속을 뜻할 때 쓰는 것이고 '-는'은 현재와 동작

의 진행, 그리고 '-ㄹ'은 미래, 혹은 不定 시제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그러나 형용사에서는 동사와 차이를 보이며 또한 일부 특정한 용언도 특

14) 의존명사를 꾸미는 성분으로는 관형형 어미, 관형사, 그리고 명사형 어미 등이 있지

만 표현문형에서 관형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만 존재한다. 그러나 고정 형태를 띤 

명사형 어미와 달리 관형형 어미는 한 표현문형에서 시상에 따라 달리 선택되기 때

문에 규칙성의 문제가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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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게 적용된다.

관형사형 어미 동사 형용사 있다/없다 이다

-ㄴ ● ● ● ●

-는 ● ●

-ㄹ ● ● ● ●

위 표에서 보인 규칙은 일반적 규칙으로 표현문형의 연결요소로서 관

형사 어미를 선택할 때 이대로 제시하면 된다.

(15) ㄱ. 일반적 규칙에 따른 표현문형: -ㄴ/는/ㄹ 대로, -ㄴ/는/ㄹ 듯이, -ㄴ/

는/ㄹ 것 같다, -ㄴ/는/ㄹ 줄 알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는 바람에, -ㄹ 때, -ㄴ 끝에, -ㄹ 나

위, -ㄹ 따름이다' 등의 고정형태는 일반적 규칙에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

에 한 단어처럼 교육하기를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조사의 첨가

조사의 첨가는 주로 표현문형 안에 체언이 포함된 경우에 일어난다. 일

반적으로 일반명사 뒤에 조사가 오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표현문형 안의 

명사는 의존적이라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앞에서 '전체 고정형'처럼 조

사의 첨가가 완전히 제한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덜 제한적으

로 선택되는 것도 없지 않다. 2절식 표현문형에서는 조사의 첨가가 의미

에 부각되거나 관습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나 3절식 표현문형에서는 조사

의 첨가가 용언과 큰 관계를 갖고 있다.15) 그러므로 조사첨가의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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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기 전에 표현문형의 용언 종류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여러 

문법 사전을 조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6) 용언에 따른 표현문형 분류

   '같다'류: -ㄴ/는/ㄹ 것 같다 등

   '보다'류: -ㄴ 걸 보니 등

   '싶다'류: -ㄴ/는/ㄹ 듯싶다 등

   '아니다'류: -ㄹ 뿐만 아니라 등  

   '알다/모르다'류: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

   '있다/없다'류: -ㄹ 수 있다, -ㄹ 리가 없다 등

   '치다'류: -는 셈 치고 등

지면의 제한으로 표현문형에서 두루 쓰고 있는 '같다'류 표현문형에 

대해서만 조사 첨가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7) '같다'류: -ㄴ/는/ㄹ 것 같다, -ㄴ/는/ㄹ 것만 같다, -ㄹ 것 같으면, -ㄴ 

것 같던데요 등16)

'같다'가 포함된 3절식 표현문형으로는 '-ㄴ/는/ㄹ 것 같다'와 관련된 

것들이다. 사전에는 ‘-ㄴ/는/ㄹ 것만 같다, -ㄹ 것 같으면, -ㄴ 것 같던데

요' 등으로 실제 빈도가 높은 형태를 개별적으로 표제어로 처리하고 있으

15) 2절식 표현문형에서의 조사 첨가 제약은 국어학에서 불규칙 곡용으로 처리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3절식 표현문형에서의 조사 첨가 제약에 대한 논의는 아직 

드물다.

