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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의사소통 접근법이 중심이 되는 교육 현장에서는 조사, 어미 등의 단일 형태 못
지않게 의미에 근거한 복합 형태 역시 중요하다. 이는 개별 형태들로는 그 복합적
인 의미를 명확하게 담아 내지 못하는 표현들을 하나의 교육 내용으로 제시함으로
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유의미한 언어 
사용을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는다. 이는 발화 시 언어 표현이 어떠한 범주
에 속하는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최근의 교실 현장이 의사소통 접근법을 지향하기에 의미에 근거한 언
어 구성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복합 형태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의미적 덩어리 
(meaningful chunk) 구성이라고도 불린다. 본고에서 문장을 표현할 때 쓰는 문법 
형태라는 점에서 일부 복합 형태를 표현문형(表現文型, expression grammatical 
form)이라고 칭하겠다. 표현문형에 대해 그간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에서 몇 편의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심도 있는 탐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체계와 범주 또한 명확하지 않아 실제 교육 현장에서 표현문형을 교육 항목으로 
설정할 때 각각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서로 다른 기술 방식들을 제시
하고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것이 문법 항목의 기준 
적용과 체계적인 기술의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언어 체계와 
범주에 대한 인식 결여와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체계와 범주의 결여가 학습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 내용으로서 표현문형에 대한 체계적 정보가 부족하여 한국어 교수·학
습에 부정적 영향이 많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덩어리 구성으로 가
르치는 것이 비록 유창성(fluency)과 정확성(accuracy)을 지향하지만 범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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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정보, 다른 성분과 연결할 때의 규칙 정보, 정확한 의미 정보, 그리고 알맞은 
화용 정보가 교수·학습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오류
만 양산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표현문형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표현문형에 대한 용어의 개념, 타당성, 그리고 표현문형 판정, 분류, 교육 내용의 
구성, 기술의 문제점 등 제반 문제를 본론에서 다루며, 다음의 몇 가지 연구 방향
을 지향하면서 일련의 논의들을 진행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표현문형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함으
로써 표현문형의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논의하였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교수법이 
주가 되는 교육 현장에서 덩어리 구성이 체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
로 인식하고 교재에서 제시한 덩어리 구성을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교
육 현장에서 아무런 기준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형식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 분석하고 교재 간의 수용 편차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둘째, 기준과 범주 없이 덩어리 구성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정
의 방법을 검토하면서 ‘표현문형’의 명칭, 범주 설정의 접근 방법, 설정 원리, 기
준, 정의, 목록 예시, 분류, 배열 방법 등 일련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이
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문형이라는 범주를 설정하는 기초 작업이 되었다.

셋째, 표현문형이 형태초점 의사소통 접근법을 지향하는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어떤 정보 체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류 화석화를 고려하면 의
사소통 기능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기능과 형태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능과 형태의 정확성을 모두 고려한 교육 내용 구성 방향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다
음에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 구축 시, 형태, 규칙, 의미, 화용 등의 네 가지 정보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각 부분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
의하였다.

넷째, 교육 내용 구축과 함께 예시로 표현문형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해 논의하
였다. 이 부분에서는 사례로 선정된 추측 표현문형을 중심으로 중국어 모어화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구축해 보고 그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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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 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표현문형 교육 내용의 선
정 기준을 제공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표현문형, 덩어리 구성, 한국어교육, 문법교육, 연어, 교육 내용, 추측 
표현
* 학  번 : 2009-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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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교육에서의 문법교육은 교육적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찬반 양측의 입
장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논의의 중심 거리가 된 만큼 그 중요성도 부인할 
수가 없다. 70년대 의사소통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이 
각광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언어 학습이 일종의 지식으로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상
호작용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변해 왔다. 물론 한국어교육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 하기 위해 범주 문법에서 탈피하여 의사소통 접근법을 지향하
고 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활성화된 한국어교육은 의사소통의 기능을 중요시하
기 때문에 문법교육이 어떤 위상과 역할을 통해 외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에 
기여해야 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민현식, 2005).1) 요즘 한국어 교실에서는 조사, 
어미 등과 같은 단일 형태 못지않게 의미·기능을 지닌 복합 형태가 문법교육에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의미에 근거한 복합 형태의 학습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 형태는 
의미에 근거하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의미적 덩어리(meaningful chunk)라고도 불리
나 이 연구에서는 문장을 표현할 때 쓰는 문법적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구성
을 표현문형(表現文型, Expression Grammatical Form)이라고 칭하겠다. 민현식
(2004), 석주연(2005), 강현화(2007ㄱ)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이 명칭을 사용한 
바가 있으나 연구의 중점을 해당 용어의 정의에 두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정의 등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않은 상태이다.2) 강현화(2007

1) 민현식(2006)에서는 90년대에 한국어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문형 표현을 반복 훈련하는 것
으로 구성된 교재들이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고려한 교재들로 점진적으로 개편되어 있다
고 한 바가 있다. 그만큼 문법적 규칙에 대해 많이 할애한 교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문법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는 대부분 의사소통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나 아직도 소극적인 경향이 강하다. 즉, 문법
을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
는 입장이다.

2) 표현문형이란 용어에 대한 검토는 4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용어의 타당성과 정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4장 이전에는 복합 성분을 통틀어서 '덩어리 구
성'이라고 칭하고 이를 4장에서 정의한 뒤 덩어리 구성과 표현문형을 구분해서 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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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분류가 충분히 이
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신경선(2012)에서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복합 형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어떤 언어적 대상으로 취해야 되는지에 
관한 논의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하 다. 이와 관련하여 표현문형이란 용어의 
개념, 타당성, 그리고 표현문형 판정, 분류, 교육 내용의 구성, 기술의 문제점 등 
제반 문제를 본론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덩어리 구성에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체계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아주 다양하다.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려
는 대상은 일정한 통사적 제한과 문법적 기능을 지니고 다어절로 뭉치는 구성이
다. 자세한 정의와 범주 설정은 3장에서 나오겠지만 연구의 주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표현문형의 개념을 밝혀 둔다. 본고에서 말하는 표현문형은 형태적으로 볼 
때 두 개의 어절, 혹은 그 이상인 복합 구성이고 이 구성은 문법적 제한성을 지니
며 또한 문장에서 일정한 의미·기능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표현문형의 구체
적 예는 다음과 같다.

 
(1) ㄱ. -는 바람에, -ㄹ 때

ㄴ. -고 싶다, -어 주다
ㄷ. -기 전에, -는 이상
ㄹ. -에 대해, -에 관해

위에서 보이는 것들은 모두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것으로 국어학에서 (1ㄱ)은 
의존명사의 구조로, (1ㄴ)은 보조 용언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1ㄷ, ㄹ)과 같
은 특정한 구성에 대해서는 온전한 연구 단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형태적 구조
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이들 간의 공통점은 모두 다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문장에서 쓰일 때 (1ㄱ)은 원인, 시점, (1ㄴ)은 의도, 봉사, 
(1ㄷ)은 시점, 범위, (1ㄹ)은 조사의 기능처럼 어떤 사물에 관련됨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언어를 습득할 때 이와 같은 덩어리 구성으로 교수·학습하는 것은 시간
적 경제성, 문법적 정확성, 혹은 언어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Thornbury, 
2004: 42). 의사소통적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언어의 사용을 더 중요시한다면 발화
할 때의 의미 단위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그것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그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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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요하지 않다. 실제 지금 현장에서 덩어리 구성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쉽
게도 체계의 부재와 교육 내용의 불완전 등의 연유로 우리는 학습자의 산출
(output) 자료에서 이와 관련된 오류를 끊임없이 관찰할 수 있다.3)

(2)
ㄱ. *왜냐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이여서 사실이 되지 않는 것이 때문이
다.(C_A_011)4)
ㄴ. *자신이 빨리 죽은 줄 몰라서 후회하고 괘씸한 마음을 갖고 죽을 경우
도 일쑤이다.(C_A_135)
ㄷ. *어떤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비판을 피하려는 바람에서 생긴 거짓
말이다.(C_A_003)
ㄹ. (철수는 희의 선배이다. 철수는 희를 좋아하지만 희는 철수를 싫
어해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한다.)
철수: 희야 이번 주말에 화 같이 볼래? 재미있는 화가 개봉했는데...

희: 아... 근데 어떡하죠? 이번 주말에는 할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해
요.(C_A_I_005) 

실제 학습자의 산출 자료를 관찰할 때 고급 단계 학습자도 위와 같은 오류를 범
하는데 (2ㄱ)의 경우 '-기 때문이다'라는 고유 형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오류
를 범하고, (2ㄴ)은 규칙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 다. 또한 (2
ㄷ)은 형태적 오류도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는 바람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
했고 (2ㄹ)은 형태, 규칙, 의미적으로 볼 때 다 맞는 문장이지만 실제 맥락을 고
려할 때 적당하지 못하다. 한국어답게 하려면 '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화용적 정보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적당하지 않은 
답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몇 가지의 오류는 한 특정한 집단에서 나타
난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에서 관찰되었고 특히 고급 단계 학습자의 산출 자료에
3) 본고에서 말하는 학습자란 주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성인 학습자를 지칭한다. 한국

어교육에서 이러한 학습자와 그 외의 학습자에게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
문이다.

4) 연구를 위해 학습자 산출 자료를 전사하 는데 위의 예문에서 'ㄱ_ㄴ_ㄷ'(C_A_011)와 같
은 식으로 학습자의 번호를 부여하 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ㄱ. C=중국어(Chinese) 모어 화자, K=한국어(Korean) 모어 화자
   ㄴ. A=고급(advanced) 학습자, M=중급(middle) 학습자, B=초급(basic) 학습자
   ㄷ. 언어 자료를 산출한 제공자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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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러한 오류는 단지 우발적 오류가 아니라 화
석화(fossilization)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5)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덩어리 구성으로 가르치는 것이 유창성(fluency)과 정확성(accuracy)을 지향하
지만 표현문형의 형태 정보를, 다른 성분과 연결할 때의 규칙 정보를, 정확한 의미 
정보를, 그리고 알맞은 화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수·학습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오류만 범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에서 자세히 다
루겠지만 기존 덩어리 구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비슷한 의미에 속한 개별 항목
에 초점을 두고 한 것으로 체계적으로 다룬 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드문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표현문형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함으
로써 표현문형의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논의한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교수법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덩어리 구성이 체계 없이 난용된 것에 대해 교재에 대한 분석
을 중심으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기준과 범주 없이 덩어리 구성이 난용된 전제하에 '표현문형'의 명칭, 설정 
원리, 기준, 정의, 목록 예시, 분류, 위계화 방법 등 일련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
룰 것이다. 이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문형이라는 범주를 설정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표현문형이 형태초점 의사소통 접근법을 지향하는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어떤 정보 체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오류 화석화를 고려하면 의사
소통 기능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기능과 형태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을 형태, 규칙, 의미, 화용 등의 네 가지 정보 모
형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넷째, 표현문형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해 논의한다. 이 부분에서는 '추측' 표현문
형을 중심으로 중국어 모어화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구축해 보고 교수·학습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5) 문화관광부(2002)에서도 한국어 학습자 오류에 대해 분석한 바가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
면 복합 형태에 관한 오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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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형태의 단일성을 강조한 탓인지, 아니면 범주의 체계성이 부재한 탓인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표현문형 관련 논의는 다른 분야나 주제에 비하면 극히 드
문 편이다. 직접 관련 연구로는 박사논문 두 편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것 외
에 찾아보기가 어렵고 관련된 인접 연구들은 체계적 논의가 결여된 채 행해졌으니 
용어나 기술 방법이 자의적이라 연구의 일관성이 없는 상태다. 크게 보면 이 주제
에 속한 연구는 한국어교육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국어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양분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행해진 것은 개별 항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대부분이고 체계적
으로 행해진 것은 이미혜(2002, 2005), 최윤곤(2004), 유소 (2013) 등이 있다. 
국어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비록 연구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부분적으
로 표현문형에 해당된 것도 있다. 다음은 위 순서대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짚어 보
면서 검토할 것이다.

표현문형에 대한 직접 관련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미혜(2002)의 연구
다. 물론 이 전에도 관련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덩어리 구성을 중심으로 교육법
과 위계화를 직접 관련지어 전개한 논의는 이 연구로부터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 
문법소와 어휘 간의 복합 성분을 체계화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처음으로 '표현 항
목'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목표 문법으로 제시한 항목 중 문법적인 범주-연결어
미, 종결어미, 조사 등-를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들로서 문법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는 덩어리 항목'이라 설명하 다. 또한 표현 항목을 설정하는 데 항목 
선정, 항목 표기, 내용 기술 등의 고려 사항을 제시하 다. 이후 후속 연구로 볼 
수 있는 이미혜(2005)의 박사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확장시켰다. 문법소를 포
함하는 복합 성분을 표현 항목으로 설정하여 추측 표현에 한정하여 내용의 구성 
및 선정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주요한 논의는 교재 4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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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서 나온 표현 항목에 대해 선정 및 배열하는 작업
을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표현 항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비교적 개념화하 는
데 '한국어 문법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선택한다', '문법 항목은 필수적인 요소로 
구성한다', '보편적·일반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고려한다', '교육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한다' 등의 네 가지 기준을 제공하 다. 또한 배열하는 데 있어서도 
교재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빈도 등의 요소를 검토하면서 배열 방법을 예시하
달. 마지막으로 관련 교수 모형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대체적으로 이미혜(2005)는 
덩어리 구성을 어떻게 체계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현존 자료에 대해
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 대상이 본고와 다소 
다르기는 하나 기초 연구의 속성을 지니므로 참고할 가치가 높다고 본다. 또한 많
은 덩어리 구성에 대한 연구 중에 체계화 관련 연구의 산파역을 한 셈이다.

최윤곤(2004)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구문표현(構文表現, Structural expression)
이라고 칭하고 그의 교육적 가치를 거론하면서 구문표현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교
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구문표현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최윤곤, 2004: 3).

“구문표현(構文表現, Structural expression):
문법 요소(조사, 어미)와 어휘 요소(체언, 용언)가 하나의 복합 구조체를 구
성하고, 구문 생성은 물론 담화 상황까지 포함하는 문법 단위이다.“

이 정의를 내리면서 연구 내용을 두 어절 복합 구조체만 대상으로 하여 형태·통
사적 측면에서 유형화와 단계화를 다루었다. 최윤곤에서 말하는 형태·통사적 관점
이란 구문표현이 문장에서 행하는 통사적 기능이다. 형태적이라고 함은 구문표현
이 문장 안에서 연결 기능을 하느냐, 종결 기능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고 통사적이
라고 함은 구문표현이 범주 문법에서 어느 범주에 속하느냐에 관한 것이다.6) 결국
은 이러한 논의는 항목 자체에 초점을 두고 형태적이고 통사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 아닌 일종의 분류에만 머물러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구문표현에 대해
서 '문법 요소(조사, 어미)와 어휘 요소(체언, 용언)가 하나의 복합 구조체를 구성
하고, 구문 생성은 물론 담화 상황까지 포함하는 문법 단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

6) 최윤곤(2004: 78)에서 말하는 형태·통사적 기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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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정의는 세부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구문표현'이라는 명칭을 지
은 것처럼 연구 시각도 다소 구조 문법식 성질을 띠고 있어 기능에 대해서는 그다
지 살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3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대체
적으로 보면 최윤곤(2004)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새로운 문법 범주를 설정했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두며, 체계적으로 다루려는 연구 중에서 가장 깊이 탐구한 연구라 
본다. 

유소 (2013)에서는 한국어교육용 사전에서 '문법표현'이라는 표기 범주를 추가
하고 복합 구성을 표제어로 등재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문법표현의 선정과 등급
화를 중심으로 논의한 바가 있다. 문법표현에는 어미+조사, 조사+어미, 어미+어
미, 조사+용언, 어미+명사+조사 등과 같이 복합 형태를 취한 것들이 있다. 이 연
구는 주로 사전 자료에 초점을 두고 문법표현의 구성에 따른 분류 방식을 살피는 
데 주력을 했고 등급화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한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
별화된다. 범주 설정에 중점을 두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도 그 나름대로 문법표
현의 정의를 언급하 다. 그러나 세부적 기준에 대한 제시는 현존 자료를 대상으
로 귀납적으로 정리한 것에 한정되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역시 다시 언급할 것이
다. 대체적으로 유소 (2013)는 이미혜(2005), 최윤곤(2004)의 후속 연구로 볼 
수 있고 연구 대상이 본고와는 다소 다르지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덩어리 구성과 
관련된 연구 중 가장 최근의 업적이라 판단된다.

김유정(1998)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은 국어 문법과 별개로 처리
해야 하고 문법 항목의 선정은 객관적인 능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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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문법 항목
을 선정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도 이론적으로 논술하 다. 이 연구는 학
회지의 특성으로 인해 비록 구체적인 예를 들고 깊이 논의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에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조명해 주고 향후 문법 항
목 배열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조현용(2005)에서는 문법화한 요소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논의로, 문법화한 요
소를 성인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면 학습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 연구에서 교육 방안을 살펴본 바 교육용 문형을 선정할 때 다섯 가지의 기
준을 마련하 다. 특히 기준을 제시할 때 기존의 논의와는 다르게 구성 요소에 대
한 분석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그 의의가 있다.

석주연(2005)에서는 문장 성분 중심의 기본 문형과 표현적이고 기능적인 측면
을 중시하는 표현문형에 대한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는 일련의 논의를 한 바가 있
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민현식(2004)에서 제의한 표현문형이란 
명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또한 표현문형에 대한 지도 방향을 배열, 제약, 전달 
의미, 맥락, 구성 요소의 대치 여부 및 그 구체적 양상, 관련 문형 등 몇 가지의 
방향을 제시한 것도 교육적 의의가 있다.

이동혁(2005)에서는 조사 '-에', 동사 '대하다', 그리고 연결어미 '-아/어'에 대
해서 개별적으로 기술하고 처리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를 통합한 '-에 대하여'를 
전산과정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문법적 관용 표현의 개념을 전산 처리에도 적용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관용적 표현을 전산언어학의 시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소위 문법적 관용 표현에 대한 정의를 '특
정한 문법 형태소와 어휘 형태소가 제한적으로 공기하여 특수한 문법 기능을 담당
하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통사적으로 볼 때 문법요소와 어휘요소의 긴 성이 떨어
진 것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동혁(2005)에서 '-와 같이, -에 대해' 등의 
구성을 분석할 때 핵어(-와, -에)와 비핵어(같이, 대해)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의 논의와 정반대가 되는 것으로 기계번역의 효율성과 정확
성을 높이기 위한 전산적 관점에서의 논의로 시선을 끈다.7) 

7) 일반적으로 덩어리 형식을 다루는 논의에서는 대부분 실사를 核語로 설정하고 허사를 非
核語(혹은 邊)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면, '-ㄴ 적, -는 바람에' 등과 같은 경우 '적, 바람'
을 핵어로 '-ㄴ, -는'을 비핵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동혁(2005)에서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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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원(2005)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문형으로 칭하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
국어교육센터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

다. 이 논문은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문형 교육의 내용을 살펴본 것에 그 의
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형 교육의 문제점과 전망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견
해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문형 교육이 개별적인 문형 항목에 치우쳐 학
습자가 이것들을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잘 모른다는 점, 문형 교육에서 다소 문어
와 구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후계 연구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
다.

한송화(2006)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문법은 규칙 사용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제안하는 한국어문법이 범주 문법을 지향
하는 국어 문법과 체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 다. 한송화(2006)에서는 
형식을 탈피하여 기능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하 다. 여기에서의 기능은 문법적 기
능(grammatical function)이지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말하는 기능이 아니다. 이 연
구에서 문법적 기능으로 접근하는 문법 체계는 기존 범주 문법을 쪼개서 범주 간
에 교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질문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에서는 어미 '-습니까?'와 의문부사 '혹시'를 같이 다룰 수 있다. 한편, 결론 
부분에서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문법 체계를 제시하기도 하 는데 이러한 시
도는 문법 교수요목을 개발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
체적으로 볼 때 한송화(2006)에서는 기능을 강조하지만 문법적 기능에 치우쳐 있
기 때문에 학습자가 사용할 때의 기능을 강조하는 본고의 목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는 국어학적 범주 문법을 탈피해야 한다는 연구로서 
한국어교육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지 (2007)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교육에서 교육 내용 
구성에 관한 문제와 방향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 한국어 문법은 학습자가 한
국어를 구성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지식의 총체라고 제안하면서 문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은 
규칙과 형태에 머물어서는 안 되고 여러 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례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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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자(2007)에서는 '문장의 통사 구조상 자립적이지 못하며 연결 요소와 어휘
의 결합체 형태로 문법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의존 구성'이라고 부르고 교재에
서 나온 49개의 항목을 선정해서 연구하 다. 박문자(2007)에서 말하는 의존 구
성은 범주 문법으로 본다면 보조 용언과 의존명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네 가지의 
기준에 근거하여 '-는 바람에', '-고 나서' 등과 같이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필히 
나오는 덩어리 형식을 배제시켰다. 한편, 이 논문에서도 의존 구성의 중국어 대역 
양상과 결합제약에 대해 살폈으며 응용할 때의 양상에 대해서도 원어민과 학습자 
간의 격차를 분석하 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박문자(2007)는 일부 의존명사와 보조 
용언에 한정시키지만 학습자 모어와 관련지어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강현화(2007ㄴ)에서는 관용적 어휘 패턴을 표현문형이라고 칭하고 표현문형의 
담화기능을 귀납적으로 체계화하는 시도를 하 다. 이 연구에서 지시적 화행의 유
형을 명령, 권고, 요구, 부탁, 제안, 제의 등으로 나누고 개별 형태에 속한 화행 유
형을 체계화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의미가 부여된 것은 여러 서
구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의 의사소통 기능 항목을 분류하는 시도
를 했다는 점이다. 이 분류는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참고할 만한 자
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로 볼 수 있는 강현화(2009)에서는 한국어 교
재 및 학습 사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문형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 역시 표현문형이라는 명칭을 쓰고 띄어쓰기를 포함하는 구 이상의 단
위를 문형으로 정의하여 표현문형의 개념에서 단일 형태를 배제시켰다.8) 이 연구
에서는 문법 항목의 형태적, 문법적 유형에 대해 논의하 다.

양명희(2010)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어휘 범주와 문법 범주 간의 경계가 분명
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모호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학습자의 실제 
산출 자료를 바탕으로 어휘 범주와 문법 범주를 설정할 때의 제반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학습자의 산출 자료를 분석하면서 해당 어휘나 문법 형식을 
추출하고 교육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는 덩어리 형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8) 강현화(2005)에서는 '어휘 접근적 문형'이란 명칭을 쓰다가 강현화(2007)에서는 '문형표
현', '표현문형'을 쓰고 강현화(2009)에서는 ‘(표현)문형’과 ‘문법 항목’ 등의 명칭을 혼용
했다. 그의 연구에서 문형이란 '문법 형태'의 줄임말이고 국어학에서 말하는 문형(문장 형
식)과 구별된다고 밝혔다.



- 11 -

고려해 볼 만한 근거가 된다.
국립국어원(2012, 2013)에서는 학습자의 모어와 문화권 등 변인을 고려하여 한

국어 문법·표현 교육 내용을 3단계로 개발하고 있는데 1단계와 2단계는 이미 완성
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새로운 선정 기준과 범주 설정에 대해 다루지 않았지만 
선정된 표현은 한국어교육에서 표준화될 만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을 어떤 식으로 위계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델파이법, 
교재 중복도 등의 방법으로 초, 중급의 표현 목록을 구축하 다. 그러나 처음부터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이 그저 기존 항목을 언어 외적인 방법으로 재구성
하기 때문에 선정된 항목 간의 공통성이 없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본론에서 
표현문형을 목록화할 때 다시 살펴볼 것이다.9) 

또한 체계에 관한 논의가 아니지만 개별 형태나 화용 기능을 중심으로 한 연구
도 있다. 그 일례로 한송화(2003)에서는 명령 기능과 관련된 몇 개의 형태에 초점
을 맞추어 의미와 기능 분석을 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명령 기능의 범주화
를 검토하고 명령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 형식에 대해서도 한국어교육적인 시각으
로 의미 있게 다루었다. 이처럼 체계에 초점을 두지 않은 연구가 대다수인데 이와 
관련된 검토는 본론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제시하기로 한다.

 

국어학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연어에 관한 연구들인데 부분적으로 표현문형에 해
당된다. 이들 연구는 통사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한
국어교육 관점에서 중요시되는 기능 및 의미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이 대부
분이다. 또한 교수·학습 요인을 고려한 논의도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여기서는 
표현문형과 관련될 만한 대표적인 연구만 대상으로 검토할 것이다.

우선 이희자(1995)에서는 연어적 관계를 갖는 여러 형태의 구성을 '관용구'라고 
칭하고 그의 하위 분류를 숙어와 연어로 양분하 다. 그리고 연어 밑에 다시 의미
적 연어, 통사적 연어, 형태적 연어 등으로 삼분하 는데 여기에서 통사적 연어와 
형태적 연어는 본고에서 다루게 될 부분이다. 그러나 이희자의 분류는 준거 제시
9) 이 연구들에서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정리한 것임을 이들의 연구 목적에서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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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투명하여 통사적 연어와 형태적 연어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대체적으로 관용구의 종류와 해당 사
전적 표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나 복합 구성에 대한 연구로서는 최초라는 점에
서 그 의미가 크고 그 당시 연구 배경을 고려할 때 상당히 참신한 연구라고 여겨
진다.

김진해(2000)에서는 국어학적 시각에서 연어의 체계를 세우고 하위분류를 한 
바가 있는데 구성요소들의 문법 범주를 기준으로 '어휘적 연어(lexical colloca-
tions)'와 '형태·통사적 연어(morph-syntactic collocations)'로 이분하 다. 김진해
(2000)에서 말하는 형태·통사적 연어는 '내용어에 기능어가 결합되어 관형절이나 
보문 등의 절이나 문장을 이끄는 통사적 구성체'로 정의하 는데 이는 본고에서 
말하는 표현문형의 일부 개념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어휘적 
연어에 치우쳐 있어 형태·통사적 연어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임근석(2005)에서는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
어'를 거론하면서 국어학에서 '문법적 연어'의 개념 정립을 시도한 바도 있다. 또한 
여춘연(2009)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문법연어’란 용어로 칭하고 문법연어에 대해
서 비교적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어 국어학에서 '문법연어' 범주를 확립하는 데 기
여하 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4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다.

기본적으로 국어학 연구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연어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하위
분류로 덩어리 구성을 편입시키는 관점이 일반적인데 한쪽에서는 통사적으로 해석
하려는 시도와 함께 덩어리 구성에 대해 범주화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도 없지 않
다. 하지만 덩어리 구성은 학습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창성을 높인다는 점을 생각
하면 비록 국어학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태도가 불투명하지만 한국어교육학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덩어리 구성 관련 논의를 다뤘지만 덩어리 구성의 정의 및 판
정 기준 등 기본적인 문제는 풀지 못한 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용어부터 체계까지 
아주 모호한 상태이다. 본고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일단 표현문형의 범주를 설
정하고 제반 문제를 총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간추려 말하면 다음과 같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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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두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덩어리 구성에 대해 형태적으로 분석을 하여 교육적 문제

점을 논의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재를 중심으로 덩어리 
구성을 수집한 다음에 통계·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덩어리 구성의 수용 양상을 비
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 으나 이들의 논의에는 통합
하거나 보완할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여러 논의를 검토하여 
표현문형을 판정하는 명시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이 기준에 대한 개별 논의도 진행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덩어리 구성에 대한 논의는 문헌 검토에 기초한 것이 대부
분이며 학습자 사용 시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학습자 자
료를 분석·검토함으로써 덩어리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거나 내용 구성에 대하여 논
의한 것은 없다. 실제 학습자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서 문헌 연구와 이론적 배경
만 강조하는 연구는 학습자의 요구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여긴다. 이에 본고에서
는 학습자 자료에 의한 분석·검토를 통해 실제 수요에 맞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넷째, 이미혜(2005: 33)에서 한국어교육 문법에서 문법 항목의 단위는 실제적인 
사용 단위로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덩어리 형식을 지향하는 연구에서 '사
용'을 강조하는 것이 연구의 근본 신념이 되어야 한다고 하 다. 그러나 여태까지 
덩어리 형식이 한 문법 단위로서 과연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또한 주변 환
경에 어떻게 맞추는가에 대한 논의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
게 보면 범주의 판단 기준 부재에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표현문형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다른 성분과의 유기적 관계를 체
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편, 표현문형이 다른 성분과의 외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표현문형 자체의 내적인 형태 변화에 대해서도 다룸으로써 학습자가 사용
하면 될 만한 규칙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한다.

덩어리 구성에 대한 연구는 어떤 이론에 의해 대상을 찾는 것보다 대상을 두고 
그 특징점을 찾아내는 일종의 귀납적 연구다. 특징점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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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점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본론에서 깊이 다루겠
지만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응용적 접근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10) 이러한 
접근법은 특정한 목표를 두고 연구할 때 유용하기는 하나 체계를 수립하는 데 역
부족이다. 본 연구는 표현문형이라는 범주를 세우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
에 응용적 접근법보다 체계적 접근법을 택하고자 한다. 즉 다른 특징보다 언어 내
적인 특징, 예컨대, 의미, 형태, 그리고 통사적 특징 등에서 표현문형이란 범주를 
세우려는 것이다. 체계적 접근법으로 표현문형의 특징을 나타내고 범주의 경계를 
짓는 자세한 논의는 3장에서 전개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문형의 체계를 세운 다음에 표현문형이라는 형태를 교육 내용
으로 활용할 때 어떤 정보를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려고 한다. 이 
부분은 응용 연구(applied research)의 성질을 지니며 연구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몇 가지의 연구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연구의 논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덩어리 교육 방법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일반 학습자가 기존 방법으
로 인해 공통되게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survey study), 문
법성 판단 검사(grammaticality judgements), 그리고 개별 면담(personal inter-
views)을 실시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경우 학습자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5등급을 지닌 8개 문항을 사용하여 한국어 문법을 학습하는 
태도와 표현문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아래는 학습자 태도를 조사할 때의 정
보이다.

<표Ⅰ-1> 학습자 태도 조사의 인원 구성

10) 예를 들면, 국립국어원에서 연도 과제로 이루어진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
구」(2012)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2단계」(2013)는 기존 연구물에서 
얻은 결과를 다시 정련하여 일정한 목록을 마련한 것이다.

학습자 태도 조사
조사 기간: 2014.2~2014.7

설문지 형식 수준별 중국어 화자

리커트 5등급 척도, 문항 8개
초급 수준 37
중급 수준 51
고급 수준 39
합계 1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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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사 결과는 해당 내용에서 언급할 것이다. 한편, 학습자의 표현문형에 대
한 이해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표현문형을 위주로 하는 문법성 판단 검사의 문항
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검사의 구인이 정확히 맞아야 연구에 도움이 되니 2013
년 10월 ~ 12월의 기간 동안 연구자가 여러 문헌과 학습자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연구 의도에 맞도록 총 25개의 문항 개발에 착수하 다. 이 25개의 문항은 문법성 
판단 검사의 속성을 지니며 실제 학습자의 사용 능력을 형태적, 규칙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측정하고자 하 다. 특히 화용적 측면에서 문맥 속(in context)의 
화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 지문으로 문맥 정보를 제공하 다. 검사 도구는 
종이본과 인터넷 기반 검사(IBT)의 형식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몇 차례
의 수정 및 보완을 함으로써 본 검사 도구로 확정하 다.

다음은 예비 검사 때의 검사 문항 및 수험자 인원의 구성이다.

<표Ⅰ-2> 예비 검사의 인원 구성

그리고 구인과 관련된 비표본오차를 줄이고자 예비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검사 
지의 지시문, 문항의 지문, 배열 방식 등을 검토하고 내용을 수정한 뒤 다시 본검
사를 실시하 다. 본검사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 검사
검사 기간: 2013.12~2014.2

문항 구성 수험자 구성
수준별 중국어 화자

형태적 8 초급 수준 11
규칙적 6 중급 수준 14
의미적 5 고급 수준 20
화용적 6 합계 45
총문항수 25문항 총인원수 45명



- 16 -

본검사
검사 기간: 2014.2~2014.7

문항 구성 수험자 구성
형태적 8 수준별 중국어 화자
규칙적 6 초급 수준 37
의미적 5 중급 수준 51
화용적 6 고급 수준 39
총문항수 25문항 총인원수 127명

<표Ⅰ-3> 본조사의 인원 구성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의 해석을 위해 일부 수험자에게 개별 면담(personal in-
terviews)도 실시하 다. 개별 면담은 학습자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
으로 답지를 선택했는가, 또한 표현문형을 배울 때 어떤 전략을 썼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 다. 개별 면담은 양적으로 어떤 통계적인 일반화 현상을 설명
한다기보다 검사의 결과와 교차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쓴다. 개별 면담의 대상은 
주로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 집중하 다. 그 이유는 이들은 긴 시간 동안 한국어를 
학습하여 학습 패턴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개별 면담의 
인원 구성 및 학습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Ⅰ-4> 개별 면담 대상자 정보

위와 같은 조사 수단들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각 연구 단계에서 이
용될 것이다. 한편,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문형에 관련 논의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개별 면담
개별 면담 조사 기간: 2014.4~2014.8

학습자 번호 수준별 학습 이력
C_A_I_001 고급 수준 한국어 전공자, 한국 생활 1년, TOPIK 중급 취득
C_A_I_002 고급 수준 한국어 전공자, 한국 생활 2년, TOPIK 고급 취득
C_A_I_003 고급 수준 한국어 전공자, 한국 생활 2년, TOPIK 고급 취득
C_A_I_004 고급 수준 한국 생활 4년 이상, TOPIK 고급 취득
C_A_I_005 고급 수준 한국어 전공자, 한국 생활 4년 이상, TOPIK 고급 취득
C_A_I_006 고급 수준 한국어 전공자, 한국 생활 2년, TOPIK 중급 취득
C_A_I_007 고급 수준 한국어 전공자, 한국 생활 4년, TOPIK 고급 취득
C_A_I_008 고급 수준 한국 생활 3년, TOPIK 고급 취득
C_A_I_009 고급 수준 한국 생활 4년 이상, TOPIK 고급 취득
C_A_I_010 중급 수준 한국 생활 1년 이상, TOPIK 중급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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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
를 통해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의 궤적을 짚어 보면서 현재까지의 논의와 함께 문
제점도 검토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 본고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자료를 마련
하 다.

첫째, 한국어교육에서 쓰이는 덩어리 구성의 수효와 다양성을 파악한다. 현장에
서 쓰이는 교재에 어떤 덩어리 구성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또한 이 덩어리 구성들
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에 나온 주요한 한국어 교
재 4종 총 35권을 수집하 다.11) 한편, 표현문형의 표기 방법, 설명 등을 알아보
기 위해 4종의 사전도 참고하 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지 정보는 3장에서 나올 
것이다. 

둘째, 학습자가 덩어리 구성을 사용할 때의 양상을 다각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학습자 자료를 구축하 다. 학습자 자료에 포함된 텍스트는 학습자가 작성한 작문 
총 646개를 전사한 것이다. 총 어절 수는 70,305개에 달한다. 

셋째, 학습자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가 표현문형을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어절 수를 보유한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를 이용하 다. 

11) 이 네 개의 교재를 선정한 이유는 개발 기관이 역사적이거나 대표성이 있는 교육 기관
이기 때문이다. 이 기관들에서 편찬한 교재는 그동안 누적된 경험과 이론, 그리고 교육 철
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세종한국어는 세종학당에서 표준화 과정을 위해 개발된 
교재로서, 교재의 내용을 표준화시키려는 시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분석할 만한 대
상이 될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책이라는 측면에서 표준 교재의 특성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류 자료 개발 혹은 저자

참
고
자
료 

사전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표현문형 해당 부분 추출 국립국어원(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사전
-표현문형 해당 부분 추출 백봉자(2003)
<신개정>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표현문형 해당 부분 추출 임호빈 외(2005)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표현문형 해당 부분 추출 이희자·이종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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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5> 연구 관련 자료 구성

직
접 
구
축 
자
료

교 재 에
서의 덩
어리 구
성 수집

이화 한국어 초, 중, 고급 이화대학교
연세 한국어 초, 중, 고급 연세대학교출판부
경희 한국어 초, 중, 고급 경희대학교
세종한국어 초, 중급 국립국어원

학 습 자 
자료 구
축

학습자 작문 전사 파일 646개 연구자 직접 전사
실험 자
료 구축

학습자 태도 조사지, 문법성 판단 검사 
실험지 연구자 직접 개발

활
용
자
료

코퍼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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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표현문형의 위상, 그리고 그 가치를 이론
적 측면과 학습자 조사 결과를 통해 논할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한국어 문법교
육에서 활용된 덩어리 구성의 양상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앞에서 덩어리 구성이 요즘 문법교육에서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여
러 곳에서 확인하 는데 본고에서 다룰 표현문형도 같은 배경에서 그 중요성을 찾
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표현문형이 갖는 교육적 측면의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표현문형이 외국어 교육에서 각광받게 된 이유는 기존의 문법 규칙을 강조하는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
는 문법 규칙 지식은 발화 시에 문법적인 발화인지를 판단하는 모니터링 역할을 
할 뿐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다른 입력 경로 없이 문법 규칙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의 오류가 학습자의 산출 자료에서 나오더라도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음은 학습자 산출 자료에서 추출한 오류 사례이
다.

(1)
ㄱ. *어떤 사람은 사실을 알게 되기 후에(√된 후에) 더 슬퍼 못 받은 바
람에 처음에 솔직히 말해 버리는 게 한결 좋다고 본다.(C_A_073)
ㄴ. *그때 이 말을 듣기 후에(√들은 후에) 신기하게 힘을 다시 받고 그 
신기술을 예전보다 잘 하게 되었다.(C_A_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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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일을 하고 말할 전에(√말하기 전에) 마음속에 삼 초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C_M_168)
ㄴ. *예를 들어서 수업을　시작한 전에(√시작하기 전에) 교과서를 집에서 
잊어버리니까 집에 서두르게 가다왔습니다.(C_M_194)

 
이 오류들은 형태적인 오류라고 판단된다. 즉, 학습자는 세세한 문법 규칙을 배

우지 못해 피상적인 문법적 지식에 기대어 위와 같은 오류를 생성한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ㄴ 후에'와 '-기 전에'를 형태적으로 정확하게 쓰지 못한 이유는 앞의 
결합 성분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한국어 화자는 아주 당연한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이와 같은 유연성이 부족하다. 학습자가 명사형 전성어미 '-
기' 뒤에 '전에'를 첨가한 형태가 있다면 '-기' 뒤에 '후에'를 첨가할 수 있으리라 
추론하고, 과거 관형사형 어미 '-ㄴ' 뒤에 '후에'가 온다면 미래 관형사형 어미 '-
ㄹ' 뒤에 '전에'도 올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추론은 언어 사용의 실
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학습자의 자료를 검토하면 이와 같은 
형태적인 오류가 많은 데다가 형태가 바르다 해도 의미적으로나 활용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사례의 비율이 아주 높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는 국어학처럼 세세
한 문법 지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법 규칙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문법과 어휘　등으로 이미 짜인 문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조현용(2005)
에서는 문법을 인식하고 익숙하게 하기 위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문형이며 
문형을 문법에 포함할 수도 있고 어휘에 포함할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사실은 이 애매한 부분을 굳이 어휘나 문법 어느 한쪽에 귀납시킬 필요는 
없고 제삼의 역으로 보면 교육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송화
(2006)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체계가 따로 필요하다면서 기능(function)
을 중심으로 한 문법 체계를 수립한 바가 있다. 이는 범주 문법과 별개의 문법 체
계로서 한국어교육에서 가치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사실 다음과 같은 일부 어
휘는 어휘로 교육하지 못할 수도 있다.

(3) 인하다 : *인한다/ 인해(서)/*인하니까/ *인해요/ *인합니다/ *인했어요...

'인하다'는 원래 한자 '인할 因'자가 '하다'와 결합해서 동사가 된 어휘인데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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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는 비록 본뜻이 남아 있지만 문장에서 쓰일 때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하기 때문
에 불완전 동사(不完全動詞, 불구동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이 어휘 
자체에만 초점을 둔 데에서 나온 것인데 만약 우리가 시선을 어휘 자체로부터 결
합 요소로 이동하면 이것은 불완전동사로 취급하는 것보다 하나의 문법 기능어처
럼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4) 인하다 : -로 인해(서), -로 인한

앞의 성분을 고려해 보면 '인하다'는 조사 '-로'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인하다'
가 나올 상황에서 '-로'가 필히 따라야만 의미가 뚜렷하다. 즉, '인하다'는 독자적
인 힘으로 제 의미가 표현되지 못하고 반드시 '-로'의 개입이 있어야 뜻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하다'는 어휘적 의미가 있기는 하나 한국어교육
에서는 어휘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로'를 첨가하여 '-로 인해'처럼 하나의 
문형으로 소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실제적으로 한국어교육이 부상되면서 한
국어교육만을 위한 문법 체계를 따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국어교육이 발전한 아주 이른 시기부터 김유정(1998)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을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은 그 대상을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
으로 하고 그들이 한국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규칙 체계이다. 국어의 모든 문법 체계를 그대로 다 포함할 수 없지만, 한
국어 원어민(native speaker)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의미·사회적 기능·담화로
서의 문법 규칙을 최대한 포함한다. 그 항목들은 단일한 문법 형태소뿐 아니라 
특정한 유형(pattern)을 포함한다.”(김유정, 1998)

김유정(1998)이 한국어문법에 대한 정의에서 두 가지의 요점을 언급하 다. 첫
째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은 국어의 모든 문법 체계를 그대로 포함하지 못한다
는 것인데 이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법 체계는 수요에 맞게 필요한 것부터 가
르쳐야 함을 시사한다. 범주 문법처럼 전반적인 문법 지식보다 우선 의사소통 기
능을 기른 다음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태의 단일성도 견지하
지 않고 특정한 유형을 포함한다는데 여기서의 특정한 유형은 물론 두 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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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로 구성한 덩어리 구성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교착어라 어미와 조
사가 대부분의 문법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미와 조사에 대한 이해와 활
용이 한국어 숙련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는 범주 문법
처럼 굳이 조사와 어미를 고립시켜서 교육하거나 순서대로 단일 형태에 집중하여 
교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교적 선명한 입장을 보인 논의도 있는데 
언어가 수없는 작은 덩어리로 구성되었다는 루이스(Lewis, 1993)의 견해가 그것
이다. 전통적으로 외국어 교육에서 단어와 문법이 별개의 것이라며 단어의 조합을 
문법으로 제어한다고 보지만 루이스에서는 언어는 어휘화된 문법이 아니라 문법화
된 어휘로 구성된다며 언어는 문법과 어휘를 이분법으로 보는 것보다 이 둘의 덩
어리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을 강조한다. 특히 전산 기술이 발달됨
에 따라 우리가 말뭉치를 통해 언어의 실체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고 언어 성분 
간 응집력(cohesive)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의해 외국
어교육은 더 이상 개별 단위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 되도록 의미를 단위로 여러 형
태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개별 단어로 기억하는 것보다 덩어
리로 외우는 것이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털어 준다. 러(Miller, 1956)는 
인간의 단기적 기억량(7±2개)을 거론하면서 의미를 이용하여 덩어리화(chunking)
하는 방법으로 기억의 폭을 높일 수 있다고 연구한 바도 있다.12) 이는 외국어 교
육에서의 교육 단위는 굳이 형태 단위로 할 필요가 없고 몇 개의 어절로 된 덩어
리 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 지금 한국어교
육에서 항목으로 소개된 덩어리 구성의 형태를 분석하 는데 대개 5개 어절 범위 
안이라 인간의 단기 기억량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한편 덩어리로 배운다면 시간적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덩어리 형식이 학습자
의 뇌에 누적됨에 따라 분석 능력도 키우게 된다. 외국어뿐만 아니라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이전에 저장된 덩어리를 분석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Thornbury, 2004: 42).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어휘·문법 
차원의 한국어 표현 능력과 표현문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형화하 다.

12) 이와 관련하여 외국어 학습에서 단기기억장치(short-term memory:STM)에 대해 연구
한 쿡(Cook, 1977)에서는 어를 배운 학습자 중 초·중급 수준의 학습자는 5.9자리를 고
급 단계 학습자는 6.7자리를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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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습득에서의 표현문형 역할 모형

문법어휘

활용, 불규칙, 시제
피동, 사동, 부정, ...

학습자 
표현 능력

표현문형

고정형 표현문형, 비고
정형 표현문형, ...

명사, 동사, 형용사, 
기능어, ...

규칙 추론 과정기능어 의미 추론 과정

◯A ◯B

◯C

◯D ◯E

위의 그림에서 어휘 능력은 가로선의 원으로, 문법 능력은 세로선의 원으로, 그
리고 표현문형은 점으로 된 원으로 비유한다. 학습자가 어휘와 문법을 입력할 때 
A, B의 화살표처럼 표현능력으로 누적된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표현문형은 
어휘와 기능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된 덩어리라 기존 어휘와 문법을 구분하
여 따로 입력하는 방식과 달리, C의 화살표처럼 표현문형을 따로 입력한 학습자는 
가로선(어휘)와 세로선(문법)을 연결해 주는 접점을 획득하듯이 연결 방법을 습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표현문형을 어느 정도 배우고 항목 수가 누적된 다음에 
D, E의 화살표처럼 학습자의 내면에서 배운 덩어리를 분석하게 되고 어휘의 의미
와 문법 규칙을 유추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표현문형은 학습 과정에서 어휘와 문
법을 연결해 주고 어휘 의미와 문법 규칙을 추론하도록 돕는 장치가 된다는 것이
다. 

표현문형의 교육적 의의는 학습자의 기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학
습자가 표현문형과 같은 덩어리 구성으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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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증적으로 학습자가 덩어리 구성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문제점을 어
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초, 중, 고급 수준의 학습자 총 127명을 대상으로 
덩어리 구성에 대한 학습 태도를 5등급 리커트 척도 조사를 하 다. 조사에는 총 
8개의 문항이 있는데 이들에서는 일반적 문법에 대한 태도, 덩어리 구성에 대한 
태도, 덩어리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의 문제점 등에 관해 질문하 다.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請問您學習韓語時，是否偏好傳統規則的記憶，並且認為有較好的學習效果?(한국어를 배울 때 문법 규칙을 외우는 것을 좋아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Q2: 請問您學習韓語時，是否偏好以意義為單位的句模記憶，並且認為有較好的學習效果?(한국어를 배울 때 의미가 있는 덩어리 구성을 단위로 기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Q3: 請問您是否認為記憶一般的語法規則，常無法正確迅速的構句?(문법 규칙만 기억하면 문장을 만드는 데 느리고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까?)
Q4: 文法規則通常沒有針對句模的部分加以說明，因此句模的使用規則，常一知半解。(문법 규칙에서는 덩어리 구성에 대한 규칙이 따로 없어서 덩어리 구성을 사용할 때 확신이 없습니까?)
Q5: 請問您在學習句模時，是否常無法由組成成分推敲出正確意義？(덩어리 구성을 배울 때 흔히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의미적으로 추론하지 못합니까?
Q6: 類似意義的句模，感覺難以區別差異，通常都依照習慣使用。(의미가 비슷한 덩어리 구성을 구별할 때 어려워서 그저 습관대로 씁니까?
Q7: 可以觀察到韓國人在某語境下慣用某種句模，但我對這些資訊無法掌握，也沒有有用的資料可供參考。(한국인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형태의 덩어리 구성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명시적인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방송할 때 대부분 '–기 바랍니다'만 쓴다는 점])
Q8: 請問您在學習句模時，是否認為缺少有系統性的學習資料? (例如缺少針對型態、規則、意義、用法的整合資訊)(덩어리 구성을 배울 때 체계적인 정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

까?[예를 들어 형태, 규칙, 의미, 화용 등에 관한 정보])

위와 같은 문제를 이용하여 초, 중, 고급 단계의 학습자 총 127명에게 조사하
다. 학습자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설문지의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
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나타냈다. SPSS를 통해 계산한 결과 표준화 
Cronbach's α 수치는 .704이고 실무적으로 신뢰도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
다. 각 집단별로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급 단계 집단이다. 본고에서 초급 단계 학습자란 대부분 어학당에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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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수업을 받고 있거나 한국어 학습 경력이 1년 이하이거나, 혹은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수준을 통과한 조사 대상자를 지칭한다. 이들은 학습 경력이 길지 않지만 한
국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 고급 단계 집단과 비교하면 덩어리 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선 이 집단의 응답 양상은 다음과 같
다.

[그림Ⅱ-2] 학습자 태도 분석-초급 단계 집단

1 2 3 4 5

매우 반대             반대                  무의견                   동의              매우 동의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4.13

3.86
4.65

4.03
4.14

3.81
4.14

2.49

초급 집단의 경우, 문항1에서 문법 규칙을 선호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
는 수치가 2.49로 '반대'에 가까웠는데 학습자가 초기 단계에서 복잡한 문법 규칙
을 외우거나 배우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문항2에서 덩어리 구성을 선호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수치가 4.14로 '
동의'의 양상을 보인다. 문항3에서는 일반적인 규칙대로 문장을 만드는 데 느리고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수치가 3.81로 '동의'에 가깝고 이는 어
느 정도 문항1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학습자가 문법 규칙을 선호하지 않고 
문법 규칙이 발화에서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도 생각한다는 것이다. 초
급 단계 학습자는 능숙한 문법 지식이 아직 없으므로 덩어리 구성을 더 선호하는
데 이는 나팅거와 디카리노(Nattinger & Decarrio, 2000: 25-29)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습 초급 단계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선호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 다음
으로 문항4~8은 덩어리 구성의 교육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내용
인데 문항7 외에는 다 동의하는 양상을 보인다. 문항7은 덩어리 구성에 대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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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화용적 정보가 없다는 점에 대해 '동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3.86으로 동의
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 다음은 중급 단계 집단이다. 본고에서 중급 단계 학습자란 대개 정규기관에
서 중급 단계 수업을 받은 적이 있거나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수준을 통과한 학습
자인데 이 집단의 조사 대상자는 총 51명이다. 일단 문항의 리커트 척도 점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Ⅱ-3] 학습자 태도 분석-중급 단계 집단

1 2 3 4 5

매우 반대             반대                  무의견                   동의              매우 동의

문항1

문항3

문항5

문항7
4.13

3.94
4.37

4.24
4.35

3.76
4.08

3.14

중급 집단의 경우, 문항1, 2에서는 초급 집단처럼 학습 과정에서 덩어리 구성의 
학습이 세세한 문법 규칙의 학습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추세를 보인다. 문
항1에서 초급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조금 높은데 이는 중급 단계에 들어가면 문법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기 때문에 문법 규칙에 대해 거부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추정한다. 문항3에서는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문법 규칙은 문장을 만드
는 데 역부족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3.76으로 초급 집단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조
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동의' 쪽에 치우쳐 있다. 그리고 문항4~8은 덩어리 구성의 
교육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내용인데 역시 초급 집단처럼 문항7 
외에는 다른 문항에 대해 다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항7은 비록 '동의'에 이르
지 못하지만 3.94로 동의에 가까운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고급 단계 집단이다. 본고에서 고급 단계 학습자란 대부분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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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으로 배우는 학습자와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수준을 통과한 학습자인데 이에 
속한 조사 대상자는 총 39명이다. 전공 학습자의 경우 보통 4년 이상의 한국어 학
습 경력이 있고 전공 수업에서 어학당처럼 문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법 형태
에 대한 심화 학습과 세세한 문법 규칙도 배운다.13) 장시간 동안 덩어리 구성을 
배우면서도 세세한 문법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이들의 학습 태도는 비교적 균형적
이다. 

[그림Ⅱ-4] 학습자 태도 분석-고급 단계 집단 

1 2 3 4 5

매우 반대             반대                  무의견                   동의              매우 동의

문항1

문항3

문항5

문항7
4.13

3.51
4.13

4.1
4.05

3.41
4.1

3.38

 고급 집단의 경우, 문항1, 2에 의하면 비록 학습 과정에서 세세한 문법 규칙과 
덩어리 구성을 다 배우게 되지만 덩어리 구성이 학습하는 과정에 더 유용하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다. 또한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문법 규칙은 문장을 만드는 데 
역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3.41로 동의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초, 중급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떨어졌다. 이는 학습 경력에 따라 문법 지식이 쌓이고 문법 규칙을 더 쉽
게 사용하게 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문항 4~8에서는 여전히 문항7 외에는 다른 
문항에 대해 다 '동의'하고 있다. 문항7은 덩어리 구성에 대한 참고할 만한 화용적 
정보가 없다는 것에 대해 3.51로 동의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초, 중급보다 동의하
는 정도가 낮았다. 고급 단계 집단의 학습자가 대부분 한국어를 오랫동안 배울 뿐
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재로서의 참고 자료가 

13) 한국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수업과 달리 해외에서의 한국어 수업은 대부분 개별 문법 형
태에 대한 심화 학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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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도 실생활에서 한국어의 화용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정도
가 비교적 높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4장에서의 인터뷰 자료 중에
서 확증할 수 있는데 뒤에서 다시 관련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상으로 각 집단의 대답 양상을 살펴봤다. 우선 이 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문법 규칙과 덩어리 구성 중에 학습자가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의 문제이
다. 우선 문법 규칙에 대한 태도로는 초, 중, 고급 집단 간에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인다.

[그림Ⅱ-5] 문법 규칙 학습에 대한 선호도

1

2

3

4

5

초급 중급 고급

2.49
3.14 3.38

문항1

세 개의 단계를 같이 비교해 보면 학습자가 학습 초기 단계에는 문법 규칙을 선
호하지 않지만 학습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문법 규칙이 학습 과정에서 긍정적인 

향을 준다는 것에 점차 '동의' 쪽으로 가는 추세를 보인다. 그렇지만 완전 동의
가 아니고 그저 동의에 가까울 뿐이다. 이 문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학
습 단계이든 간에 문법 규칙을 외우는 것이 좋다고 보는 학습자가 없고 특히 학습 
초기에는 더욱더 그렇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항3에서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는 데 문법 규칙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단계 간에 다
음과 같은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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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6] 문법만으로 문장을 생성할 때 난점을 느끼는 비율

1

2

3

4

5

초급 중급 고급

3.81 3.76
3.41

문항3

문항 1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초급은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고 중급은 조금 낮
아지고 고급은 가장 낮아진 것을 보면 문장을 만드는 데 문법 규칙이 효율적이라
고 여기는 정도는 학습 단계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 문법 규칙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반면 문항2를 통해 학습자가 덩
어리 구성을 선호하는 추세를 각 단계에서 일제히 보 다.

[그림Ⅱ-7] 덩어리 구성에 대한 선호도

1

2

3

4

5

초급 중급 고급

4.14 4.08 4.1

문항1

초급은 4.14이고 중급은 4.08이며 고급은 4.1이라 모두 '동의'를 넘어 '매우 동
의'에 가깝다. 이를 통해 학습 단계를 불문하고 덩어리 구성을 학습 과정에서 긍정
적으로 여기는 학습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타 문항에서 덩어리 구
성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문항7 외에 다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
항7은 덩어리 구성의 화용적 정보가 교수·학습에서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초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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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으로, 중급은 3.94로, 고급은 3.51로 '동의'에 가까웠다. 
설문 조사 결과는 크게 세 개의 경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항1을 통해 

학습자가 분석적인 규칙에 대해서 초급은 '반대'이고 중급은 비교적 무의견이며 고
급에 가서야 분석적 규칙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고급에도 분석적인 
규칙에 대한 강력한 선호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문항3을 통해서도 이러
한 사실을 역검증(逆檢證)할 수 있다. 

둘째, 덩어리 구성으로 배운다는 것에 대해 급수를 불문하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을 문항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학습자가 덩어리 구성으로 배우는 것에 동의하지만 체계적인 정
보가 없다고도 여기고 있다. 이 세 가지의 결론을 보면 기존 덩어리 구성으로 이
루어진 문형 교육은 일단 학습자에게 선호되는 방식이기는 하나 그 저편에 체계적
인 정보를 제시치 못하는 문제도 안고 있어 학습자에게 만족스러운 교육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크게 보면 덩어리 구성으로 하는 문형 교육은 문법과 어휘
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 있고 또한 학습자의 귀납적 추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외
에 실제 언어 학습 자체에 있어서도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비록 덩어리 구성이 학습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는
데 그 일례로 크라센과 스카셀라(Krashen & Scarcella, 1978: 286)는 덩어리 구
성이 언어 학습에서 성분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언어 습득에 주요
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요즘 외국어 
교육에서 덩어리 구성이 거의 교육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도전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 나온 모어 습득이나 외국어 학습의 연구에서도 덩어리 
구성이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부분 이의가 없다(Nattinger 
& Decarrio, 2000: 26-30). 이 부분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덩어리 구성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거론하고자 하는데 네 개의 측면에서 덩어리 구성의 역할을 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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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성공한 학습자가 외국어를 구사할 때 거의 모어 화자처럼 유창하게 할 경
우가 있다. 이러한 학습자는 여러 언어 성분을 무의식적으로 조립하여 발화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인데 즉 일종의 자동화(automation) 단계이다. 자동화 단계에 
이르려면 학습자가 해당 언어에서 어휘에 대한 심리적 현저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14) 물론 이러한 단계까지는 장시간의 학습과 연습을 투자해야 되지만 그 단
계에 이르기 전에 대안 방법으로 바로 덩어리를 입력한다는 것이다. '덩어리'는 미
리 만들어진 여러 성분의 복합 성분(prefabricated language, PL)으로서 학습자가 
발화할 때 조립과 사고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꺼낼 수 있는 개별 단
위다. 윌리스(Willis, 2003)에서는 인간이 언어를 산출할 때 조립하기보다 갖다 쓰
기라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We simply don’t have time to build up messages a new every time, 
building up sentences by applying grammatical rules. The only way we 
Grammar and lexis and learning can produce language rapidly and fluently is 
by building up routines and relying on 'ready-made elements and 
chunks'.”(Willis, 2003:44)

(우리는 발화할 때마다 문법 규칙을 적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새로운 정보를 
구축할 시간이 없다. 단지 굳은 표현, 미리 만들어진 성분과 덩어리 구성에 의
해서야 빠르고 유창하게 언어를 만들 수 있다.)

윌리스는 언어 산출은 조립 과정이 아니고 미리 조립된 성분과 덩어리를 통하여 
언어를 산출한다고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외국어뿐만 아니라 모어 
화자 같은 경우에도 약 70%의 발화가 이러한 덩어리로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Altenberg & Granger, 2001).

김정은·이소 (2001)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표준 문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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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가 쓰는 일반 문법서와는 달리 관용 구문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한 바가 있다. 이처럼 학
습자가 모어 화자와 달리 문법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 외에 또 다른 것으로 정확성을 제어해야 한다. 특히 의사소통 접근법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도 의사소통만 할 수 있으면 허용된다는 견해는 학습자의 오류 화석
화(fossilization) 등의 여러 문제를 낳게 한다. 2000년 이후에는 잘못된 형태로 인
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어 
왔는데 이러한 가운데 덩어리 구성의 위상도 어느 정도 부상되었다. 덩어리 구성
은 '사용된 언어'를 분석하여 정확하고 관습에 맞는 항목을 추출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문법에 의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 한편, 덩어리 구성은 이미 구조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 조사와 어
미가 다른 성분과 연결할 때의 통사적 규칙을 덩어리 구성의 형태 자체를 통해서 
가시화(可視化)해 준다.

위의 두 가지가 학습자의 출력(output)을 돕는 것이라면 이해 능력 강화는 학습
자의 입력(input)을 돕는 이해 도구(understanding tool)가 된다는 것이다. 범주 
문법에 의한 조사 및 어미 교육은 학습자의 이해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 비교적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조사나 어미가 어려 가지의 문법적 의미를 지니고 
이러한 문법적 의미는 배웠다고 해서 언제나 이해 과정에서 반 되지는 않는다.

(5) -에「14」: 앞말이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

위의 뜻풀이는 주로 '관하여, 대하여, 의하여' 등 특정한 용언 앞에 오는 '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은 한국어 모어화자에게 쉬울지 몰라도 외국인 학습자에게
는 아주 추상적인 설명임에 틀림없다. 실제 문장에서 이 '-에'가 '대상'의 뜻을 나
타낸다는 것에 대해 학습자의 인지도를 측정한 결과 정답률이 겨우 28%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찬규·고예진: 2013). 이는 어느 정도 '-에'의 문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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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이해 과정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학습자가 다른 책략으로 이 조사를 
인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적으로 '-에「14」'에 대해 문법적 의미를 기억하고 
배우는 학습자는 아마 극히 드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 관하여, -에 
대하여, -에 의하여' 등의 형식을 기억하고 덩어리 구성의 의미를 통해서 '-에'의 
의미를 귀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는 조사나 어미의 세부적 의
미를 몰라도 그와 같이 구성된 덩어리 구성의 뜻만 안다면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
게 된다. 한편, 조사와 어미의 문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소와 어휘소가 구성된 
특정한 덩어리 구성의 일부는 요소로부터 뜻을 추론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6)
ㄱ. -기 짝이 없다
ㄴ. -는 마당에

(6ㄱ)은 문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어 화자가 이 구성을 보면 머릿속에 '정도
가 극심함' 정도의 인식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 학습자는 
문맥이 있어도 이를 무슨 뜻인지 금방 추론하기가 어렵다. 어떤 것이 '짝이 없다
‘라는 말은 정도가 극심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러한 파생된 의미는 형태 통째로의 교육이 없으면 이해 과정에서 지장이 될 것이
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추론하기 불가능한 것은 (6ㄴ)이다. (6ㄴ)은 문법화 과정을 
거친 형태인데 의미적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맥이 주어져도 학습
자가 추론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선행 학습이 없다면 이해 과정에서 역시 
지장이 될 것이다.

인간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시에 일반화(generalization) 과정이 내면적
으로 작동이 되기 마련이다. 우리가 알파벳으로 쓰인 어떤 문자열을 볼 때 대부분
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의 발음 규칙으로 그 문자열의 발음을 유추하고 
싶다. 그 이유는 대부분 학습자가 어의 선행 학습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해
당 문자열의 발음을 어 발음 규칙으로 일반화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발음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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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문법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조사
와 어미가 시제, 상, 양태 등의 어법 기능을 행할 때 제반 규칙에 따라 사용된다. 
학습자가 문법 수업에 이러한 규칙에 유의하여 외워야만 정확히 쓸 수 있다. 그러
나 학습자의 언어 산출 자료를 분석하면 종종 문법 규칙을 과잉 적용함으로써 오
히려 오류를 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시제에 관한 과잉 일반화
ㄱ. *어떤 사람은 사실을 알게 되기 후에 더 슬퍼 못 받은 바람에(√받는   
    바람에) 처음에 솔직히 말해 버리는 게 한결 좋다고 본다.(C_A_073)
ㄴ. *어린 때(√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C_M_014）

위의 예문은 학습자가 시제 규칙에 의해 오류를 범한 것인데 '-는 바람에'와 '-
ㄹ 때'의 형태를 주목하게 했다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표
현문형은 일반적 문법 규칙을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학습자의 과잉 일반화
(over-generalization)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표현문형이 지니는 교육적 차원의 타당성과 장점을 살펴보았다. 이러
한 전제하에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표현문형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덩어리 구성을 교육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
다. 예를 들면, 1968년 출판된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Ⅰ,Ⅱ』에서는 덩
어리 구성을 'sequence'라고 칭하고 1969년 출판된 『國語文型教材』에서는 '문형'
이라고 칭하며 또한 최근에는 문형과 표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혼용해서 
지칭한다. 그러나 그동안 덩어리 구성이 문법 범주에서 적당한 위치에 놓이지 못
해 교재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준과 체계 없이 자의적으로 소개되고 있
다.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해 이 절에서는 주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대상으로 그 
교재에서 사용한 덩어리 구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검토하고 형태 및 표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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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15) 교재라면 물론 교육과정
에 따라 각각이 다르겠지만 여기서 가장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주요 대
학 언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선택하 다. 물론 교재 분석의 주요한 목적
은 교재의 질과 교육 과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 시각에 따라 외적
인 구성 분석과 내적인 구성 분석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저자, 출판사, 지
명, 가격 등 실제 내용과 무관한 요소에 대한 분석이고, 후자는 구성, 설명, 도표 
등과 같은 내용에 관한 요소 분석인데, 본 절에서 우리의 주안점은 후자의 분석이
고 특히 덩어리 구성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교육 목표에 의해 구성된 이 교재들
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집필 목표와 간단한 소개를 한 후에 각 교재에서 표현문
형에 대한 수용 양상, 표기 방법, 해석 방법 등 일련의 분석을 통해 해당 교재에서 
제시하는 덩어리 구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분석할 교재는『이
화 한국어』, 『연세 한국어』, 경희대『한국어』, 『세종 한국어』등 4종이고 총 
35권인데 자세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16)

15) 교재는 교육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매체이며 서종학·이미향(2007: 13)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재에 대해서 정의한다.

"교재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 교육 내용을 교육
철학과 함께 교사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물리적 실체로, 교육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총
체적 도구'이다."

교재는 위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말하면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모
든 입력물(input materials)이 다 교재에 해당되는데 교과서류, 부교재, 교사의 언어, 가정
과 이웃의 언어, 방송, 광고 등이 그것이다(민현식, 2000).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재는 
교육기관에서 수업할 때 사용하는 주교재인 교과서에만 한정시킨다.

16) 이 교재들은 따로 마련된 연습서(workbook)도 있기는 하나 내용적으로 볼 때 주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습 문제만 제시하니 이들을 논외로 하고 주교재만 다룬다.

코드 교재명 권수코드 출판 연도 지은이
분
석 
대
상 
교
재

EW 이화 한국어

1-1(SC:中文版) 2010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1-2(SC:中文版) 2010
2-1(SC:中文版) 2010
2-2(SC:中文版) 2010
3-1 2011
3-2 2011
4 2011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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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조사 대상 교재의 목록

위의 목록에서 EW, YS, KH 등은 주요 정규 언어교육기관에서 개발하여 사용하
는 교재라 각 기관에서 그동안 누적된 경험과 이론, 그리고 교육 철학에 의해 만
들어진 것이다. 또한 SJ는 세종학당에서 표준화 과정을 위해 개발된 교재로서, 교
재의 내용을 표준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분석할 만한 대상이 
될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책이라는 측면에서 표준 교재의 특성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17)

17) 이 교재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W『이화 한국어』: 이 교재는 통합 교재로서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균형적으로 담고 있

다. 주요 언어권의 학습자를 위해 1~2급에서는 해당 모국어로 번역된 번역본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국어 모어 화자를 위한 중국어판을 선택했다. 이는 번역과 해석상의 문제도 

6 2012

YS 연세 한국어

1-1(SC:中國語版) 200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2(SC:中國語版) 2007
2-1(SC:中國語版) 2007
2-2(SC:中國語版) 2007
3-1(SC:中國語版) 2008
3-2(SC:中國語版) 2008
4-1 2008
4-2 2008
5-1 2009
5-2 2009
6-1 2009
6-2 2009

KH 한국어

초급Ⅰ 2004 

경희대학교
초급Ⅱ 2008
중급Ⅰ 2008
중급Ⅱ 2009
고급Ⅰ 2004
고급Ⅱ 2005

SJ 세종 한국어

1 2011

국립국어원

2 2011
3 2012
4 2012
5 2014
6 2014
7 2014
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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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나온 한국어 교재는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 항목을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 교재에서 제시한 문법 항목은 대개 조사, 어미, 복합 조사, 복
합 어미, 음운적 규칙, 불규칙 활용, 피동, 존대법, 기능, 덩어리 구성, 중첩 구성, 
문장틀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덩어리 구성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두 
어절 이상인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18) 여기서 장황하게 모든 덩어리 구성을 

병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 교재는 한 과가 어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 교재로서 네 개의 기능 외에 문법을 또 하나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 이
는 요즘 학자들이 말하는 언어의 5가지 기능이 있다는 입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보인다
(Freeman, 2004: 13).

YS:『연세 한국어』: 최초의 한국어교육 기관을 설립한 연세대학교에서 그동안 오래된 교육 
역사와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교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검토 대상인「연세 한국
어」는 한 급이 두 권으로, 1급부터 6급까지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는 「이
화 한국어」와 같이 학습자 모국어로 번역된 별권도 개발되었는데 1~3급은 번역본이 있
으나, 4~6급은 한국어로만 되어 있다. 각과의 내용 구성은 제목, 학습목표, 삽화와 도입, 
대화, 어휘, 문법 연습, 과제, 문법 설명, 대화 번역 등의 순서로 짜여 있는데 문법 제시와 
문법 설명을 따로 구분한 점이 특징이다.

KH:『경희 한국어』: 이 교재는 각종 과제를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역시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중시하는 통합 교재이다. 다른 교재와 달리 초
급에서는 무려 25과 정도의 단원을 배정함으로써 배울 것을 비교적 세 하게 구분하 다. 
또한 각 품사별로 다른 색깔로 표기했기 때문에 침묵식 교수법에서 색깔 카드로 학습자의 
지각을 높여 문법을 익히도록 하는 방법과 형태에 집중하는 형태 초점(FonF)과 같은 의
도라 볼 수 있다.

SJ:『세종 한국어』: 이 교재에서는 유창성과 정확성을 고르게 신장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 활동과 언어 요소를 고르게 매 과에 배정하 고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
으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적 능력 증진을 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 
교재의 특징은 학교 운 에 맞추거나 학습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데에 초점을 두기 
때문인지 교재가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1, 2, 3, 4권은 초급 과정을 위한 것이고 5, 6, 
7, 8권은 중급 과정을 위한 것이다. 한국어 교재 중에서 이러한 배치는 흔히 보이지 않고 
또한 세분화시켜서 그런지 단원당 문법 두 개만 소개하고 있어 문법의 분량이 다른 교재
보다 아주 적은 편이다. 이 교재는 현재로서 8권만 출판되었지만 고급 단계 교재도 개발
되리라 전망된다.

18) 여러 성분으로 구성한 것 중에 연속 어절로 나오지 않은 형태도 있지만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제외하기로 한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중첩 구성'과 '문장틀'로 양분할 수 
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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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본문에 제시하는 것보다 수효를 언급하고 해당 덩어리 형식의 예만 예시하
기로 한다. 각 교재의 덩어리 구성 수는 EW는 130개, YS는 166개, KH는 138개 
등이 있고, SJ는 중급까지만 출판되기 때문에 85개만 있다. 이들 교재에서는 덩어
리 구성의 제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것을 검토
한 다음에 수용 양상의 역검토를 통해 제시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19) 각 교재에
서 제시한 덩어리의 형태는 각기 다르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어절 수

중첩 구성
ㄱ. -건 –건(EW6_10)(KH3-1_03)(YS4-1_04)
ㄴ. -네 -네 하다(EW6_05)
ㄷ. -는 둥 마는 둥 하다(YS6-2_08)

중첩 구성은 대상 교재 중에 총 62개가 나오며 각 교재에서 골고루 제시하고 있다. 중첩 
구성은 한 쌍의 어미나 조사가 있고 항목에 따라 보조 용언까지 제시한 것도 있다. 이러
한 구성은 두 개의 용언과 연결하여 활용하는데 이 두 용언은 수의적 관계일 수도 있고 
대립적 관계일 수도 있다. 그 다음은 비교적 일정한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은 것인데 완전
한 문장을 조립하는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여기서 '문장틀'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문장틀
ㄱ. -(으)로는 –이/가 제일이다(KH3-1_02)
ㄴ. -을 때 -어야 -지(YS5-1_02)
ㄷ. -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YS5-1_01)
문장틀은 부사, 덩어리 구성, 조사, 어미, 용언 등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해 구성된 것이

다. 여러 성분으로 인해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성분 간 뚜렷한 관계가 없고 성분들이 같
이 있을 때도 특정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위에 예시에서 (ㄱ)의 경우 
어떤 것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제일이라는 뜻인데 이 구조의 의미는 문장 차원에서의 의
미이고 일정한 통사적 관계보다 관습적 표현에 가깝다. 또한 (ㄴ)의 경우, 덩어리 구성 
'-ㄹ 때'와 어미 '-어야', '-지' 등의 구성인데 여기의 '-ㄹ 때'는 '-ㄹ 적, -ㄹ 시절' 등
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성분 간 긴 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ㄷ)은 길이가 길뿐더러 완성
형이라 문장틀의 특징이 더 뚜렷하다. 이 구성은 한 용언에만 붙이면 온전한 문장이 되니 
구조 자체가 문장으로 보면 더 타당하다. 기본적으로 문장틀류에 속한 것들은 위에서 언
급한 특징이 있지만 항목 간에 차이도 크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했다고 말하
기가 어렵다.

19) 물론 각 교재에서 문법 항목에 대한 선정 기준을 서두에서 언급하기는 하나 모호한 측
면이 있다. 예를 들면, KH3-1에서는 '문법 항목의 수는 총 150여 개로서 실제 사용 빈도
가 비교적 높은 것, 한국어 문법 이해에 필수적인 것들을 주로 선정하 다'라고 밝혔지만 
여기의 문법 항목은 어미, 조사, 덩어리 구성 등 여러 가지 종류를 지칭할 뿐이고 덩어리 
구성만을 위한 기준이 아니다. 또한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과 이해에 필수적인 것
도 일정 방향이고 정확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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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선두 성분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각 교재에서 제시한 덩어리 구성은 대부분 2어절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총 519
개의 덩어리 구성 중에 2어절식으로 된 것은 무려 453개이다. 2어절식으로 된 것
이 많은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다. 선두 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많은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관형사형 어미, 연결어미, 조사, 종결어미, 전성어미, 선어말 어미, 용언 
등의 차례로 되어 있다. 품사에 대한 판정은 사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표준국
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판정하 다.

◯1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ㄱ. -(으)ㄴ 지(EW2-1_01)(KH2-1_01)(SJ4_02)20)
ㄴ. -는 대로(EW2-2_10)(YS2-2_07)(KH2-1_07)(SJ8_01)
ㄷ. -(으)ㄹ 겸(EW4_05)(KH2-2_07)
ㄹ. -(으)ㄴ/는/(으)ㄹ 바(EW6_10)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류는 덩어리 구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각 교재
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로 시작한 구성은 덩어리 구성 중
에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강한 고정성도 갖고 있다.21) 의존명사는 일부 어미와 
공기하고 특정한 문법적 의미도 나타내기 때문에 종래 국어 연구에서 통사적 관계
와 의미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는 사용에 중점을 두기 때문
에 의존명사 자체에 대한 교육보다 특정 관형사형 어미와 함께 하나의 구조로 제
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보통 초급부터 소개되며 '것', '대로', '만큼', '바' 등 
널리 쓰는 것을 위주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관형사형 어미
-의존명사'의 구성 중에 관형사형 어미와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
지 않은 것도 있는데 각 교재에서 이들을 제시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 

20) 여기서 제시한 덩어리 구성의 형태는 각 교재에서 제시한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리하여 
교재에 따라 '-', '( )' 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21) 조사 대상 교재에서 추출된 519개의 덩어리 구성 중 관형사형 어미로 시작하는 것은 
19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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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류의 구성을 바탕으로 조사, 용언, 어미 등을 첨
가해 비교적 복잡한 형태도 수용되고 있다.

◯2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으)ㄴ/는 데다가(EW3-2_12)(YS2-2_08)(KH2-1_06)(SJ7_06)

◯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을 테니까(EW2-2_12)(YS2-2_10)(KH2-2_03)(SJ8_13)

◯4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종결어미]
-(으)ㄹ 거예요(EW1-2_09)(YS1-2_08)(KH1-2_01)(SJ3_10)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를 바탕으로 하는 다른 형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가 있다.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의 경우 의존명사에 조사가 첨가돼 재구성
된 형태이지만 조사가 첨가되면서 의미적으로 불투명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
목 선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2 는 '-(으)ㄴ/는 데'에 '-다가'가 첨
가된 것인데 '-다가'와 의존명사 '데'가 같이 나올 때 의미의 불투명성이 없으므로 
굳이 따로 제시할 필요 없다. '-(으)ㄴ/는 데'에 '-다가'뿐만 아니라 비슷한 의미
인 '-에'도 첨가할 수 있다. SJ7_02에서는 '-는/(으)ㄴ 데에'가 제시되고 SJ7_06
에서는 '-는/(으)ㄴ 데다가'가 따로 제시되어 있는데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한편, '-는/(으)ㄴ 데'에 '-다가'나 '-에'뿐만 아니라 '-서(-에서, -부터, -까지' 
등도 첨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으)ㄴ/는 데다가'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야 한다. 한편, ◯3 의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구성은 의존명사 '터'
로 구성된 형태이고 뒤에 연결어미 '-니까, -지만' 등과 연결하여 문장에서 연결
어미의 역할을 한다. 또한 ◯4 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종결어미'의 구
성도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주로 초급 단계에서 소개된다. 초급 단계에서 학생들
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다'와 종결어미 '-에요'가 구성된 '-이에요'를 소개하는 
것은 분석 대상 교재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류는 덩어리 구성에 관한 논의에서 늘 주요한 연구 대
상이 된다. 이 두 가지 성분이 구성되면 늘 고정성과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의존명사뿐만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와 일반명사의 구성에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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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특별한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교재에서도 '관형사형 어미-명
사'류의 구성이 많이 등장한다.

◯5 [관형사형 어미-명사]
ㄱ. -ㄴ 후(EW1-2_09)(YS1-2_09)(KH1-2_21)(SJ2_10)
ㄴ. -는 동안(EW2-1_05)(YS2-2_06)(SJ4_09)
ㄷ. -(으)ㄹ 때(EW2-1_02)(KH1-2_21)(SJ2_13)

위에서 제시한 것들은 의존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구성된 것이지만 일정한 통
사적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문법 항목으로 설정할 만하다.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류처럼 '관형사형 어미-명사'류에도 다른 
성분을 첨가하여 별개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6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으)ㄴ 끝에(EW4_04)(YS6-1_03)

◯7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조사]
ㄱ. -(으)ㄴ/는/(으)ㄹ 경우에는(KH3-1_04)
ㄴ. -는 날엔(YS6-2_06)

위에서 보인 것처럼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의 구조로 구성된 '-(으)ㄴ 끝에'
는 명사 '끝'에다가 조사 '-에'를 첨가하여 끝난 시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의
미적으로 볼 때 불투명성이 없지만 명사 '끝'이 조사 '-에'와 제한적으로 공기하기 
때문에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할 만하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조사'의 
구조로 된 '-(으)ㄴ/는/(으)ㄹ 경우에는'은 보조사 '-는'을 첨가하여 강조의 의미
만 가미할 뿐인데 '-는'을 첨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간에 의미 자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꼭 이 형태를 교육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관형사형 어미로 구성된 2어절식의 마지막 형태는 관형사형 어미와 용언의 구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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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형사형 어미-용언]
ㄱ. -(으)ㄹ 만하다(EW3-1_05)(YS3-1_04)(KH2-1_06)(SJ8_04)22)
ㄴ. -(으)ㄴ/는/(으)ㄹ 듯싶다(KH3-1_07)(YS5-2_06)

관형사형 어미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하기는 하나 용언을 수식할 때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용언은 대개 명사를 바탕으로 하여 '-하다'를 붙여 구성된 용
언이다. 그 외에 (◯8 ㄴ)처럼 '듯'과 '싶다'로 구성된 '듯싶다'도 있지만 KH3-1_07, 
YS5-2_06에서 한 번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연결어미로 시작한 구성을 살펴보자. 연결어미로 시작한 덩어리 구
성은 총 139개인데 이 중에 연결어미와 용언으로 구성한 것과 이를 바탕으로 조
사와 어미를 첨가하여 구성한 것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다.

◯9 [연결어미-용언]
ㄱ. -으면 되다(YS3-2_08)(SJ5_13)
ㄴ. -(으)ㄴ/는지 알다(EW2-2_12)(KH2-1_03)(KH2-1_04)

연결어미와 용언이 같이 구성된 덩어리 구성에서는 주로 (◯9 ㄱ)처럼 특정 연결
어미와 용언이 제한적으로 공기하는데 여기의 용언은 대부분 보조 동사(예: -어 
놓다, -어 보다)와 보조 형용사이다. 이러한 구조는 국어학에서 보조 용언의 범주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연결어미-용언'에서 보조 용언의 구조도 있지만 그렇지 않
은 것도 있다. (◯9 ㄴ)처럼 연결어미 '-ㄴ/는지' 뒤에 용언 '알다'를 붙여 관용적으
로 쓰는 형태인데 이 형태에서의 '알다'가 보조 용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동
사로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흔히 쓰는 표현이라 거의 
모든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연결어미-용언'의 구성을 바탕으로 하는 확장 형태도 있다.

22) '-(으)ㄴ/는 편이다(EW3-2_10)(YS3-1_01)(SJ4_12)'의 구성도 어절로 구분하면 [관
형사형 어미-용언]류에 들어갈 수 있지만 '편이다'는 '의존명사+이다'의 구성으로 분석할 
수 있어 '체언+이다'류의 용언은 본 연구에서 용언으로 보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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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ㄱ. -다 보면(EW3-2_15)(KH2-2_04)(SJ7_01)
ㄴ. -다 보니까(EW3-2_12)(SJ8_11)

◯11[연결어미-용언/종결어미]
-지 그래(SJ7_01)(KH2-2_01)(YS3-2_07)

◯12[연결어미-부사]
-느라고 못(SJ6_02)

◯13[연결어미-의존명사/이다]
-게 마련이다(YS4-2_08)

◯14[연결어미-명사/이다/연결어미]
-(으)니까 말인데(KH3-1_02)

 이들은 용언 뒤에 다른 연결어미나 부사를 붙여 문장을 확장시키는 일정의 구
조를 삼아 소개하고 있는데 ◯10의 경우 연결어미 '-다'와 보조 용언 '보다', 그리고 
연결어미 '-면', '-니까'가 같이 구성된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는 특정한 의미를 나
타낼 뿐만 아니라 형태적 고정성도 있기 때문에 교육 항목으로 제시할 만하다. 또
한 ◯11도 마찬가지다. '-지 그래(요?)'는 문장 마지막에 붙여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
는데 각 교재에서 대부분 이 형태를 바로 쓸 수 있도록 문장 완성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12의 경우는 연결어미와 부사로 구성된 형태이지만 이 
두 개의 성분 간 특별한 공기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뚜렷한 의미도 나타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다음 장
에서 표현문형의 기준을 제시할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13의 경우, 연결어미 
'-게', 의존명사 '마련', 그리고 '이다' 등이 같이 구성된 것인데 이러한 구성은 조
사 대상 교재 중에 2번만 나왔다. 마지막으로 ◯14의 경우, 비교적 특수한 형태 구
성인데 모든 대상 교재에서 한 번만 나왔다. 이러한 형태는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한 화제를 도출할 때 쓰는 담화표지의 속성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 조사로 시작하는 유형이다. 조사로 시작하는 것 중에 거의 모든 항
목이 용언을 포함하고 있고 조사, 연결어미, 용언 등을 첨가하여 확장된 구성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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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그리고 극소수가 용언이 없는 항목인데 이들 중에 부적절한 항목도 없
지 않다. 조사로 시작하는 구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5[조사-용언]
ㄱ. -이/가 아니다(KH1-1_07)(SJ3_01)(YS1-1_01)(EW1-1_02)
ㄴ. -에 있다(KH1-1_04)(SJ1_03)
ㄷ. -만 못하다(YS3-1_04)

조사와 용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유형은 가장 대표적이고 수효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 ◯15와 같은 구성은 (◯15ㄱ, ㄴ, ㄷ)처럼 대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5
ㄱ)은 주격조사와 '아니다'가 공기하는 것인데 어떤 사실을 부정할 때 쓰는 구조라 
보통 초급에서 소개된다. 이러한 구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같은 주격조사로 시작
된 것으로 SJ2_04에 있는 '-이/가 걸리다'도 있는데 이 구조의 선택 기준이 (◯15
ㄱ)보다 비교적 모호한 것 같다. '-이/가 걸리다' 항목은 빈도순으로 선택되었는지 
모르지만 만약 어휘 '걸리다'를 가르치면서 그의 논항 정보를 제시하면 이 항목은 
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15ㄴ)의 경우, 이 구조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역시 교재마다 초급에서 소개된다. 교재 간에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에' 뒤에 특정한 용언이 와 몇 개의 덩어리 구성이 형성된다. 예를 들면, '-
에 가다', '-에 오다', 그리고 후에 소개될 '-에 따라', '-에 의해' 등이 있다. 세 
번째로 (◯15ㄷ)은 의미의 불투명성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특별한 교수가 없
으면 학습자가 터득하기가 어렵다. 한편, 이러한 기초에서 다른 성분이 추가되어 
구성한 확장 형태는 다음 몇 가지 있다.