16) 사전에 따라 표현문형에 대한 기술이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한국어 문법2』, 

『어미·조사 사전』에서는 관형사 어미 '-ㄴ', '-는', '-ㄹ' 등에 대해서 '-ㄴ 것 같

다', '-는 것 같다', '-ㄹ 것 같다' 등을 개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는 의미의 변화가 없는 이상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의 구조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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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기서는 '같다'류 표현문형에 포함시켰다. 용언 '같다'의 본뜻은 '서

로 다르지 않다'라고 간추릴 수 있는데 이 때 앞에 오는 전형적인 조사가 

'-와/과, -하고' 등이다. 그러나 표현문형 안의 '같다'는 본뜻과 달리 '추

측, 불확실한 단정' 등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과'의 첨가가 불가

능하다. 《21세기 세종 계획》말뭉치에 의한 통계 결과로 '같다'류 표현

문형에서 체언의 조사 첨가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18)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것   ⎛1.만(76.5%)⎞   같아.
  ⎨          ⎬
  ⎝2.도(23.4%)⎠ 

실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같다'류 표현문형의 조사첨가 제약이 심하

다고 볼 수 있다. 추측의 의미를 살리면서 용언 '같다'와 어울릴 수 있는 

조사는 보조사 '-만'과 '-도'뿐이다. '같다'의 특성 때문에 앞 단어에 조사 

'-에, -에서, -로, -까지' 등의 일련의 조사가 첨가될 수 없고 오직 '-만'

과 '-도'만 첨가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조사들이 첨가되었을 때에 그 전체의미가 원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만'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

도'보다 높다는 것도 교육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3) 용언 선택

가) 용언 선택형

조사 첨가의 제약이 있는 것처럼 용언의 선택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

이 있다. 이러한 제약은 주로 3절식 표현문형에서 이루어지는데 우선 3절

식 표현문형에서 용언의 선택이 가능한 것을 살펴본다. 여기서 선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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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양상을 기준으로 해서 '용언 선택형'이란 부류 밑에 '纇義的 選擇'

과 '反意的 選擇' 두 가지의 하위분류로 처리하고자 한다. 우선 '유의적 

선택'을 보자.

(19) ㄱ. -ㄹ까 보다, -ㄹ까 싶다, -ㄹ까 하다

ㄴ. -었으면 싶다, -었으면 좋다, -였으면 하다

ㄷ. -다손 하다, -다손 치다

위의 표현문형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표제어로 보고 처리하는데 

필자의 졸견으로는 이러한 구조들은 개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고 한 

표현문형 밑에 용언의 선택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본다. 예

를 들면 (ㄱ)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루어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하

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며 의미상 상통하므로 서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다.(국립국어원, 2005: 780) 동사 '보다', '싶다', '하다'는 이 표현문

형 안에서 보조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본뜻을 잃어서 용언의 선택이 가

능해진다. 또한 (ㄴ) 역시 보조 용언 '싶다', '좋다', '하다' 등의 선택이 가

능하고, (ㄷ)은 '하다'와 '치다'의 선택이 가능하다. 이처럼 교육적 관점에

서 볼 때 이와 같은 구조는 '-ㄹ까 보다(싶다, 하다)', '-었으면 싶다(좋다, 

하다)'라는 식으로 그룹화해서 한 항목으로 소개하고 용언의 선택항만 제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용언의 유의적 선택이 가능한 표현문형에

서 과연 어떤 용언이 사용 가능한지는 후속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다음은 선택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의적 선택'이다. 예문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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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ㄱ. 재삼 고려해 봤는데 내가 그 일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다. (반의: 

할 수 없을 것 같다)

ㄴ. 나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반의: 할 줄 알아)

위의 예문에서 쓰인 표현문형인 '-ㄹ 수 있다'와 '-ㄹ 줄 모르다'는 반

의적 용언의 교체로 반의적 의미를 갖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유의적 선

택'에서는 선택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에 '반의적 선택'에서는 선택

항이 항상 두 가지만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표현문형 중에 '있다/없다, 

알다/모르다'가 포함된 것은 대부분 반의적 용언 선택형에 속하는데 이러

한 표현문형은 역시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로 통합해서 두 가

지의 용언 선택항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나) 용언 고정형

그러나 '있다/없다, 알다/모르다'가 있다고 다 '반의적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표현문형은 극적 표현 나타내기 위해 부정극어를 쓰는

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21) ㄱ. 요새 정치에 대해 무관심 하는 젊은이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

이 없어.

ㄴ. *요새 정치에 대해 무관심 하는 젊은이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있어.  

위의 예문에서 쓰인 '-기 짝이 없다'는 상황이 아주 심함을 뜻하는 표

현으로서 용언에 있어서 '없다'만 가능하고 반의어인 '있다'를 쓰는 '-기 

짝이 있다'란 표현문형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표현문형으로는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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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ㄹ 수밖에 없다', '-ㄹ 나위가 없다' 등이 있는데, 모두 부정극

어 '없다'밖에 쓰지 못한다. '없다'뿐만 아니라 '-얼마나 ..ㄹ지도 모르다'

란 표현문형 중의 '모르다'도 같은 상황으로 역시 반대말인 '알다'를 쓰지 

못한다. 이처럼 용언의 선택이 불가능한 것을 여기서는 '용언 고정형'이

라고 칭한다. 부정극어인 '없다, 모르다' 등뿐만 아니라 '-ㄹ 것 같다' 의 

'같다'도 다른 용언으로 치환할 수 없어 역시 용언 고정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으로 용언 선택과 관련된 표현문형을 몇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 전

략적으로 각 종류에 맞게끔 관련 표현문형을 제시하고 교수⋅학습하면 

표현문형에 대한 습득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2) 음운  변이

다음으로 표현문형이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과 이어질 때 음운적 조건

에 따른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표현문형을 한 단위로 볼 때 다른 성분과 

접할 때의 형태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형태 초점을 강조하기 위해 

형태 변화의 제반 양상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다. 표현문형에서 음운적

인 변이를 통한 형태상의 바꿈은 주로 先行音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혹은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른 것인데 유형으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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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류
예시

음

운

에 

따

른 

변

이

자

음

영

향

받침

유무

'으'삽입: 먹을 수 있다, 먹을 줄 알다

'이'삽입: 학생이나 교사나 똑 같다

'느'삽입: 먹는다고 해서

다형조사: 과/와: 학생과 더불어, 교사와 더불어  

이/가: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아니라

불규칙 

현상

'ㄹ'불규칙: 살다> 살 것 같다, 폭설>폭설로 인해

'ㅅ'불규칙: 짓다> 지을 것 같다, 

'ㅂ'불규칙: 덥다> 더워서 

...등

모

음

영

향

양성

모음
-아, -았: 가다+아> 가-, 가다+았> 갔-

음성

모음
-어, -었: 먹다+어> 먹어-, 먹다+었> 먹었-

하다류 -여: 하다+ 여> 하여, 해, 하다+ 였다> 하였-, 했17)

고정형 -에 따라, -기 짝이 없다, -고자 하다

(22) 음운에 따른 형태적 변이

음운론적인 변이는 위와 같이 선행음의 자음과 모음에 따라 각종 변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음 영향에 받침의 유무와 불규칙 현상이 존재한다. 

받침의 유무에 따라 '-으', '-이', '-느'의 삽입이 있고 다형 조사의 선택 

17) 被連結 성분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연결하는 요소가 달라지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교체'(phonologically conditioned alternation)라고 하나 '

하다'가 '-여-, -였-' 등 특정한 형태로 교체하는 것은 형태·어휘론적으로 조건 지

어진 이형태(morpholexically conditioned allomorph)라 불린다.(고영근·구본관, 2008:  

31) 그러나 실제 한국어 교실에서나 한국어 교재에서 '-아/어/여', 혹은 '-았/었/였' 

등의 교체와 이형태를 거의 같은 선상에서 소개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

양성모음+-아/-았, 음성모음+-어/-었, 하다+-여/였'이라는 식으로 한 데 묵어서 제

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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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는 것이다.18) 또한 일반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불규칙 현상인 'ㄹ, 

ㅅ, ㅂ,...' 불규칙 등이 있는데 이는 기존 문법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

이다. 