◯16[조사-용언/연결어미] 
ㄱ. 에 대해(서)(EW2-1_01)(KH2-1_01)(YS2-2_06)
ㄴ. -에 의하면(KH2-2_05)(YS4-1_05)(KH2-1_07)

◯17[조사-용언/연결어미/조사]
-(으)로 보아서는(KH3-1_05)(YS4-2_09)

◯18[조사/조사-용언]
-만이 아니다(KH3-2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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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사/조사-용언/연결어미]
에도 불구하고(SJ8_03)

◯20[조사-부사]
와/과 달리(SJ6_03)

◯16은 용언 뒤에 연결어미가 오는 구조인데 여기의 용언은 대부분 불완전 동사에 
속한 것이다. 예를 들면, (◯16ㄱ, ㄴ)의 ‘대하다’와 ‘의하다’ 외에 ‘비하다’, ‘고사하
다’, ‘인하다’ 등이 있다. 이 용언들은 제한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 연결어미
만 공기하여 형태적 고정성이 강하다. ◯17은 이 기초에서 조사, 특히 조사 '-는'을 
첨가하여 구성한 형태인데 조사 '-는'이 이 구성에서 연결어미와 같이 나올 때 '가
정'의 의미를 갖게 되어 의미적 불투명성이 있다. 그러나 '-는'이 있다고 해서 다 
타당한 항목이 아니다. 예를 들면, 만약 '-에 대해서' 뒤에 '-는'을 첨가하여 '-에 
대해서는'의 항목을 설정하면 경제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의미적 불투명성
이 없기 때문이다. ◯18은 굳이 항목으로 제시할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이 구성을 '-로 보다'와 '-ㄹ 때' 등 비교적 작은 덩어리 구성으로 양
분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간에도 공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19는 '-에'와 '-도'
의 결합은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구하다'의 활용형도 원칙적
으로 '불구하고'만 존재하니 항목으로 제시할 만하다. ◯20은 조사와 부사의 조합인
데 이러한 구성은 모든 교재 중에 겨우 두 개만 존재한다. 예시로 든 '와/과 달리'
와 '-은 물론(YS3-2_10)' 뿐이다.

그 다음으로 전성어미로 시작하여 구성된 덩어리이다. 전성어미로 구성한 것 중
에 가장 많은 것은 전성어미와 용언의 구성이다.

◯21[전성어미-용언]
-기 바라다(SJ5_10)(EW2-2_11)

전성어미로 시작한 구성은 거의 다 전성어미 '-기'로 시작한 것이다.23) '-기'와 

23) YS4-2_10에서 전성어미 '-음'으로 시작한 '-음에 따라'가 있는데 분석 대상 교재에서 
한 번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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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의 구성에서는 용언의 종류가 단 하나뿐인데 즉 ◯21에서의 '바라다'이다. 간혹 
'-기 마련이다(EW4_07)(KH2-2_07)'와 같은 구조도 전성어미와 용언의 구성으
로 볼 수 있으나 각주 22)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명사+이다’의 구성이니 해
당 분류에서 검토한다. 한편, 물론 이러한 기초에서 조사나 연결어미를 붙여 확장
된 형태도 있고 마찬가지로 명사와 의존명사로 구성된 형태도 있다.

◯22[전성어미-용언/연결어미]
-기 위해(서)(EW2-1_06)(KH2-1_02)(SJ4_04)(YS2-2_08)

◯23[전성어미/조사-용언]
-기로 하다(KH1-2_18)(SJ3_05)(YS2-1_04)

◯24[전성어미/조사-용언/연결어미]
-기는 하지만(EW3-1_02)(KH2-1_02)(YS2-1_03)

◯25[전성어미-명사/조사]
-기 전에(EW1-2_14)(KH1-2_23)(SJ3_09)(YS1-2_10)

◯26[전성어미-의존명사/조사]
-기 때문에(EW2-1_03)(KH1-2_14)(SJ3_14)(YS2-1_01)

◯27[전성어미-조사-용언/연결어미]
-기는 고사하고(EW6_06)

◯22의 경우, 용언 뒤에 일부 연결어미를 붙여 연결어미의 기능을 나타낼 뿐더러 
특정한 의미도 나타낸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때 '-기 위해'란 구
조가 관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모든 교재에 제시되어 있다. 전성어미 뒤에 조사
를 붙여 동사와 같이 나온 형태로 ◯23과 같은 경우, 문장 마지막에 쓰는 것인데 뒤
에 오는 용언에 따라 항목으로 제시할 때 부적절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EW2-2_13에서 '-기가 쉽다'라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가 쉽
다'는 고정성이 그다지 견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SJ3_04에서 제시한 '-기가 싫
다/ 힘들다/ 쉽다/ 어렵다'라는 항목을 보면 '-기'와 '쉽다'는 형태적인 고정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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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의미도 전적으로 뒤의 용언으로부터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빈도로 분석할 때 일정한 교육적 가치가 있지만 성분 간 통사적인 관계나 
제한이 없다. 레이(Wray, 2008: 95)에서는 이러한 구조는 빈도에 기초한 문자열
(word string)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하여 교육적 가치를 볼 때 제시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 이러한 구성은 표현문형에 범주 안에 넣지 않으려는 입장이
다. ◯24는 전성어미에 조사를 붙인 것인데 '-기는 하지만'처럼 여기의 조사 '-는'이 
원칙적으로 생략될 수 없고 '-기는 하지만'이 어떤 것을 인정한 다음에 대립되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뜻으로 특정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제시할 만하다. 다음으로 
◯25, ◯26, ◯20의 구성은 다 하나만 있는 것이다. ◯25의 구성은 '-기 전'이라는 항목만 
있고 교재마다 다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26도 마찬가지인데 전성어미 뒤에 의
존명사가 오는 구조는 '-기 때문에'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7도 EW6_06에
서 한 번만 제시되었다.

그 다음은 종결어미로 시작하는 구성이다. 종결어미로 시작하는 구성 중에 '-ㄴ다
고, -냐고, -다고, -라고, -자고' 등으로 구성된 것이 있는데 이들은 종결어미와 격
조사로 구성되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미'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수효가 많
아 별개로 언급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순수한 종결어미의 경우만 살펴보고자 
한다. 종결어미로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종결어미와 용언의 구성이다.

◯28[종결어미-용언]
ㄱ. -을까 보다(YS2-1_03)(EW2-2_14)(KH2-1_04)(SJ4_03)
ㄴ. -나 보다(EW3-2_09)(KH2-1_03)(YS2-2_08)

대상 교재에서 종결어미와 용언이 같이 조합된 구성은 획일적으로 '-ㄹ까'나 '-
나'가 보조 용언 '보다, 싶다, 하다' 등과 조립된 것인데 이들은 걱정, 계획, 추측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교재마다 이들을 기술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비
슷한 의미를 띤 구조를 뒤에 오는 용언별로 개별적으로 기술한 연세대 교재의 경
우는 '-을까 하다(YS2-1_03)'와 '-을까 보다(YS4-2_10)'는 두 개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연결형 '-
을까 봐(YS3-2_07)'처럼 특정한 연결어미를 첨가하여 기술하는 것은 비교적 타
당하다. '종결어미-용언/연결어미'의 구성과 다른 확장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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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종결어미-용언/연결어미]
-(으)ㄴ/는가 하면(EW4_07)(KH3-1_03)

◯30[종결어미-용언/관형사형 어미]
-으리라 생각하던(YS5-2_09)

◯31[종결어미/조사-용언]
-(으)ㄹ지도 모르다(3-2_10)(YS3-2_08)

◯29가 타당한 이유는 연결어미 '-면'은 '-(으)ㄴ/는가 하다'와 연결할 때 '대립'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다른 사실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의 '-
면'은 수의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서 비슷한 의미인 '-는다면', '-다가는' 등
과 연결할 때 부적절하다. 한편, ◯30은 다소 타당하지 못한 것 같다. '-으리라'와 '
생각하다'와 '-던'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종결어미-용언/관형사형 어미'
의 구성은 YS5-2_09에서 한 번만 나오고 다른 교재에서 나오지 않아 비교적 특
수한 형태다. 그리고 ◯31의 경우 종결어미 뒤에 조사가 오는 것인데 여기의 조사는 
주로 '도'가 오는 것이다. 종결어미와 용언 사이에 보조조사 '-도'를 첨가하여 구성
한 것은 대상 교재에서 ◯31의 예처럼 한 개만 나온다. 

그 다음으로 형태적으로 분석하면 종결어미에 속하지만 수효가 많고 축약 형태
가 다양하여 별개로 처리한 인용법에 관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들을 종
결어미도 연결어미도 아닌 어미로 처리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구분하기 위해 ‘인용
어미’로 칭하겠다.24)　이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2[인용어미-용언]
ㄱ. -다고 하다(SJ6_10)
ㄴ. -(으)냐고/느냐고 하다(SJ6_11)
ㄷ. (이)라고 하다(EW2-1_01)

종결어미 '-는다/ㄴ다/다', '-냐', '-라'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조사 '-고'를 첨가

24) 이들에 대한 형태론적 분석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인용어미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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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인용어미 뒤에 '하다, 치다, 묻다' 등의 동사를 붙이는 것인데 인용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다. 이러한 형태에 대해 교재마다 약간의 차이를 두고 처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KH2-1_05에서 '-냐고 하다/묻다'를 한 항목에 두 개의 용언을 
제시하는 반면에 YS2-2_07에서 '-냐고 하다'처럼 한 용언만 제시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은 다른 성분을 붙여 확장된 형태들이다.

◯33[인용어미-용언/연결어미]
-는다고 해서(YS3-1_04)(YS4-1_01)

◯34[인용어미-용언/종결어미]
-다고 할까?(KH3-1_01)

◯35[인용어미/조사-용언]
-는다고들 하다(YS4-1_04)

◯36[인용어미/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는다는 듯이(YS6-2_06)

◯37 [인용어미/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는다는 것이(YS3-2_07)

◯33의 경우 연결어미를 첨가하여 덩어리 구성 전체가 연결어미의 노릇을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여기의 연결어미는 제한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수의적 관계이다. ◯33의 
예시처럼 연결어미 '-어서'를 붙일 수 있고 '-아도', '-는데' 등도 붙일 수 있다. 
YS4-1_03에서는 '-는다고 해도'를 제시하고 YS3-1_03에서는 '-는다고 하던데'
를, 그리고 YS3-1_04에서는 '-는다고 해서'를 각각의 별개 항목을 기술하고 있는
데 역시 경제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34도 역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ㄹ까' 외에 다른 종결어미도 올 수 있으므로 굳이 설정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35는 '-는다고'에 조사 '들'을 첨가하여 복수를 나타내는데 '-는
다고들 하다'와 '-는다고 하다'의 의미 차이는 전적으로 보조사 '-들'에 의해 결정
되니 보조사 '-들'에 대한 교수가 필요하지 항목을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그리고 ◯36, ◯37은 일정한 의미가 없고 제한적 구성이 아닌 일반 통사 규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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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데 대상 교재에서 한 번만 나온다.
그 다음은 선어말 어미로 시작하는 유형이다. 선어말 어미로 시작하는 것은 주

로 시상을 나타내는 '-았-', '-겠-'으로 구성된 것인데 일부 덩어리 구성이 이들
과 함께 나왔을 때 특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들은 대개 한 형태에 한 가지만 존
재하여 수효가 많지 않다. 

◯38[선어말 어미/연결어미-용언/선어말 어미/종결어미]
-었으면 좋겠다(YS2-1_03)(EW3-2_12)(KH2-2_03)(SJ3_13)

◯39[선어말 어미/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겠거니 하고(EW6_08)(YS6-1_02)

◯40[선어말 어미/관형사형 어미-명사]
았/었을 때(EW2-1_02)

◯41[선어말 어미/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었을 것이다(YS3-2_10)

◯42[선어말 어미/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었을 텐데(YS3-1_05)

◯38의 경우, '-었으면' 뒤에 '좋다', '싶다', '하다' 등과 같이 있을 때 희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니 모두 교재에서 '-었으면 좋겠다'를 제시하고 있다. ◯39의 구성은 
비교적 드문 편이다. 그리고 ◯40, ◯41, ◯42는 시상어미를 첨가함으로써 과거 완료, 과
거 추축, 후회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덩어리 구성에 선어말 어미로 시
작한 것은 비교적 드물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각 형태에 한 가지의 항목만 존재한
다.

여기까지는 어미와 조사로 시작한 2어절식인 덩어리 구성을 살펴보았다. 대체적
으로 덩어리 구성은 거의 다 어미와 조사로 시작하지만 대상 교재에서 예외도 발
견하 다. 용언으로 시작한 두 개의 항목과 명사로 시작한 한 개의 항목이다.

◯43[용언/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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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YS4-2_09)

◯44 [용언/종결어미/조사-용언]
-달라고 하다(YS2-2_07)

◯45[명사/조사-용언/연결어미]
-전만 해도(YS3-2_10)

그 다음은 3어절식으로 구성된 것인데 총 55개이다. 3어절식으로 된 덩어리 구
성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관형사형 어미-체언-용언'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일부 항
목 빼고는 거의 모두 다 관형사형 어미로 시작하고 두 번째 자리의 체언은 명사와 
의존명사가 양분하며 세 번째 자리의 용언은 몇 개의 용언만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46[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으)ㄴ/는/(으)ㄹ 것 같다(EW2-1_07)(KH1-2_18)(SJ3_06)(SJ4_13)

◯47[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연결어미]
-을 수 없으리만치(YS5-2_09)

◯48[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종결어미]
-는/(으)ㄴ 거 아닐까(SJ8_07)

◯46의 경우 전형적인 구조인데 이 세 개 어절 간에 선택 제한 관계가 일어난다.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서처럼 수의적으로 올 수 있지만 
'-ㄹ 수 있다'처럼 '-ㄹ'만 허용하는 구조도 있다. 또한 용언도 일부만 허용하는데 
다음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각 교재에서 3어
절식 항목에 대한 선정이 비교적 일치하나 기술 방식이 약간 다르다. 예를 들면, 
EW2-1_07에서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한 항목으로 보지만 SJ3_06과 
SJ4_13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 각각 '-는/(으)ㄴ 것 같다'와 '-(으)ㄹ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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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으로 양분하 다. 한편, 이러한 기본 형태 외에 용언에 연결어미를 넣어 덩
어리 구성이 연결어미 노릇을 하는 ◯47의 형태가 있고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48
의 형태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대상 교재에서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 
구성이 아니다. 용언 뒤에 다른 것을 첨가하기도 하고 의존명사 뒤에도 일부 조사
를 첨가하기도 한다. 

◯49[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
-(으)ㄴ 적이 있다(EW2-1_05)(SJ4_09)(YS2-1_02)

◯50[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연결어미]
-(으)ㄹ 뿐(만) 아니라(EW3-1_03)(KH2-2_02)(SJ6_09)

◯51[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종결어미]
-ㄹ 수가 있어야지(YS4-1_03)

◯49, ◯50, ◯51은 의존명사 뒤에 조사를 첨가한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의존명사 뒤에 
오는 조사는 아주 제한적이며 각 교재에서 가장 자주 쓰는 조사를 중심으로 기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형사형 어미 뒤에 의존명사가 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일반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52[관형사형 어미-명사-용언/연결어미]
-는 셈 치고(KH2-2_05)

◯53[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용언(있다없다류)]25)
ㄱ. -(으)ㄴ/는 감이 있다(EW6_01)(KH3-1_08)
ㄴ. -을 필요가 없다(YS4-2_10)

◯54[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용언(있다없다류)/연결어미]
-는 한이 있더라도(YS6-2_09)

◯52, ◯53, ◯54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명사가 오는 것인데 의존명사가 아니지만 뒤

25) 용언 뒤에 괄호를 친 것(예: ‘(있다없다류)’)은 용언의 선택 제한성을 지닌다는 의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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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는 용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명사에 붙이는 조사도 역시 한정된다. 마찬가
지로 각 교재에서 역시 흔히 오는 조사가 붙는 형태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53ㄴ)의 경우, 일반명사 '필요'와 용언 '없다' 사이에 제한적으로 오는 
'-는', '-가' 등 중에 '-가'를 선택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 다음은 관형사형 어미 
외에 다른 어미로 시작하는 것인데 대상 교재에서 겨우 9개만 나왔다. 어미로 시
작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55[연결어미-부사-용언]
-(으)면 안 되다(EW1-2_15)(SJ3_08)(YS2-1_02)

◯56[연결어미-용언/종결어미/조사-용언]
-아/어 달라고 하다(SJ6_12)

◯57[선어말 어미/관형사형 어미-명사-용언(같다류)]
-었던 것 같다(YS3-1_05)

◯58[종결어미/조사-용언/연결어미-용언]
-느냐에 달려 있다(EW6_02)

연결어미와 보조 용언 사이에 부사가 오는 ◯55의 구조는 모든 교재에서 단 한 번
만 나왔다. '-(으)면 안 되다'라는 구성은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면 
되다'의 구조에 부사 '안'을 첨가한 것이다. 한편, ◯56, ◯57, ◯58은 모든 교재에서 한 
형태에 한 번만 나왔는데 보편적인 구성이 아니다. 그중에 ◯56의 경우, YS2-2_07
에서도 '달라고 하다'의 형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해 주
는 연결어미 '-아/어'의 유무에 따라 각 교재에서 달리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57은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던'이 결합된 형태와 '것 같다'가 구성된 것
이다. 일부 교재에서는 '것 같다' 앞에 어떤 어미가 오느냐에 따라 따로 표기하기
도 한다. 예를 들어, YS1-2_09에서는 '-ㄹ 것 같다', YS3-1_05에서는 '-었던 
것 같다' 등으로 구별하여 기술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조사로 시작하는 것을 
살펴보자. 이 부류에 속한 것은 세 개밖에 없고 역시 한 형태에 한 개의 항목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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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사-용언/관형사형 어미-명사]
-(으)로 볼 때(KH3-1_05)

◯60[조사-용언/연결어미-용언]
-에 달려 있다(YS4-1_05)

◯61[조사-부사-명사/이다/종결어미]
-이/가 다 뭐예요?(KH2-2_08)

◯59의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으)로 볼 때'는 제한적 구성이 아
니기 때문이다. '-(으)로 볼 때' 뿐만 아니라 '-(으)로 판단할 때', '-(으)로 고려
할 때' 등도 비슷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이 형태 자체도 의미의 불투명성이 없
다. 또한 ◯61도 비교적 관용구의 범주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이/가 다 뭐예
요?' 앞에 명사만 오면 완전한 문장이 되니 이 구성은 문장을 만든 성분이 아니라 
구성 자체가 문장의 틀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대상 교재에서 제시한 덩어리 형태는 앞에서 본 2, 3어절식 외에 4어절식으로 
된 것도 제시하고 있는데 총 5개만 있어서 수적으로 아주 적다. 그러나 이러한 구
성은 대부분 더 작은 덩어리 형태를 조합한 것이어서 경제성을 결여한 측면이 있
다.

◯62[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부사-용언]
-지 않으면 안 되다(YS2-2_06)

◯63[인용어미-용언/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는다고 할 수 있다(YS3-2_10)

◯64[인용어미/조사-용언/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는다고도 할 수 있다(YS5-2_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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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는 4어절식인 덩어리 구성인데 다음과 같이 더 작은 덩어리 구성으로 분
석할 수 있다.

(8)
ㄱ. -지 않으면 안 되다 > -지 않다 + -으면 안 되다
ㄴ. -는다고도 할 수 있다 > -는다고도 하다 + -ㄹ 수 있다

학습자에게 이와 같은 하위 형태를 가르치면 ◯62~◯64처럼 조합된 형태를 다시 가
르칠 필요가 없다. 성분과 성분을 조합할 때 만약 의미의 불투명성이 발생한다면 
덩어리 구성을 교육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62~◯64는 그렇지 않다. 연세대 교
재를 예를 든다면 초급에서 '-지 않다(YS1-1_04)'와 '-으면 안 되다(YS2-1_0
2)'를 이미 항목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들의 결합형인 '-지 않으면 안 
되다(YS2-2_06)'를 다시 항목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비록 항목과 항목으로 조합된 것이 아니지만 하위 항목의 기초에서 확대된 
형태이니 역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65[연결어미-용언/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종결어미]
-(으)니 할 수 없지요(KH3-1_02)

◯66[전성어미/조사-용언/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기(가) 이를 데 없다(EW5_03)

이상으로 모든 대상 교재에서 나온 덩어리의 구성 형식을 알아보았다. 각 교재
에서는 덩어리 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덩어리 구성이 교재에서 주요한 내
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주요한 내용을 제시할 때 기준과 잣대가 
없어서 부적절한 항목이 많다는 것을 일련의 논의를 통해 확인했는데 이러한 문제
는 덩어리에 대한 명확한 범주 설정이 없는 데서 나온 것이다. 한편, 네 종의 교재
에서 총 항목 수 519개 중에 총 66가지의 형식이 나오는데 교재 간에 형식 수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또한 급수에 따른 차이도 없지 않다. 이를 도표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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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8] 각 교재에서의 항목 수와 형태 수 분포 양상

우선 각 교재에서 급수에 따른 항목 수와 형태 수의 차이를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항목 수에 있어서는 모두 다 'ㅅ'의 모양으로 나오는데 즉, 초, 고급보다 
중급에서 항목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
할 수 있다. 첫째, 초급에서 기본적인 어미와 조사, 그리고 특정한 문법 범주를 단
위로 시작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볼 때 중급보다 덩어리 형식을 제시하지 못한다
는 점이 있고 둘째, 고급에서는 형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덩어리와 덩어리가 함
께 구성된 문장틀과 중첩 구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덩어리 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 추세로 미루어 보면 급수가 오름에 따라 '단일 형태 → 
덩어리 구성 → 덩어리+덩어리 구성'의 순서로 각 교재에서 교육 항목을 제시한다
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태 수에 있어서는 EW 외에 대개 항목 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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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인다. EW는 초, 중, 고급 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각 급
에서 비슷한 형태로 덩어리 구성을 제시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교재 간의 편차도 많아 보인다. 다른 교재에 비하여 KH에서는 초급과 중
급 간의 항목 수와 형태 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항목 수가 갑자기 네 
배로 폭등하고 형태 수도 갑자기 다양해지니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목 수와 형태 수뿐만 아니라 각 교재 간에 덩어리 구성에 대한 수용 차이도 
많은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네 종의 교재 중 SJ는 중급까지만 출판되어서 항목의 
수용 양상 분석은 배제하고 EW, YS, KH 등에서 나온 것만 조사하 다. 총 434개
의 덩어리 구성에 대해 비슷한 항목을 한 가지로 통합하고 정리한 결과 229개의 
고유 항목이 남았다.26) 이 고유 항목에 대해서 '전체 공유', '일부 공유', 그리고 '
독자적 부분'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26) 같은 항목인데 기술의 차이만 있고 같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한 개로 정리하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는 탓에 (YS6-1_05)
ㄴ. -(으)ㄴ/는 탓에(KH2-2_03)  >   하나로 통합 >   고유 항목: -ㄴ/는 탓에
ㄷ. -(으)ㄴ/는 탓(EW4_05)

전체 공유 
-고 나서, -고 있다, -곤 하다, -기 때문에, -기 위해서, -기 전에, -기는 하지만, -

기로 하다, -기에 망정이지, -ㄴ 채, -ㄴ 후에, -ㄴ/는 가운데, -ㄴ/는 대로, -ㄴ/는 데다
가, -ㄴ/는 만큼, -ㄴ/는 반면에, -ㄴ/는 법이다, -ㄴ/는 셈이다, -ㄴ/는 탓에, -ㄴ/는/ㄹ 
것 같다, -ㄴ/는/ㄹ 김에, -ㄴ/는/ㄹ 모양이다, -ㄴ/는/ㄹ 바, -ㄴ/는/ㄹ지 알다/모르다, -ㄴ
/는가 하면, -ㄴ/는다고 하다, -나 보다, -냐고 하다, -는 바람에, -는 한, -다 보니까, -
다 보면, -ㄹ 거예요, -ㄹ 겸, -ㄹ 때, -ㄹ 만하다, -ㄹ 뻔하다, -ㄹ 뿐만 아니라, -ㄹ 
수 있다/없다, -ㄹ 테니까, -ㄹ 텐데, -ㄹ까 봐서, -려고 하다, -로 인해서 ,아/어/여 놓다, 
-아/어/여 버리다, -아/어/여 보다, -아/어/여 보이다, -아/어/여 있다, -아/어/여 주다, -
아/어/여서 그런지, -아/어/여야 하다/되다, -았/었/ 으면 좋겠다, -에 대해서, -에 비해서, 
-으라고 하다, -은 고사하고, -이/가 아니다, -이라고 하다, -자고 하다, -지 않다

총 61개
일부 공유

EW,YS: -로 인해, -겠-거니 하고, -고 싶다, -기 나름이다, -ㄴ 끝에, -ㄴ 적이 
있다/없다, -ㄴ/는 대신에, -ㄴ/는 이상, ...(하략)

YS,KH: -지 말다, -고 말고요, -고 말다, -고 보니, -고 해서, -는 데, -ㄴ/는/ㄹ 
듯싶다, -ㄴ/는다고 해도, ...(하략)

KH,EW: -기 마련이다, -기가 일쑤이다, -ㄴ 나머지, -ㄴ 지, -ㄴ/는 감이 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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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교재에서의 덩어리 구성 양상

'전체 공유'란에 있는 덩어리 구성은 모든 대상 교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중 대
상 교재에서 한 형태에 대해서 의미별로 기술하기 때문에 세 번 이상으로 나온 것
도 있다. 예를 들면, '-ㄴ/는/ㄹ지 알다/모르다'가 총 다섯 번 나왔는데 YS(2-1_0
5, 2-2_06)와 KH(2-1_03, 2-1_04)에서는 각각 두 번 나오고 EW(2-2_12)에
서는 한 번 나왔다. 각 교재에서 이 형태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의미별로 구분하
여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교재에서 나온 덩어리 구성은 비율적으로 보면 4
분의 1정도만 차지하니 각 교재 간에 이질성(異質性)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두 나온 것이 있는가 하면 일부 교재에서만 나온 것도 있다. 예를 든다
면 '일부 공유'란에서의 '-지 말다'처럼 YS1-2_07, KH1-2_04에서는 제시되지만 
EW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또한 EW, YS에서 제시한 '-고 싶다'는 일반 언어생활
에서 많이 쓰이고 형태적으로 일정한 고정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KH에서는 표제
어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공유와 일부 공유뿐만 아니라 각 교재에서 독자적인 항목도 많이 확

마당에, ...(하략)
총 61개

독자적 부분
EW: -기 바라다, -기가 쉽다, -기가 이를 데 없다, -ㄴ 덕분에, -ㄴ/는 양, -는 게 낫다, 

-ㄹ 때마다, ...(하략)
YS: -게 마련이다, -기는 하는데, -기만 하다, -ㄴ/는다는 것이, -는 날엔, -는 축에 

들다, -던 차이다, ...(하략)
KH: -고 나다, -기 십상이다, -기 짝이 없다, -기에 달리다, -ㄴ 망정이지, -니까 

말인데, -만 하다, ...(하략)
총 107개

각 교재의 분포 양상 모든 교재의 분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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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위의 '독자적 부분'에서 보이듯이 각 교재만의 독자적인 항목이 무려 
107개가 있고 고유 항목 수의 47%를 차지하는데 이 수치는 거의 절반에 가깝다
는 점에서 각 교재 간에 수용 편차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각 교재
를 개별적으로 본다면 EW와 KH의 항목 수는 비슷한 반면 YS는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독자적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독자적 부분이 교재의 제시 양상을 어느 정
도 드러낼 수 있고 또한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각 교재의 제시 특징을 포착하 는
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7) 

EW의 경우, '-기가 일쑤이다(EW5_02)', '-ㄴ/는 양(EW6_07)' 등 비교적 문어
적인 항목이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고 '-ㄴ/는다고 하더라도(EW5_04)', '-는 것보
다(EW3-1_02)', '-ㄹ 때마다(EW3-1_03)' 등과 같이 하나의 구성을 기초로 해
서 다른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여 확장한 항목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
아/어/여 내다(EW5_04)' 등 보조 용언으로 구성된 항목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YS의 경우, 독자적 항목의 수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 항
목을 기초하여 확장된 항목이 조사 대상 교재 중에 가장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인용법인 '-다고 하다'를 바탕으로 해서 '-ㄴ/는다는 것이
(YS3-2_07)', 'ㄴ/는다고 하는 게(YS4-1_01)', '-ㄴ/는다는 듯이(YS6-2_06)' 
등 무려 8개의 확장 항목이 있고 '-을 테니까(YS2-2_10)', '-을 텐데
(YS3-1_02)', 그리고 '-을 테지만(YS6-1_04)'처럼 개별 조사와 어미를 붙인 형
태를 항목으로 설정하는 특징도 있다. 이들은 만약 특별한 의미를 내타내지 않는 
이상 일일이 제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YS에서 고급 단계의 항목으
로 '-ㄹ 줄만 알았지(YS5-2_09)'를 제시하는데 그러나 이전의 단계에서 이미 '-
ㄹ 줄 알다(YS2-2_10)'를 제시하고 있으니 굳이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이 문제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한 기준에 의한 전제가 없다면 
중복 제시로 인한 경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KH에서도 역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항목 'ㄴ/는다고 할까?(KH3-1_0
1)'는 'ㄴ/는다고 하다(KH2-1_05)'와 '-ㄹ까(KH1-1_16)'의 선행 학습이 있다면 
27) 최근 개발된 SJ교재는 중급까지만 나오니 본문에서 분석하지 않지만 각주에서 대신한다. 

SJ는 현재 있는 것을 보면 확장 형태가 비교적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로 불리다
(SJ8_03)', '-와/과 달리(SJ6_03)', '-이/가 걸리다(SJ2_04)', '-이/가 되다(SJ5_01)' 등
의 구성은 의미의 불투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목의 의미 자체가 전적으로 뒤에 있는 
단어에 있기 때문에 문법보다 어휘 부분에 넣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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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제시할 필요 없고 '-니 할 수 없지요(KH3-1_02)'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시
할 수 있다. 그 외에 '-아/어/여서야 어디(KH3-1_06)', '-이/가 다 뭐예요?(KH2
-2_08)', 그리고 '-쯤 해서(KH2-2_03)' 등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제시되었는지 짐
작하기 어렵지만 이들은 학습자가 배우고 나서 활용할 기회가 많은지 검증할 필요
가 있는 듯하다. 

이상으로 각 교재에서 독자적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검토하 는데 각 교재에서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가 제시한 것을 봐도 기준을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물론 횟수가 일 회만 나온다고 해서 꼭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지
만 기준이 결여된 상태에서 각 교재에서는 자의적인 형태와 방식으로 항목을 제시
하니 교재 간에 편차가 아주 심하고 학습자에게도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1에서는 덩어리 구성의 형태적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각 교재에서의 덩어
리 구성에 대한 기술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덩어리 구성의 범주, 표기 방법, 설명 
내용 등의 순서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EW에서는 매 단원에 문법, 말하기, 토의하기, 듣기, 읽기, 쓰기, 관용표현 
등 학습 부분이 있는데 덩어리 구성은 '문법' 범주에서 다루어진다. 즉, 덩어리 구
성을 문법의 한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고 특별한 명칭으로 지칭하지 않고 있다. 적
게는 한 과에 한 개씩 소개되고 많게는 네 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으로 YS의 교재를 보자. YS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역시 '문법'이라는 부
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법'에서 조사, 어미, 특정한 문법 범주, 덩어리 구성 등
을 처리하고 있으니 덩어리 구성을 위한 특별한 명칭을 역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어판 한국어판에서는 다 '문법' 범주라고 하지만 문판에서는 'Grammar and 
Patterns'라고 지칭한 점을 보면 이들 간의 속성 차이를 인정하되 문법 체계에서 
마땅한 범주가 없다 보니 그저 '문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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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다가 YS5-1(5급 1권)부터는 갑자기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YS5-1_2(p.p32-33)
문법 01 다음 글을 읽고 문법 및 표현을 익혀 봅시다.

(글 내용 생략)
1. -음에도 불구하고
2. -도 –거니와

위의 예시와 같이 YS5-1부터는 종래 '문법'이라 하던 부분을 갑자기 '문법과 표
현'으로 부르기 시작하지만 위의 예시에서 어떤 것이 문법인지, 어떤 것이 표현인
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판단하기가 어렵다. 한편, YS에서는 한 과를 다섯 개의 항
으로 나누고 이 중에 네 개의 소주제와 '정리해 봅시다'라는 항이 있다. 각 소주제
에서 내용에 관련 항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과에 덩어리 구성을 적게는 한 
개부터 많게는 여덟 개까지 포함하여 각 과 간에 수효 차이가 비교적 크다.28)

그 다음은 KH이다. 대상 교재 중에 KH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 가장 간결하고 
덩어리 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EW, YS와 같이 이 교재에서는 역시 '문법'이
라는 범주 안에서 조사, 어미 등과 함께 덩어리 구성을 다루고 있다.29) 보통 한 
과에 5개 정도 소개되는데 과마다의 차이가 많으며 적게는 1개만 있는 경우도 있
28) YS는 한 과에 4개의 소주제인 항으로 하는 것 외에 '정리해 봅시다'와 '문화' 부분이 마

련되어 있어 각 과의 분량이 다른 교재보다 많지만 요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역을 강
조하는 추세에 맞추어 구성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한편, 각 항에서는 학습목표를 언급하
고 과제를 명시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YS에서 다음과 같이 해당 항의 학습목표를 기술
하고 있다.(YS4_1_05: p170)

항 제목: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학습목표: (과제)과거와 현재 비교하여 설명하기, (어휘)시간 관련 어휘, (문법)-만 해

도, -다가는
위에서 보인 것처럼 각 항에서 해결할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관련 어휘와 문법을 제시하

는데 여기의 문법은 예시처럼 관련성이 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부분
은 형태와 기능 간에 어떻게 연결하여야 하는가 하는 연구에 의해 개선되어야 할 것 같
다.

29) KH에서도 '표현'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인사말을 지칭
할 때 쓴다.(KH3-1_02: p39) 

      축하할 때: 진급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로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마.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
      조문할 때: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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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많게는 7개까지도 있다. 표기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교재와 차이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SJ이다. 세종 한국어 교재는 권수가 비교적 세분화되어 한 과의 분

량이 적기 때문에 문법을 두 개씩만 제시한다. 이 교재에는 '어휘와 표현'과 '문법'
이라는 부분이 있다. '어휘와 표현'에서 단어, 자주 쓰는 짧은 문장, 혹은 연어를 
제시하기 때문에 여기의 '표현'이란 KH에서의 개념과 같지 않다.30)

여기서 특히 표기 방법과 설명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교재에서 표
기와 설명을 위한 방법을 다르게 하니 혼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9)
ㄱ. 각 과 표제어 및 색인에서의 표기법

      -는 듯싶다(YS5-2_06)
      -ㄴ/ㄴ다면(EW3-2_10)

     ㄴ. 문법 설명 시 표기법
      -는/은/ㄴ/인 듯싶다(YS5-2_06)
      -A+다면, V+ㄴ/는다면, N+(이)라면(EW3-2_10)

위에서 보듯이 YS, EW 등 교재에서 덩어리 구성을 제시할 때 (9ㄱ)처럼 제시
하고 설명 부분에 있어서는 (9ㄴ)처럼 해당 통사적 규칙을 명시하여 제시하고 있
다. 본고는 각 교재의 표기법과 설명법을 살펴야 되므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자 한다. 즉, (9ㄱ)은 덩어리 구성을 표제어로 표기할 때의 방법이라 보
고 (9ㄴ)은 설명할 때의 방법으로 보고자 한다. 

 우선 EW(이화 한국어)를 보자. EW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표기할 때 비교적 많
은 정보를 담아 표기한다.

(10)

30) SJ에서의 '표현'이란 '시간이 부족하다, 실력이 늘다, 관심을 가지다, 외국 대학에 입학하
다, 외국에서 근무하다' 등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연어에 속한 것도 있고 짧은 
문장에 속한 것도 있으니 '표현'이라는 명칭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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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으)ㄴ/는 반면(에)(EW3-1_05)
ㄴ. -(으)ㄴ/는 줄 알다/모르다(EW3-1_03)

위와 같이 이 교재에서 덩어리 구성을 표기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
선 덩어리 구성의 시작하는 부분에 '-'를 넣는 것부터 의도적인 것 같다. 두 개의 
예시처럼 '-'를 넣었지만 이는 어미로 시작한 것에만 한정되고 '에 대해서
(EW2-1_01)'처럼 조사로 시작한 것에는 '-'를 넣지 않는 것이 EW의 원칙인 것 
같다.31) 또한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 소리를 조화하는 음절인 '으'를 표기했는
데 앞에서 연결하는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 '으'를 첨가하라는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품사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이형태 선택 가능항도 명시하는데 '형
용사>동사'의 순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조사 '-에'에 대해서도 표기했지만 괄호 
안에 넣었으니 생략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으)ㄴ/는 줄 알다/모르다'에서 보인 
것처럼 용언에 대해서 반의어로 인한 용언의 선택항도 명시하고 있다. 용언의 선
택은 제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명시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항목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으로 YS(연세 한국어)를 보자. 표기 방식에 있어서 역시 YS만의 특징을 
갖고 있다.

(11)
ㄱ. -으면 되다(YS3-2_08)
ㄴ. -는 게 틀림없다(YS4-2_6)
ㄷ. -은 후에(YS1-2_09)
ㄹ. -을 수 있다(YS2-1_09)

YS에서는 덩어리에 대한 표기는 역시 맨 앞에 '-'가 있고 대부분 EW와 같이 
어미 앞에서는 넣고 조사 앞에서는 넣지 않지만 일부 항목이 이 원칙을 따르지 않

31) 조사와 어미는 각각 체언과 용언 뒤에 붙여서 쓰지만 어미에만 '-'를 표기하는 것은 조
사가 활용하지 못해서 어미보다 독립성이 강하다고 인정하여 한 단어처럼 취급하기 때문
이다. 이것은 최현배 등 학자의 견해를 수용한 학교문법의 체계에 따라 표기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조사나 어미나 모두 첨가요소로 역할하
기 때문에 굳이 조사와 어미를 구별하여 '-'의 첨가함에 있어서 차별화할 필요성이 없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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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도 발견하 다. 예를 들면, '-을 통해(YS5-2_10)', '-도 –거니와
(YS5-1_2)' 등처럼 앞의 선두 성분이 조사이기는 하나 '-'를 첨가한 것이다. 이
것은 실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기준이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11ㄱ)처럼 용언 자음 유무에 따른 조화모음 '으'는 괄호가 없이 획일적으로 붙는 
것이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11ㄴ)처럼 기본적으로 '-는'을 위주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른 교재에서는 'ㄴ/는 가운데(EW6_04)(KH3-1_08)'로 제시
하지만 YS에서는 '는 가운데(YS6-1_04)'처럼 관형사형 어미 '는'만 제시하고 '-
는 편이다(YS3-1_01)', '-는 모양이다(YS3-1_05)' 등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11ㄷ)처럼 '-은 후에'에서 자유롭게 첨가할 수 있는 조사 '-에'에 대해 원칙적으
로 붙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1ㄹ)처럼 선택 가능한 용언에 대해서는 이 
교재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을 수 있다(YS1-2_09)'
와 '-을 수 없다(YS1-2_09)'처럼 '있다'와 '없다'에 따라 두 가지의 표제어로 처
리하고 있다. 교재에서 유일하게 '-는지 알다/모르다(YS2-1_05)'처럼 '알다'와 '
모르다'를 같이 제시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일 회만 나오니 예외로 보고자 한다. 대
체적으로 보면 YS는 표기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간결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KH(경희 한국어)이다. KH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표기할 때 일단 
'-'를 쓰지 않고 대신에 앞에 연결하는 성분을 표시한다.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2)
ㄱ. (동사)(으)ㄴ/는 모양이다(KH2-2_07)
ㄴ. (동작동사)(으)ㄹ 수밖에 없다(KH2-2_06)
ㄷ. (동작동사)(으)ㄹ 수 있다/없다(KH1-2_23)
ㄹ. (동작동사)(으)ㄹ 줄 알다/모르다(KH2-1_2)
ㅁ. (동작동사)(으)ㄴ 후에(KH1-2_21)
ㅂ. -(으)ㄴ/는 반면(에)(KH3-1_07)

우선 EW, YS와 가장 차이 난 것은 KH의 초, 중급 교재에서 '-'가 없고 앞에서 
괄호를 쳐 연결하는 성분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교재를 보면 이 괄호 안에 동사, 
동작동사, 형용사, 문장 등 여러 형태가 나오며 각 형태가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
된다. 그리고 (12ㄴ)처럼 '으'는 괄호로 표시하고 (12ㄷ, ㄹ)처럼 용언 가능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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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시하는 식으로 하며 (12ㅁ, ㅂ)처럼 자유 첨가하는 조사에 대해 괄호로 표
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 일치성이 비교적 적다. 또한 품사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 종류도 제시하기는 하나 '형용사(ㄴ)> 동작동사(는)'의 순서
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J(세종 한국어)이다. 이 교재에서의 덩어리 구성은 ‘문법’에서 처리
되고 다른 세 개의 교재와 달리 특별한 도입 과정 없이 바로 제시하는 방법을 택
한다. 우선 SJ에서의 표기 방식을 보자.

(13)
ㄱ. -(으)ㄴ 채(로)(SJ8_02)
ㄴ. -는지/(으)ㄴ지 알다/모르다(SJ4_07)
ㄷ. -는/(으)ㄴ 편이다(SJ4_12)

SJ교재의 표기 방법은 YS와 EW의 방법을 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작하
는 부분에서 어미 앞에 '-'를 넣고 마찬가지로 조사 앞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
다.　그리고 '으'에 대해서도 EW, KH처럼 괄호 안에 표기하고 자유롭게 첨가 가능
한 조사에 대해서도 EW처럼 괄호 안에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에 
있어서는 동사, 형용사 등 용언 종류에 따라 해당 어미를 순서대로 표기하고 시제
에 따른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선택 가능한 용언에 있
어서도 같이 표기하는 방식을 택하 다.

이어서 각 교재에서 덩어리 구성에 대한 설명을 볼 것이다. 우선 EW에서는 비
교적 이론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시하는 방법에서 기존 교재와 
차별화하고 있다. 이 교재에서 덩어리 구성뿐만 아니라 문법에 관한 모든 것을 소
개할 때 우선 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항목을 
소개한다.

EW1-2_14(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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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에서는 한 덩어리 구성을 제시할 때 우선 이 덩어리 구성을 써야 할 상황을 
글과 그림으로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해당 덩어리 구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와 기능을 행하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초급뿐만 아니라 중급, 고급
까지도 계속 이러한 식으로 제시하니 일치성을 보인다. 또한 EW에서는 덩어리 구
성의 통사적 용법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제공되어 있는 것도 한 가지의 
특징점이다.

EW2-2_02(p92)

위의 예시처럼 이 교재는 덩어리 구성이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규칙으로 다른 
성분과 연결하는지 명시하고 있다. 이 교재는 용언을 A(형용사)와 V(동사)로 양
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해당 관형사형 어미 '-ㄴ'과 '-는'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태도가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종성 유무에 따른 음운 환
경, 그리고 시제에 따른 형태적 정보를 도식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이라고 여긴다. 대체적으로 EW에서는 표기 방법에서나 설명 방법에 있어서 비교
적 자세한 것 같고 각 급 간에 기술 방식이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품사와 음
운 환경에 따른 이형태 표시는 모두 함으로써 일치성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 YS의 설명 방법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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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4-2_07(p34)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항목을 설명할 때 EW와 같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형태를 소개하는 식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중급에서만 이런 식으로 하고 초급에서는 관련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형태를 소개하며 고급에서는 한 편의 글과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EW에서 일치하게 도입 부분을 마련한 것과 차이가 난다. 한편, YS에서는 문법을 
본문에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각 과의 마지막에 '문법 설명' 부분을 마련하여 해당 
문법에 대해 서술형으로 따로 설명한다. 

ㄱ. YS4-2_07(p289)

ㄴ. YS1-2_09(p322)

 위에서 보이듯이 해당 문법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깊이 이해
하도록 한다. YS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초, 중급과 고급 간에 차이가 있다. 고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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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ㄱ)처럼 해당 항목의 문법적 의미만 해석하지만 초, 중급의 경우 (ㄴ)처럼 
문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결합 정보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한다. 항목 간에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나 대부분 음운 환경과 품사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KH에서의 설명 방법은 다른 교재와 역시 차이가 보인다. 우선 도입 부분은 본
문에서 한 단락의 글을 읽거나 듣기를 들은 다음에 해당 형태를 활용해 활동하라
는 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KH교재의 설명 부분은 각 급에서 다르게 제시하고 있
다. 초급에서는 부록에 일본어와 어로 번역된 문법 설명이 있고 중급에서는 부
록에 한국어로 된 문법 설명이 있으며 고급에서는 본문 안에서 문법 설명을 한다. 
다음은 KH 중급 2권의 부록에서 따온 것이다.

KH2-2_03(p159)

우선 설명에 있어서도 제시할 때의 표기 방식을 같이 하고 설명은 문법적 의미
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급, 중급, 고급까지 일관되게 의미만 제
시하고 통사적 규칙에 대해서 부연하지 않는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이기도 한다. 이 
부분은 교사에 맡기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다.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은 여기의 
설명은 단지 해당 형태에 대한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형
태와도 비교하면서 학습자가 혼동하지 않게 그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J는 덩어리 구성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다른 교재와 달리 도입 
과정이 없이 문법 항목 자체에 대해서 의미와 용법만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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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4_7(p82)

'-는지/(으)ㄴ지 알다/모르다'에 대한 설명으로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등 뒤
에 붙어서 쓴다고 하지만 '-는지'와 '-ㄴ지' 중에 어떤 것을 동사에, 형용사에, 명
사에 쓴다고는 명시하지 않는다. 한편, 이 그림에서 3)번 예문을 보면 '갔다'는 동
사라서 현재형이나 과거형이나 다 '-는지'를 붙인 것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좋다, 
나쁘다' 등의 과거형인 '좋았다', '나빴다'라면 '-ㄴ지'를 붙이면 안 된다. 물론 이 
부분은 교사의 설명에 맡길 수 있지만 EW처럼 결합 정보를 제시할 때 품사뿐만 
아니라 시제, 음운 등의 문제도 고려해서 해당 정보를 명시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 한편, SJ교재는 비록 중국어판으로 나온 것이 없지만 3급부터 교재의 부록
에 여러 외국어로 번역된 문법 설명도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W YS KH SJ
범주 문법 문법/ 문법과 표

현 문법 문법

과당 개수 1~4 1~8 1~7 1~2

표
기 
방
법

'-' 있음(어미 앞에 
적용함)

있음(어미 앞에 
적용하는 원칙
이지만 일부 따
르지 않음)

일부 있음(초, 
중급에서 성분
을 명시하고 고
급에서만 '-'로 
표시함)

있음(어미 앞에 
적용함)

품사 있음(형용사>동
사)

없음('는'만 표
시)

있음(형용사>동
사)

있음(동사>형용
사)

'으' 있음(예:-(으)
ㄴ 후에)

없음(예:-은 후
에) 

있음(예:-(으)
ㄴ 후에)

있음(예:-(으)
ㄴ 후에)

시제 제시 안 함 제시 안 함 제시 안 함 제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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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 각 교재에서의 표기법 및 설명법 특징

조 사
생 략 
여 부 
제시

제시함 제시 안 함 일부 제시함 제시함

용 언 
선 택
항

제시함 제시 안 함 제시함 제시함

설
명
방
법

상 황 
도입 있음 일부 있음(중급

에 집중) 있음 없음

성 명 
특징

 통사적 규칙
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
한다.

 기술 방식이 
일치한다.

 초,중급에서
는 일부 결
합 정보를 
제공하고 고
급에서는 의
미 해석만 
한다.

 의미만 설명
하고 통사적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다.

 비슷한 형태
와의 비교 
설명이 있다.

 품사에 관한 
결합 정보와 
의미만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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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습득에서 덩어리 구성에 대한 논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는 않다. 한국어
의 경우 그동안 덩어리 구성에 관한 논의에서 여러 가지의 용어를 쓰면서 연구해 
왔는데, 한국어교육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용어로 다루고, 국어교육에서는 '연어', '
의존명사' 등의 범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어와 범주의 결여
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업적이 체계성이 없고 또한 쉽게 누적되지도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이 표현문형 자체의 존립성을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범주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입각한 연구가 
많다는 것이 바로 교육적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본 장에서 일단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에서 덩어리 구성에 대하여 정의한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용어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덩어리 구성을 
어떻게 잡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검토를 한 뒤, 이른바 표현문형이라는 범주를 설
정하는 것이 첫 번째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현문형이라고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라는 문제부터 살펴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판
단 기준을 마련하며, 아울러 교수법에 맞는 분류 방식도 제시하도록 한다.32)

(1) ㄱ. 나는 어린 시절에 경찰이 되고 싶었다.
ㄴ.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이 오기 마련이다.

ㄷ. 철수가 술만 먹으면 주정을 부리기 일쑤죠.
ㄹ. 운전할 때 부주의로 인하여 개를 깔아 죽 다. 

위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결합 성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통 문법에서는 
분석적인 패러다임으로 인해 형태소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즉, (1ㄱ)은 연결어미
인 '-고'와 보조 용언인 '싶다'의 구성으로, (1ㄴ)은 명사형 전성어미인 '-기', 의

32) 본장의 일부 내용은 종장지(2013ㄱ, ㄴ)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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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명사인 '마련', 그리고 '이다' 등으로 나눠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1ㄱ)의 
경우 보조 용언의 범주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연구해 왔지만, 이
에 비해 (1ㄴ)은 비교적 명확한 범주가 없다. 굳이 관련을 지으려면 '-기'와 의존
명사인 '마련'의 통사적 관계로 고려할 수 있는데, '마련'은 독립성이 없어서 그 앞
에 수식언의 역할을 하는 '-기'가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1ㄷ)은 명확한 범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어학에서 탐구하는 대
상으로 취급되는 일이 극히 드물다. 그리고 (1ㄹ)도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조사 
'-로'에 대한 논의가 산더미같이 있기는 하나 '인하다'와 공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완전 활용 외에 별로 논의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구조상의 분기가 
있지만, 한국어교육의 시각으로 볼 때 이들은 각각 '의향', '당연', '자주 일어남', '
원인' 등의 의미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 층위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학습자에
게 이들은 보조 용언이냐 의존명사냐에 대한 강조보다 이들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또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체
계가 결여되기는 했으나 몇몇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눈여겨 부분적으로 연구해 왔
다. 우선 이들의 논의를 통해서 덩어리 구성에 대한 연구의 궤적을 살펴보자. 이
때, 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을 양분하여 보기로 한다.

국어학적 연구에 있어서 이희자(1995)에서는 처음으로 '관용구'를 다루면서 하
위범주로 '통사적 연어'와 '형태적 연어'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정의
를 내린 바가 있다.

(2) 이희자(1995)에서의 정의

  “통사나 의미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고정된 어휘꼴이나 혹은 극히 제한된 
활용꼴로 나타나는 어휘론적인 현상으로서 설명되는 어절들의 관계로서, 
'-ㄴ가 보다', '-려나 보다'처럼 이제는 거의 하나의 어미처럼 기능하는 것
들이나 '-에 대한', '-에 따라서', '-로 인하여'처럼 특정 조사와 늘 붙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한다.”(이희자, 1995)

이희자(1995)는 한국어에서 일부 덩어리 구성을 위와 같은 식으로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형태적 연어'의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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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희자(1995)에서의 형태적 연어

관용구-통사적 연어: 결코 ~ -ㄹ 수 없다, 단지 ~ -ㄹ뿐이다
관용구-형태적 연어:

[NP에] ~바람에, ~탓에, -ㄴ 통에, ~김에
[~에+용언] ~에 따라/따르면/따른/따르지, ~에 비하여
[~에도+용언] ~에도 불고하고
[~로+용언] ~로 인하여/인해/인해서, ~로 미루어
[~와+용언] ~와 같이/같은, ~와 더불어, ~와 달리
[~와+NP로] ~와 마찬가지로, ~와 반대로
[관형사형 어미 수반 관용구 요언] -ㄹ 것이다, -ㄴ 것이다, -ㄹ 수 있다, 
-ㄹ 수 없다
[어미처럼 기능하는 것] -나 보다, -ㄴ/는가 보다, -ㄹ까 보다, -려나 보
다
[그 외의 것] ~을 맞아, ~을 두고, ~을 보고

이희자(1995)는 위와 같은 덩어리 구성을 '통사적 연어'와 '형태적 연어'라고 칭
하고 이들의 제한적 공기와 활용의 제한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
게 판별되고 구분되는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예만 제시하여 기준이 불투명하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논의로는 김진해(2000)를 들 수 있다. 김진해(2000)는 국
어학적 시각에서 연어의 체계를 세우고 하위분류를 한 바가 있는데, 구성요소들의 
문법 범주를 기준으로 '어휘적 연어(lexical collocations)'와 '형태·통사적 연어(mo
rph-syntactic collocations)'로 이분하 다. 이 중에서 형태·통사적 연어는 '내용어
에 기능어가 결합되어 관형절이나 보문 등의 절이나 문장을 이끄는 통사적 구성체
'로 정의하 는데, 이는 본고에서 제안하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문형의 일부에 
해당된다. 김진해(2000)에서는 연어를 판정하는데 '선택의 단일 방향성', '심리적 
현저성', '특정 의미 관련성', '구조 변형의 의미 의존성', '경계의 모호성', '특정 언
어집단 의존성' 등 여섯 개의 특징을 제시하 다. 이 여섯 가지는 어휘적 연어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되기는 하나, 형태·통사적 연어를 포착할 때 비
교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보인다. 그중에서 유용한 특징은 '단일방향성'인데, 즉 
한 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하는 일종의 제한적 공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 본고에서의 '표현문형'은 역시 이런 방향성을 지니지만 방향성은 단일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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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이를 보완하여 표현문형에 맞는 기준을 뒤에서 살피고자 한다. 대체적으로 
김진해(2000)에서의 '형태·통사적 연어'는 비교적 포괄적인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들 수 있다.

(4) 김진해(2000)에서의 형태·통사적 연어

ㄱ. 양태 부사에 의한 연어: 단지 ~ ㄹ 뿐이다/ -밖에 없다
ㄴ. 의존 명사에 의한 연어: -는 김에, -는/ㄴ/ㄹ 것이다, -ㄹ 것 같다
ㄷ. 불구 동사 및 동사의 굳은형에 의한 연어: -에 관하여, -을 보고
ㄹ. 보문 동사에 의한 연어: {-기를/-을 것을/-고} 명령하다, -고 설득하
다

김진해(2000)에서는 위와 같은 것을 모두 형태·통사적 연어에 분류시켰다. 그러
나 이들이 앞에서 얘기한 여섯 가지의 특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지 않아 범위도 분명치 않은 면이 있다.33) 대체적으로 보면 김진해의 논의
는 어휘적 연어에 치중하기 때문에, 형태·통사적 연어에 대해서는 다소 포착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그 다음으로 앞에 두 연구에 이어, 임홍빈(2002)에서는 '-는 바람에' 중에 '-는
'만 허용하는 것은 의존 명사로서의 '바람'의 어휘-통사적 성격이기 때문이고, 바
람 뒤에 '-에'만 허용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문법적 연어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그러나 그는 만약 특정한 문법적 형태를 연
어로 간주한다면 연어 자체의 범주가 혼동될 수밖에 없다며, 굳이 문법적 연어를 
설정하자면 '준-연어'정도의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가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 바가 있다.

(5) 임홍빈(2002)에서의 문법적 연어 정의

문법적 연어: 문법적 연어는 문법적으로나 어휘-통사적으로 잘 설명되지 않
는 불규칙적인 구성을 말한다.

33) 예를 들면, 의존 명사에 의한 연어에 속한 '-ㄹ 것 같다'는 선택의 단일 방향성에 비추
어 볼 때 그 방향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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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의대로 현존 국어학의 문법 범주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문법적 연
어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아야 한다'와 같은 구조는 '-어야'와 '하다'의 관계
가 문법적으로 잘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연어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임홍
빈도 연어변과 연어핵의 개념으로 덩어리 구성을 해석하기 때문에 '-는 바람에'에 
대해서 '바람'을 연어핵으로, '-에'를 연어변으로 보고 '바람에'를 연어로 보자는 것
이다. 이는 본고에서 앞에 있는 '-는'을 표현문형 구성에 포함하려는 입장과 큰 차
이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임근석(2005: 281)에서는 벤슨(Benson, 1986)에서 분류한 '어휘
적 연어(lexical collocation)'와 '문법적 연어(grammatical collocation)'를 거론하면
서 국어학에서 '문법적 연어'의 개념 정립을 시도한 바가 있다. 임근석에서 문법적 
연어의 성립 조건은 구성요소들 간의 계층적 2항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어
휘소를 핵(核)으로, 문법소를 변(變)으로 보는 개념으로 문법적 연어의 특징을 짚
어 보았다.34) 그 외에 구성요소의 선택 제약, 단위성, 구성요소 간에 강한 인접성 
등의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하 다. 기본적으로 임근석의 논의는 연어의 현상을 해
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논의보다 비교적 체계적이고 상세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국어학을 위한 문법적 연어의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하지
만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문형을 기술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일단 다
음과 같은 예를 보자. 다음은 임근석에서 정의한 문법적 연어의 예이다.

(6) 임근석(2005)에서의 문법적 연어

34) 임근석(2005, 2008)에서는 문법적 연어를 살필 때 다어절성의 설정이 없는 채로 “연어
핵이 특정 연어변과만 결합함으로써 그 기능에 제한을 가지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것도 문법적 연어로 보고 있다.

ㄱ. 최신의, 데리고, 절대로
임근석의 견해대로 본다면 위와 같은 구성을 모두 문법적 연어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들의 연어변인 '-의, -고, -로'는 다 제약을 받고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것 중에 '최신의' 경우에는 만약 '최신'을 연어핵을 보지 않고 어근으로 처리하면 '최신의'
라는 구성은 굳이 문법적 연어로 볼 필요도 없다. 또한 '데리고'에서는 '데리-'가 거의 '고'
와 결합해야 된다는 것은 '문법적 연어'보다 '불완전동사'의 시각에서 해석하면 더 합리적
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절대로'는 문장에서 대부분 부사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법
적 의미가 결여돼서 문법적 연어로 처리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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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절대로, 최신의
ㄴ. -에 대하여, -기 때문에
ㄷ. *-다고 하다

위의 '문법적 연어' 중에 (6ㄱ)은 연어핵과 연어변으로 분석할 수 있고 선택 제
한도 있기는 하나 이 구성들은 문장에서 문법적 기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문장 차원에서의 것보다 어휘의 속성과 더 가깝다. 특히 ‘최신의' 같은 경우는 관
형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문법적 기능이 없을 뿐더러 생산성도 아주 제한적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구성을 '표현문형'의 범주 안에 넣으면 무리가 있다. (6ㄴ)은 표
현문형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임근석(2005)에서는 '구성요소 간에 강한 인
접성'이라고 하면서 구성 간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면 역시 '문법적 연어'
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문형'에서는 '-ㄴ 적(이) (한 번, 
반드시, ...) 있다'처럼 구성 간에 성분이 들어간 것들이 종종 보인다. 이들은 교육 
현상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고, 또한 그 교육적 가치도 확인된 상태이다. 성분이 들
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들을 배제한다면 그 역시 부절적하다. 그리고 (6ㄷ)도 마
찬가지다. 임근석(2010: 208)에서 (6ㄷ)의 구성을 문법적 연어에서 배제시킨 이
유는 역시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지한 바와 같
이 '-다고 하다'는 한국어교육에서 필히 등장하는 문법적 표현이라 이를 배제하는 
것 역시 좋은 방향이 아니다.35) 물론 그의 논의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볼 때 위의 내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본고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범주라는 시각에서 이들은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기준을 논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대체적으로 임근석
(2005, 2010)에서의 연어 판정 기준은 덩어리 구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국어학적 
논의가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문법적 연어에 관련된 논의 중에서 보
다 체계적인 연구이다.

이상은 국어학 분야에서 덩어리 구성에 대한 논의 다. 국어학에서의 논의는 주
로 기존 체계 외에 속한 것들을 포착하려고 연어의 연장선상에서 덩어리 구성을 
35) 임근석(2010)에서는 문법적 연어로 보지 못한 것들은 '문법적 공기어'라는 명칭으로 칭

한다. 그러나 문법적 공기어는 일종의 범주보다 처리되지 못한 것들의 집합이라는 속성이
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문법적 공기어는 '-다고 생각하다, 결코 ~ㄹ 수 없다, -ㄹ 가능
성, N 때문에, -할수록 하다, -어야겠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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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려는 태도인데, 일단 한국어교육적 측면에 대한 고안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귀결할 수 있다. 물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인 일이기 마련이다. 그 다음
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의 논의를 보자.

한국어교육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미혜(2002)이다. 이미혜(2002)에서
는 처음으로 '표현 항목(expression entrie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고 후속 연구
인 이미혜(2005: 40)에서는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 바가 있다. 

(7) 이미혜(2005: 40)에서의 정의

  “문법 항목(grammar entries)'이란 문법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구체적으
로 유형화 한 항목으로서, 단일 형태소로 된 구성도 있고, 복합 형태로 이
루어진 구성도 있다. 즉, 문법 항목은 문법교육을 위해 구성된 모든 구체적
인 항목을 가리킨다.……복합 구성으로 된 항목을 '표현 항목-(expression 
entries)'이라고 한다. 즉, 표현 항목은 문법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복
합 구성으로 이루어진 항목을 일컫는다.”

이상의 정의에 의하면 이미혜(2005)에서 문법소가 포함된 모든 것을 문법 항목
이라고 칭하고 만약 구성체가 하나 이상이면 하위 범주로 '표현 항목'으로 설정한
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복합 구성'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
성체를 ‘표현 항목’이라 예시했다(이미혜, 2005: 43-49).

(8) 이미혜(2005)에서의 표현 항목

ㄱ. {-고 있다}, {-어 보이다}, {-(으)ㄹ 수 있다/없다}, {-는 법이다}
ㄴ. {-았-/었으면 싶다}, {-기만 하다}
ㄷ. {-얼마나 -(으)ㄴ지 모르다}
ㄹ. {-아/어 볼까요?}
ㅁ. {-(으)면 얼마나 더 –겠어요?}
ㅂ.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 {처음 뵙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   
    다}

위의 (8ㄱ, ㄴ, ㄹ)은 부분적으로 본고의 표현문형에 해당될 수 있으나, (8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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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ㅂ)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문장형 전체고정'이라고 불리는 {처음 뵙겠습니
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등은 더욱더 그렇다. 이와 같이 이미혜(2005)에서 
말하는 '표현 항목'은 이미 문장의 차원에 들어가는 온전한 문장이고 본고에서 주
장하는 표현문형과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문법소가 포함한 
복합 구성체를 표현 항목이라고 정의하 는데 이러한 설정은 결국 문법소만 포함
된 복합 구성체가 다 해당되고 방대한 범위에서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지 분명
하지 않다.36)

그 다음으로 최윤곤(2004)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구문표현'이라고 명명한 바가 
있다. 앞의 서론에서도 명시했지만 그는 구문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
렸다. 

(9) 최윤곤(2004)에서의 정의

구문표현(構文表現, Structural expression)
문법 요소(조사, 어미)와 어휘 요소(체언, 용언)가 하나의 복합 구조체를 구
성하고, 구문 생성은 물론 담화 상황까지 포함하는 문법 단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다소 느슨한 측면이 있다. 한 문법 요소와 어휘 요소가 
같이 구성된 구조체라면 다음과 같은 구조도 구문표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10)
ㄱ. -로 가다
ㄴ. -에 보내다

위의 정의대로 생각하면 (10ㄱ, ㄴ)도 구문표현으로서 온당한 자격을 지녀야 되
지만 이러한 구조까지 잡는다면 결국은 이미혜(2005)와 같은 문제를 안을 수밖에 

36) 같은 논문에서 통사적 의미나 기능을 갖고 화행기능을 수행한다는 부연 설명이 있기 하
나 정작 판단할 때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석주연(2005)에서 이
미혜(2002)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표현 항목이라는 명칭으로 묶고 있는 형식들이 상당히 
이절적인 형식들이며 그 중 많은 것들이 문형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ㄹ 겸, -
는 길에'를 의존명사 결합형에 분류시키고, '-기 십상이다, -기 전에'를 명사형 결합형에 
분류시키는 것은 언어적 층위에 있어서 일치성이 없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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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 최윤곤(2005)은 형태에 있어서는 2어절식 이상으로 
구성된 복합 구조체이고 통사에 있어서는 후행 요소가 선행 요소를 필수적으로 요
구하는 긴 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추가적 조건으로 이 문제를 수정하 다. 여기서 
'후행 요소가 선행 요소를 필수적으로 요구함'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단일 방
향성' 원칙이나 핵이 변으로 요구하는 원칙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이에 관한 보완적 정의를 다음 절에서 언급하겠다.

또한 국립국어원(2005)에서도 복합 구성에 대해서 정의한 바가 있다. '조사+조
사, 어미+어미, 어미+조사, 어미+(의존)명사, 어미+보조용언' 등과 같은 결합 형
태나 줄어든 형태를 '표현'으로 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
표현'은 특정한 범주라기보다 단지 기존 범주 외의 것을 통칭하는 개념인 듯하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표현이라는 범위는 아주 넓고 수효도 커진다. 이 '표현'은 
범주 안에 세부 기준과 분류가 없는 이상 바람직한 설정 방법이 아니라고 여겨진
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속성과 유형적인 공통점에 의해서야 범주를 설정할 때
에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표현'의 범주도 사실은 조사와 어미를 겹친 부
분이 존재하는데 다음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11) 조사+조사 : -에도, -에는, -에만, …

위의 예는 조사 '–에'와 '-도'의 결합 형태인데 만약 이것을 표현으로 인정한다
면 '-에는', '-에만' 등도 표현으로 처리해야 하고 모든 복합 조사가 '표현' 안에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처리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수반되기 마련
이다. 첫째, 한국어의 교착성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조사는 학습자가 단일 조사를 
배운 다음에 저절로 조사의 기능대로 결합할 수 있는데 의미의 변화가 없는 이상 
굳이 결합한 것을 항목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둘째, 결합 조사도 일부는 사전의 
표제어로 되어 있다. 만약 표현 범주에도 편입되면 한 형태가 두 가지의 범주에서 
다루게 되니 범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표현이라는 범주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 
대체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의 표현은 기준이 너무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 '표현'의 
개념을 계속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진행하 다.

(12) 국립국어원에서의 ‘표현’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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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ㄴ.「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2011)
ㄷ.「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012)
ㄹ.「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2단계」(2013)

위의 (12ㄱ, ㄴ)은 한국어교육의 표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로서 한국어교
육표준 등급을 7등급으로 정하고 각급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 기술 범주를 화
제, 언어지식, 언어기술, 문화 등 4가지의 차원에서 제시하 다. 이 연구들에서는 
비록 연구 대상이 문법 항목이 아니지만 델파이법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서 공개하고 있는 초급 문법 항목에 대한 급수 부여의 타당성을 조사한 바가 있고 
2단계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능/과제를 총 90개를 선정한 바가 있다. 이러한 
틀에서 문법·표현 내용을 채우기 위해 (12ㄷ, ㄹ)을 진행하면서 이 연구에서 '표현
'에 대한 선정과 등급화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본격적으로 표현의 위상을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의 연구에서는 정착 '표현'이 어떻게 판정되고 어떤 기
준으로 적용하면 그것을 표현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귀납
적인 방법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이나 문법사전에서 나오는 것을 토대로 표현을 재선
정하는 작업만 하 다. 이에 따라 '표현'에 대한 내용적 연구는 계속해 왔지만 표
현의 대한 판정과 정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춘연(2009: 57)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문법연어(grammatical collocation)라는 
용어로 칭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13) 여춘연(2009)에서의 정의

  “형태적으로 분석 가능한 2어절식 이상의 문법소와 어휘소 등과 같은 
이질적인 형태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전체가 하나의 문법적 의미 기능을 
나타내며, 문장 안에서 단일 구문 단위처럼 쓰이는 비자립적 고빈도 공기
(共起) 복합구성'이다.”37)

37) 여춘연(2009)에서 기본적으로 임근석의 '문법적 연어'라는 용어에 동의하나 '-적'이라는 
접미사가 해석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적당한 문법 용어가 되지 못하고 또한 순수한 한
국어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문법연어'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임근석의 '문법적 연
어'나 여춘연의 '문법연어'라는 용어는 국어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며 실제적으
로 이러한 개념과 시각에 대해서 국어학에서 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홍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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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는 임근석(2005)에서 주장한 '문법적 연어'라는 개념과 비슷하다. 
즉, 연어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휘와 어휘 간의 결합에서 문법소와 어휘 간의 결합
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입장에서 만들어 낸 용어다. 그러나 임근석(2005)에
서도 지적한 것처럼 '문법적 연어'나 '문법연어'라는 용어는 국어학에서 널리 받아
들여진 것이 아니다. 여춘연(2009)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여춘연(2009)에서의 정의

첫째: 두 개 이상 이질적인 형태소의 결합
둘째: 고빈도 공기 관계
셋째: 띄어쓰기 포함

위의 내용 중에서 김진해(2000), 임홍빈(2002), 임근석(2005), 최윤곤(2005) 
등과 차이가 나는 것은 두 번째의 기준이다. 다른 연구와 달리 부가적으로 '고빈도 
공기'를 제시하고 있으니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범위도 비교적 넓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빈도 공기는 어느 정도 되면 고빈도 공기인지 세부 설명이 없어
서 일단 이 부분은 차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고빈도 공기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고빈
도 공기는 비교적 유동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차원에서는 타당할지 몰라
도 판정하는 차원에서는 온전한 기준이 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여춘연
(2009)의 기준은 포괄적인 서술로 특징점을 묘사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렇지만 포
괄적인 만큼 다른 논의보다 교육적 차원에 무게를 더 둔 느낌이 든다.

마지막으로 최신의 연구로는 유소 (2013)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류와 
등급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면서 덩어리 구성을 '문법표현'이라 칭한 바가 있다. 

(2002)에서 완전히 파악되고 기술된 정보를 다시 연어에서 기술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언급하 다. 임홍빈(2002)에서는 국어학적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문법적 연어'라는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없고 꼭 그렇게 하려면 어휘-통사적 특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분류만을 문법적 연어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 임홍빈
(2002)의 주장은 비교적 국어학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체계로 설명되지 못한 
부분을 '문법적 연어'에 넣으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는 국어학에서 규범적 기술에 초점
을 두는 한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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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문법표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15) 유소 (2013: 25)에서의 정의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어미+어미, 조사+어미, 조사+용언, 어미+용언, 
어미+명사+조사 등과 같은 2개 이상의 문법 요소 혹은 어휘 요소가 결
합한 통합 형태로 쓰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문법적인 기능어이다.”

위의 정의에 의하면 유소 (2013)의 문법표현은 단일 어절인 복합 구성도 포함
하는데 그의 선정 목록(유소 , 2013: 97)에서도 '-으로까지, -어지다' 등의 문법
표현을 예시하 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려는 대상과 다르다. 한편, 유소 (2013)
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기준을 보조적으로 제시하 다.

(16) 유소 (2013: 25)에서의 기준

ㄱ. 두 개 이상의 문법요소나 어휘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ㄴ. 불특정 인접 문장 성분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형성한다.
ㄷ. 다른 문장 성분의 삽입이 없다.
ㄹ. 다른 문장 성분의 삽입 있더라도 문법표현 내부의 성분을 수식할 수 
없다.
ㅁ. 문장 내에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ㅂ. 새로 획득한 문법 기능에 일치하는 통사적 특성을 보인다.
ㅅ. 내부 성분의 확장인 구, 절과 절의 축소로서의 [구], [절]을 구별한다.

유소 (2013)에서도 특징점을 묘사하는 식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서 (16ㄷ)과 
(16ㄹ)은 시선을 끄는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반대 방향을 지
향하고 있고 설사 (16ㄹ)로 기준을 잡는다고 해도 재고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 일례로 선정 목록(유소 , 2013: 81)에서 '-(으)ㄴ 적이 있다'와 '-(으)ㄴ 적
이 없다' 등을 문법표현으로 선정했으며, 하지만 이는 다음 예문을 통해 (16ㄹ)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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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ㄱ. 철수는 경기에서 이긴 적이 두 번 정도 있어요.
ㄴ. 나는 일본에 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선정된 문법표현의 구조에서 다른 성분이 삽입되면 
뒤에 용언을 수식할 수 있고, 이때 (16ㄹ)의 기준이 다시 재고할 여지가 보인다. 

그 밖에도 몇몇 연구에서 덩어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 특징점을 
언급하고 정작 설정 기준이나 체계 구축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가 어렵
다. 예를 들면, 박문자(2007: 26-30)에서는 덩어리 구성 중에서 의존명사와 보조 
용언에 속한 것들을 ‘의존 구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관
련 논의를 한 바가 있다.38) 이 연구도 교재에서 제시된 덩어리 구성의 일부만 다
뤘다. 그러나 의존명사 구성과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표현문형은 본질적으로 다
르고 형태적이나 통사적 측면에서도 이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다음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ㄱ. 의존명사 구성: -ㄴ/는/ㄹ 것(이, 을, 에, 는, 도, 까지, 으로,.....)
ㄴ. 표현문형: -ㄴ/는/ㄹ 것(만, 도) 같다
ㄷ. 표현문형: -ㄹ 거예요

ㄹ. 의존명사 구성/표현문형: -기 때문에
ㅁ. 표현문형: -기 십상이다

38)　박문자(2007)에서는 의존 구성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 다. 
첫째, 의존 구성은 형태적으로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관형사형 어미 같은 연결 요소와 

어휘의 고정 결합체이다.
둘째, 의존 구성은 통사적으로 선행 용언과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 기능을 하므로 문장에

서 자립적이지 못하다.
셋째, 의존 구성은 의미적으로 어휘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실현한다.
넷째, 이미 문법화를 거처 형태소의 기능을 하는 '-는 바람에', '-아/어 가지고', '-고 나

서' 등은 의존 구성 범주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용언과 연결하지 않는 것을 배제하고 또한 '-는 바람에', '-아/어 가지고', 

'-고 나서' 등을 배제하니 보편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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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것 중에 (18ㄱ, ㄹ)은 이른바 의존명사 구성에 속한 것인데, 의존명사에서 
(18ㄱ)처럼 뒤에 오는 조사에 대한 선택 제한이 없는 상황도 있다. (18ㄴ)은 본고
에서 관심을 두려는 표현문형에 속한 것이며, (18ㄱ)과 같은 의존명사임에도 불구
하고 3어절의 용언 때문에 조사의 선택 제한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제한은 특
정한 의미를 나타날 때 일어난다는 점에서 의존명사의 일반적 논의와 다르다. 이
와 관련하여 김일환(2009)에서는 '일부 의존명사가 후행하는 조사에 제약이 있을
지라도 이는 의존명사 고유의 특성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른바 불완전명사
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조사의 선택 제한을 기술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또한 (18
ㄷ)은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이는 표현문형에 속하지만 특정한 
관형사형 어미, 의존명사, 그리고 종결어미로 이루어진 완성형의 덩어리 구성은 역
시 의존명사의 분야에서 다루지 않는다. (18ㄹ)은 일반적으로 의존명사의 통사론
적 논의에서도 제기되는데, 표현문형에서는 이유의 의미·가능적 단위성을 중시해서 
이를 표현문형으로 본다. (18ㅁ)은 '십상'이 의존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존명사 논의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그러나 '–기 십상이다'는 일정한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나타내서 이를 역시 표현문형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를 결론을 짓는다면 
의존명사 구성을 표현문형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같은 범위나 차원에서의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표현문형의 범위가 의존명사보다 크고 논의의 중점도 다르다.

 이상으로 그동안 덩어리 구성에 대해서 국어학 분야와 한국어교육 분야의 대표
적인 논의에서 어떤 식으로 범위를 설정하는가와 해당 문제점을 일일이 살펴보았
다. 검토한 바처럼 이 중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각각의 
기준과 정의를 내린 실정이다. 일단 본 절에서 논의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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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학 분야
연구자 명칭 정의 요약 및 기준 
이 희 자
(1995)

형태적 연
어 정의:고정된 어휘꼴, 제한된 활용꼴

김 진 해
(2000)

형태·통사
적 연어

1.선택의 단일 방향성
2.심리적 현저성(어휘적 의미에 한정)
3.특정 의미 관련성(어휘적 의미에 한정)
4.구조 변형의 의미 의존성(어휘적 의미에 한정)
5.경계의 모호성
6.특정 언어집단 의존성

임 홍 빈
(2002)

문법적 연
어 정의: 어휘론적이나 통사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

임 근 석
(2005)

문법적 연
어

1.2항 관계성
2.구성요소의 선택 제약
3.단위성
4.구성소 간의 강한 인접성

한국어교육 분야
이미혜(20
02) 표현 항목 하나의 의미나 기능을 표현하고 복합 구성으로 된 항목이다.
최윤곤(20
04, 2005) 구문표현 문법 요소와 어휘 요소가 구성한 복합 구조체로서 후행 요소가 

선행 요소를 필히 요구하는 긴 한 관계를 유지한다.
국 립 국 어
원(2005, 
2010, 201
1ㄱ, 2011
ㄴ, 2012, 
2013

표현
'조사+조사, 어미+어미, 어미+조사, 어미+(의존)명사, 어미+
보조용언' 등과 같은 결합 형태나 줄어든 형태를 '표현'으로　표
기한다.

여 춘 연
(2009) 문법연어

1.두 개 이상 이질적인 형태소의 결합
2.고빈도 공기 관계
3.띄어쓰기 포함

유 소
(2013) 문법표현 2개 이상의 문법 요소 혹은 어휘 요소가 결합한 통합 형태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문법적인 기능어이다.
<표Ⅲ-1> 덩어리 구성에 대한 각 연구의 정의 및 기준

기존 기준에 대한 검토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을 제시하되 그 기준은 새로운 범주를 설정한다기보다 기존 범주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무작정 한데 묶었다.
둘째, 기준을 제시하되 특징점만 묘사하고 포괄적인 서술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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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준을 제시하되 기준 간에 충돌이 존재한다.
넷째, 기준을 제시하되 경계가 분명치 않아 범주 안에서 조사나 어미, 혹은 문장

의 범주와 겹쳐 있다.

이 네 가지는 기존 논의에서 기준에 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 절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교적 이론에 따른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현문형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우선 표현문형이라는 명칭을 선택한 이유부터 
논하고자 한다. 표현문형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는 용어는 그의 범주 설정이 다양
하듯이 종류도 다양하다. 비교적 대표하는 용어로서는 '관용적 표현', '관용문형', '
표현', '문법적 연어', '표현문형' 등 몇 가지로 들 수 있다. 

우선 '관용'을 붙여서 '관용적 표현', '관용문형' 등의 용어가 가장 많은데 '관용'
의 단어 자체가 교육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된 느낌이 든다. 물론 언어학에서 
'관용'이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고정된 형태와 고정된 기능
을 의미하기도 한다. 

(19)
ㄱ. (만약/Ø) 내가 신이라면 네 소원을 다 들어줄게.
ㄴ.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Ø) 그것까지 하지 못했어. 

ㄷ.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바람에/*ㄴ 바람에/*ㄴ 바람으로) 공부를 전
념하지 못했어요.

위의 예문에서 보이듯이 (19ㄱ, ㄴ)은 일종의 호응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짝을 지어서 말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할 수 있고 (19ㄷ)
은 그 어떤 구성도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국어학 연구에서는 역시 '관용'이라고 지
칭한다. 그러나 교육 차원에서 '관용'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늘 쓴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표현문형의 형태의 고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적당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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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라고 여겨진다. 한편, '관용'이라는 말을 덩어리 구성을 지칭하는 데 과도하게 
쓰인 경향도 다소 보이며, 이는 심지어 외국어로 된 교재에서도 큰 향을 끼쳤다. 
박문자(2007: 30)에서는 중국어로 된 교재에서 '慣用形(관용형)'이라는 용어가 문
법적 표현과 어휘적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고정 구문형태를 모두 지칭하는 것을 
문제시하 다. 이에 따라 교육적으로 학습자에게 애매한 용어를 제시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본고에서 '관용'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국어학에서 통사적 구문, 문법적 연어, 문법 연어 등의 용어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범위는 일단 표현문형과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
술 목적은 통사적 현상이나 어휘적 현상을 포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에서 다소 교육적 역할을 간과하는 용어인 것 같다. 또한 교재에서 통사적 구문, 
문법적 연어, 문법 연어 등의 용어로 덩어리 구성을 소개한다면 이름 자체가 딱딱
하고 다소 학습자와 거리가 있게 만든다. 