한편 모음 영향에 있어서 양성모음 'ㅏ, ㅗ'의 경우는 '-아'를, 나머지 

모음은 '-어'를 붙이는 모음조화에 따르는 규칙이 있고 '-하다'는 불규칙

이므로 문어체에서 '-하여'로, 구어체에서 '-해'로 바꾸는 예외가 존재하

는 등 모음영향에 관한 三元的 체계를 이루고 있다. 대개 표현문형은 문

장에서 다른 성분과 연결될 때 위와 같은 음운적 변화에 따라 형태가 바

뀌고 이밖에도 '-에 따라', '-기 짝이 없다, '-고자 하다' 등과 같이 음운 

조건을 불문하고 고정된 형태들이 있다. 표현문형으로 문법 교육할 때 위

와 같이 음운에 의한 형태적 변화 규칙을 초급 단계에 내면화시켜야 한

다. 

3) 품사  변이

연결부의 변이에 있어서 음운론적인 변이 외에도 품사에 따른 변이가 

있다. 품사에 따른 변이는 주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이다 조사에 의한 

것이다. 

18) 일반적으로 '-ㄴ다고'와 '-는다고'가 서로의 이형태로 처리되는데 한국어 교육의 

시각에서 동사의 현재형은 '-ㄴ다'가 어울리고 선행음 받침이 존재할 경우 '-느'가 

삽입되는 것으로 설명하면 더욱 단순할지도 모른다. 사실상 '-ㄴ다고'는 형용사, 과

거형 등에서 모두 '-다고'의 형태로 나타난다.(예: 좋다고, 좋았다고, 갔다고, 먹었

다고) 그러나 유일하게 동사 현재형에서만 'ㄴ다고'로 나타나기 때문에 '-ㄴ다고'

를 기본형으로 보고 선행음이 받침이 있을 때 '-느'가 삽입되는 것으로 처리하면 

'-으' 삽입, '-이' 삽입과 같은 원리로 적용될 수 있어서 체계가 더욱더 단순하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느'는 음운에 관한 것으로 직설법을 표현하는 '-느'와 기능

상의 차이가 있다. 직설법의 '-느'는 자음 유무에 따른 형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여

기서 말하는 '-느'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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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품사에 따른 형태적 변이

   표현문형

품사
ㄴ/는데도 불구하고 ㄴ다는 말이다

동사 가는데도 불구하고 간다는 말이다

형용사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다는 말이다

이다 조사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이란(라는) 말이다

위의 표에서 보인 듯이 품사에 따른 변이는 그 선행 단어가 동사, 형용

사, 이다 조사 등에 의해 결정된다. '-ㄴ/는데도 불구하고'의 경우, 동사이

면 '-는데도 불구하고', 형용사이면 '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다 조사

이면 'ㄴ데도 불구하고' 등의 식으로 형태가 바뀌고, 'ㄴ다는 말이다'의 

경우, 동사는 'ㄴ다는 말이다'를 예로 들었지만 만약 동사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있다면 '는다는 말이다'로 바뀌는데 이는 음운에 따른 변

이이다. 만약 이다 조사와 연결하면 '-란(라는) 말이다'의 형태로 바뀐다. 

몇몇 문법사전에서는 형태 변이에 따라 각각을 표제어로 처리하는데,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가지로 통합하고 변이 형태만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본다.

지금까지 표현문형이 문장 안에 놓일 때 필요한 몇 가지 형태적 규칙

에 대해 알아봤다. 이러한 형태적 규칙은 형태적 정확성을 높이는 데 있

어서 중점이 되고 형태 초점을 강조하는 수업의 일차적인 교수 내용이 된

다. 

그러나 학습자가 형태적 규칙을 제대로 알아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기

초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완정된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것은 아직 부족할 

수 있는데, 이는 형태적 규칙 외에도 의미적 규칙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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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금 시간이 없는 바람에 어서 가세요.