한편 그동안 국립국어원에서의 '표현'과 장소원(2005)에서의 '문형'처럼 덩어리 
구성을 지칭한 것도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표현을 할 때 쓰는 문법 형태
라는 점에서 '표현문형'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이 용어는 민현식(2004), 석주
연(2005), 강현화(2007ㄴ) 등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어 다른 용어보다 비교적 중
립성을 지닌 느낌이 든다. 몰론 일부 연구에서 이 용어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여춘연(2009), 양명희(2010)에서는 '문형'이라는 말은 국어학에서 말
하는 구조 문형에서 확장된 것이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른 말이 더 낫다고 한 
바가 있다고 한 것처럼 일부 논의에서는 '문형'에 대해서 협의적(狹義的) 개념을 
비교적 고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구조문법에서 말하는 '문형'
을 거론하면서 한국어교육에서 말하는 문형을 적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교육에서의 '문형'이 일찍부터 '구조적 문형'의 
의미에서 확대하여 덩어리 형식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1969년 때 출판된『國語文型教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재일교포를 위한 
교재로서 한국어의 구조문형과 덩어리 형식으로 내용을 편찬한 교재다.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문형, 혹은 관용구문형이라고 칭한다.

(20)
ㄱ.『國語文型教材』(1969: 106)



- 88 -

"-에서"~"까지" 문형
요점: 위의 문형은 "에서~까지, 에서부터~까지"가 장소나 시간의 출발점
에서 한계점까지의 길이를 관용적으로 보임을 말하는 것이다.
ㄴ.『國語文型教材』(1969: 302)
부정적인 관용구문형: 반드시~아니다, 도~없다
청원적인 관용구문형: 부디~-게, 제발~-어라 
ㄷ.『國語文型教材』(1969: 19)
보기: 갈 수도 있다
요점: 위의 문형은 형식명사 '수'가 주어를 표시하는 조사 '가, 는, 도'와 
함께 쓰여서 위에 오는 '있다, 없다'의 주어가 됨을 보이는 것이다.

위에서 예시한 듯이 이 책은 문형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구조문형 외에 '~에서 
~까지' 등 조사의 호응관계, '반드시~아니다, 도~없다' 등 부사와 용언의 호응관
계, 또한 '-ㄹ 수도 있다'와 같은 덩어리 구성을 다 문형이라고 지칭한다. 이에 의
하면 학습자를 위한 덩어리 구성을 문형이라고 칭한 바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배희임(1987)에서도 명시적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형은 패턴을 포함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21) 배희임(1987)에서의 문형 개념

  “문형 설정의 主목표가 그 교육적인 효용성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면 문형은 核文(Atomic Sentence)으로서의 기본문은 물론이고 
실제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다양한 型(pattern)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서는 안 되다(금지)', 'V-ㄹ 수 있다(가능)' 등의 
덩어리 구성을 문형으로 정의하고 초급과 중급 단계에서 필요한 문형을 제시한 바
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 문형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와서 의미가 
갈라져 한국어교육을 위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문형에 대해 협의적인 문장유형(文章類型)이라는 입장을 고수하
지 않고 배의임(1987), 민현식(2004), 석주연(2005), 강현화(2007ㄴ), 국립국어
원(2010, 2011)등에서 주장한 것처럼 광의적인 문형의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그
러나 문형은 원래 '문장유형(sentence pattern)'의 줄임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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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 형태인 표현문형의 '문형'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국
어학에서의 문형은 '문장유형(文章類型)'의 줄임말로, 한국어교육에서의 표현을 위
한 문형은 '문법형태(文法形態, grammatical form)'의 준임말로 제안하고자 한
다.39) 이러한 입장은 국립국어원(2010, 2011)에서 진행한 「국제 통용 한국어교
육 표준 모형 개발」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에서 정
의한 바를 따른 것이다. 이 두 개의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한국
어교육학에서 말하는 문형에 대해 설명하 다.

(22) 국립국어원(2011: 33)에서의 문형 개념

  “한국어교육에서의 문법의 단위는 문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어
학의 ‘문장 형식’의 준말이 아닌 ‘문법 형태’의 준말로 볼 수 있다.”

위의 진술을 통해 국립국어원에서 국어학에서 말하는 문형의 본뜻을 확대하여 
‘문법 형태’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정의와 함께 
‘문형’ 밑에 어미, 조사, 표현 등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문형이
란 문법 형태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문형’을 선택
하되 학습자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문법 형태라는 점에서 ‘표현문형’의 
용어를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뒤 부분에서 나올 것이다.

본 절에서 본격적으로 표현문형의 범주 설정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다. 범주를 
설정하기 전에 우선 범주화하는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덩어리 구성을 
범주화하는 데 본고에서 응용적 방법보다 체계적 접근 방법을 택한 이유를 논할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용어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드물고 기존 연구의 명칭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논의에 맞게 지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 우선 '
표현문형'이라는 용어부터 검토하고 타당성을 설명한 다음에 기준을 제시하고자 
39) 강현화(2007ㄴ)에서도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형이란 '문법 형태'에서 준말로 짐작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문형'이란 덩어리 형식을 지칭하는 말로, 그동안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점점 주류가 된 추세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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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동안 덩어리 구성의 학습 과정에서의 역할과 개별 항목에 집중해 논의해 왔지
만 판정 기준과 범주화에 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분야의 
연구는 ‘선 응용-후 이론’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 목표에 따라 대상과 
취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삼라망상의 덩어리 구성을 한 가지 이론이나 체계로 
가리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덩어리 구성에 초점
을 두고 연구하는 레이(2008: 93)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가리는 것이 어렵고 복잡
한 과제이며 연구 목적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덩어리 구성에 대해서 연구할 때 찾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목표를 세우고 대상을 설정하며 그에 맞는 기준으로 가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다. 이 절에서는 몇 가지의 방법에 대해 '응용적 접근법'과 '체계적 접근법'으로 구
분하여 해당 사례를 들어보면서 본고에서 쓰이는 접근법의 타당성을 논하기로 한
다.

첫 번째는 응용적 접근법이다. 이것은 실제 사용에 근거한 방법인데 즉, 언어의 
구조나 문법의 특성보다 연구 대상의 실제 사용 양상 등 다른 외적인 요인을 고려
하는 방법이다. 이에 속한 대표적 방법으로는 대개 말뭉치에 의한 통계, 교재에서
의 중복도, 그리고 전문가들이 직접 선정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언어 내적 체계와 무관하고 사용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 범주를 설
정할 때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말뭉치에 의한 접근 수단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덩어리 형식을 빈도를 기
준으로 선정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용한 방법이다. 많
이 나오는 것을 선정해서 학습자에게 제시하면 학습 효과가 일정한 현저성을 보인
다. 그렇지만 실용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문제도 안고 있다. 문제점은 세 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말뭉치에서 추출된 덩어리 구성은 말뭉치에서 몇 개의 단어
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문자열이다.40) 이러한 방식은 그저 빈도에 의존할 뿐이고 
40) 진정한 말뭉치에 의한 추출은 말뭉치에서 자동으로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으로 

해당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빈도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에서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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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것이 그저 고빈도로 나오는 단어의 서열이다. 빈도를 고려하는 반면 선정
된 것에 대한 형태적이거나 문법적인 특징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선정된 것 
간에 공통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빈도는 통계적으
로 분석한 수치인데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려면 무엇보다도 통계와 분석의 방법을 
완비해야 한다. 그러나 덩어리 구성은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말뭉치 기반의 조사
로는 아직 정 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형태가 똑같다 하더라도 의미의 차이가 존
재하므로 기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의미 정보를 보유한 말뭉
치가 아닌 이상은 정 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셋째, 두 번째의 문제를 해
결하더라도 빈도수를 판정하는 잣대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정해야 되는지도 하나
의 문제이다. 특히 빈도수는 말뭉치에서 어떤 유형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론적인 기반이 마련되기 전에 역시 온당한 해결책이 
아니다. 특히 국립국어원(2012: 20)의「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
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한국어교육을 위한 말뭉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빈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면 빈도수는 덩어리 구성을 
가리는 '주요한 기준'이라기보다 어떤 교육적 목적을 위해 부차적인 방법으로만 활
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빈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교재에서 나온 항목을 통
계하여 중복적으로 출현하는 항목, 즉 교재 내 빈도가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교육 
내용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교재의 항목은 전문가인 편찬자가 계획하고 선정한 결
과이기 때문에 이들에서 다시 이차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원시 말뭉치(raw cor-
pus)에서 빈도를 나타내는 것보다 일정한 질을 확보할 수 있다. 본고 2장에서 교
재 분석 과정에서 계산된 덩어리 구성의 빈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역시 애초에 항목을 선정한 전문가와 편찬자의 향을 많이 받고 범주화하
는 데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델파이법(Delphi Method)도 응용적 접근법의 하나이다. 의사결정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몇 차례를 걸쳐 조사하는 방법은 델파이 조

분 교재에서나 사전에서 일정한 목록을 추출한 뒤 목록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뭉치에서 
빈도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교재에서나 사전에서 등재된 표현문형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었냐는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진정한 말뭉치에 의해 덩어리 구
성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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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한국어교육의 경우,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와 전문가들에게 자기자신
이 중요시하는 문법 항목을 직접 적게 한 다음에 결과를 취합하여 다시 이들에게 
2차 조사하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에서는 문법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델파이법을 쓴 적이 있다. 말뭉치나 교
재의 중복도보다 델파이법의 주관적 견해가 더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델파이법으로 선정된 것은 비록 전
문가의 협의하에 도출한 것이지만 역시 이론과 어떤 언어적인 기준이 없다. 이러
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은 교육자로서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
으나 한 언어의 범주를 구축하는 데 역시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체계적 접근법이다.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접근법은 사용 빈도 
등의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덩어리 구성 자체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찾
아내고 이 특징을 검증 대상에 적용하여 원하는 대상을 찾는 방법이다. 레이
(2008)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정형화된 어구(formulaic sequence, FS)'와 '형태소 
해당 단위(morpheme equivalent unit, MEU)'라는 개념으로 지칭하 다. 정형화된 
어구는 '연속되든 비연속되든 문법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는 어구의 형태로 
미리 만들어지고 저장되어 있다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또한 형태소 해
당 단위는 '단어의 결합이지만 형태적으로 볼 때 미완성 상태라 다른 성분이 들어
가거나 연결될 수 있고 문장에서 형태소처럼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 다. 이에 따
라 이 두 가지의 성분은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23) 정형화된 어구(formulaic sequence, FS)
ㄱ. practice makes perfect.
ㄴ. how are you?

(24) 형태소 해당 단위(morpheme equivalent unit, MEU)
According to~

정형화된 어구와 형태소 해당 단위는 모두 다 여러 단어로 구성된 성분이다. 그
러나 이 두 가지가 앞에서 논한 방법으로 추출한 것과 가장 큰 차이는 이들은 의
미적이거나 형태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23ㄱ)은 속담이고 이 문장 안에 
단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의미가 비슷하더라도 속담의 속성이 상실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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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ㄴ)은 흔히 드는 인사말이지만 이 세 개의 단어 조합은 이미 한 덩어리로 되
어 버리고 역시 단어들의 의미 집합보다 '인사'의 기능을 행한다는 것이다. 정형화
된 어구는 대부분 문장의 형식이 되고 비교적 긴 문자열(word string)이지만 이들 
간에 응결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의 단위성을 지닌다. 그리고 (24)의 경우, 문장이 
아닌 비완결형으로 된 구성이지만 이 구성은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함으로써 문장 
안에서 마치 문법 형태소처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간에 역시 다른 
단어가 삽입되면 본래의 문법적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 우리가 덩어리 구성을 찾
고 일정한 범주를 만들려면 (23), (24)의 형태처럼 일정한 의미와 기능에 의해 구
성된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위에서 두 가지의 접근법을 살폈는데 결론적으로 응용적 방법은 선정에 관한 것
이고 체계적 방법은 범주화에 관한 것이다. 우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Ⅲ-1] 덩어리 구성의 범주화 접근법

대상 언어 
자료

응용적 접근
·말뭉치 빈도
·델파이법
·교재의 중복도

체계적 접근
·의미성
·기능성
·통사적 특징

실용적 가치가 
있지만 범주화할 
수 없다.

선정된 것 간에 
공유적인 속성을 

확보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그간 한국어교육을 위한 덩어리 구성에 대한 연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
하여 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물론 단순히 '선정'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응용적 접
근법을 쓸 수 있고 체계적 접근법도 쓸 수 있으며 심지어 이 두 개의 방법을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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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절충적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일차적으로 기준을 찾아 범
주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 내적인 특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범주를 설정할 때 범주 안에 들어간 것들 간에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
과 속성을 가져야 이 범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의 특징과 속성은 언
어 외적 측면에서의 빈도, 전문가 의견, 혹은 교재 중복도 등보다 언어 내적 측면
에서의 것이어야 한다. 이래야만 대상물의 특징과 속성에 의해 범주의 경계를 그
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체계적 접근법으로 언어 내적 측면에서 특징과 속성을 찾아 범주를 설정
한다고 해서 응용적 측면에서의 특징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한 덩어리 구성의 구조
에서 형태 간에 통사적인 관계를 갖고 또한 일정한 의미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이 
구성이 이미 사용의 측면에서 일정한 안정성과 빈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 접근법은 실제적으로 응용적 접근법의 요인을 함축하
고 있기 때문에 범주를 설정할 때 물론 체계적 접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접근법을 택할 때 응용적 접근법보다 체계적 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한
다.

앞에서 그동안 덩어리 구성에 대한 기술, 그리고 판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물론 학자마다 취급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의와 기준에 대한 제시도 
필히 다르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덩어리 구성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 잘 보이면서도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크게 보면 국어학에서는 체계의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덩어리 구성과 다른 범주의 경계를 지으려는 입장이고 한국어교육학에
서는 비교적 느슨한 기준으로 교육적 실용성을 살리면서 가능한 한 덩어리 구성을 
수용하고 범주를 지으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입장 중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양날의 칼처럼 장단점이 있다. 국어학에서 엄 한 기준으로 덩어리 구성
을 연어의 하위 범주로 본다면 체계의 경계는 어느 정도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을
지 몰라도 정작 교수·학습할 때 중요한 것을 배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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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ㄱ. 관용구-형태적 연어: 바람에(이희자, 1995)
ㄴ. 문법적 연어: 바람에(임홍빈, 2002)
ㄷ. 문법적 연어로 취급하지 않는 것: -다고 하다(임근석, 2010)

앞에서도 언급했으나 (25ㄱ, ㄴ)에서 예시한 덩어리 구성의 전형인 '-는 바람에
'를 형태적 연어나 문법적 연어로 처리하면 '핵'과 '변'의 관계에서 파악되니 '바람
에'처럼 단일 어절로 기술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은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기술이다. 뒤에서 조사 자료를 검토할 때 자
세하게 다루겠지만 '-는 바람에'의 형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정확률이 초, 중, 
고급에서 어느 급이든 간에 50%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25ㄷ)은 구
조상의 긴말성이 없기에 국어학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현문형이라면 우리가 체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교육적 차원에서의 
요인도 가능한 한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기존 한국어교육에서의 논의는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을 보류하기 위
해 응용적 접근을 쓰면서도 경계를 그으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한국어교육을 위한 
덩어리 구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한국어교육학에서 기존의 논의를 살펴
보면 덩어리의 특징과 판정 기준을 구분 없이 한데 묶어서 논의한 경우가 많다.

(26)
ㄱ. 이미혜(2002): 하나의 의미나 기능을 표현하고 복합 구성으로 된 항
목이다.
ㄴ. 최윤곤(2004, 2005): 문법 요소와 어휘 요소가 구성한 복합 구조체로
서 후행 요소가 선행 요소를 필히 요구하는 긴 한 관계를 유지한다.

위에서 예시한 것을 보면 덩어리 구성의 특징만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덩어리 구성이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를 푸는 내
용이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공하기에 부족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립국어원(2005, 2011) 등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
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즉 특징을 묘사하는 작업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타 연구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덩어리 구성을 '사용 빈도', '자주 공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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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준도 적용하는데, 이들은 외적인 '선정 기준'이지 '판정 기준'이 아니라는 점
도 유의해야 한다. 결국은 기존의 논의에서 '특징 묘사', '선정 기준',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 각각 다른 논의를 펼쳤지만, 이 세 가지의 측면을 구분 없이 같은 층
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범주를 유동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는 표현문형의 체
계 경계가 모호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특징은 특징이
고, 선정 기준은 선정 기준이고, 판정 기준은 판정 기준이라는 명확한 구분에서 문
제를 푸는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어떤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범주화
할지 그 잣대를 마련해야 하며 되도록 그럴 듯한 서술적 방식을 피해야 한다. 그 
일례로, 국립 국어원에서 세부 기준 없이 단일 조사와 단일 어미가 아닌 것을 다 '
표현'의 범주로 처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국어교육에 있어 
표현 범주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배정하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결론적으로, 국어학에서는 덩어리 구성을 완전 다른 범주로 설정하지 않고, 어휘
적 연어의 연장선에서 처리하여 명확하게 구분하다 보니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된
다. 반면에 한국어교육에서는 교육적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하지만, 그 
경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의 방향을 가능한 한 겸
용하여, 설정 목표를 두고 기준을 제시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를 것이다.

【표현문형】설정 원리

원리1: 조사, 어미, 혹은 어휘와 별다른 범주가 되어야 한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범
주 간에 유동성이 없어야 한다.

원리2: 표현문형인지 판정하는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관용적', '고빈도 공기', '늘 사
용하는 것' 등과 같은 애매한 부분이나 언어 외적인 요인을 되도록 없애야 
한다.

원리3: 의미·기능적 단위성은 표현문형 선정할 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원리4: 학습의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지 한 개의 의미·기능적 단위성만 확보한 

형태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대로 제안하는 표현문형의 범주는 체계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육성
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 원리대로 판가름 할 수 있는 잣대를 일일
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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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문형의 첫 번째 조건은 '형태의 다어절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도 말한 바가 있지만, 본고에서 설정하는 표현문형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요소
들의 구성체이고, 이 구성 간에 띄어쓰기 간격이 존재하는 형태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다어절성이라고 칭한다. 표현문형에서 하나의 간격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의 간격이 있을 수도 있으며, 간혹 세 개의 간격도 있기는 하나 아주 드물다. 다어
절성의 설정은 표형문형의 특징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그 저변에 표현문형에서 복
합적으로 구성된 조사나 어미 등을 배제시키는 목적도 포함된다. 

(27)
ㄱ.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간격 없  
    음)
ㄴ. 나에게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 줄 몰랐어.(간격 없음)

밑줄 친 부분에서 (27ㄱ, ㄴ)은 조사+조사의 구조로 구성한 것이니 둘 다 복합
구조이다. 그러나 이들은 표현문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첫째, ‘까지는’과 같은 
경우 학습자가 '-까지'와 '-는'에 대한 선행 학습을 했다면 굳이 '-까지는'의 형태
를 다시 익혀 외우지 않아도 해당 의미를 추론할 것이다. 물론 (27ㄴ)도 같은 맥
락에서 이해된다.41) 둘째, 복합 구성 중에 위와 같은 것도 있지만 이미 고정된 형
태로 되어 사전의 표기어로 된 것도 있다. '-에서부터'를 예로 든다면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결합이라 사전에서 다 표제어로 처리되고 있다.42) 그러나 만약 이것을 

41) 그러나 일부 복합 조사의 경우 a+b=ab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
로부터'의 경우 '-로'는 '대상이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라는 의미고 '-부터'는 '시발점에서 
이탈'이라는 의미며, 이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즉 a+b=c)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서 항목을 따로 두어야 한다.

42) 조사와 어미의 복합 구성에 대한 표제어 처리는 의미·기능으로 입각하면 더 합당한 듯하
다. '에서부터'처럼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표제어로 처리하지만 '-면서도'는 결합을 통해 
'a+b=c'의 의미적 변화를 이뤘음에도 표제어로 처리되지 않고 있고 또한 '-시지요'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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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문형으로 처리하면 한국어교육에서 이것을 조사로 봐야 되는지, 표현문형으로 
봐야 되는지에 관한 체계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위의 이유로 인해 본고에서 표
현문형은 하나의 띄어쓰기를 지닌 2어절식 이상의 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일단 다어절성을 설정해 놓고 단일 어절인 것을 배제하면 표현문형만의 속성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한 덩어리 구성을 보고 이것을 표현문형으
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전 이 형태가 문장 차원에서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나
타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는 본고에서 표현문형을 판정하는 데 제안하
고자 하는 두 번째 기준인 '의미·기능적 단위성'이다.

(28)
ㄱ.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무슨 집 산다는 말이야?
ㄴ. 너무 빨리 먹는 바람에 체하 다.

위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는/는', 명사 '마당/바람', 조사 '-에' 등이 문장 안에
서 같이 나타날 때 '마당'과 '바람'의 뜻과 전혀 상관없게 되는데 이 구조는 단어별
로 해석되지 못하고 한 단위로 보아야 한다. (28ㄱ)은 '상황'이라는 의미를 행하게 
되며 (28ㄴ)은 '이유'의 뜻을 가진다. 이들은 문장에서 마치 하나의 연결어미처럼 
문법적 기능으로 행하여 일정의 문법형태로 전환되었는데 이처럼 어휘 의미에서 
문법 의미로 바뀐 것을 문법화(grammaticalization) 현상이라고 한다.43) 표현문형
의 통사적 기능을 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그냥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보
는 사례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한재  외(2008: 65-66)에서는 '-아/어서 그런
지', '-어 가지고', '-(으)면 몰라도' 등을 연결어미로 보고 '-ㄴ/는/ㄹ 모양이다', 
'-았-/었으면 좋겠다', '-나 보다' 등을 종결어미로 보는 것은 그것이다.44) 표현

십시오체의 청유형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역시 표제어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어학
을 위한 사전에서는 몰라도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습자 사전이라면 이 두 개가 충분한 등
재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43) 안주호(2001)에서는 문법화의 종류를 정리한 바가 있고 여기서 든 예는 복합 형태에 속
한 '어휘 형태+문법 형태> 문법 형태'류이다.

44) 표현문형은 고정성에 따라 일부 형태가 나중에 한 형태로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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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은 의미·기능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문법화의 특징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 다
음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이 모두 이런 특징을 보인다.

(29)
ㄱ. 철수가 내일 올 수 있죠?
ㄴ. 철수가 내년 여름방학 때 대만에 가고 싶어 한다.
ㄷ. 철수가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유치하기 짝이 없다.

위에서 (29ㄱ)은 '가능성', (29ㄴ)은 '의도', (29ㄷ)은 '정도 심함' 등으로 각각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적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덩어
리 구성도 이 기준을 충족한다.

(30) 그는 자기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다'는 비록 명확한 의미가 없기는 하나 뚜렷한 문법적 기능을 가
지고 있고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들을 '전달, 인용'이라는 기능에서 다루고 있다.45) 
임근석(2010: 222)에서 '-다고/라고 생각하-'를 연어의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이 
구성은 의미성이 없는 데다가 구성 요소 간에 다른 어절이 삽입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를 제외하 다.46) 그러나 본고에서 이 구성은 온전한 문법적 기능을 갖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거의 모든 교재에서 입
증했기에 이를 표현문형으로 보려는 입장이다47) 물론 '-다고 생각하다' 사이에 다

어 '보잘것없다'는 '보잘 것 없다'에서 문법화 과정을 거쳐 단일 형태가 된 것이다.
45) '-다고 하다'와 '-라고 하다'는 문법적 기능이 강한 증거로서 이들은 '-단다'와 '-란다'

의 종결어미로 문법화 되고 지금 표제어로 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다. 그러나 '-다고 하다', 
'-라고 하다'가 '-단다', '-란다'와 의미적으로 전부다 같지 않다. 최동주(2007)에서 이런 
문법화 과정을 '형태의 축소가 계기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

46) 임근석(2010)에서 문법적 연어의 범주를 논의하면서 그 중의 중요한 특징은 성분 간의 
인접성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예문으로 '-다고/라고 생각하-'를 논외로 시켰다.

ㄱ. 그는 이 문제를 진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 다.
ㄴ. 그는 이 문제를 진희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 다.
ㄷ. 이 문제를 진희의 잘못이라고 그는 생각하 다.
임근석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라고 생각하다'를 논외로 시켰다. 

47) 교재 분석한 결과 인용적 표현의 수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초급에서부터 소개되고 급
이 올라가면서 약간 변형시켜 계속 소개되고 있다.

EW: -ㄴ/는다고 하다(EW3-1_06), -다고 해서(EW4_09), -ㄴ/는다고 하더라도(EW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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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성분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해 표현문형의 범주 안에서 하위
분류를 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이 하위분류를 두는 목적은 단지 분류의 문제
가 아니라 범주의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는 절충적 방식을 취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방법은 다음 인접성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혹자는 일부 논의와 교재에서 다음과 같은 구성도 표현문형과 비슷한 개념으로 
교육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의미·기능적 단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
다.

(31)
ㄱ. 이런 것으로 김치를 만들기 어렵다.
ㄴ. 한국은 매운 음식으로 유명하다.

위에 (31ㄱ, ㄴ)은 일부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기
능적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기 어렵다'의 경우, 동사 뒤에 붙여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는 뜻인데 여기의 어렵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단어 '어렵
다'에서 부여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로 유명하다'의 의미는 주로 단어 '유명하다'
에서 나타나고 문형 자체의 의미보다 '유명하다'라는 어휘적인 의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 어렵다', '-로 유명하다' 등의 형태
는 성분 간 삽입 제한성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명사형 전성어미 '-기'로 시작한 
'-기 때문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그리하여 만약 이런 것을 표현
문형으로 설정한다면 '-기 쉽다, -로 기쁘다, -로 각광받다' 등과 같은 구성들도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현문형의 수효가 많아지고 각 표현문형의 생산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적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형 교육은 
오히려 암기식의 방법이 되어 버려서 학습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 경우는 
표현문형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사 '-로'를 교육할 때 부가적으로 빈도 

_04)
YS: -는다고 하다(YS2-2_07), -는다고 보다(YS3-1_03), -는다고 하던데(YS3-1_0

3), -는다고 해서(YS3-1_04), -는다고 할 수 있다(YS3-2_10), ... 등 10개 항목
KH: -(ㄴ/는)다고 하다(KH2-1_05), -(ㄴ/는)다고들 하다(KH2-1_08), -다고 해도

(KH2-2_07), -다고 할까?(KH3-1_01)
SJ: -다고 하다(SJ6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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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어휘를 소개하거나 '쉽다', '기쁘다'를 가르칠 때 관련 논항 정보를 알리는 방
법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표현문형을 판정할 때 의미·기능적 특징
을 지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문형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또 다른 기준은 바로 삽입의 제한성이다. 즉, 구
성 요소 간에 인접하고 다른 요소가 자유로이 삽입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
유로이 삽입되지 못한다'는 원칙은 중요한 전제다. 이 '자유로이'의 정도에 따라 우
리가 표현문형 범주 안에 하위 범주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2항 관계
로, 즉 핵과 변의 원리로 설명하고자 한다.

(32)
ㄱ. -ㄹ 때
ㄴ. -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에서 필히 소개되는 '-ㄹ 때'와 '-기 때문에'는 앞에서 언급한 다어
절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구성 간 삽입 제한성도 지닌다. 이들을 2항 관계로 본다
면 다음과 같다.

(33)

ㄹ   때

  -ㄹ 때

기 때문에

-기 때문에

위와 같이 2항 관계에서 '-ㄹ 때'와 '-기 때문에'는 각각 핵(때, 때문에)과 변
(-ㄹ, -기)으로　구성됐다. 원칙상 2어절식 표현문형 같은 경우는 다른 요소가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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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될 가능성이 낮고 위 그림에서의 수평성은 이런 폐쇄성을 의미한다.48) 다음 예
문을 통해 '-ㄹ 때'와 '-기 때문에'는 폐쇄성을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34) ㄱ. 철수가 재수할 때 항상 도서관에 있었다.
ㄴ. *철수가 재수할 그 때 항상 도서관에 있었다.49)

ㄷ. 철수가 재수하기 때문에 항상 도서관에 있다.
ㄹ. *철수가 재수하기 그 때문에 항상 도서관에 있다.

 
표현문형은 문장 안에서 한 문법 단위처럼 쓰이므로 구성 요소 간에 다른 요소

가 삽입되면 구조가 파괴되어 원래의 의미·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특히 위의 구
조와 같은 폐쇄적 표현문형은 더욱더 그렇다. 위의 예문을 통해 구조 간의 삽입은 
허용되지 않고 연속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쇄적 표현문형
이 있는가 하면 개방적 표현문형도 있다. 표현문형은 2어절식, 3어절식 등이 있는
데 2어절식 이상부터는 폐쇄적인 성질이 점점 느슨해진다. 일단 다음과 같은 2어
절식 표현문형을 한 번 보자. 마찬가지로 나무그림으로 표현한다.

(35)

면   되면

  -면 되다

48) 2어절식 표현문형은 삽입 제한성이 3어절식 표현문형보다 강하며 거의 모든 2어절식 표
현문형이 삽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2어절식 표현문형은 조사의 첨가가 가능
하다. 예를 들면, '-기 일쑤이다'는 '-기가 일쑤이다'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은 주로 선도적 요소가 명사형 어미일 때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제한적인
데 '-기 마련이다', '-기 때문에' 등처럼 조사 첨가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
조사 첨가'와 '성분 삽입'은 개념이 다르며 뒤 부분 조사 첨가의 논의에서 나올 것이다. 

49) 간혹 '재수할 그 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ㄹ 때'와의 통사적 결합 방식이 
다르다. 즉 '재수할 그 때'는 [재수할] [[그][때]]의 구성인데 이는 '-ㄹ 때'가 하나의 구
성으로 보는 방식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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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기능을 표현하는 '-면 되다'는 '-ㄹ 때'와 '-기 때문에'보다 어느 정도 개
방되어 있다. '-면'과 '되다' 사이에 다른 것도 삽입이 가능한 것을 위 그림에서 수
평의 점선으로 표시했는데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36)
ㄱ. 오늘 학교 가면 돼요.
ㄴ. 오늘 학교 가면 안 돼요.
ㄷ. 오늘 학교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위의 예문을 통해 '-면 되다'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은 '자유로이'가 아니라 일정한 제한성을 
받고 있다. 이런 특성은 3어절식 표현문형에서 잘 드러난다.

(37)
  ㄱ.　-ㄹ 수 없다

ㄹ 수   없다

ㄹ   수

  ㄴ. -ㄴ 적 있다

ㄴ 적   있다

ㄴ   적

2어절식 이상인 표현문형은 어느 정도 조사와 부사(혹은 부사절)의 삽입이 가능
하나 이는 물론 제한적이다. '-ㄹ 수 없다'와 '-ㄴ 적 있다'를 예로 든다면 일단 
이 두 개의 형태는 위와 같은 식으로 두 계층의 2항 관계로 볼 수 있다. (37ㄱ)의 
'ㄹ'과 '수', (37ㄴ)의 '-ㄴ'과 '적' 등의 구성 간에 폐쇄적인 속성을 지니는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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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2어절식의 표현문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한 단계 
올라가면 (37ㄱ)과 (37ㄴ)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ㄹ 수'와 
'없다' 사이에는 여전히 폐쇄적이지만 '-ㄴ 적'과 '있다' 사이에는 점선으로 연결하
여 성분의 삽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과 예문을 통해 확인하자.

(38)
ㄱ. 철수가 이 작업을 할 수 없다.
ㄴ. 철수가 이 작업을 할 수(가/는/도) 없다.
ㄷ. *철수가 이 작업을 할 수 꼭 없다.

(39)
ㄱ. 철수가 이 작업을 한 적 있다.
ㄴ. 철수가 이 작업을 한 적(이/은/도) 있다.
ㄷ. 철수가 이 작업을 한 적이 한 번 있다.

위의 예문들은 표현문형　'-ㄹ 수 있다'와 '-ㄴ 적 있다'로 이루어진 문장들이다. 
표현문형의 1, 2 어절 사이에는 아무 것도 들어가지 못하는 반면, 2, 3 어절 사이
에는 삽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예문 (38)은 표현문형 '-ㄹ 수 없다'가 쓰인 문
장으로서, 만약 '수'와 '없다' 사이에 다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표현문형의 기능
이 파괴되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이 중에 (38ㄴ)에서 각기 조사 '-가', '-는', 
'-도'가 붙은 것처럼 표현문형의 핵에 일부 조사가 첨가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주로 핵에 붙어 '주어', '강조', 혹은 '포함' 등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여타 성분
이 첨가되는 것에 비하면 단지 구조 안에서 조사를 통해 의미를 보조할 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은 삽입으로 보지 않고 첨가로 본다. '-ㄹ 수 없다'는 (38
ㄷ)처럼 부사가 삽입되면 비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ㄹ 
수 없다'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폐쇄형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39ㄷ)
처럼 '-ㄴ 적 있다'가 비교적 개방적이어서 일부 부사어(혹은 부사절)도 삽입될 
수 있다. (39ㄷ)처럼 '-ㄴ 적 있다' 사이에 다른 새 어절이 삽입된 것은 주로 뒤
에 있는 용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조사의 '첨가'가 아니라 어절 간의 '수식' 문제라
서 '삽입'으로 본다. 즉, 표현문형 안에서 첨가이냐 삽입이냐에 따라 '폐쇄적 표현
문형'인지, 혹은 '개방적 표현문형'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표현문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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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 간 삽입 제한성을 갖는데 이 제한성은 완전 닫히는 속성이 아니며 정도에 
따라서 폐쇄적 표현문형과 개방적 표현문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현문형이 일반 통사적인 구성과 구별될 수 있는 또 다른 검증 기준은 성분 간
의 선택 제한성이 있는가이다. 삽입 제한성에서 우리가 각 성분 사이에 다른 어절
이 자유로이 삽입되지 못한다고 하 다. 이는 구조의 긴 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면 이제 구조의 선택 제한성 문제를 보자. 어휘 차원에서 볼 때 의미는 흔히 
중심의미와 전이의미로 이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이의미를 나타낼 조건으로 여러 
가지 통어적 공기 제약과 문법적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남기심, 1995). 이 특
징은 의존명사 등을 포함한 표현문형에서도 찾을 수 있다. 표현문형은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가짐으로써 성분 간 일정한 고정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성분의 선택 제
한이란 표현문형의 구조 안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다른 성분을 제약적으로 선택한
다는 것이다. 김진해(2000), 임근석(2005)에서는 연어를 다루면서 성분 간의 선
택 제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이들의 논의에서 핵과 변의 개념으로 해석
하 다. 즉, 구조를 2항 관계로 볼 때 하나는 선택항(選擇項)이고 하나는 피선택
항(被選擇項)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윤곤(2005)에서 후행 요소가 선행 요소를 필
히 요구한다는 논의도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는 단일 
방향성이나 후행 요소가 선행 요소를 요구한다고 언급하 지만 이러한 조건은 표
현문형을 판정하는 데 다소 부족하다. 본고에서 계층적 2원 관계에서 표현문형의 
성분 선택 제한성을 파악하려고 한다. 우선 2어절식 표현문형에 있어서 앞에서 언
급한 연구와 대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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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는
*ㄴ
*ㄹ

  바람에

  ㄱ. -는 바람에

ㄴ
는
*ㄹ

  척하다

 ㄴ. -ㄴ/는 척하다

위의 그림처럼 특정한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이룰 때 성분 간 선택 제한성이 일
어나는 것을 좌-화살표로 표현한다. 여기서 좌 화살표의 의미는 핵이 변을 제한적
으로 요구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40ㄱ)에서는 핵이 된 '바람에'가 여러 어미 
중에서 관형사형 어미만 허용하고 또한 관형사형 어미 중의 '-는'만 허용한다. 또
한 (40ㄴ)에서도 '척하다'는 관형사형 어미 '-ㄴ/는'만 허용한다. 화살표는 바로 이
런 요구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바로 후행 요소가 선행 요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문형에서의 요구 방향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3
어절식 표현문형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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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ㄴ/는/ㄹ 것

  것

  ㄱ.　-ㄹ 수 없다

ㄹ 수 없다
있다
*존재하다

ㄹ
*ㄴ
*는
*기

  수

  ㄴ. -ㄴ/는/ㄹ 것 같다

같다
*일치하다
*동일하다

ㄴ
는
ㄹ
*기

3어절식 표현문형과 같은 경우, 제한적 요구의 방향성은 뒤에서 앞으로 갈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앞에서 뒤로 가는 방향도 있다. (41ㄱ)의 경우 일차
적으로 '수'가 관형사형 어미 중에서 '-ㄹ'만 허용한 다음에 '-ㄹ 수'가 다시 뒤의 
용언을 요구한다. 이때 뒤에 오는 용언은 역시 성택 제한이 있는데 '없다', '있다'만 
허용하고 다른 용언은 물론, 비슷한 의미를 띤 용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41ㄴ)도 
마찬가지다. '추측'의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나타낼 때 관형사형 어미만 허용하고 
'-ㄴ/는/ㄹ 것'이 다시 뒤에 오는 용언을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이때 '같다'만 허용
하는데 '일치하다, 동일하다' 등과 같은 용언들은 비록 의미가 비슷하나 일제히 허
용되지 못한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표현문형의 성분 간 선택 제한이 있고 2어절식 
표현문형에서는 좌측으로 요구하며 3어절식 표현문형은 우측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표현문형은 학습자가 문법 규칙에 의해 문장을 만드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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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형태 정확성과 발화 유창성 등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표
현문형은 물론 덩어리 구성 등의 형태를 설정하는 취지 중의 하나가 기억할 때와 
생산할 때의 경제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학습자가 단어를 외울 때 모든 단어를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단어를 먼저 외우고 또한 외운 단어를 이용하여 복
합어를 만들어 가면서 어휘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표현문형도 마찬가지다. 경제
성을 유지해야 하는 전제하에 위의 네 가지 기준에 합당하다고 해서 여러 개의 성
분이 합쳐지면 길이와 상관없이 다 '표현문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1.3
의 (8)에서 제시한 예를 다시 가져와 보자.

(42)
ㄱ. -지 않으면 안 되다
ㄴ. -는다고도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위의 구성들은 표현문형의 다른 기준에 합당하지만 
경제성 원칙에 합당하지 않아 표현문형으로 보지 않는다. (42ㄱ)의 경우, '-지 않
다'와 '-으면 안 되다' 등 두 개의 표현문형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 이들의 합성 형
태인 '-지 않으면 안 되다'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42ㄴ)도 마찬가
지다. 이 구성은 역시 '-는다고도 하다'와 '-ㄹ 수 있다' 등 두 개의 표현문형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 표현문형으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표현문형은 경제성 원칙에 
의해 형태 자체가 더 이상 작은 표현문형으로 분석되지 못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
다. 물론 위의 두 개 형태는 교육적 측면에서 봐서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한 범주의 형태로 다루어질 때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가 표현문형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 다. 이 기준으
로 2장에서 검토한 고유 항목을 몇 개를 검증하면 다음과 같은 표현문형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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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표Ⅲ-2> 표현문형의 예시

위의 표를 보면 표현문형에 합당한 것은 대개 몇 가지로 포괄된다. 이들은 전통 
문법 범주에 속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우선 1과 같은 구성은 보조 용언 구성에 속한 것인데 보조 용언은 형태의 다어
절성, 의미·기능적 단위성, 구성 간 삽입 제한성, 성분 간 선택 제한, 경제성 원칙 
등 조건을 다 지니므로 표현문형으로 판정된다. 또한 2와 같은 경우 의존명사로 
구성된 표현문형이다. 의존명사는 어휘적 의미가 상실되면서 다른 문법 성분과 같
이 나타날 때 특정한 의미나 문법적 기능을 행하는데 수효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편이다. 위의 2에서 나온 의존명사로 구성한 표현문형은 다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갖는 것으로 기초한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3의 경우, 기존 국어학에서의 범주로 
분류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들 중에 의존명사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일반명사

표현문형 예시 표현문형이 아닌 것 예시
1. (보조 용언 구성) -게 되다, -고 말다, 

-고 싶다, -게 하다, -고 있다, -아/어/여 

버리다, -아/어/여 보다, -아/어/여 보이다, 

-아/어/여 봤자, -아/어/여 오다, -아/어/여 

있다, -아/어/여 주다, -아/어/여 죽다, -지 

못하다, -지 않다,...

2. (의존명사 구성) -ㄴ/는 대로, -는 통

에, -는 한, -는 동안, -ㄴ 채, -ㄴ/는 탓

에, -게 마련이다, -ㄴ/는 법이다, -ㄴ/는 

편이다, -ㄴ/는/ㄹ 모양이다, -기 나름이

다, -기 마련이다, -ㄴ 망정이지, -ㄴ 적이 

있다/없다, -ㄴ/는 줄 알다/모르다, -ㄴ/는/

ㄹ 것 같다, -는 바람에,...

3. (기존 범주 외의 것) -ㄴ/는 이상, -ㄴ 

끝에, -ㄴ/는 가운데, -ㄴ 후에, -ㄹ 정도

로, -고 나서, -고 해서, -기 위해서, -기 

때문에, -곤 하다, -기 십상이다, -기 짝이 

없다, -기 전에, -기가 일쑤이다, -ㄴ 나머

지, -기로 하다, -ㄴ/는데도 불구하고, -ㄹ 

뻔하다, -냐고 하다, -ㄹ 필요가 없다, -로 

말미암아, -에 대해서, -에 따라서, -에 따

르면, -에 비하면, -에 비해서, -에 의하

면, -에 의해서, -에도 불구하고

a. 그러보 보니, -기가 이를 데 없다, -ㄴ/

는다고 하는 게, -에 가다, -이/가 다 뭐예

요?, -ㄴ/는다는 것이, -리라 생각하던, -

ㄹ 수 없으리만치, -만이 아니다, -는 것

보다, -기 쉽다

b. (잉여적 항목) -지 않으면 안 되다, -면 

안 되다, -ㄴ/는다고 할 수 있다, -ㄹ 수 

없으리만치, -ㄹ 때마다, -ㄴ/는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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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ㄴ/는 이상, -ㄴ 끝에, -ㄴ/는 가운데'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의미·기능
적 단위성을 확보하면서도 다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 만족하기 때문에 표현문
형으로 본다. 또한 특정한 조사와 공기하는 '-에 대해서, -에 따라서, -에 따르
면, -에 비하면, -에 비해서, -에 의하면' 등도 표현문형의 조건에 충족하니 역시 
표현문형으로 본다. 