'-는 바람에'는 강한 고정성을 지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떠한 형태적 

규칙의 지식도 필요 없이 하나의 단어처럼 문장 안에 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예문은 비록 결합에 있어서 아무런 형태적 문제도 없지만 의미적

으로 볼 때는 비문이다. 그 이유는 '-는 바람에'가 문장 안에서 쓰이면 명

령법을 취한 서술어와 의미적 충돌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현문

형이 문장 안에 놓여 있을 때 해당 문장의 종결표현에 따라 타당한지 결

정되는데 규칙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려면 결어법에 따른 의미적 제

약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

으로 '원인류' 표현문형의 사용 제약을 《21세기 세종 계획》말뭉치에 의

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19)

(25) ㄱ. -는 바람에:+평서문, +감탄문, -의문문20), -명령문, -청유문

ㄴ. -기 때문에:+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ㄷ. -ㄹ 테니까:+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해당 표현문형이 각 문장의 종결표현과 어울리는지에 대해 말뭉치에서 

알아본 결과, '-는 바람에'는 평서문과 감탄문 외에 쓰이지 않으므로 아

주 제한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기 때문에'는 명령문에만 잘 쓰이지 않아 

덜 제한을 받으며 '-ㄹ 테니까'는 모든 종결표현에 쓰이기 때문에 통사적

19) 박문자(2007)에서 한국어 의존 구성을 연구한 바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의존 구성

이 문장 안에서 쓰일 때 제악이 수반되는가를 검토할 때 문장 유형으로 살피고 주

로 진술형, 질문형, 청유형, 명령형 등으로 분석했다.

20) 여기서의 의문문이란 수사적 의문문을 제외한 것이다. '-는 바람에'의 경우 말뭉치

에서 '...시세들을 농하는 바람에 시전이 피폐를 보고 있는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

까'라는 의문문 용례가 한 번 나왔으나 진정한 의문문이 아닌 수사적 의문문이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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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약이 가장 느슨한데 이를 바탕으로 위계화할 때 초급에 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규칙정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형태적 규칙인데, 이는 표현문형이 다른 요소와 연결될 때

의 규칙과 구성 내에 어떤 조사와 통합되는지에 관한 규칙 정보다. 둘째

는 의미적 규칙인데, 이것은 복합구성이 문장의 명제, 의미와 어울릴 때

의 규칙 및 제약이다. 

3. 의미 정보

앞 장에서 우리는 의미를 중심으로 형태를 추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

는데 이 장에서는 의미의 측면에서 표현문형의 의미정보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표현문형의 의미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집합(意味集合)일 수도 있

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명확히 기술

하여 의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자.

(26) ㄱ. 늦게 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ㄴ. 늦게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위의 두 예문에서 모두 '까닭'을 나타내는 표현문형이지만 의미의 투

명성(transparency)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ㄱ)에서 쓰인 '-

는 바람에'에서는 구성 요소로부터 의미를 추리할 수 없는 반면에 (ㄴ)에

서 쓰인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이고 뒤에 나온 '때문'은 '원인'을 나타

내는 의존명사라서  '앞 명사 때문'이라는 추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처

럼 표현문형의 의미는 구성요소의 의미집합과 (ㄱ)처럼 멀 수도 있고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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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표현문형은 의미의 다중성과 유

의성을 갖고 있는데 즉 형태와 의미 사이에 단순한 二元的인 관계가 아

닌 나선형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형태

-ㄹ 수 있다

-ㄹ 것이다

-ㄹ 줄 알다

-고 말겠다

의미

가능

능력

여김

의지

보이는 바와 같이 의미 측면의 표현문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는 하나의 형태가 하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한 

의미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학습의 입장에서 보

면 이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중요하다. '-ㄹ 수 있다'를 예로 든다면 비슷

한 의미에 속한 '-ㄹ 것이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학습자에게 

교수해야 학습자가 여러 표현 중에 최적의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능력'에 대한 명제를 서술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문형이 '-ㄹ 

수 있다', '-ㄹ 줄 알다' 등이 있다는 것도 교수해야 학습자가 어떤 상황

에 처했을 때 필요한 기능의 표현을 바로 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자 

같은 경우 수많은 표현문형을 의미·기능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친 후 상

황형 교수요목(situational syllabus)의 수업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21) 이

21) 상황형 교수요목(situational syllabus)은 외국어 수업을 구성할 때 쓰는 일종의 내용

적 교수요목으로서 '길을 묻기', '물건 사기', '약속하기' 등과 같이 언어생활에서 

닥치는 상황을 주제별로 진행한다. 이 때 표현문형이 의미별로 구분된다면 각 상황

에 맞게 필요한 의미 기능을 추출해서 교육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길을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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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표현문형의 의미정보를 기술할 때 위와 같은 요점을 파악해야 하는

데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27) {-ㄹ 수 있다}: 

  [의미 분류] 판단-가능성

  [뜻] 가능성이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유의표현] -ㄹ 것이다, -ㄹ 줄 알다.22) 

  [반의표현] -ㄹ 수 없다.  

4. 화용 정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형식과 의미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마치 공구의 기능을 알지만 쓰는 법을 모르면 결국 그 공구로 일하지 못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어의 형식과 의미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용하

기에 아직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비모어화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모어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화용적 오류를 범하거나 한국어의 특별한 화용적 기

능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Freeman의 삼차원 구조 중에 화용 정보도 포

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한국어는 고맥락 언어

(high-context language)이기 때문에 충분한 다른 언어외적인 요소가 존재

를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 연쇄가 있을 것이다. 

   [도입(導入)]: 죄송합니다./실례합니다./좀 여쭤보겠습니다. 등

   [배경]: -고 싶은데/ -야 되는데/ -려고 하는데요 등

   [질문]: -ㄹ까요?/ -는 것 맞아요?/ -는지 아세요? 등

   [요청]: -어 주실래요?./ -어 주실 수 있어요? 등

   [감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등

22) 이들 표현문형 간의 변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관해서는 개별 표현문형의 

비교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체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본고의 주제에서 

벗어난 과제라 다른 지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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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문형 의미 화용기능 화용정보

-는 줄 알아(요). 사실에 대한 앎 경고

청자: →, ↘, (↗)24)

상황: 일반적 상황

태도: 불만, 불쾌

-지 못해(요)? 능력에 대한 의문 명령

청자: →, ↘, (↗)

상황: 일반적 상황

태도: 불만, 불쾌

할 때에는 화자가 덜 명확하거나 시사적인 방법으로 표현해도 의사소통

이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어에서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다.

(28) 철수: 오늘 저녁 나랑 같이 먹을래?

영희: ㄱ. 싫어

ㄴ.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ㄹ. 나중에 먹으면 어떨까요?

저녁을 같이 하자는 요청에 응하는 대답으로 영희는 (ㄱ), (ㄴ), (ㄹ) 등

과 같이 세 가지의 형태로 대답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요청 화행

과 인접한 대화쌍(adjacency pairs)을 이루고 있다. 청자와 화자의 관계, 그

리고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영희는 (ㄱ)처럼 직접 거절을 할 수 

있고 (ㄴ)처럼 더 완곡한 '-ㄹ 것 같은데'라는 표현문형을 써서 간접적으

로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ㄷ)처럼 다른 제안으로 거절할 수도 있다. 학

습자는 언어외적 요소를 고려해 적당한 형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런 언

어외적 요소는 곧 화용적 기능의 구성요소이다. 즉 청자, 상황, 화자 태도 

등이 포함된다. 표현문형을 교수·학습할 때 이러한 정보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23)

(29) 화용 정보의 제공 예시

23) 다음 표에서 제시한 화용정보는 화용기능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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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랍니다 희망
1. 요청

2. 기원

청자:↗, [→], [↘]

상황: 공시적 상황

태도: 부탁, 기원

위와 같이 표현문형에 대한 화용적 정보를 제공할 때 개별 표현문형이 

쓰일 때 청자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갖

고 말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한편,  화용적 기능에 대해서는 

泛語言的인 것, 그리고 非泛語言的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30) ㄱ. 공기가 안 좋네.⟶문을 열어라

ㄴ. 어디 두고 보자.(박용순 2007: 109)⟶경고

(ㄱ)의 경우, 어느 언어에서든 다 같은 표현으로 언표내적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데 이는 범언어적인 화용적 기능이다. 반면 (ㄴ)의 경우, 이 문