한편 표현문형이 아닌 것을 몇 개를 사례로 검토해 보자. 표현문형이 아닌 덩어
리 구성은 대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a의 경우 다른 조건보다 일단 의미·기능적 
단위성이 없어서 표현문형으로 보지 않는다.

(43)

ㄱ. 그러고 보니

ㄴ. -ㄴ/는다고 하는 게

ㄷ. -ㄴ/는다는 것이

ㄹ. -기 어렵다

(43ㄱ)은 어떤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지니는 것보다 이 형태는 단지 발화할 때 
문두에 두는 발화 표지일 뿐이다. 이 형태가 문장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생산력이 
없을뿐더러 명확한 어떤 문법적 기능도 상정하기 어렵다. (43ㄴ, ㄷ)은 역시 의미·
기능적 단위성이 없다. 일정한 의미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저 '-ㄴ/는다고 하는 
게, -ㄴ/는다는 것이'처럼 여러 성분을 한데 묶어서 제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게'와 '것이' 앞에서 왜 '-ㄴ/는다고 하는'과 '-ㄴ/는다는'이 와야 되는지 
그 어떠한 연유도 없다. 이러한 구성은 그저 자유 결합이고 물론 다른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43ㄹ)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구성은 
일단 의미적으로 볼 때 그 의미는 단어 '어렵다'에만 있고 또한 구성 간 삽입 제한
성도 없어서 표현문형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b의 경우, 주로 두 가지의 이유로 표현문형에 합당하지 못하다. 첫째, 이들
은 일단 의미·기능적 단위성으로 볼 때 두 개 이상의 구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들은 두 개의 표현문형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실제적으로 개별 
표현문형의 학습을 통해 유추할 수 있어서 굳이 조립해서 또 하나의 표현문형으로 
볼 필요가 없다. 둘째, 한 표현문형에 조사나 어미를 첨가하는데 이 첨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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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현문형과 어떤 필연성이 없고 첨가한 다음에도 해당 표현문형의 의미·기능
적 단위성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본고에서 이러한 구성은 잉여적 항목으로 보고 
표현문형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44)

ㄱ. -지 않으면 안 되다

ㄴ. -ㄴ/는다고 할 수 있다

ㄷ. -ㄹ 때마다

ㄹ. -ㄹ 수도 있다/없다

(44ㄱ)은 '-지 않다'와 '-면 안 되다'의 합성 구성이고 (44ㄴ)은 '-는다고 하다
'와 '-ㄹ 수 있다'의 합성 구성이다. 이들은 두 개의 표현문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니 표현문형에서 제외한다. 또한 (44ㄷ)은 '-ㄹ 때'와 '마다'의 구성인데 이 두 개
의 성분이 합쳐 있을 때 'a+b=c'라는 의미적 변화가 없어서 역시 표현문형으로 
따로 둘 필요 없다. 물론 (44ㄹ)도 마찬가지다. '-ㄹ 수 있다'에 '도'를 붙인 것은 
특별한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따로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표현문형이 아닌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다. 특정한 경우
에 교육적 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표현문형이 아니라서 제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
다. 다만 배제한 부분의 상당수는 자유 결합이기 때문에 일반적 통사론적인 측면
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배제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은 교육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사 '-로'
를 교수할 때 부가적으로 빈도 높은 어휘를 소개하거나 어휘의 논항으로 앞에서 
오는 어미 '-기'와 조사 '-로'를 소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지 않지만 표현문형보다 더 큰 단위인 덩어리 구성도 있고 
형태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3장에서 본 '중첩 표현'과 '문
장틀' 등이 나중에 표현문형과 함께 '표현문법'의 범주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50) 
50) 민현식(2005)에서 '표현문형'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표현문형의 범

주로 보고 있다.
ㄱ. -기 좋아하다, -기 싫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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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립국어원에서 표현과 어휘로 양분(兩分)한 체계를 생각하면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문법의 확립은 언젠가 학계에서 논의될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우
리는 표현문형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형태의 다어절성, 의미·기능적 단위성, 
구성 간의 삽입 제한성, 성분 간 선택 제한, 그리고 경제성 원칙 등 다섯 개의 기
준을 살펴보았다. 표현문형의 정의를 서술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6) 【표현문형】정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문형'은 문장을 표현할 때 쓰는 문법 형태이고 
즉, '표현 문법 형태(表現 文法 形態)'의 줄임말이며 어로는 'expression 
grammatical form'이다. 그 특징으로는 '문법소'와 '어휘소'가 결합되어 형태
의 다어절성을 지니며 문장 안에서 한 단위처럼 일정한 의미·기능을 나타낸
다. 또한 성분 사이에 다른 요소가 자유로이 삽입되지 못하는 제한적 요구
성을 지닌다.

지금까지 한 논의에 의하면 표현문형은 의미·기능적 단위성의 기초에서 출발하
면서도 통사적인 제한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비록 한국어교육을 위한 범주이기는 
하지만 국어학에서의 기존 범주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국어학에
서의 보조 용언, 의존명사, 그리고 비교적 체계적으로 접근한 임근석(2005)의 '문
법적 연어', 그리고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강조하는 '표현' 범주와 비교하여 범주 간
에 분포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ㄴ.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ㄹ. 못 간다, 안 간다(부정법 표현)
ㄷ. 인사말 표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ㅁ. 신분확인 표현: 당신은 유학생이십니까?
...(하략)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민현식(2005)에서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표현문형을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다루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문형(문법형태)'이라는 명칭을 고려하
면 이들은 표현문형으로 보는 것보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문법 범주'에서 다루는 것
을 제안한다. 향후 표현문법 범주에서 (ㄱ)과 같은 표현문형뿐만 아니라 (ㄴ,ㄷ)과 같은 
인사문 표현, 중첩적 표현(예:~든지 ~든지), 문장틀 표현(예: 절대 ~ 아니다) 등도 이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들의 기술, 판정, 선정 방식은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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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 표현문형과 다른 범주의 관계

표현문형

보조용언 구성

문법적 연어

표현

ㄱ ㄴ

ㄷ

ㄹ

ㅅ

ㅇ

의존명사 구성ㅁㅂ

위의 그림은 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표현문형 범주와 다른 범주의 경계를 보이
고 있다. 이 그림에서 ㄱ~ㅇ 총 8개의 역으로 각 분야의 이동(異同)을 명시한
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개의 예를 갖고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이 8개에 속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47)
ㄱ. -게 하다, -지 않다, -ㄴ/는 대로, -는 바람에, -에 대해, -에 따
라, -다고 하다
ㄴ. -게 하다, -지 않다
ㄷ. -에 대해, -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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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최신의, 절대로, 결코 ~ㄹ 수 없다
ㅁ. -ㄴ/는 대로, -는 바람에
ㅂ. -ㄴ 적이 있다
ㅅ. -ㄹ 적
ㅇ. -에서부터, -느냐디, -느냐데, -느냐던데, -으라면서, -게 하다, -
지 않다, -ㄴ/는 대로, -는 바람에, -에 대해, -에 따라, -다고 하다, 

위의 그림에 따르면 표현문형이라는 분야는 보조 용언 구성을 전적으로 포함하
고 문법적 용언과 의존명사 구성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 중에 표현문
형이 문법적 연어와 겹치는 부분은 (ㄴ, ㄷ, ㅁ)에 속한 구성이며 유형적으로 보면 
가장 비슷하다. 그러나 (ㄹ)처럼 '최신의, 절대로, 결코 ~ㄹ 수 없다' 등 구성이 
있는데 이들은 본고에서 정의한 표현문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다고 
하다'처럼 의미·기능적 단위성이 있는 구성은 표현문형에 해당하지만 문법적 연어
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의존명사 구성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표현문형에 해당되지
만 (ㅅ)처럼 '-ㄹ 적'과 같은 구성은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완성하지 않아 표
현문형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ㅇ)의 경우, 이는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설정하는 표
현 범주이다. 이 범주 안에 보인 바와 같이 조사, 복합 조사, 복합 어미, 덩어리 
구성 등이 다 포함되고 있다. 막상 보면 표현이라는 범주가 가장 많은 것을 수용
해 보이지만 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
이다.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언어라는 것은 그　전모(全貌)를 포착하는 것이 어렵고 
포착한다 해도 유기체처럼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잘 짜여 있
는 체계도 언젠가 언어 사용함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표
현문형뿐만 아니라 비교적 온전한 체계에서 논의되어 온 어휘적 연어도 이런 측면
이 있다. 예를 들면, 김진해(2000)에서 연어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그　
중의 한 특징으로 '경계의 모호성'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 즉, 연어와 관용어, 자
유결합 간에 분명한 선이 없고 공유 역이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표현문형의 
경계를 교육적 측면에서 그으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계의 모호성도 면치 못할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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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한 논의대로 대상 교재에서 제시되는 덩어리 구성에 대해 
본고에서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고자 한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집한 
덩어리 구성 총 434개 중에서 형태적으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항목을 삭제한 뒤 
통합한 고유 항목은 총 229개다. 본고에서 이 229개를 대상으로 표현문형인지를 
판정하여 예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더 완비된 목록을 구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1단계」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2단계」의 결과를 검토하여 목록에 반 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육 문
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는 최근 공식적인 차원에서 '표현'에 대한 가장 방대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제에서 제시한 '표현' 항목은 교재의 빈도, 델파이
법 등을 통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 중에
서 본고에서 말하는 표현문형에 합당한 것을 추출할 것이다.

한편 이 두 개 연구 과제에서 판정 기준과 범주 설정의 작업을 걸치지 않아서 
본고에서 제시한 것과 원천적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항목에 대한 취급 방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조하면서 본고에서의 처리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이형태에 대한 처리 방법이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서의 처리 방법과 다르다.

(48)
ㄱ. -기 때문에
ㄴ. -기 때문이다
ㄷ. -ㄴ 후
ㄹ. -ㄴ 뒤

우선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서는 '-기 때문에'와 '–기 때문
이다'를 구분하지 않고 한 표현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ㄴ 후에'와 '-ㄴ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 가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 때문에'와 '–기 때문이다'는 의미
가 같더라도 문장에서의 통사적 기능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기 때문에'는 고
정적 형태라서 활용이 필요한 '-기 때문이다'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
다. 또한 '-ㄴ 후'와 '-ㄴ 뒤'는 의미가 비슷하더라도 미세한 의미적 차이가 존재
하기 때문에 유의적 표현을 한 표현으로 통합하는 것은 역시 무리가 있다.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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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든다면 '-기 전에'와 '-기 앞서'가 의미적으로 볼 때도 비슷한데 이들은 과
연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유의적 표현에 대한 구별은 지금 문형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기술적 측면에서부터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의적이라 한 가지로 본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여겨
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 구분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한편, 형태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49)
ㄱ. -기 전
ㄴ. -기 전에
ㄷ. -ㄹ 수 있다
ㄹ. -ㄹ 수는 있다

'-기 전'과 '-기 전에', 그리고 '-ㄹ 수 있다'와 '-ㄹ 수는 있다' 간의 차이는 조
사의 첨가 유무뿐인데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서는 이들 중에 
빈도가 높은 것을 대표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4장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습자가 한 표현문형을 기억할 때 표기된 형태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결과
가 나왔다. 그리하여 빈도가 높은 것을 대표형으로 설정하면 그 형태만 가능하다
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훗날에도 그 대표형만 쓰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
라 본고에서는 조사 첨가는 괄호 안에 조사를 표기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이
러한 표기법을 통해 학습자에게 해당 표현문형이 조사 첨가가 가능하다고 인식하
도록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처리도 마찬가지다.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서는 역시 빈도가 높은 관형사형 어미만 표기
하는데 본고에서는 가능한 관형사형 어미를 모두 표기하는 방법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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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본고 국립국어원
판정에 대한 처리 5개의 기준으로 검증함 기존 출판물에서 나오는 것

을 취합함

이형태에 대한 처리
·통사적 기능에 따라 구분
하여 기술함
·유의적 표현은 구분하여 
기술함

·통사적 기능을 구분하지 않
고 기술함
·유의적 표현은 통합하여 기
술함

대표형에 대한 처리 형태적 정보를 반 한 대
표형을 설정함

빈도가 높은 것을 대표형으
로 함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처
리 가능한 것을 나열함 빈도가 높은 어미만 표시함

<표Ⅲ-3> 본 연구와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와의 선정 차이

위의 논의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표현문형의 목록을 구축하
다. 목록은 보기 편하기 위해 <부록3>에서 제시한다.

[그림Ⅲ-3] 표현문형 목록 구축 절차

 비슷한 것을 
한 가지로 

취합함
조사 대상 

교재 고유 항목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결과물

 표현문형의 
5가지 기준 

검증
최종 선정 

표현문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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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접근법에 따라 표현문형은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는 단지 분
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정된 교수법에서 용이하게 조직하고 교수할 때의 편리성
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에서 형태적 접근법과 의사소통 접근법에 의한 분
류 방식을 제시하도록 한다. 

형태적 접근이란 문법 기능어의 범주를 구분하여 해당 범주에서 개별 형태로 교
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사를 소개하는 단원에서 '-에, -에게, 
-에서' 등 몇 개의 조사를 중심으로 자세한 문법적 의미를 구분하여 교수하는 방
법이다. 이는 해외에서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전공 수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접
근 방법이다. 전공자들은 나중에 통역이나 번역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와 어미의 
기본적 의미만 알아서는 안 되고 자세한 문법적 의미까지 다 알아야 되므로 개별 
기능어에 대한 학습이 강조된다. 또한 의사소통 접근이란 어떤 형태가 사용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의미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은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두 가
지 방법에 적합한 분류 방법은 각각 문법 성분에 따른 분류와 의미·기능에 따른 
분류 등이다. 즉 다음과 같다.

[그림Ⅲ-4] 접근법에 따른 분류 절차
교수법 결정 단계

형태적 접근

의사소통 
접근

문법 성분에 
따른 분류

의미·기능에 
따른 분류

분류 재구성 단계

표현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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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위의 그림처럼 해당 접근법에 맞는 표현문형의 분류 방법을 예시한다.

의사소통교실이 아닌 전공자 수업에서는 체계적인 문법 지식을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문법소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교착어이기 때문에 조사와 어미의 심화 교육은 전공자 수업에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법 성분에 따른 분류는 표현문형의 선도적 요소에 따라 구분한 것이
다. 이러한 방식은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하는 전공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즉, 해당 문법소를 다룰 때 그에 관한 표현문형을 소개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
로 이미 구성된 교재가 있어 전공자를 위한 수업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 백봉자(2002)의『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사전』
에서 범주 문법의 구성을 근간으로 하여 해당 형태를 설명할 때 관련 '통어적 구
문'도 소개하는데 여기서의 통어적 구문은 표현문형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리고 외
국 같은 경우, 대만 양인종(2007)의『韓語語法』에서 해당 어미와 조사를 소개할 
때 관련된 '表達模式(=표현 방식)'을 소개하는 것도 해당 어미와 조사로 구성된 
덩어리 구성을 제시하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51) 구체적으로 문법 성분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51) 이 책은 대만 한국어교육의 역사에서 의미가 있다. 대만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한국어 문
법책이 아주 드물고 한국어 교재라고 하면 대부분 한국의 대학교에서 출판된 교재를 중국
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韓語語法』은 대만인인 楊人從이 학계에서 연
구한 성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지은 문법책이라 대만 한국어교육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 할 수 있다. 『韓語語法』은 '句法, 構詞, 音韻篇'과 '虛辭篇' 등 두 권으로 출판
되었다. 전자는 통사, 형태, 음운 등 세 가지의 관련 내용이 한 권에 담긴 것이고 후자는 
한국어에서 어미와 조사의 교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다른 한 권에서 다룬 것이
다. 

요소 구분 표현문형
어
미
류

전
성
어
미

관
형
사
형 

-ㄴ 끝에, -ㄴ 나머지, -ㄴ 덕분에, -ㄴ 망정이지, -ㄴ 적이 있다/
없다, -ㄴ 지, -ㄴ 채(로)
-ㄴ/는 데, -ㄴ/는 마당에, -ㄴ/는 만큼, -ㄴ/는 반면(에), -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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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미
류

법이다, -ㄴ/는 셈이다, -ㄴ/는 양, -ㄴ/는 이상
-ㄴ/는 줄 알다/모르다, -ㄴ/는 척하다, -ㄴ/는 탓, -ㄴ/는 탓에, -
ㄴ/는 편이다
-ㄴ/는/ㄹ 것 같다, -ㄴ/는/ㄹ 경우에는, -ㄴ/는/ㄹ 김에, -ㄴ/는/ㄹ 
듯(이), -ㄴ/는/ㄹ 듯싶다, -ㄴ/는/ㄹ 듯하다, -ㄴ/는/ㄹ 모양이다, -
ㄴ/는/ㄹ 바,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
-는 길에, -는 날엔, -는 동안, -는 바람에, -는 셈치고, -는 수가 
있다, -는 중이다, -는 통에, -는 한, -던 차이다
-ㄹ 거예요, -ㄹ 것, -ㄹ 것이다, -ㄹ 겸, -ㄹ 따름이다, -ㄹ 때, 
-ㄹ 리가 없다, -ㄹ 만큼, -ㄹ 만하다, -ㄹ 바에야, -ㄹ 법하다, -
ㄹ 뻔했다, -ㄹ 뿐만 아니라, -ㄹ 뿐이다, -ㄹ 수 있다/없다, -ㄹ 수
가 있어야지, -ㄹ 수밖에 없다, -ㄹ 정도로, -ㄹ 정도이다, -ㄹ 줄 
알다/모르다, -ㄹ 지경이다, -ㄹ 테니까, -ㄹ 테지만, ...

명
사
형
어
미
류

-기 나름이다, -기 때문에, -기 때문이다, -기 마련이다, -기 십상
이다, -기 위해서, -기 전(에), -기 짝이 없다, -기가 일쑤이다, -
기는 하지만, -기로 하다, -기만 하다, -기 에망정이지, ...

연결어
미(보조 
적 연결
어미 포
함)

-게 마련이다, -게 하다, -고 나서, -고 말고요, -고 말다, -고 보
니, , -고 해서, -곤 하다, -ㄴ/는/ㄹ지 알다/모르다, -ㄴ/는다손 치
더라도, -ㄴ/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해, -다 보니까, -다 보면, -
다시피 하다, -도록 하다, -러 가다, -려고 들다, -려고 하다, -려
던 참이다, -면 되다, -면 몰라도, -아/어/여 가다, -아/어/여 가지
고, -아/어/여 내다, -아/어/여 놓다, -아/어/여 달라고 하다, -아/어/
여 대다, -아/어/여 두다, -아/어/여 드릴까요, -아/어/여 버리다, -
아/어/여 보다, -아/어/여 보이다, -아/어/여 봤자, -아/어/여 오다, -
아/어/여 있다, -아/어/여 주다, -아/어/여 죽다, -아/어/여 줄래요, -
아/어/여 치우다, -아/어/여도 되다, -아/어/여서 그런지, ...

종결어
미류

-ㄴ/는/ㄹ지 알다/모르다, -ㄴ/는가 하면, -ㄴ가 보다, -나 보다, -
나 보다/ㄴ가 보다, -나 하다, -ㄹ걸 그랬다, -ㄹ까 보다, -ㄹ까 봐, 
-ㄹ까봐서, -ㄹ까 하다, -ㄹ지도 모르다, ...

인용적 
어미

-ㄴ/는다고 보다, -ㄴ/는다고 치다, -냐고 하다, -다(냐,라,자)는 말
이다, -으라고 하다, ...

조
사 격조사 -에 대해서, -에 따라서, -에 따르면, -에 비하면, -에 비해서, -

에 의하면, -에 의해서, -에 있다/없다, -에도 불구하고, -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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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 표현문형의 문법 성분에 따른 분류

위의 표에서 선도적 성분에 따라 표현문형이 구분되는데 어미류에 있어서는 관
형사형 어미류, 명사형 어미류, 연결어미류, 종결어미류 등으로 나누어진다. 조사
에 있어서는 격조사류와 보조사류로 나누어졌다. 이런 분류 방식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사 및 어미에 대해 교수할 때 해당 문법소로 구성된 표현문형을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처소를 나타내는 격조사 '-에'를 가르칠 때 '-에'뿐만 아
니라 '-에'에 의한 표현문형인 '-에 대해서, -에 따라서' 등을 가르칠 수 있고 명
사형 어미 '-기'를 교수할 때 '-기 일쑤이다', '-기 위해서', '-기 때문에' 등을 병
행적으로 가르치면 이들 형태소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해당 표현문형
과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외국어 교수·학습에서 의사소통 접근법의 향으로 언어교육은 지식보다 사용을, 
형식보다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른바 기능적 교수 요목
(functional syllabus)이란 언어 기능에 따라 교수 내용을 구성하며 학습자가 필요
한 기능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구조를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의 기능(functional)이
란 기능적 언어 교수에서의 기능이고 언어의 사용(usage)에 대한 개념이다(한송
화: 2006). 즉, 실제 언어를 사용할 때 화용적 측면에서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것
이다. '기능'은 최근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교실에서 각광받고 있다. 말하자면 '질문
하기, 대답하기, 요청하기, 설득하기' 등과 같은 주제로 언어 형식을 기능별로 구분
하는 것으로서 특히 표현문형에 적당한 분류 방법이다. 그러나 형식에서 의미·기능
으로 전환할 때 개개인의 관점이나 교수 목표에 따라 일정한 체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삼라만상인 '의미·기능'에 대해서 기술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까지 없다.52) 여기서 우선 몇 개의 논의에서 분류한 것을 

류 다, -이/가 아니다, ...
보조사 -은 고사하고, -만 못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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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우선 국립국어원(2011)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과제를 하면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90개의 기능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 90개의 기
능은 의사소통 접근법을 위한 것이므로 '감사하기, 감상하기, 감정 표현하기' 등과 
같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교육 단계에 
적용할 수 있기 위해 이 목록에 든 기능의 수효가 비교적 많고 등급 판정에 관한 
정보도 제시하 다. 이들을 등급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의 기능 분류

초급: 감사하기, 격려하기, 교환하기, 구매하기, 금지하기, 메모하기, 명령하
기, 묻고 답하기, 부정하기, 사과/사죄하기, 소개하기, 약속하기, 요구하
기, 요청하기, 인사하기, 전화하기, 제공하기, 제안하기, 주문하기, 지시
하기, 초대하기, 축하하기, 취소하기, 허락하기/구하기, 희망표현하기

중급: 감상하기, 감정 표현하기, 강조하기, 거절하기, 계획하기, 경고하기, 기
술하기, 권유하기, 논증하기, 대조하기, 동의하기/구하기, 묘사하기, 발
표하기, 문의하기, 보고하기, 부탁하기, 안내하기, 반대하기, 변명하기, 
비교하기, 서술하기, 설명하기, 상담하기, 심정토론하기, 양보하기, 요약
하기, 위로하기, 의지 표명하기, 자랑하기, 재구성하기, 정정하기, 주장
하기, 진술하기, 찬성하기, 첨가하기, 충고하기, 칭찬하기, 토론하기,  
핑계대기, 허용하기, 후회표현하기, 예측하기, 전달하기, 전환하기, 정보
구하기, 조언하기/구하기, 추론하기, 추천하기, 추측하기, 해결하기, 확
인하기

고급: 논평하기, 반박하기, 분석하기, 설득하기, 전망하기, 제기하기, 주의하
기, 해설하기, 호소하기, 불만표현하기, 정의하기, 토의하기, 평가하기

52) 관련 연구로 강현화(2007ㄴ)에서는 서구 학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미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정한 목록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다.

생각 표현하기: 가능성, 소망과 의지, 추측, 확신 등
느낌 표현하기: 희로애락, 감각적 느낌, 좋거나 싫음, 정서적 느낌 등
친교 활동: 인사, 초대, 약속, 칭찬이나 격려, 말의 중단이나 끝맺음 등
일상적 대인 관계: 소개, 전화, 감사, 사과나 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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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보면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의 분류는 비
교적 자세하고 세분화되어 있지만 수효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묶을 수 있는 상위
범주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상위 범주는 비슷한 의미를 대분류로 묶는 것인데 비
교적 체계성 있는 연구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분류이다. 이 
분류에는 인간의 언어를 7대 범주로 구분한 뒤 하위 범주를 제시한 바가 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친교활동

인사하기 안부 묻기 등 4기능

지적 태도 표현

동의하기, 반대하기 동의 여부 묻기 등3기능
소개하기 자기 소개하기 등 3기능 기억 확인하기 기억 여부 묻기 등 2기능
감사하기 감사표현하기 등 2기능 가능, 불가능 표현하기 가능성 묻기 등 3기능
주의 끌기 확신 여부 묻고 답하기 확신 여부 묻기 등 2기능
칭찬, 축하, 감탄하기 칭찬하기 등 5기능 의무 표현하기
약속하기 약속 제안하기 등 2기능 허락 요청하기, 허락하기 허락 요청하기 등 3기능
기원하기 기원말하기 등 2기능 의견 표현하기 의견 묻기 등 2기능
음식 권유, 응답하기 음식 권하기 등 2기능 원인과 결과 표현하기 원인 묻기 등 2기능
이해 점검하기 길 묻기, 안내하기
되묻기

감정표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표현하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 묻기 등 2기능

전화하기 및 받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기쁨, 슬픔 표현하기 등 4기능

대화 지속하기 원하는 것 표현하기 원하는 것 묻기 등 2기능
대화 끝내기 동정 표현하기 동정 표현하기
제의와 초대하기 제의, 초대하기 등 3기능 소망, 의지 표현하기 소망, 의지 묻기 등 3기능

사실적 정보 교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불평하기
사실 확인하기 정보 묻기 등 2기능 관심 표현하기 관심 묻기 등 2기능
사실 묘사하기 확인하기 도 사과와 사과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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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5>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의사소통 기능 분류

위의 표에서 인간의 언어 기능을 우선 7대 범주로 설정한 다음에 중분류에서 개
별 의미·기능의 항목을 제시한다. 중분류는 총 47개인데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제시한 것보다 현저히 적다. 이는 활용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할 때의 처리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
고의 연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구분하는 방식을 참고하여 취합하고자 한
다. 그 다음은 의미·기능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의미적 측면을 비교적 고려하는 이
태환 외(2010ㄱ,ㄴ)에서의 분류도 있다. 이태환 외(2010)는 다음과 같이 21가지
의 의미·기능의 분류를 제시한다.

(51) 이태환 외(2010)에서의 의미·기능 분류

당위, 상반, 시인, 의견, 판단, 확인, 명령·권유, 봉사, 제안, 포함, 유일 한정, 
능력, 가능, 원인·이유, 경험, 계획, 목적, 가정, 소망, 유감, 우려

위의 분류는 수효상으로 볼 때 가장 적지만 분류의 명칭이 해당 의미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형태와의 대응 관계를 비교적 쉽게 연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논의와 종장지(2013ㄱ)의 일부 분류를 바탕으로 
의미·기능에 따른 분류 목록을 만들고 해당 의미에 속한 표현문형을 제시하도록 

환

덕적인 태도 표현

변명하기 3기능

보고하기 후회 표현하기

수정하기
지시와 권고

설득하기
표현 묻기 도움 요청하기 요청하기 등 2기능
비교하기 충고하기 충고요구하기 등 2기능
물건 사기 경고하기
음식 주문하기 지시하기, 금지하기 지시하기 등 2기능

상상하여 말하기 상상하여 이야기 꾸미기 등 2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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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의미 표현문형

시점 -기 전(에), -ㄴ 후(에), -던 차이다, -ㄹ 때, -려던 참이다, -았/었
/ 을 때

기간 -는 동안
순서 -고 나서
인용 -ㄴ/는다고 하다, -냐고 하다, -아/어/여 달라고 하다, -으라고 하다, 

-자고 하다
상황 -ㄴ/는 가운데, -ㄴ/는 데, -ㄴ/는 마당에, -ㄴ/는/ㄹ 경우에는, -ㄴ/

는/ㄹ 김에
조건 -ㄴ/는 이상, -는 한

추측
-ㄴ/는 줄 알다/모르다, -ㄴ/는/ㄹ 것 같다, -ㄴ/는/ㄹ 듯하다, -ㄴ/는/
ㄹ 모양이다, -ㄴ/는/ㄹ지 알다/모르다, -ㄴ가 보다, -나 보다, -ㄹ 
거예요, -ㄹ까 보다, -ㄹ지도 모르다, -아/어/여서 그런지

결정 -기로 하
필연 -게 마련이다, -고 말고요, -ㄴ/는 법이다, -ㄹ 수밖에 없다
정도 심함 -기 짝이 없다, -아/어 죽다
경향 -ㄴ/는 편이다
가치가 
있다 -ㄹ 만하다
가능성 
있다/없다 -ㄹ 수 있다/없다, -ㄹ 수가 있어야지
가능성 
높음 -ㄹ 뻔했다
당위 -아/어/여야 하다/되다
비교 -만 못하다, -에 비하면, -에 비해서
예외 상황 -고 말다
의도 -고 싶
유일 -기만 하다, -ㄹ 따름이다, -ㄹ 뿐이다
피동 -게 되다
사동 -게 하다, -도록 하다
진행 -고 있다, -는 중이다

이유/원인
-고 해서, -기 때문에, -기에 망정이지, -ㄴ 덕분에, -ㄴ 망정이지, 
-ㄴ/는 탓에, -는 바람에, -는 통에, -다 보니까, -ㄹ 테니까, -로 
말미암아, -로 인해서, -아/어/여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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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6> 표현문형의 의미·기능에 따른 분류

자주 -곤 하다
목적 -기 위해서, -러 가다
대립 -기는 하지만, -ㄴ/는 반면(에), -ㄴ/는가 하면, -ㄹ 테지만, -에도 

불구하고
결과 -ㄴ 끝에, -ㄴ 나머지
경험 -ㄴ 적이 있다/없다
대체 -ㄴ/는 대신(에)
비유 -ㄹ 만큼, -ㄹ 정도로, -ㄹ 정도이다
가정 -ㄴ/는다손 치더라도, -는 날엔, -는 셈치고, -다 보면, -로 보아서

는, -아/어/여 봤자
방법 -는 수가 있다, -ㄹ 줄 알다/모르다
중단 -다 못해
강조 -다(냐,라,자)는 말이다
거의 -다시피 하
겸사 -ㄹ 겸
포함 -ㄹ 뿐만 아니라, -은 고사하고
후회 -ㄹ걸 그랬다, -았/었/ 을 텐데
계획 -려고 하다, -려고 들다
도구/수단 -를 통해
비교 -만 못하다, -에 비하면, -에 비해서
허락 -면 되다, -아/어/여도 되다
유지 -아/어/여 가다, -아/어/여 있다
해결 -아/어/여 내다
완성 -아/어/여 놓다
반복 -아/어/여 대다
미리 -아/어/여 두다
봉사 -아/어/여 드릴까요, -아/어/여 주다
해버림 -아/어/여 버리다, -아/어/여 치우다
시도 -아/어/여 보다
유래 -아/어/여 오다
요구 -아/어/여 주다
희망 -아/었/ 으면 좋겠다
대상 -에 대해서
근거 -에 따라서, -에 따르면, -에 의하면, -에 의해서
존재/부재 -에 있다/-에 없다
부정 -지 않다, -지 못하다, -이/가 아니다
권유 -지 그래요
금지 -지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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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몇 개의 논의를 참조한 연구자 나름대로의 분류 방식이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중점은 어떤 의미·기능으로 분류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기능으
로 분류하는 방식 자체가 교육적 의의가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표현문형 연구는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위와 
같은 분류는 더욱 세분화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교수목표와 교수요목에 따라 
위와 같은 의미 분류는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만약 상황형 교수요목
(situational syllabus)에 의한 교실에서 '친구와 토론하기'라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 아래 개인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비교, 유사, 부정, 근정, 가능성,…'과 설
명할 때 필요한 '까닭, 일부긍정, 첨가, 관련,…' 등에 해당한 표현문형을 한 군데 
묶고 의미적 그룹으로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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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가르칠 지식을 강조하는 데에서 학습자가 그 지
식을 사용하도록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
은 연구가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어야 한
다는 문제 제기에서 나온 것이다. 앞의 몇 장에 걸쳐서 표현문형에 대해 논의 하

는데, 이는 표현문형 자체의 지식에 집중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시선을 바꾸어 
학습자에게 표현문형을 교육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자 한다. 조사의 결과를 함께 논의하면서 학습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구축해 보도
록 하겠다.

교육 현장에서 표현문형의 교육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일련의 논의를 거치면
서 논의하 다. 특히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유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의사소
통을 지향하는 요즘의 한국어교실에서 아주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문형 교육이 
가진 유창성이라는 장점만 강조하다 보니 정확성을 간과하게 된다. 다른 언어이면 
몰라도 교착어인 한국어는 어미의 활용과 조사의 첨가 등 여러 형태적 변화가 있
는데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려면 궁극적으로 형태의 정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의사소통 접근법으로 인한 오류 화석화 문제에 대
해 많은 연구 중 롱과 로빈슨(Long & Robinson, 1998)에서의 형태 초점(focus 
on form) 이론을 수용하여 문법교육에서 형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표현문형을 배울 때 그들에게 닥치는 문제는 단지 형태적
으로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본 연구를 위한 문법성 판단 검사를 
통해 학습자가 표현문형에 대해서 형태적, 규칙적, 의미적, 그리고 화용적 측면에
서 다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습자의 면담을 통해서
도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 다.53) 

53) 문법성 판단 검사는 초, 중, 고급 단계 학습자에게 다 실시할 수 있도록 초, 중급에서 소
개된 것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129 -

[그림Ⅳ-1] 각급에서의 문법성 판단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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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는 초급, 중급, 고급 등의 학습자에게 표현문형에 대한 문법성 판단 검

사를 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분야와 상관없이 급수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수준을 제대로 반
한 것이고 정상적 분포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네 가지의 측면에서 형태적 정확률과 의미적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의미의 경우 고급 수준인 학습자마저도 정답률이 52.3%밖에 되지 않았다. 
고급 단계 학습자를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보통 표현문형의 기본적인 의미
만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표현문형을 배울 때 교재에서 제
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 알거나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형태의 경우도 
아주 낮게 나왔는데 학습자가 한 표현문형을 기억할 때 그럴듯한 형태만 기억하는 
측면이 있다. 면담을 통해서도 학습자가 이 사실을 진술하 다. 이에 대해서 두 가
지의 이유로 생각될 수 있는데 첫째는 표현문형을 배울 때 정확한 형태적 제시 및 
입력이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재에서 표현문형을 제시할 때 통일성이 없어
서 학습자가 어떤 형태로 기억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규칙적 측면의 정확률도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여기서 규칙적 
정확성이란 표현문형의 문장 안에서의 통사적인 관계와 의미적인 제한을 학습자가 
파악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학습 시간에 따라 각 급 
간에 차이가 있어야 되지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급과 고급 간에 차이가 별로 없
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학습자가 중급 단계에 들어가면 규칙에 중점을 두고 학습
하지 않고 고급 단계에 들어가서도 규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성장하지 않음을 시
사한다. 이 부분은 뒤에서 논의하면서 다시 언급하겠다. 마지막으로 화용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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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습자가 학습 경력에 따라 표현문형의 화용에 대한 지식이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급 단계 학습자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는 무의식적인 입력을 통해 습득된 것 같다. 면담을 통해 고급 단계 학습
자가 대부분 '어감상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다'라는 진술이 많고 중, 초급 단계 
학습자가 그런 외부적 입력이 없고 수업이나 교재에서도 관련 정보가 없으니 정확
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 

이상으로 이들의 결과는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을 형태, 규칙, 의미, 화용 등 네 
가지의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 셈이다. 위와 같
은 결과는 기능만 강조하든 형태만 강조하든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학습자의 전면
적 문법 능력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사
실이 확인되었다. 이런 배경하에 요즘 문법교육은 기능과 형식 간의 조화를 이루
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민현식(2006)에서는 기능과 문법을 통합하여 소위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이라는 체계를 연구한 바가 있고 이지
(2007)에서는 문법 요소에 대하여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또한 백봉자(2001)에서는 문법 요소의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기술하면서도 가급적 규칙과 제약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면
에서 제기한 것이다. 본고는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표현문형으로 교육하는 문
법교육의 절충적 접근법, 즉 형식과 기능 간에 조화를 이루는 교육 내용의 구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은 형태나 기능 등 일부에 중점을 두는 것보
다 전면적인 문법능력을 추구한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교육 내용을 제시할 
때 파편적인 정보만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학습자1: 그동안 논문 쓰느라 연락 못 했네.
학습자2: 자꾸 이러면 다음번에는 날 못 볼 줄 알아.

위의 예문에서 학습자1의 말에 학습자2와 같은 식으로 대답했다고 가정하자. 그
리고 학습자2가 이 올바른 문장을 산출하는 데 있어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를 생각
해 보자. 우선 표현문형 '-ㄴ/는/ㄹ 줄 알다'를 일차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는 줄 알다'라는 표현문형을 모르면 '자꾸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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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번에는 날 못 볼 거예요./ 못 볼 수 있어요./ 못 볼지도 몰라요.' 등과 같은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표현의 풍부성이 떨어진다.54) 그러나 이 형태를 아는 
것만으로 올바른 문장을 만드는 데 아직 부족하다. 통사조건에 따라 '-ㄴ/는/ㄹ 줄 
알다'가 문장에서 다른 요소와 연결할 때의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만약 관형사형 어미를 잘못 쓰면 문장 자체의 의미가 애매해진다. 그 
다음으로 이 형태가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도 물론 알아야 한다. 이 표현문형은 '어
떤 방법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한국어문법사전 뜻풀임)인데 학습자가 이 내
용을 모르면 이 표현문형을 사용하기도 어렵다. 특히 '방법', 혹은 '사실' 중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 형태적으로 판단하고 의미를 구별할 능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쓸 때 비록 '어떤 상황을 벌릴 것이다'라는 '의미'를 알지만 만약 '경고'
의 화용적 기능을 모르면 적당한 상황에 이 형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정확히 표현문형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려면 이 네 가지의 측
면으로 해당 교육 내용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본고에서는 표현문형으로 교육하
는 교육 내용이 형태, 규칙, 의미, 화용 등 네 가지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
고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면서 해당 측면에서의 교육 내용 구축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문법교육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문법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해  프리만
(Freeman, 1991: 280)에서는 문법을 세 측면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한 바가 있다. 
즉, 어떤 문법 항목을 교수·학습할 때 '형태(Form)―의미(Meaning)―사용(Use)' 
의 세 측면으로 고려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습득해야만 해당 문법 항목을 습
득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이의가 없는데 

54) 관련 조사에 의하면 학습자가 어떤 형태를 알고 있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
할 때 아예 안 쓰는 것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후 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렵게 느끼는 표현문형에 대해 적극
적 사용을 하지 않은 경향도 파악됐다. Faerch와 Kasper(1984)에서는 학습자가 자신감 
있게 쓰지 못한 부분을 회피하는 전략을 형식적 회피전략과 기능적 회피전략으로 양분한
다(Cook, 1996: 147 재인용). 학습자는 표현문형의 사용에서 일반적으로 형식적 회피를 
전략적으로 많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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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이 세 가지의 요인을 다 반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1절에
서 다룬 바와 같이 한국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화자가 어떤 말을 할 때 생각부터 
산출까지 일련의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규칙에 대한 지식이 필
요하다. 그러나 의사소통 접근법으로 이루어진 교실에서 만약 규칙에 대한 지식을 
상향식 과정(bottom-up processing)으로 교육하는 것을 피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교수해야 한다. 표현문형 교육은 바로 이러한 대안의 한 가지인데 문장에서 하나
의 단어처럼 쓰이니까 학습자가 우선 복잡한 규칙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활용한 
다음에 저절로 하향식 과정(top-down processing)에 들어가게 되고 유추와 분석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표현문형이 다른 
성분과 연결할 때의 규칙은 교육의 핵심이 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을 위한 표현문형 교육 내용의 구축 모델에는 형태, 의미, 화용뿐만 아니라 규칙적 
정보도 따로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그동안 표현문형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만 표현문형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 내용의 
부재로 인해 학습자의 말하기나 글쓰기에서 제반 오류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통합적인 방법으로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은 모
형으로 구축한다.55)

[그림Ⅳ-2] 표현문형의 네 가지 정보 모형

규칙 정보형태 정보

화용 정보 의미 정보

위 그림은 본고에서 제안하는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 모델이다. 즉, 형태와 기능
을 겸용한다는 전제하에 학습자가 언어를 표현할 때 '형태 정보-규칙 정보-의미  

55) 이 모형과 본장의 일부 논의는 종장지(2013ㄴ)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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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용 정보' 등을 이해하고 일련의 작동을 통해서야 정확한 발화를 할 수 있
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문법 능력의 불완전으로 본다. 위의 
그림에서 형태 정보와 규칙 정보 간을, 화용 정보와 의미 정보 간을 점선으로 표
시한 것은 이 들 간에 명확한 경계가 있다기보다 서로 맞물려 있다는 뜻이다. 형
태를 결정할 때 규칙이 수반되고 화용 정보가 의미 정보에서 파생되어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마련이다. 다음 절부터는 이 네 개의 측면에서 각각 어떤 내용
과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구축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앞 장에서 표현문형의 속성 가운데 의미·기능 단위성이 있어서 문장 안에서 마
치 한 단어처럼 쓰인다고 되풀이하여 강조하 다. 단어처럼 쓴다고 하면 단어와 
같은 표현문형은 어떤 식으로 형태를 결정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형
태를 결정할 때 다른 요소와 결합할 때의 결합소를 꼭 포함해야 하고 고정 형태라
면 고정적인 형태대로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표현문형은 선택 제한성이 있
기 때문에 일반 통사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련 경우 만약 학습자를 형태에 
주목시키지 않으면 오류가 빈번하게 나온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문법
성 판단 검사에서 형태는 그냥 제시하지 않고 온전한 문장 안에서 맞는 의미와 일
반 통사적 규칙에 의해 제시하도록 설계하 다. 우선 표현문형의 형태적 평가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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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1 결과
문
항
1

어제는 발이 아파서 회사에 (      ) 택시를 탔어요.
①왔을 때  ②온 때  ③올 때

각
급
의 
답
지 
반
응
률

0
20
40
60
80
100

답지1 답지2 ㅇ답지3

56.4

0

43.6
62.7

2

35.345.9
24.3 29.7

B(초급)

M(중급)

A(고급)

N=127(B=37, M=51, A=39)

표현문형 '-ㄹ 때'에 대한 형태적 인식이 올바른지 측정하는 문항에서 정확히 
답한 학습자는 급수를 불문하고 모두 50%에 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
서 이 문항에서 측정하고자 한 것은 학습자가 '-ㄹ 때'를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하
느냐, 아니면 시제에 따라 형태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는 시점'을 나타낼 때에는 '-ㄹ 때'를 쓰고 '어떤 행동을 끝낸 후의 
시점'을 나타낼 때 '-았-/었/ 을 때'를 쓰지만 학습자가 대부분 이 두 개의 형태
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조사 대상 교재 중에 EW에서만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차후 교재 제작 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
문에서 '어제'라고 언급했으니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뒤에도 '-았-/었/ 을 때'를 
써야 된다고 오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하 다.