장의 화용적 기능은 한국어 화자가 아닌 이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것은 한국어에서만의 특별한 표현이며 비범언어적인 화용적 기능에 속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ㄴ) 같은 화용적 정보는 일차적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한국어에서만의 특별한 화용적 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24) 화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로, 비슷한 지위나 나이에 있는 사람을 '→'로, 그리

고 손아래 사람을 '↘'로 표시한다. ‘( )’는 ‘해요’체로 바꾸면 사용할 수 있고 ‘[ ]’는 

화자가 청자와 거리를 두거나 할 때 의도적으로 쓸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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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70년대 의사소통 접근법으로의 문법교육을 거부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오류 화석화, 문어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문법교육의 중요

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최근 한국어교육에서는 消極的인 의사소통 

접근법이 대종을 이룬 가운데 기능과 형태를 조화시키는 교육 내용의 모

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유창성과 정확성을 지향하는 표

현문형의 교육을 위해 형태-규칙-의미-화용 등의 네 가지 측면에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여 제시하는지를 살펴봤다. 이 내용 체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31) 표현문형의 교육내용 구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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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표현문형 뿐만 아니라 조사, 어미 등 문법 범주에 속한 것

들이 다 이 네 가지의 측면에서 다루질 수 있고 후속 연구에서도 이에 관

련된 문제가 계속 연구되기를 바란다. 특히 '형태'에 대해 한국어 문법교

육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형태와 기능 간의 대응문제 

역시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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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문법교육을 한 교육내용 구축 모델

- 표현문형을 중심으로 -

종장지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의사소통 교수법에 의한 한국어교실에서 기능과 정확성

을 강조하는 가운데 문법교육을 한 표 문형 교육내용을 어떻게 구축하는가

에 해 살펴보았다. 이를 해 우선 이론  배경을 검토하고 표 문형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했다. 본론에서는 한국어 문법교육을 한 교육

내용 모델을 제시하고 형태, 규칙, 의미, 화용 등 네 가지의 측면에서 표 문형의 

교육내용에 해 구축, 기술, 분류 등 여러 문제 에 해서 살펴봤다. 형태 측면

에서는 의사소통을 해 의미를 기 으로 형태를 구분해야 되고 형태의 고정성

이 있는가에 따른 분류도 바람직하다고 지 하 다. 규칙 측면에서는 표 문형

이 실제 쓰이는 데 따르는 제반 규칙 상을 체계 으로 살펴봤는데 특히 규칙

을 형태  규칙과 의미  규칙으로 양분하고 개별 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의미 

측면에서는 교육내용을 구축할 때 어떤 정보를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했고 마지

막으로 언어사용자들이 속한 사회와 련하여 실제 언어가 쓰일 때의 화용  기

능을 검토하고 교수·학습할 때 화용  정보에 한 제시 방법도 기술했다.  

[주제어] 교육내용, 한국어 문법교육, 표 문형, 통합  문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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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ducational-Context Model Built for Korean 

Grammar Education

- Basis of Expressive Sentence Pattern -

Chung, Chang jhih

The study aims to build an educational context based on expressive 

sentence pattern. The study first discusses from the theoretical context by 

suggesting so-called expressive sentence pattern. The study text describes a 

special educational context pattern for Korean grammar education, applying 

four dimensions such as the forms, rules, meanings, and pragmatics to 

analyze the construction,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expressive sentence 

patterns. With regards to the forms, meanings are applied to distinguish while 

fix-phased users of morphology are introduced as suggestion. With regards 

to the rules, the rules of expressive sentence pattern derived from the actual 

use is thereby divided into forming rules and meaning rules for discourse. 

The dimension of meaning describes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building 

educational content. Finally, the pragmatic phenomenon of native speakers 

speaking Korean in Korean-speaking society is analyzed with emphasize on 

the discussion of pragmatic function of expressive sentence pattern.

[Key Words] Educational-Context, Korean Grammar Education, Expressive 

Sentence Pattern, Integrated Grammar Teac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