C_A_I_001(오답자): "처음에 '어제'가 있으니까 물론 '-ㄹ 때'를 쓰려면 '-았
-/었을 때'가 맞죠."

C_A_I_008(정답자): "옛날 '-었을 때'와 '–ㄹ 때'를 구분 없이 써왔는데 한 
번에 어학당 선생님한테 이 두 개의 차이를 물어본 다음에 그때부터서야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쓰게 되었어요."

학습자의 진술을 통해 형태적으로 '-ㄹ 때'와 '-았-/었/ 을 때' 간의 차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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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적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으면 혼동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ㄹ 때'는 
시제와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오직 '-ㄹ 때'만 허용한다는 것을 교육할 때 강조
해야 한다. 한편, '과거'라고 생각해서 '-ㄴ 때'를 선택한 사람도 있기는 하나 주로 
초급 단계 학습자이다. 이들은 '-았-/었/ 을 때'와 '-ㄹ 때'를 구분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아직 '-ㄹ 때'를 고정 단위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표현문형의 형태적 고정성을 모르고 일반적 통사 규칙으로 인해 오류를 범
한 경우도 있다. 

[그림Ⅳ-4]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2 결과
문
항
2

어제 비가 하도 너무 (      ) 학교에 가지 못했어.
①온 바람에  ②오는 바람에  ③올 바람에

각
급
의 
답
지 
반
응
률

0
20
40
60
80
100

답지1 ㅇ답지2 답지3

56.4
43.6

0

49 49

2

62.2

29.7
8.1

B(초급)

M(중급)

A(고급)

N=127(B=37, M=51, A=39)

현대 한국어에서는 시제와 상관없이 어떤 부정적 이유를 나타낼 때 '-는 바람에
'를 쓰고 이 표현문형의 1어절에 '-는'만 허용한다.56) 그러나 학습자의 답을 보면 
이 형태에 대한 인식이 별로 높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급수와 상관없이 모두 과
반수 이상의 학습자가 과거 시제 때문에 '-ㄴ 바람에'가 맞다고 선택하 다. 관형
사형 어미에 관한 평가 문항(문항10, 11)에서 거의 90% 이상의 학습자가 정확히 
답한 것을 고려하면 학습자는 관형사형 어미 선택의 규칙을 이해하되 '-는 바람에
'의 형태적 인식이 결여돼서 '-는' 과 '-ㄴ' 중에서 선택할 때 일반적 규칙에만 의

56) 혹자는 '-는 바람에'가 '-ㄴ 바람에', '-는 바람으로' 등으로도 나온다고 하나 현대 한국
어에서는 아주 드물게 나오는 데다가 여러 한국어 문법 사전에서 '-는 바람에'만 인정하
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는 바람에'를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간주한다.



- 136 -

지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면담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가 대부분 과거 때문에 
'-ㄴ 바람에'를 선택한 것을 확인하 다. 한편, 이 문항에 정확히 답한 학습자가 
다음과 같이 진술하 다.57)

C_A_I_008(정답자): "옛날 어학당에서 '-는 바람에'를 배웠고 과거에도 '-ㄴ
'을 쓰지 않고 '-는'만 쓴다는 점에 유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단지 
'-는 바람에'를 하나의 단어처럼 외웠어요."   

이 학습자는 형태에 주목을 한 적이 있어서 이 표현문형을 고려 없이 정확히 선
택한 것이다. 이는 표현문형의 교육 정보를 제공할 때 형태적으로 계획해야 된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관형사형 어미뿐만 아니라 한 표현문형의 구성에서 
어떤 것에 조사를 첨가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떤 조사를 첨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도 여러 양상을 보인다.

[그림Ⅳ-5]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4 결과
문
항
4

일을 일단 (      ) 끝까지 하자.(조사 오류 선택)
①시작한 이상으로  ②시작한 이상에서  ③시작한 이상  ④시작한 이상부터

각
급
의 
답
지 
반
응
률

0
20
40
60
80
100

답지1 답지2 ㅇ답지3 답지4

10.3 2.6

79.5

7.7
17.6

2

33.3
47.129.7

2.7 13.5

54.1

B(초급)

M(중급)

A(고급)

N=127(B=37, M=51, A=39)

57) 이 학습자는 처음부터 범주 문법으로 배우지 않고 표현문형만으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진술하 다. 즉, 분석적 방법보다 덩어리만 외우는 식으로 몇 년 동안 배웠는데 이제는 한
국어 능력시험 고급까지 취득하 다. 이 학습자 또한 이 문법성 판단 검사에서 정확성이 
아주 높게 나온 결과를 보면 계획된 덩어리 학습이 외국어 학습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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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문형 '-ㄴ 이상'은 문장에서 쓰일 때 앞의 결합 부분이 품사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2어절의 '이상'은 항상 이 형태만 나온다. 그러나 위의 결과와 같이 학
습자 그룹 중에 고급 단계 학습자 외에 다른 급수의 학습자는 이 형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우선 오답지 중에 매력도가 가장 높은 답지는 '*-ㄴ 이상에서'인
데 학습자가 '-ㄴ 이상'이라는 표현문형을 알고 있지만 문장에서 쓰일 때 조사가 
올 수 있는가, 또한 어떤 것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해 대부분 잘 구분하지 못한다. 
면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왔다.

 C_A_I_001: "‘-ㄴ 이상’은 옛날에 배웠는데 잘 쓰지 않아요. 네 개의 답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은 잘 모르지만 3번은 아무 조사도 없으니까 일단 
맞지 않은 것 같고 4번 '이상에서'와 뒤의 '까지'는 한 쌍으로 같이 나오니까 이
걸 선택했어요."

이 학습자는 '-ㄴ 이상'은 배우기는 했으나 이 형태를 잘 쓰지 않는다고 했고 
연구자가 그렇다면 비슷한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물어보았다. 학습자는 보통 
이러한 경우에 연결어미 '-면'만 쓴다고 하 다. 이 점을 보면 학습자가 이 형태에 
대해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4번 답지를 선택한 것은 '-에서'와 
'-까지'가 항상 같이 나와서 선택했다는데 이는 다른 학습자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답이 나왔다. 한편, '-ㄴ 이상'과 담화표지 '이상으로'를 구분하지 못한 학습자도 
있는데 이러한 학습자도 '-ㄴ 이상'의 형태적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추론
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항에서 학습자의 오답률이 더욱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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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8 결과

문
항
8

다음 밑줄 친 것 중에 형태적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조사 첨가 오류 선택)
① 큰돈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도둑에게 빼앗기기가 십상이야.
② 합격하고 못하고는 네가 열심히 하기가 나름이지.
③ 실패한 사람은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다.
④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기 마련이죠.

각
급
의 
답
지 
반
응
률

0
20
40
60
80
100

답지1 ㅇ답지2 답지3 답지4

12.8

48.7

17.9 20.5
35.3 31.4

11.8
21.635.1 29.7

16.2 18.9

B(초급)

M(중급)

A(고급)

N=127(B=37, M=51, A=39)

명사형 어미로 시작한 표현문형에 대해서 조사 첨가가 가능한지 측정하는 문항
에서 학습자가 아주 헷갈려 하 다.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인식에는 '-기' 뒤에 조
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표현문형의 인접성 때문에 일부 표현문형 중
에는 아무것도 삽입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답지 2는 '-기 나름이다'가 되어야 되
는데 학습자가 이들 표현문형 중에 어떤 것이 조사 '-가'가 들어갈 수 있는지 구
분하지 못하 다. 이에 관한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왔다.

C_A_I_004: "교재나 선생님한테서 배울 때 그냥 '-기 십상이다', '-기 나름
이다' 등으로 조사가 없는 형태만 배웠어요. 이들은 어떤 것이 조사 첨가가 가
능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재에서 표현문형을 제시할 때 조사 첨가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이미 교
재 분석 때 확인된 것이라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은 많은 학습자가 다 공감하리라 
생각된다. 조사 첨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학습자가 일반적 규칙대로 첨가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을 이용하여 모두 안 쓰는 경향이 종종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 다른 형태적 인식 측정에 있어서 문항 3(B=24.3%, M=49%, A=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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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5(B=21.6%, M=47.1%, A=64.1%), 문항 6(B=21.6%, M=62.7%, 
A=76.9%), 문항 7(B=27%, M=68.6%, A=84.6%) 등에서도 정답률이 그리 높
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면의 문제로 이들을 일일이 도표로 나
열해서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표현문형의 형태적 인식은 급수가 올라
갈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각 오답지의 비율을 보면 급수에 때라 꼭 비례
적으로 오답률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58) 이는 표현문형에 대한 형태적 주목을 
하지 않으면 학습 시간에 따라 형태적 인식이 강화되지 않는다고 추정된다. 이처
럼 우리가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 형태적 정보를 필히 상세하게 마련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대부분 학습자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 일례는 다음과 
같다.

 C_A_I_008: “표현문형을 기억할 때 자주 닥치는 문제는 어떤 모양으로 기억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교재에서 시제, 품사, 그리고 자음 등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시하면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이 학습자의 진술은 대개 본고의 관심사와 일치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표현문형
의 형태적 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표현문형의 형태를 결정할 때 개인의 습관이나 판단보다 의미·기능적 측면
에서 출발해야 한다. 형태의 정보는 학습자가 한 표현문형을 접할 때 어떤 모양으
로 인식하는가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에 두 가지의 핵심 문제가 있다. 첫째는 형
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형태를 어떻게 제시하는가의 문제이
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지만 전자는 선정하는 차원
에서의 문제이고 후자는 교수하는 차원에서의 문제다.

58) 문항 2, 3, 6, 7, 8 등에서 오답지의 분포를 보면 고급 단계 학습자가 중급 단계 학습자
에 비해 오히려 오답률이 높았다.



- 140 -

 
표현문형의 형태를 설정할 때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태를 제시하는 방법이 

일치해야 한다. 앞선 조사를 통해 본 바와 같이 학습자가 명확한 형태대로 표현문
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형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 매우 중요한 전제다. 우선 형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에 대해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현문형은 의미·기능적 단위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형태를 설정할 때 역시 이런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2)
ㄱ. -ㄴ 줄, -는 적(한국어문법2)
ㄴ. -ㄹ 뻔하다(SJ7_12)
ㄷ. -으면 안 되다(YS2-1_02)

위와 같은 형식은 교재 및 사전에서 제시한 것인데 이들은 표현문형으로 설정할 
때 형태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ㄱ)의 경우, '-ㄴ 
줄'과 '-ㄴ 적'은 의미·기능적으로 볼 때 완전하지 않은데 이는 뒤에 오는 용언을 
생략하기 때문이다. 앞에 2어절만 제시하고 뒤에 어떤 용언이 와야 되는지 예문만 
제시한다면 이 형태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도는 낮을 수 있다. 또한 (2ㄴ)의 경우, 
형태적으로 볼 때 적당한 제시 형태가 아니다. 어미의 역할로서 '가능성이 매우 높
았음'의 의미를 나타낼 때 항상 '-ㄹ 뻔했다'의 형태만 나오기 때문이다. '-ㄹ 뻔
하다'보다 '-ㄹ 뻔했다'가 교육적으로 효율성이 더 높고 정확성이 더 높다. '-ㄹ 
뻔하다'는 문장 마지막에 '-ㄹ 뻔해요/ 뻔합니다/ 뻔해' 등의 형태로 나올 때 비문
이 될 뿐만 아니라 의미·기능적 단위성도 명확하지 않게 된다. 또한 (2ㄷ)의 경우, 
이 형태는 주로 '-으면 되다'에 부정 부사 '안'을 삽입한 것인데 표현문형으로 제
시할 때 처음의 원형으로 제시하고 '안'은 삽입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면 표현문형
의 종류와 형태를 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것을 가지고 표현문형으로 설정할 
때 첫째는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확보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표현문형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표현문형은 문장에서 쓰일 
때 환경에 의한 형태적 변화가 일어나니 가능한 어미, 조사, 용언 등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나 교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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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일정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 2장에서 각 교재에서 덩어리 구성의 표기 방
법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덩어리 구성에 대한 표기는 통일성이 없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이 책에서 보는 것과 저 책에서 보는 것 간에 형
태적 차이가 많으므로 하나의 명확한 형태로 표현문형을 기억하기 어렵다. 이런 
불일치성은 심지어 같은 책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한국어문법2』는 표현문형에 대한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ㄱ. -는 적이 있다/없다
ㄴ. -ㄹ 수 있다
ㄷ. -ㄹ 수 없다
ㄹ. -ㄴ 줄

『한국어문법2』에서 3어절식 표현문형에 대한 표기는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있
으니 불일치한 양상이 보인다. 간략하게 검토하면 우선 (3ㄱ)은 '-는 적이 있다/
없다'의 경우 일단 관형어 어미의 제시를 '-는'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일반
적으로 교재에서 '-는'보다 '-ㄴ'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교재 EW, YS, KH
에서는 다 '-ㄴ'으로 제시하는데 이 사전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동사에 의한 
형태적 변화를 위주로' 한  표기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 
형태는 과거 어떤 경험이 있다거나 없다고 얘기할 때 쓰는 경우가 절대적이라 교
재에서 품사보다 시제에 의한 '-ㄴ'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올바를지도 모른다. 여
기서 표기할 때의 형태가 '자주 쓰는 형태인가', 혹은 '기준에 의한 표기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본고에서 가능한 형태를 최대한 제시하고 형태 중에 맞는 것을 
정확히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3ㄴ, ㄷ)은 용언의 차이 때문에 두 개의 표기어로 등재됐다. 이것은 방금 
봤던 (3ㄱ)과 달리 처리하고 있으니 역시 일치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3ㄹ)의 경
우, 이 표제어는 아예 뒤에 용언을 삭제한 채로 표기해서 (3ㄱ, ㄴ, ㄹ)과 불일치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교재에서 제시한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ㄴ 줄' 뒤에 오
는 용언의 선택이 제한적이라면 이 형태는 '-ㄴ 줄 알다/모르다'로 표기해야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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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향인 듯하다. 이처럼 표현문형에 대한 기존의 제시 방법은 아직도 편찬자 개
개인의 선호와 관습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 제시 방법이 시급하다. 

다음 예를 살피면서 제시의 원칙을 논하도록 한다.  

(4)
ㄱ. -는 적 > -ㄴ/는 적(이) 있다/없다
ㄴ. -(으)ㄹ 것 같다(SJ4_13) > -ㄴ/는/ㄹ 것 같다
ㄷ. -기 마련이다(YS4-2_08) > -기/게 마련이다

(4ㄱ)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고려할 때 뒤에 오는 
용언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는 적'만 제시하면 학습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형태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는 적 있다/없다'보다 일반적으로 '-ㄴ 적 있다/없
다'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형태를 결정할 때 '-ㄴ/는 적(이) 있다/없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ㄴ)의 경우, 물론 수업 계획에 따라 미래형을 먼저 제시할 수
도 있지만 학습자를 형태에 주목시킨다는 전제하에 학습자에게 제시한다면 앞에서 
가능한 관형사형 어미를 다 나열해야 한다. 즉, '-ㄴ/는/ㄹ 것 같다'의 형태를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된다. 앞에 오는 성분의 제한적 선택은 관형사형 어미뿐만 아니
라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4ㄷ)의 '-기 마련이다'는 '-게 마련이다'도 될 
수 있으니 '-기/게 마련이다'로 형태를 정하는 것이 좋다. 조사 대상 교재 중에 
KH에서만 이런 형태를 제시했다. 한편, 표현문형의 형태는 일부 조사가 첨가되어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이때 역시 의미·기능적 단위성에 의해 같은 것으로 보이는
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보이는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조사 첨가가 
있을 것이다.

(5)
ㄱ. 철수가 이번 여행을 갈 수 없어.
ㄴ. 철수가 이번 여행을 갈 수는 없어. 

위의 예문에서 (5ㄱ)은 아무 조사도 없는 형태이고 (5ㄴ)은 보조사 '는'을 첨가
한 형태다. 이효정(2003), 최윤곤(2005)　등에서는 조사가 표형문형 안에서 출현
한 것은 '확장 형태'로 설정하여 '기본 형태'와 구분하려는 입장이고 앞에서 검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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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YS 등 일부 교재에서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문형의 수효를 억
제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조사 유무에 따라 '-(으)ㄹ 수 있다(EW1-2_14)'와 '-
(으)ㄹ 수도 있다(EW3-1_01)' 등의 식으로 항목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또한 
'-ㄹ 수 있다'에서 '없다'도 제한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역시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59) '-ㄹ 수 있다' 하나로 제시하고 이에 관련된 활용법을 설명할 때 첨가 가
능한 조사와 용언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분명하다. 

(6) 표현문형의 형태적 제시 사례

연결부 가능항 제시 조사 첨가 가능항 제시 용언부 가능항 제시

     -ㄹ 수(가,는,도) 있다/없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바는 위와 같이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각 
어절의 선택 가능항 가능한 한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 네모 안의 정보
는 다음 절에서 규칙적 측면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
듯이 결국은 의미·기능의 단위성이 결정적이라 만약 조사 혹은 다른 요소의 첨가 
및 삽입으로 인해 의미·기능적 단위성이 바뀐다면 이때에는 항목을 따로 두는 것
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 철수가 이번 여행을 갈 수밖에 없어.

 '-ㄹ 수 없다'에서 보조사 '밖에'를 '수'에 붙이면 의미적 변화가 일어나고 '-ㄹ 
수 없다'의 '능력 부재'라는 의미에서 이탈하여 '반드시, 꼭 그렇게 한다'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조사 첨가에 의한 의미·기능적 변화는 조사 '가/는/도'등을 추가할 

59)예를 들면, YS에서는 '-(으)ㄹ 수 있다(YS1-2_09)'와 '-을 수 없다(YS5-1_05)'를 구
별해서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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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발견되지 않고 유일하게 조사 '밖에'가 첨가될 때에만 해당된다. 이와 같이 
조사 첨가로 인해 본뜻이 변하고 다른 의미·기능적 단위성이 획득되면 이때는 해
당 표현문형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ㄹ 수 없다'가 '-ㄹ 수밖에 
없다'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증거 중의 하나가 서술어의 생략이다(종장지, 
2013).

(8)
ㄱ. *철수가 이번 여행을 갈 수(가/는/만/도...)
ㄴ. 철수가 이번 여행을 갈 수밖에.

 
'-ㄹ 수 없다'에서는 '없다'가 꼭 와야 되고 '-ㄹ 수밖에 없다'에서는 생략될 수 

있는 것은 '밖에'가 부정어와 호응하는 부정극어(否定極語)에 속하기 때문에 '있다'
가 아닌 '없다'가 당연히 가정되기 때문이다(시정곤·김건희, 2009).60) 이처럼 '-ㄹ 
수밖에 없다'는 다른 의미·기능적 단위성이 획득되기 때문에 '-ㄹ 수 없다'의 확장
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개별 항목으로 기술해 학습자에게 개별의 형
태로 제시해야 한다. 의미·기능적 기준으로 비슷한 형태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분
리해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9)
ㄱ. 표제어: -ㄹ 수 없다 (가능성, 능력)
ㄴ. 표제어: -ㄹ 수밖에 없다 (필연성)

같은 맥락에서 만약 관형사형 어미로 인해 의미·기능적 변화가 일어나면 역시 
다른 형태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0) '-ㄹ 수 없다'에서 '-밖에' 외의 다른 조사가 첨가됐을 때에는 서술어가 생략되지 못하
는 것도 '-ㄹ 수밖에 없다'를 '-ㄹ 수 없다'의 확장형으로 볼 수 없는 배경이 된다. 일부 
논의에서 확장형이라는 것에 대해 형태적으로만 고려하는데 만약 의미로 출발하는 표현문
형이라면 의미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강현화(2008)에서는 '-어야 하
다'로 확장된 다음과 같은 문형은 별개의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예) ㄱ. 오늘 학교 가야 해요.(당위)
        ㄴ. 오늘 학교에 갔어야 해요./했어요.(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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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ㄴ/는/ㄹ 줄 알다 
  
일반적으로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는 한 형태로 제시하지만 그러나 이 표현

문형은 1어절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가 '-ㄹ'일 때 의미가 달라진다.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는 '어떤 사실에 대한 앎'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이 중 '-ㄹ 줄 알다/
모르다'는 '어떤 사실에 대한 앎'의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
어떤 방법에 대한 앎'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앞에 관형사형 어
미에 의한 의미·기능적 변화가 일어나면 역시 다음과 같이 따로 기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11)
ㄱ. 표제어: -ㄴ/는/ㄹ 줄(을/은...) 알다/모르다 > 사실에 대한 앎
ㄴ. 표제어: -ㄹ 줄(을/은...) 알다/모르다 > 방법에 대한 앎

(12)
ㄱ. 표제어: -ㄹ 수 있다/없다. > 능력과 가능성
ㄴ. 표제어: -ㄴ/는 수가 있다/없다 > 방법과 수단

조사 대상 교재 중에 EW, KH에서는 '-ㄹ 줄 알다/모르다'를 한 형태를 삼고 개
별적으로 기술하지만 다른 교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ㄹ 수 있다/없다'와 '-ㄴ/는 수가 있다/없다'는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 각각 '능력
과 가능성'과 '방법과 수단'등의 의미 자질을 지니는데 역시 구분해서 기술해야 한
다.

한편, 표현문형이 특정한 상황에서의 화용 기능을 고려할 때 어미 '-다'형보다 
그 화용 기능에 적합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ㄱ. -(으)ㄹ 거예요(EW1-2_09)
ㄴ. -아/어 드릴까요(EW2-1_02)
ㄷ. -기 바라다(EW2-2_11)(SJ5_10)

위에서 예시한 세 가지의 표형문형은 학습자의 사용 편리성과 화용기능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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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결정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3ㄱ)의 경우, 거의 초급 단계에서 반드시 
나오는 표현문형으로서 학습자가 이 형태를 기억하면 다른 통사적 규칙을 몰라도 
자기가 할 일과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 (13ㄴ)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해 주겠다는 의미로 '-아/어 주다'의 원형보다 '-아/어 드릴까요'의 형태로 
적당한 어미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반면 (13ㄷ)의 경우 물론 '-기 바라다'는 상
황에 따라 '-기 바라, -기 바라요, -기 바랍니다' 등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지만 
만약 학습자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행동을 요구함'의 뜻을 지닌 표현문형을 제시하
고자 한다면 '-기 바라다', '-기 바라요' 등의 형태보다 '-기 바랍니다'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공공장소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 '-기 바랍니다'가 
'희망'보다 '행동을 요구함'의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형태적 정보를 
제시할 때 화용적인 의미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형태를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학습자가 형태에 주목하
지 않았다면 실제 표현문형을 활용할 때 빈번하게 틀린다는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표현문형의 형태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예시한 '-는 
바람에', '-ㄹ 때'처럼 이들은 형태적 고정성이 있어서 형태에 집중시키지 않으면 
오류가 빈번하게 나오는데 교육 내용을 구축할 초기에 고정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양분해서 진행하면 더 체계적일 수 있다. 한편 고정성이 없는 것은 환경에 
따른 형태 변화를 체계적으로 교육 내용으로 구축해야 한다. 일단 고정성이 있는 
고정형과 그렇지 않은 비고정형의 예를 보자.

(14)
ㄱ. 고정형: -ㄴ 한, -ㄴ 끝에, -ㄴ 나머지, -는 결에, -는 바람에, -에
도 불구하고
ㄴ. 비고정형: -ㄹ 나위 없다, -기 전, -에 의해, -에 따라, -로 인해, 
-고 싶다, -고 있다
-ㄴ/는 조로, -ㄴ/는 이상, -ㄴ/는 김에

'고정형'은 시제와 관계없이 구성 요소가 강한 고정성을 지닌다. 앞에 있는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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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는 물론이고 뒤에 있는 조사까지도 첨가하거나 대체하지 못한다. 앞에서 
문법성 판단 검사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런 것들은 형태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교
육을 할 때 입력 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방법은 다음 장에서 교
수⋅학습 모형을 제시할 때 구체적으로 보일 것이다.

위의 논의대로 표현문형의 형태적 정보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원칙
을 제안한다.

[그림Ⅳ-7] 표현문형의 형태적 정보 구축 절차

선정 대상

표현문형

의미·

기능적 

단위성 판단 및 

다른 기준의 적용

고정형

비고정형

형태적 고정성

판단

형태 입력
강화 단 어 처 럼 

제시함

어미 선택항 정보

조사 첨가 정보

용언 선택항 정보

표현문형
활용 교육

일차적으로 표현문형의 형태를 학습자에게 제시한 다음에 형태를 문장에서 맞게
끔 사용하는 체계적인 방법도 구축해야 한다. 규칙적 정보에는 표현문형이 다른 
성분과 연결할 때의 제반 규칙을 포함한다. 학습자는 이 부분에서 많은 오류를 보
이는데 여기에서는 조사 양상을 먼저 검토한 뒤 규칙적 정보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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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11 결과
문
항
11

참 오랜만이야! 하도 소식이 없어서 한국을 (      ).
① 떠난 줄 알았어  ② 떠나는 줄 알았어  ③ 떠날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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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면 학습자는 일반적 규칙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 선택에 있어서 비교
적 안정된 양상을 보인다. 위의 문항에서 표현문형 '-ㄴ/는/ㄹ 줄 알다'는 '어떤 사
실에 대한 앎'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미 떠났다고 알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관형
사형 어미 '-ㄴ'을 선택해야 한다. 초급에서는 54.1%이며, 중, 고급에서는 다 
85% 이상의 정답률이 나오니 초급과 중, 고급 간에 약 30%의 차이가 났다. 문항 
9, 10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급 단계에서 일반적 규칙
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61)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 선택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61) 면담에서 한 초급 학습자는 위 문항에 대해 '-는 줄 알았어'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를 
“교재에서 그렇게 표시하기 때문이에요”라고 대답했다. 이는 형태적 정보의 향을 받은 
사례이다. 조사 대상 교재 중에 YS에서 '-는 줄 알다(YS2-2_10)'를 제시하고 있는데 물
론 본문에서 다른 형태적 정보도 제공하나 표제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 학습자에게 
실제적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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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9]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12 결과
문
항
12

문장 뒤의 종결어미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을 잘못 사용한 것을 고르시오.
① 너무 늦게 가는 바람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네.
② 지금 가면 너무 늦을 테니까 내일 가라. 
③ 지금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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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각 급에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일반적인 문법 규칙에 따르면 표
현문형 '-기 때문에' 뒤에는 명령형 종결어미가 오지 못하지만 학습자들은 이 점
을 의식하지 않았다. 특히 오답지를 선택한 학습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들은 대부
분 이와 관련된 규칙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답을 맞춘 한 
학습자의 면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오답을 선택한 학습자
C_A_I_005: "'-기 때문에'가 사용상의 제한이 없는 줄 알았어요."
C_A_I_003: "'-기 때문에'를 배울 때 그냥 용언 뒤에 붙이면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ㄹ 테니까'는 거의 쓰지 않는데 명령형이랑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정답을 선택한 학습자 
C_A_I_001: "옛날 TOPIK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이 규칙을 알게 되었어요."
C_A_I_002: "어떤 문법책에서 봤는데 '-기 때문에'가 지시문하고 같이 쓰이

지 않는다고 해요."
C_A_I_008: "옛날 한국어 선생님이 명령문에서 쓰지 말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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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오답자와 정답자의 진술에 의하면 교실에서나 교재에서나 규칙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다면 학습자가 실제 사용을 통해서 규칙을 귀납할 수 없다. 정답을 
선택한 학습자는 이 형태들을 배울 때 교사에게서나 교재에서나 명시적 부연 설명
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처음 배울 때 만약 규칙적인 정보
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차후 학습 경력이 쌓여도 귀납적으로 오류를 인식하
지 못한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기 때문에'와 '-아서/어서' 같은 것들은 명령문
과 같이 쓸 때 의사소통 실패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으니 학습자가 사용을 통해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C_A_I_003에서 진술한 것처럼 '-ㄹ 테니까'에 대해 회
피 전략을 쓴다는데 학습자가 하나의 기능에 속한 형태들 중에서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형태를 끝까지 쓰려는 경향이 보인다. 계속 다음 문항을 살펴보자.

[그림Ⅳ-10]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13 결과

문
항
13

다음 밑줄 친 것 중에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① 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집 청소는 네가 해.
② 내가 집을 청소했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
③ 밖에서 눈이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
④ 어제 밖에서 눈이 왔을 테니까 많이 추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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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테니까'는 화자의 의도와 추측을 나타내는데 그러나 만약 앞의 어미 '-었/
았/ '과 결합되면 '추측'의 의미만 남는다. 이때 화자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는 추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에 1인칭이 올 수 없고, 따라서 답지2는 적절
하지 못한다. 이 문항에서 정답을 선택한 학습자가 한 50% 정도 됐다. 모어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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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주어의 제한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면 틀리기가 쉽다. 면담을 통해 왜 다른 답지를 선택
했느냐는 질문에 “‘-ㄹ 테니까’는 뒤에 명령형이 올 수 없다”, “주어가 눈이니까 '–
ㄹ 테니까'와 같이 쓸 수 없다”라고 답한 학습가가 있는데 이들은 이 형태를 배울 
때 규칙에 대한 주목을 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주어와 형태의 제한적 공기(共
起)로 인한 오류는 다음 상황에도 있다.

[그림Ⅳ-11]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14 결과
문
항
14

주어를 고려할 때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철수는 이번 학기에 졸업하고 싶어요.
② 철수는 이번 학기에 졸업하려고 해요.
③ 철수는 이번 학기에 졸업할 거예요.
④ 철수는 이번 학기에 졸업하고자 해요.

각
급
의 
답
지 
반
응
률

0
20
40
60
80
100

ㅇ답지1 답지2 답지3 답지4

48.7

5.1 7.7

38.533.3

7.8 7.8

51

24.3
5.4

35.1 35.1

B(초급)

M(중급)

A(고급)

N=127(B=37, M=51, A=39)

네 개의 표현문형이 주어와 같이 공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뜻밖에
도 정답을 선택한 사람은 급수와 상관없이 다 50% 미만이다. '-고 싶다'는 화자
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서술형으로 할 때 언제나 1인칭 주어와 같이 쓴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학습자가 유의하여 답안을 선택하지 못했다. 답지 1의 예문을 정확
하게 쓰려면 '-고 싶어 하다'로 바꿔야 되는데 학습자가 이 점을 모르거나 유의하
지 않은 것이다.

C_A_I_006: "-고 싶다'는 3인칭 주어에 쓸 때 '-고 싶어 하다'로 바꿔야 되
는 것을 유의하지 않았어요. 또한 평상시 사용할 때도 그냥 '-고 
싶다'만 썼어요. 답지 4를 선택한 이유는 '-고자 하다'가 같이 하
자는 의미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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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A_I_004: "-고 싶다'는 3인칭 주어에 쓰지 못한다는 규칙을 잘 몰라요. 일
반적으로 말할 때 그냥 '-고 싶어요'라고 해요."

면담을 한 학습자의 학습 경력이 긴 시간이라는 점을 보면 '-고 싶다'에 대한 
오류가 거의 화석화될 정도이다. 자기가 말할 때 '-고 싶다'의 오류에 대해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의 일부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가 표현문형을 배울 때 형태 못지않게 규칙에 
대해서도 안정된 양상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교육 내용에서 규칙적 정보가 너무 
단순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 관형사형 어미 선택, 시제 
등뿐만 아니라 인칭에 따른 표현문형의 사용 제한도 규칙적 정보 안에 포함해야 
한다. 

다음은 표현문형의 규칙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한국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표현문형을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형태를 결정한 
다음에 이들을 활용할 때의 규칙도 체계화해야 한다. 실제 학습자의 학습 태도 조
사를 통해서도 83.6%의 학습자가 표현문형 교육에 체계적인 규칙적 정보가 없다
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규칙적 정보를 조금 더 체계화시켜 제공
할 때 학습자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문장을 바르게 생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런 규칙적 정보는 규범적 규칙의 속성을 지닌다.62) 이 절에서 표현문형이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연결할 때 통사적, 음운적 측면, 그리고 품사적 측면에서 형
태적 변이를 몇 개의 종류별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통사적 측면에는 어미의 교체, 
조사의 첨가, 용언의 교체 등이 있고 음운과 품사적 측면에서는 매개 모음의 유무, 

62) 문법적 규칙을 제공할 때 보는 시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다(Thornbury, 1999: 29-31).

ㄱ. 규범적 규칙(prescriptive rule): 어떻게 말하고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차
원에서 규범을 제시한다.

ㄴ. 기술적 규칙(descriptive rule): 화자가 지켜야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실제 사용하
는 언어의 모습을 일반화하여 기술한다.

ㄷ. 교육적 규칙(pedagogic rule): 학습자를 성공적으로 언어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자신감을 동시에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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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음성 모음에 따른 교체, 그리고 품사에 따른 교체 등이 있다. 이들을 하나씩 예
를 들고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형사형 어미의 교체

2.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초급 학습자가 표현문형을 사용할 때 관형사
형 어미에 대한 선택 정확률이 낮은데 이에 대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형태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선택 규칙도 마련해야 한다. 통사적인 변이로서 어미의 교체
가 가능한 것은 관형사형 어미인 '-ㄴ, -는, -ㄹ' 등이 있다.63) 이 세 개의 형태
는 각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표하는 표지이기에 일반적으로 표현문형
을 표기할 때 '-ㄴ, -는, -ㄹ'의 순서대로 쓰는 것이다.64) 시제와 관련하여 동사, 
형용사, '이다'에 의한 이들의 교체 규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사의 경우, 이 세 개의 형태가 모두 교체될 수 있다. '-ㄴ'은 과거나 동
작의 완료, 그리고 동작 결과의 지속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는'은 현재 동작의 
진행이나 반복적인 사실을 의미할 때 사용되며, '-ㄹ'은 미래, 혹은 부정(不定) 시
제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동사의 경우 학습자에게 과거 '-ㄴ', 현재 
'-는', 미래 '-ㄹ'의 식으로 제시하면 학습자가 표현문형의 일반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는'은 단순 수식, '-ㄹ'은 부정시 등에 대한 특수 의미도 있지
만 이는 일반적 규칙과 별개로 학습 과정에서 따로 소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의 경우,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기존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를 수식하지 않아서 교체되는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가 동사와 

63) 2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표현문형이 다른 성분과 결합할 때의 선도(先導)적 성분
으로서는 관형사형 어미, 연결어미, 조사, 전성어미, 종결어미, 인용어미, 선어말 어미 등
이다. 그러나 이들 중 시상에 따라 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관형사형 어미뿐이다. 

64) 간혹은 '-던'도 이 세 개의 형태와 같이 나열하여 표기하기는 하나 '-던'은 회상의 의미
를 나타낼 뿐이고 시제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같이 나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일부 논의에서 형용사의 과거 관형사형 어미를 '-았던/었던/ 던'으로 삼고 논하
지만 본고에서는 시제의 삼원 체계에 따라 논의하니 '-았던/었던/ 던'을 논외로 하고자 
한다. '-던'이 시제와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 남주연(2012), 오로지(2010) 등에서 관련 
논의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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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형용사에 사용되는 것은 '-ㄴ'뿐이다. '-ㄴ'
은 형용사에 붙어 뒤에 오는 명사절을 수식하는데, 이때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상태를 수식하는 것이니 오히려 '현재'의 뜻을 지닌다. 이에 따라 '*크는 손
(현재: -는)'와 '*클 손(미래: -ㄹ)' 등이 허용되지 않고 오직 '큰 손'만 가능하다. 
이는 일반적인 규칙이다. 그러나 형용사가 표현문형의 선도적 성분으로서의 관형
사형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상황이 약간 다르다. '-는'은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
ㄹ'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크다'를 예를 든다면 표현문형 '-ㄴ/는/ㄹ 것 같다'와 결
합할 때 '큰 것 같다'가 가능하고 '클 것 같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좋을 
리가 없다', '좋을 뿐만 아니라' 등처럼 유일하게 '-ㄹ'을 요구하는 표현문형도 있
다.65) 그러나 물론 이때의 '-ㄹ'은 어떤 시간적인 '미래'보다 추측의 의미나 단순 
수식의 기능을 지닌다. 실제 교수·학습할 때 학습자에게 착오가 없도록 이 점을 강
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다'의 경우, '이다'는 역시 뭔가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와의 결합이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이다'도 '-ㄴ' 하고만 결합한
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표현문형의 선도적 성분으로서의 관형사형 어미
와 결합할 때에는 역시 '-ㄹ'이 가능하다. 

품사
대표 의미 동사 품사

대표 의미 형용사 이다
과거 -ㄴ 현재 -ㄴ -ㄴ
현재 -는 추측, 

단순 수식 -ㄹ -ㄹ마래 -ㄹ
<표Ⅳ-1> 표현문형에서의 관형사형 어미 교체 양상

위의 표에서 보인 규칙은 표현문형을 사용할 때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규칙이
다. 물론 앞에 오는 용언에 자음이 있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어미의 형태도 달라지
는데 이에 대해 음운적 변이 부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위와 같은 규칙은 다음 

65)통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김수태(2014)에서는 '-ㄹ'은 일반적으로 관계절에 
형용사와 통합되지 않고 보문절에 형용사와 통합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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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문형에서 적용된다.

(15) -ㄴ/는/ㄹ 것 같다

<표Ⅳ-2> ‘-ㄴ/는/ㄹ 것 같다’의 관형사형 어미 교체

2) 조사의 첨가

조사의 첨가는 표현문형 안에 체언이 포함된 경우에 일어나는데 위의 표에서는 
2어절 위치에서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자립명사 뒤에 조사가 오는 데는 제한이 없
지만 표현문형 안의 명사는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거나 의존적이라 조사의 선택에 
제한이 따른다. 2.1에서 '고정형'처럼 조사의 첨가가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한 가지
만이 선택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선택이 덜 제한적인 것도 있다. 표현문형의 조사 
첨가는 일반 체언 뒤에 첨가하는 것과는 다른데 주로 두 가지의 측면에서 특징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표현문형의 조사 첨가는 통사론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16)
ㄱ. *철수 희 좋아해.
ㄴ. 철수가 희를 좋아해.
ㄷ. 한국에 가면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ㄹ. 한국에 가면 김치를 먹을 수가 있어요.

통사론적으로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현문형 안에서 조사를 첨가하든 

어절
품사 1어절 선택항 규칙 2어절 3어절

동사: 가다
과거 -ㄴ

것 같다

간 것 같다
현제 -는 가는 것 같다
미래 -ㄹ 갈 것 같다

형용사: 크다 현재 -ㄴ 큰 것 같다
추측 -ㄹ 클 것 같다

이다: 학생이다 현재 -ㄴ 학생인 것 같다
추측 -ㄹ 학생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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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든 간에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비록 조사 생략
이 가능하지만 위의 예문에서 (16ㄱ)은 통사적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생
략하지 못하고 (16ㄴ)처럼 되어야만 의미가 분명해진다. 반면 (16ㄷ)의 경우, 표
현문형이 이미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 안에서의 조사 첨
가는 선택적이고 필연적이지 않다. 물론 (16ㄹ)처럼 조사를 첨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떤 통사론적인 관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의미를 보조하는 것이
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표현문형의 조사 첨가는 선택적인 성질을 갖는다. 첨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의사소통에서 큰 향을 주지 않으니까 실제 학습자 자료를 살
펴볼 때 표현문형에 조사 첨가를 대부분 피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ㄴ/는/ㄹ 것 
같다'를 예로 든다면 학습자 자료에서 빈도가 99번이 나왔는데 이 중에 조사 첨가
를 한 학습자가 겨우 두 명뿐이다. 그러나 이 두 명도 올바르게 첨가하지 못했다.

(17)
ㄱ. *그래서 외국어가 빨리 배울 것을 같아요(√배울 것 같아요).(C_M_1
27)
ㄴ. *이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돌리고 있어, 바로 어제 발생한 
것과 같다(√발생한 것 같다).(C_A_225)

위에서 학습자는 '-ㄴ/는/ㄹ 것 같다'의 구성 안에 허용하지 않는 조사 '을'과 '-
과'를 첨가했기 때문에 이 표현문형의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파괴해서 비문이 되었
다. (17ㄱ)의 경우는 '같다'의 논항이 보통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판
단할 수 있지만 (17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모어 화자는 직관으로 (17ㄴ)이 틀
렸다고 생각하나 외국인은 (17ㄴ)이 꼭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어떤 것이 어떤 것과 같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현
문형의 조사 첨가는 필수적으로 하지 않아서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회피 전략을 쓰
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작 쓰려면 위와 같은 오류
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 표현문형의 조사 첨가는 아주 제한적이다. 이는 표현문형의 판정 기준을 
논할 때도 언급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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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ㄱ.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
ㄴ. 계산해 보니 돈이 좀 모자라는 것(만, 도) 같다.
ㄷ. *계산해 보니 돈이 좀 모자라는 것과 같다.
ㄹ. *계산해 보니 돈이 좀 모자라는 것이 같다.

위의 예문에서 보인 것처럼 표현문형 안에 조사 첨가가 가능하되 아주 제한적인
데 '-ㄴ/는/ㄹ 것 같다'의 경우 '만'과 '도' 정도의 조사만 허용되고 (18ㄷ, ㄹ) 등
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적으로 볼 때 조사의 가능한 선택항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음으로 이에 대해 논한다.

우선 표현문형에서 조사가 첨가되는 양상을 논하기 전에 우선 단순하게 볼 때 
조사 첨가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자 한다. 

(19) 조사 첨가 아닌 것
ㄱ. -기로 하다, -는 바람에, -기 때문에, -ㄴ 덕분에,  -ㄴ 끝에, 
    -는 통에 
ㄴ. -ㄴ/는 마당에, -ㄴ/는 김에

위의 것들은 본고에서 조사 첨가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 
표현문형 안의 조사는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유지한 요소로서 해당 표현문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한 것이지 첨가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기로 하다'는 '결
정'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데 만약 '*-기(∅) 하다'로 되면 그런 의미·기능이 없
어진다.66) 또한 이들 안의 '-에'도 조사 첨가가 아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66)(19ㄱ)은 형태적 고정성이 있어 앞에서 한 논의대로 이들을 '고정형'으로 처리한다. (19
ㄴ)은 고정형은 아니지만 뒤에 조사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 표현문형보다 고정성이 
높으니 교육적 차원에서 이 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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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ㄴ. -ㄴ 후에
       후∅
       후에+는
       후에+야

   -기 때문에
       *때문∅
       *때문에+는
       *때문에+야

ㄱ. -는 바람에
       *바람∅
       *바람에+는
       *바람에+야

-기 전에
     전∅
     전에+는
     전에+야

위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20ㄱ)의 핵이 더 이상 어떤 형태적 변화도 허용
하지 않고 핵 안의 '-에'는 조사 첨가로 보기 어렵다. 첨가한다고 하면 뺄 수도 있
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로 하여금 (20ㄱ)과 (20ㄴ)은 근본적으로 속성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ㄴ 덕분에', '-ㄴ 끝에', '-는 통에' 등도 조사 첨가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 내용을 구축하는 초기에 형태적 측면
에서 고정성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위와 같은 것
들은 조사 첨가의 문제와 무관하다. 정작 우리가 보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21) 조사 첨가
ㄱ. -기(가) 일쑤이다, -ㄴ 후(에), -ㄴ/는 대신(에)
ㄴ. -ㄴ/는/ㄹ 것(만,..) 같다, -ㄴ/는/ㄹ 줄(을,..) 알다/모르다, -ㄹ 수
(가...) 있다/없다

위의 표현문형 중에 2어절식과 3어절식의 구성이 있는데 이들은 조사 첨가가 
가능한 표현문형이다. 

우선 2어절식의 표현문형을 보면 조사 첨가가 비교적 단순한데 즉, 1어절 명사
형 어미 '-기'에 붙는 것과 2어절 체언에 붙는 것이다. '-기'로 시작한 2어절식 표
현문형 중에 조사 첨가가 가능한 것은 주로 2어절의 성분으로 자립 명사가 오는 
경우이다.67)

67) 호정은(2002)에서는 '-기' 뒤에 의존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기'가 수식하는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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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ㄱ. 그런 식으로 하다간 실패하기(가) 십상이에요.
ㄴ. 늘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하기(가) 일쑤예요.

위에 예문에서 조사 첨가가 가능한 것은 2어절의 '십상'과 '일쑤'가 의존명사가 
아니라 자립 명사이기 때문이다. 즉 '-기'로 시작한 표현문형의 구성 중에 만약 자
립명사가 있다면 조사가 개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개입은 제한적이어서 교육
적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제한적인 선택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 십상이
다'와 '-기 일쑤이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첨가할 수 있다.68)

(23)
ㄱ. -기(∅, JKS:가, JKG, JKO, JKB:에, JX, JC) 십상이다
ㄴ. -기(∅, JKS:가, JKG, JKO, JKB, JX:는, JC) 일쑤이다

위와 같이 '-기 십상이다'에 주격조사 '-가'와 부사격 조사 '-에'가 첨가될 수 
있고 '-기 일쑤이다'에 주격조사 '-가'와 보조사 '-는'이 첨가될 수 있다. 교육 내
용을 구축할 때 이 점을 계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으로 조사가 2어절에 오는 경우를 보자. 2어절에 오는 조사는 주로 '-에
'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물론 여기의 '-에'는 조사 첨가에 의한 '-에'라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된다. 

(24)
ㄱ. -ㄴ 후(∅, -에, -에+는, -에+야)
ㄴ. -기 전(∅, -에, -에+는, -에+야)

기 때문에 중간에 조사가 오지 못하고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조사가 개입된다고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사례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명사 '전(前)' 앞에 '-기'가 오
면 정상적으로 조사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68) 조사의 종류를 기술할 때 세종말뭉치의 태그 방식을 따른다.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JKS JKG JKO JKB JX JC
이/가 의 을/를 에 은/는 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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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절에 조사가 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선 '-에'가 오고 부차적으로 '-에' 뒤
에 올 수 있는 다른 보조사가 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ㄴ 후, 후에, 후에는, 
후에야' 등이 가능하고 '-ㄹ 때, -ㄹ 때에, -ㄹ 때에는, -ㄹ 때에야' 등도 가능하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어절식 표현문형의 조사 첨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
류로 정리할 수 있다.

(25)
첫째, '-기'+ '자립명사'일 때 일어난다.
둘째, 일반적으로 조사 '-에'가 첨가되며 '-에' 뒤에 다른 조사가 온다.   

한편, 3어절식 표현문형에서는 조사의 첨가가 2어절 성분의 속성과 용언이 요구
하는 논항, 그리고 표현문형 자체의 의미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
서 일단 표현문형을 용언을 기준으로 분류한 다음에 차례대로 살펴본다. 조사 대
상 교재에서 나온 3어절식 표현문형의 용언 종류는 다음과 같다.

(26) 3어절식 표현문형의 용언 종류

'있다/없다'류: -ㄹ 수 있다/없다, -ㄴ/는 적 있다/없다 등
'알다/모르다'류: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
'같다'류: -ㄴ/는/ㄹ 것 같다 등
'싶다'류: -ㄴ/는/ㄹ 듯싶다 등
'아니다'류: -ㄹ 뿐만 아니라 등

3어절식 표현문형의 용언은 대개 위와 같은 것들이 있다. 물론 위의 것 외에도 
다른 것이 있기는 하나 본고에서는 조사 대상 교재 중에서 나온 것을 중심으로 살
펴볼 것이다. 여기서 조사 첨가의 실제 양상과 빈도에 대해 말뭉치를 통해 조사할 
것이다. 빈도에 의해 교육적 제시 순서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있다/없다’류}

조사 대상 교재 중에 '있다/없다'류에 속한 표현문형은 '-ㄹ 수 있다/없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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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는 적 있다/없다'인데 이들의 2어절에 허용되는 조사는 각기 다르다. 같은 용언
이지만 표현문형의 의미 자질이 달라서 조사에 대한 허용 양상도 달라진다. 여기
서는 주격조사, 소유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등을 검토
할 것인데 특히 보조사에서는 '-는, -만, -도, -야' 등 네 개의 보조사를 검토할 
것이다. 이들의 상대 비율을 나타내면서 교육적 측면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또한 
비율의 순서로 살피고자 한다. 일단 '-ㄹ 수 있다/없다'의 경우를 보자.

(27) -ㄹ  수  있다/없다
수+JKS:가(N:4934/44.1%) 
*수+JKG:의(N:0/0%)
*수+JKO:를(N:0/0%)
*수+JKB:에(N:0/0%)
수+JX:는(N:2161/19%), 만(N:169/0.015%), 도(N:3872/34.6%), 야
(N:51/0.05%)
*수+JC:와(N:0/0%)

첨가할 수 있는 조사의 순위로 보면 우선 수효상으로 주격조사 '-가'가 붙는 경
우가 44.1%에 이르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수'는 주어성 의존명
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어성' 때문에 JKG, JKO, JKB, JC 등과 획일적으로 결
합하지 못한다. 그 다음으로 '-도'가 34.6%에 이르는데 '수'에 붙어 '또한', '강조' 
등의 의미를 더한다. 세 번째로 보조사 '-는'은 19%에 이르는데 '-는'이 첨가된 
것은 대부분 다음과 같다.

(28) ㄱ. 그러나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다.(BREO0332)
ㄴ. 그러나 수필의 개념만으로 수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 다고 볼 수는 
없다.(BRHO0104)

위의 예문처럼 보조사 '-는'은 보통 '없다'와 같이 나오며 '-ㄹ 수는 없다'의 형
식으로 화자가 어떤 것에 대한 가능성이나 능력을 부정할 때 강조해서 쓴다. 그 
다음으로 '-만'을 첨가한 것은 비율적으로 낮지만 문장에서 거의 고정된 패턴처럼 
'-다면'과 함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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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ㄱ.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BB03B0
5)
ㄴ. 김 선생이 부드러운 고양이 잠에서 깰 수만 있다면!(BREO0091)

일반적으로 화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 표현문형
에 '-만'을 첨가해서 쓰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거나 실현성이 낮은 것을 전제해서 
말하니까 뒤에 '-으면'보다 '-다면'과 공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9ㄴ)처럼 '-
ㄹ 수만 있다면'이라는 형태가 굳어서 어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적으로 이 문장을 '-다면'의 ‘종결어미화’라는 식으로 보는데 표현문형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ㄹ 수 있다/없다'를 가르치면서 조사 첨가의 예로서 '-ㄹ 수만 
있다면'을 제시하는 것이 사용상의 경제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 '-야'가 첨가된 것은 흔히 나오지 않지만 만약 나올 때 문장 
뒤에 대부분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온다.

(30)
ㄱ. 이 산중까지 오시는 분을 어 낼 수야 없지요?(2BH9625)
ㄴ. 어차피 거느렸던 처자식인데 그대로 내버려 둘 수야 있겠나?(CJ000242)

'수' 뒤에 강조의 보조사 '-야'를 붙여서 화자가 어떤 가능성이나 능력에 대해 
강조하면서 말할 때 쓴다.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ㄹ 수야 있다/없다'를 쓴 문
장의 뒷부분은 의문형으로 끝났는데 이 의문형은 수사의문문의 성격을 지닌다. 즉, 
화자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보다 사실을 강조하거나 반문하는 차원에서 의도적으
로 쓴 것이다. 보조사 '-야'를 붙인 경우는 대부분 화자의 생각에서 이미 그 가능
성과 능력을 부정하고 있어서 '-ㄹ 수야 없지?, -ㄹ 수야 있나?, -ㄹ 수야 있겠
어?' 등의 형식으로 수사의문문을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ㄴ/는 적 있다/없다'의 조사 첨가 양상을 보자.
 

(31) -ㄴ/는  적  있다/없다
적+JKS:이 (N: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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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JKG:의(N:0/0%)
*적+JKO:를(N:0/0%)
*적+JKB:에(N:0/0%)
적+JX:은(N:166/7%), 만(N:0/0%), 도(N:304/12%), 이야(N:0/0%)
*적+JC:와(N:0/0%)

'-ㄴ/는 적 있다/없다'는 '-ㄹ 수 있다/없다'와 같은 용언 및 같은 속성을 지닌 
의존명사를 보유하지만 조사 첨가 양상에 큰 차이가 있다. 일단 결과에 따르면 '-
ㄴ/는 적 있다/없다'에 첨가한 조사는 '-가, -도, -은' 세 개뿐이다. 우선 '적'은 
주어성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수'와 같이 격조사 '-이/가'의 첨가가 가능하기 마련
이고 두 번째는 역시 '-ㄹ 수 있다/없다'와 같이 '-도'의 첨가도 가능하다. '-도'가 
'적' 뒤에 오는 상대 비율은 12%에 이른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조사 '-은'의 첨가
도 가능하고 이는 7% 정도 이르는데 사용 양상을 분석하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쓰인다.

(32)
ㄱ. 난 시집을 왔지 남의집살이로 온 적은 없어.(2CE00007)
ㄴ. 당신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 적은 없는가?(B
RHO0376)

보조사 ‘은’이 쓰인 문장을 검토한 결과 '-ㄴ/는 적 있다/없다'에 보조사 '-은'을 
첨가한 문장은 대부분 '없다'와 공기한다. 물론 통계의 결과는 단지 추세를 보일 
뿐이지 '없다'와 공기한다고 해서 '있다'와 공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고 교육적 차원에서 표현문형의 조사 첨가 양상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구분해서 교육 내용을 계획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알다/모르다’류}

'알다/모르다'는 인지동사인데 이에 속한 3어절식 표현문형은 '-ㄴ/는/ㄹ 줄 알
다/모르다'이다. 2.1.2에서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는 두 개의 의미·기능적 단위
성을 갖고 있으므로 별개로 기술해야 된다는데 즉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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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대한 앎'이고 '-ㄹ 줄 알다/모르다'는 '방법에 대한 앎'이라는 것이다. 여기
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69) 일단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의 조사 첨
가 양상은 다음과 같다.

(33)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사실에 대한 앎)
*줄+JKS:이 (N:0/0%) 
*줄+JKG:의(N:0/0%)
줄+JKO:을(N:56/31.4%)
줄+JKB:로(N:19/10.6%)
줄+JX:은(N:22/12.3%), 만(N:18/10.1%), 도(N:63/35.3%), 이야
(N:0/0%)
*줄+JC:와(N:0/0%)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의 조사 첨가 양상은 일단 말뭉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을>은>로>만'의 순서로 나왔다. '-도'는 다른 표현문형 중에서도 높
은 편인데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
적격 조사 '-을'이다. ‘알다/모르다'가 요구하는 논항이 목적어인데 목적어 조사로
서 '-을'이 비율적으로 높은 것이 예상되며 이는 다른 표현문형에서도 용언이 요
구하는 논항의 조사가 높은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조사 '-은'이고 
화자가 초점을 두려고 할 때 이 조사를 붙이는 것이다. 그 다음은 격조사 '-로'인
데 '-로'는 방식과 수단의 의미를 지닌다. '그 사람이 학생인 줄로 알았다'의 문장
을 예로 든다면 '[[[[그 사람이 학생인] 줄]로] 알았다]'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는
데 이때 '[VP[NP[[그 사람이 학생인] 줄]로] 알았다]'의 구조에서 NP는 '-로'의 의
미에 의해 '어떤 방식과 수단'의 내용이 되는데 결국은 이 문장은 화자가 그런 방
법이나 수단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는 목적격 조사 '-을'이 첨가된 문장
보다 주관성이 더 강하다.70) 또한 주관적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의미 자질이 함축
69) '방법에 대한 앎'의 표현문형 '-ㄹ 줄 알다/모르다'는 다른 인지 동사를 허용하지 못한다

는 점에서 '사실에 대한 앎'의 표현문형 '-ㄴ/는/ㄹ 줄 알다'와 구별이 된다. 이 부분은 용
언의 제한적 선택 부분에서 다시 살핀다.

70) 우형식(1995)에서는 '줄로'와 '줄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면서 설명했다.
ㄱ. 나는 그분이 벌써 떠난 줄을 알고 있다.
ㄴ. 나는 그분이 벌써 떠난 줄로 알고 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ㄱ)은 그저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ㄴ)은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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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뒤에서 '알다'만 허용한다. 그 다음은 '-만'의 첨가도 10% 정도 있는
데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뿐'이라는 의미 자질을 지니기 때문에 역시 대부분 '알다'
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71)

{‘같다’류}

용언 '같다'에 속한 표현문형은 '-ㄴ/는/ㄹ 것 같다'뿐이다. '같다'의 구문 양상은 
아주 풍부한데 김창섭(2012)에서 '같다'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바가 있
다.

비교문: 철수는 얼굴이 [철호]와 같다.
빗댐문: 순희가 마음씨가 [천사](와, ∅) 같다
추측문: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다.72)

'같다'는 위와 같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표현문형 안에 쓰일 때 '비교'나 '
빗댐'의 뜻이 아니라 추측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추측' 때문에 조사 첨가의 양
상도 '같다'의 논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일단 '-ㄴ/는/ㄹ 것 같다'에서 조사 첨가가 
가능한 것을 살펴보자.

(34) -ㄴ/는/ㄹ 것 같다
*것+JKS:이 (N:0/0%)73) 
*것+JKG:의(N:0/0%)
*것+JKO:을(N:0/0%)

는 사실이 참이든 거짓이든 화자가 떠난 것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후자는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 '로'의 첨가 문장에서 '모르다' 등이 
오지 못한다고 한 바도 있다.

71) '-ㄴ/ㄹ/는 줄만 모르다'의 구성은 전혀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미련한 이년은 십 년이 
하루 모양으로 남편을 하늘같이 알고 비방과 핍박 속에서 더울세라 추울세라 남편만을 섬
겼건만 그날 뒷날 첩으로 되어 쫓겨나게 될 줄만 몰랐다.「처를 때리고」김남천'에서 이 
형태가 쓰 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히 보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수사적 기교에 의한 것
으로 보인다.

72) 위의 예문은 김창섭(2000)에서 든 예문을 가져온 것이다.
73) 세종말뭉치에서 '다만, 강서 메나리도 서도가락의 애조(哀調)를 띤 것이 같다.(BHXX002

1)'라는 문장이 있기는 하나 '-ㄴ 것이 같다'라는 구조는 잘못 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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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JKB:에(N:0/0%)
것+JX:은(N:0/0%), 만(N:163/72.7%), 도(N:81/36.1%), 이야(N:0/
0%)
*것+JC:와(N:0/0%)

'같다'의 본뜻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간추릴 수 있는데 앞에 오는 필수 논항
의 조사가 '-와/과'이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것처럼 '-ㄴ/는/ㄹ 것 같다' 안의 '같
다'는 '추측'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뜻에서 요구하는 논항의 조사인 '-와/과'를 
일률적으로 첨가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의존명사 '것'은 일반적 의존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안에서 조사를 선택할 때 아주 제한적인데 보조사 외에 모든 격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조사도 '-만'과 '-도'만 허용한다. 우선 '-만'의 
첨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74) 조사 결과에 의하면 '-ㄹ 것만 같다'의 형태
가 가장 많은데 즉 '-ㄹ'과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도'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다른 표현문형에서 조사한 결과와 다르지 않다. 보조사 
'-도'는 3어절식 표현문형에서 보통 별 제한 없이 쓸 수 있고 또한 그 비율도 높
은 경향을 보인다. 

3) 용언 교체

표현문형은 제한적 선택이란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1어절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
가 제한적으로 교체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오는 용언도 제한적으로 교체된다.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용언의 교체항을 제시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2장에서 

74)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는 이는 '-ㄴ/는/ㄹ 것만 같다'의 구조가 중의적인 성질을 갖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이런 중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ㄱ. 난 누군지 알 것만 같아.(4CM00029)
ㄴ.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구 울었고, 내가 어디로 떠나가는 주인공이 된 것
만 같았다.(BG88002)

위의 문장에서 (ㄱ)은 다른 가능성이 없는 단지 '추측'의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는 '-
ㄴ/는/ㄹ 것 같다'의 구문이라 본다. 그러나 (ㄴ)은 중의성을 지닌다. '주인공이 된 것만 
같다'는 주인공이 된 것(과+만>만) 같다'의 구조로 볼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된 것(∅+
만>만) 같다'의 구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의성은 화자가 어떤 의도에서 말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다가 형태를 위주로 하는 말뭉치에서 일일이 손작업으로 가리기가 
불가능하기에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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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분석한 결과 많은 표현문형들은 속성이 같지만 용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
술되었다고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용언을 한 군데 묶어서 한 가지로 
기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표현문형의 용언 교체항은 세 가지의 기초에서 생기는
데 첫째는 실사가 허사화된 후 기능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미의 대립에
서 오는 것이며, 셋째는 비슷한 의미의 용언에서 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의 경
우를 보자.

(35)
ㄱ. -ㄹ까 하다(EW2-2_14)(KH2-1_04)(SJ4_03)
ㄴ. -ㄹ까 보다(KH2-2_06)(YS2-1_03), 
ㄷ. -ㄹ까 싶다

(36)
ㄱ. -었으면 좋다 
ㄴ. - 으면 하다 
ㄷ. -었으면 싶다

(37)
ㄱ. -다손 치다(YS6-2_09)(EW6_10)
ㄴ. -다손 하다

위의 표현문형들은 비슷한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한 개 이상
의 용언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교재에서 서로 다른 표제어로 간주하고 처리하거나 
허용된 용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35)의 경우 국립국어원에
서 펴낸 한국어문법사전(2005: 780)에서 '어떤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루어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하는 의미'라며 이 의미에서 (35ㄱ, ㄴ, ㄷ)이 같아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한다. 보조 형용사인 '보다', '싶다', '하다'는 원래 실사이고 이들의 본뜻
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표현문형 안에서 이들의 의미는 상실되고 기능어 노릇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었으면 좋다'의 경우 교재에서 그저 용언 '좋다'만 제시하고 
'싶다'와 '하다' 등 용언 가능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희망'의 의미·기능 단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손 
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정보도 교육 내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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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된다고 본다. 이들은 용언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의미·기능적 단위성을 공유
하기 때문에 동의적 교체(同義的　交替)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 다음은 의미의 대립에서 오는 교체이다. 의미의 대립이란 '있다/없다' 등과 같
은 용언인데 일부 표현문형은 이런 용언에 의해 대립의 뜻을 지니게 된다.

(38)
ㄱ. -ㄹ 수 있다
ㄴ. -ㄹ 수 없다

(39)
ㄱ. -ㄴ/는지 알다
ㄴ. -ㄴ/는지 모르다

위의 예문에서 쓰인 표현문형인 '-ㄹ 수 있다'와 '-ㄴ/는지 알다'는 의미가 대립
하는 용언의 교체로 반의적 의미를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있다/없다'와 '알다/모
르다'는 2원적으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뒤에 나올 것이다. 교재 
분석을 통해 일부 교재에서 이들을 개별적으로 기술하는데 예를 들어, YS에서는 
'-ㄹ 수 있다', '-ㄹ 수 없다' 등을 개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이는 한 가지로 통합해서 용언 교체로 보고 선택항을 표현문형 안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런 교체는 의미의 대립에 의한 것이니 '반의적 교체(反意的 
交替)'라고 부른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있다/없다, 알다/모르
다 등이 있다고 해서 꼭 반의적 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40)
ㄱ. -ㄹ 수밖에 없다
ㄴ.*-ㄹ 수밖에 있다

(41)
ㄱ. -기가 짝이 없다
ㄴ.*-기가 짝이 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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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고 있다
ㄴ.*-고 없다

'없다'가 포함된 일부 표현문형은 반의적 교체가 가능하지 않다. 이들 표현문형 
중의 '없다'는 부정극어(否定極語)로 쓰이기 때문이다. 위의 표현문형 중에 (40), 
(41)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42)처럼 '-고 있다'는 있지만 '-고 없다'는 없는 것
도 교체의 불가능을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슷한 의미의 용언에서 오는 것인데 이는 용언의 교체가 비
교적 열려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실에 대한 앎'을 나타내는 표현문형 '-ㄴ/는/
ㄹ 줄 알다/모르다'는 이에 속한다.

(43)
ㄱ. 도라지 꽃이 이렇게 예쁜 줄을 몰랐다. 
ㄴ. 도라지 꽃이 이렇게 예쁜 줄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우한식, 1995예
문)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는 '알다/모르다' 외에 인지동사류에 속한 ‘믿다, 생각
하다, 깨닫다’ 등도 허용된다(우한식, 1995). 그리하여 용언의 선택항을 표기할 때 
‘알다/모르다’ 외에 다른 인지동사도 올 수 있다고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이에 반해 어떤 방법을 알거나 모르거나 할 때의 '-ㄹ 줄 알다/모르다'는 '알
다'와 '모르다'만 허용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
이 당연한 일이다. 위와 같이 같은 인지동사에 속한 용언들이 '-ㄴ/는/ㄹ 줄 알다/
모르다'에서의 용언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적 교체(類義的　交替)라
고 칭하기로 한다.

이상으로 용언의 교체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 이들의 
교체 가능항을 제시하고 전략적으로 각 종류에 맞게끔 관련 표현문형을 제시하면 
표현문형에 대한 습득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2.2.2.2. 음운과 품사에 따른 형태  변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사에 의한 형태적 변이가 있는가 하면 음운 및 품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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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도 없지 않다. 음운 환경에 따른 변이는 주로 선행음(先行音)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혹은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른 것이다. 전자는 표현문형의 
선도적 요소인 관형사형 어미와 연결할 때의 문제이고 후자는 선도적 요소인 보조
적 연결어미와 연결할 때의 문제다. 한편 품사의 차이도 표현문형을 사용할 때의 
형태적 변이를 좌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한 군데 묶어서 표로 보이면 다음
과 같다.

<표Ⅳ-3> 음운 및 품사에 따른 형태적 변이

음운 환경에 따른 형태적 변이는 위와 같이 앞의 용언에 따라 달라진다. 선행음
의 자음 유무와 모음 종류에 따라 각종 형태적 변이가 일어난다. 받침 향의 경

75) 모음에 따라 연결부가 달라지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교체'(phonologically 
conditioned alternation)라고 한다. 이와 반해 '하다'가 '-여-, - -' 등 특정한 형태로 
교체하는 것은 형태·어휘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이형태(morpholexically conditioned 
allomorph)라 불린다(고 근·구본관, 2008: 31). 그러나 실제 한국어교육에서나 교재에서
나 거의 이들을 같은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어 '–아/어/여'처럼 3원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받침 향 모음 향
예:-ㄴ/는/ㄹ 것 같다 예:-아/어/여야 되다받침 없음 받침 있음

동사:
가다/
먹다

과거 -ㄴ: 간 것 
같다

-은: 먹은 
것 같다 양성

모음
'-아, -오':

가다(모음 '아')>아야 
되다현재 -는: 가는 

것 같다
-는: 먹는 
것 같다

미래 -ㄹ: 갈 것 
같다

-을: 먹을 
것 같다 음성

모음
'-아, -오'가 아닌 것:
먹다(모음 '어')>어야 

되다
형용
사: 

크다/
작다

현재 -ㄴ: 큰 것 
같다

-은: 작은 
것 같다

미래
(추측)

-ㄹ: 클 것 
같다

-을: 작을 
것 같다

하다 하다: 해야 되다/하여야 
되다이다: 

학생
이다

현재 -ㄴ: 학생인 
것 같다 -

미래
(추측)

-ㄹ: 학생일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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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만약 선행 용언이 받침이 있을 때에는 동사 현재형 외에 모두 '-으-'의 삽입
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으)ㄴ/는/(으)ㄹ 것 같다(EW2-1_07)'처럼 매개
모음 '-으-'를 괄호 안에 따로 표기하는데 만약 규칙적 정보에 매개모음 첨가의 
규칙이 포함되면 표현문형을 표기할 매개모음을 일일이 표시할 필요가 없어 형태
적으로 더 간결할 수 있다. 한편 '이다'의 경우,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ㄴ'과 
'-ㄹ'만 가능하고 '-으-'의 삽입이 없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사: (받침 없음)-ㄴ, -는, -ㄹ (받침 있음)-은, -는, -을
형용사: (받침 없음)-ㄴ, -ㄹ (받침 있음)-은, -을
이다: -ㄴ, -ㄹ

그 다음은 표현문형 앞에 오는 음절의 모음 종류에 따른 형태적 변이도 있다. 
이런 변이는 모음조화에 의한 것이다. 만약 양성 모음인 'ㅏ, ㅗ'라면 '-아'로 선택
되고, 나머지 모음은 '-어'로 선택된다. 또한 '하다'는 모음이 양성이지만 '-아'가 
선택되지 않고 '-여'가 선택되니 불규칙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문어체에서 '하여'
로, 구어체에서 '해'로 나오는데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의 선택과 함께 모음 향의 
삼원적(三元的) 체계를 이루고 있다.76) 음운과 품사에 따른 형태적 변이는 대개 
위와 같은 식으로 적용되는데 이러한 규칙을 초급 단계에 내면화시키면 표현문형
에 대한 사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교재
에서나 문법 사전에서는 형태 변이에 의해 표제어를 개별적으로 기술하는데 위와 
같은 규칙을 가르치면 개별 변이형을 일일이 기술할 필요 없이 한 가지로 통합할 
수 있다.

의미적 인식에 대한 측정에서 학습자가 한 표현문형이 지닌 의미 간에 구분과 

76) 물론 일반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불규칙 현상인 'ㅅ, ㄷ, ㅂ, 르, 우' 불규칙 등이 있는데 
이는 기존 문법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라 교재에서 한 문법 항목처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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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문형 간의 의미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네 개의 측면에서 의미적 인식이 가장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표현
문형을 가르칠 때 의미적인 설명을 너무 단순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
다. 문법성 판단 검사 및 면담을 통해 학습자가 표현문형의 기본 의미만 알고 다
른 의미를 모른다는 점, 그리고 각 의미를 선행 학습이 있든 없든 간에 문장에서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Ⅳ-12]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15 결과

문
항
15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괄호 안의 의미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① 우리의 애정은 식을 대로 식었는데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어떤 모
양이나 상태와 같이[像某種樣子或狀態])
② 쉴 대로 쉰 밥을 먹었으니 탈이 날 수밖에 없지.(정도가 더함[程度加強])
③ 김 사장님께서 오시는 대로 전화하시라고 좀 전해 주세요.(즉시[立即]) 
④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나중에 버릇이 될 거야.(그럴 때마다[每次])

각
급
의 
답
지 
반
응
률

0

20

40

60

80

ㅇ답지1 답지2 답지3 답지4

51.3

12.8 10.3
25.623.5

5.9 9.8

60.8

16.2 13.5

48.6

21.6

B(초급)

M(중급)

A(고급)

N=127(B=37, M=51, A=39)

표현문형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한 측정에서 학습자의 '-ㄴ/는/
ㄹ 대로'에 대한 의미적 인식은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어떤 경향을 추
론하기가 어렵다. 위의 문항에서 답지 1은 일정한 격식으로 'X+-ㄹ 대로 X'의 구
조로 '정도 더함'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학습자가 이를 배우기는 했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초급자의 경우 정답을 선택한 사람이 16.2%밖에 안 되고 답
지 4에서 '즉시'의 의미가 아니라고 답한 수험자가 반 정도에 달했다. 중급의 경우 
정답을 선택한 사람이 4분의 1정도이며 '-는 대로'가 '그럴 때마다'의 의미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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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60.8%나 달했다. 고급의 경우 반을 넘게 
정답을 선택했지만 중급처럼 '그럴 때마다'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 같
다. 일단 결과를 놓고 보면, 학습자가 이 문항에서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답지가 분산되었다는 점, '-는 대로'가 '그럴 때마다'의 의미를 지닌 줄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습자는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C_A_I_001: "-ㄴ/는/ㄹ 대로'가 한 가지의 의미만 있는 줄을 알았어요. 옛날 
수업시간 때 '어떤 모양'이라고 배웠는데 여타 의미에 대해서 몰
라요."

C_A_I_009: "답지 2를 선택한 이유는 이 형태가 '정도가 더함'이라는 의미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학당에서 5급까지 공부했는데 교재나 수
업 시간 때 이런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답지의 의미는 그
런 모양인 줄을 알았어요."

학습자의 진술을 보면 표현문형을 배울 때 대부분 단일 의미만 배우고 나중에도 
계속 이 의미만 알고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 지식이 이렇게 국한될 경우, 표현
뿐 아니라 이해에서도 제한이 생길 것이다. 답지 2의 경우 만약 학습자가 '정도가 
더함'이라는 의미를 모르면 '그런 모양'으로 잘못 인식해서 상대방의 뜻을 정확하
게 파악하지 못한다. 

그 다음으로 '-ㄹ까 보다'에 대한 의미적 인식 양상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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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3]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18 결과

문
항
18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괄호 안의 의미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① 다음 주는 내가 오래간만에 고향에 갈까 봐요.(추측[推測])
②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일까 봐 의심했어요.(추측[推測])
③ 그 학생을 좀 야단칠까 봐.(그런 생각 있다[有那樣的想法])
④ 논문 요약할 것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할까 봐.(그런 생각 있다[有那像
的想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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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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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답지1 답지2 답지3 답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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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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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9.7 24.3 27 18.9

B(초급)

M(중급)

A(고급)

N=127(B=37, M=51, A=39)

이 문항에서 정답률은 급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정상분포의 양상을 보
지만 정답률이 중급은 50% 미만이고 고급도 75% 정도만 차지한 것을 보면 이

해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다. '-ㄹ까 보다'는 추측의 기본 의미가 있지만 1인칭에 
쓰이면 '의도'의 뜻도 지닌다. 이 중에 고급 수준 수험자에게 왜 오답을 선택했는
지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을 들었다.

C_A_I_006: "-ㄹ까 보다'는 추측과 의도의 뜻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항
상 추측의 의미만 써요. 왜냐하면 의도의 의미를 표현할 때 다른 
문법으로 쓸 수 있어요. 또한 '-ㄹ까 보다'를 어떻게 의도를 표현
하는지 몰라서 전혀 쓴 적이 없어요."

C_A_I_003: "-ㄹ까 보다'는 의도의 뜻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몰라요. 옛
날 배울 때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학습자의 진술을 통해 표현문형 '-ㄹ까 보다'에 대한 의미적 인식이 그저 '추측'
에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의미적 설명이 없
었다거나 있어도 적극적으로 회피 전략을 써서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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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유의적 표현문형 간의 의미 인식 조사 결과를 보자.

[그림Ⅳ-14]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17 결과

문
항
17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괄호 안의 의미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① 나 다음 달에 대만 여행 한번 가고 싶어.(갈 계획이 있다[有計畫])
② 나 다음 달에 대만 여행 한번 가려고 해.(갈 계획이 있다[有計畫])
③ 나 다음 달에 대만 여행 한번 갈 거야.(갈 의지가 있다[有意志])
④ 나 다음 달에 대만 여행 한번 가고야 말겠어.(갈 의지가 있다[有意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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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류'에 속한 표현문형을 중심으로 하여 형태와 의미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구분하라는 물음에서 급수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확률이 더 높게 나오는 정상분포
의 양상이 나왔다. 그렇지만 답지 3, 4에서 역시 적지 않은 중, 고급 학습자가 해
당 표현문형에 함축된 의미를 확신하지 못하여 해당 표현문형의 의미가 틀렸다고 
답했다. 중급의 경우 '-ㄹ 거예요'와 '-고야 말겠어'의 의미는 '의지'가 아니라고 
한 학습자가 거의 40%나 되었고 고급의 경우, '-고야 말겠어'의 의미에 대해 확
신하지 못하는 학습자도 20.5%에 달했다. 이 두 개의 표현문형은 기본적으로 중
급 단계에서 다 소개됐는데도 이 학습자들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진술했다.

C_A_I_003: "답지4를 선택한 이유는 이 형태가 '아쉬움'의 의미인 것 같아요. 
또한 답지1은 계획이든 의도이든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이 수험자의 진술을 보면 '-고 말다'와 '-고 말겠다'를 혼동해서 잘못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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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분명하다. 또한 '-고 싶다'가 '의도'인지 '계획'인지 모른 채 쓴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잘못 써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으니 수정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문항에서 비슷한 경향이 나오는데 이 역의 측정 
및 분석, 그리고 면담을 통해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학습자가 한 표현문형
에서 나오는 여러 의미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명시적인 지도를 받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대개 교재에서 의미적 기술이 
다소 단순하다는 것과 관련 있다. 둘째, 한 표현문형 안의 여러 의미뿐만 아니라 
표현문형과 표현문형 간의 의미 차이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습자가 
교육을 받을 때 기본 의미만 배우느라 훗날에도 계속 기본적 의미만 쓰고 다른 의
미에 대해 귀납적으로 습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들을 고려하면 학습
자에게 교육할 내용의 의미적 정보 구축 시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표현문형이 의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에 입각하여 교육 내용을 구축 시 어떤 방향으로 기술하는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복합 형태를 띤 표현문형의 의미·기능은 각 구성 요소 간의 의미집합(意味集合)
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후자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표현문형
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된다. 이와 관련된 학습자의 학습 태도 조사에서
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Q : 請問您在學習句模時，是否常無法由組成成分推敲出正確意義？(덩어리 구
성을 배울 때 흔히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의미적으로 추론하지 못합니까?) 

리커트 5등급으로 측정하는 위의 문제에서 초급은 4.1, 중급은 4.24, 고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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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등으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위 문항에 동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면
담을 통해서도 학습자가 대부분 의미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덩어리 구성에 대해서
만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경향도 확인했다. 이 점을 보면 의미 추론의 가능 여부
에 대해 고려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자.

(44)
ㄱ.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안 샀어.
ㄴ. 내일 친구랑 학교 가기로 했어.

(44ㄱ)은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고 (44ㄴ)은 '결정'의 의미를 나타냈다. 이 두 
개의 표현문형은 완전한 의미·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미의 투명성(transparenc
y)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44ㄱ)의 표현문형에서는 '-기'는 어떤 것
을 명사절로 만든 다음에 원인을 나타내는 '때문'이 오기 때문에 명사절이 뒤에 
‘때문’을 수식하여 '명사절 내용으로 인한 이유'라는 추리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
나 (44ㄴ)에서 쓰인 '-기로 하다'에서는 구성 요소로부터 '결정'의 의미를 추론할 
수 없다. 표현문형에서는 각각 (44ㄱ)과 (44ㄴ)에 해당된 것이 존재한다. 이런 특
성은 의미 투명성에 관련되는데 원래 어휘론에서 흔히 언급되는 의미 투명성은 '
파생어나 합성어 등 복합어의 형성 과정에서 그 구성요소(components)의 본래적
인 의미가 복합어 형성 후에도 유지되는 정도'로 정의된다(김정남, 2007). 그러나 
어휘론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문법소 간의 구성에도 위와 같은 현상이 보인다. 실
제 학습자의 언어 산출을 보면 '-ㄹ 때', '-기 전에'와 같은 구성은 의미적으로 투
명하고 학습자가 이런 표현문형에 대해 별 어려움이 없이 의미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의 결과와 같이 '-기로 하다', '-는 마당에' 등에 대해서는 
선행 학습이 없다면 학습자가 그런 추론을 하지 못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의미 
투명성에 의해 교수·학습 시 의미적 설명을 강화하거나 교재와 다른 방법으로 의
미적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교육적 관점에서 투명성의 종류
를 'a+b=ab, a+b=ab,c, a+b=c' 등 세 가지로 나눠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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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ㄱ. a+b=ab 투명형: -기 때문에, -ㄴ 후에, -기 전에
ㄴ. a+b=ab,c 반투명: -는 대로, -ㄹ 만큼
ㄷ. a+b=c 불투명: -기로 하다

교육적 관점에서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45ㄱ)의 경우 학습자가 구성 
요소로부터 전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 투명형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형은 의
미적 정보를 설명할 때 비교적 단순하고 의미를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시하면 
된다. (45ㄴ)의 경우 학습자가 구성요소로부터 의미를 추론할 수 있지만 그런 추
론은 해당 표현문형의 부분적인 의미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ㄴ/는 만큼'을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46)
ㄱ. 5년 동안 노력한 만큼 이제 성공의 단 맛을 보게 되었네요. (정도를 
나타냄)
ㄴ. 정부에서 까다롭게 검사하는 만큼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유) 

위의 예문들에서 (46ㄱ)의 경우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의존명사 '
만큼' 자체의 의미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때 의미의 투명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46ㄴ)의 경우 '만큼'의 본뜻에서 파생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이유'의 뜻을 가지게 
된다. 같은 '-ㄴ/는 만큼'이지만 쓰임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미도 있는데 교수·학습 시 이를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물론 한 형태에 대해 모든 의미 정보를 제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일반적으로 두루 쓰는 의미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교재에서 대부분 (46ㄱ)
의 의미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보다 더 
강조해야 할 '불투명형'에 속한 것도 있다. (45ㄷ)의 경우 특히 의미적으로 필히 
강조해야 한다. 학습자가 보통 이런 문형의 의미를 추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적 설명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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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현문형의 의미적 속성 중에 다의성과 유의성도 있으므로 의미를 제시할 
때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우선 다음의 예문을 보자.

(47)
ㄱ.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간 크게 다칠 수 있어.
ㄴ. 철수가 어를 할 수 있나요?

(48)
ㄱ.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간 크게 다칠 거야.
ㄴ. 나중에 태국으로 이민 갈 거야.

(49) 나중에 태국으로 이민 가고 말겠다.
 

예문 (47)에서 같은 표현문형을 쓰지만 (47ㄱ)은 '가능성'을, (47ㄴ)은 '능력'을 
나타내서 한 형태에 두 가지의 의미·기능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일부 표현문형에서
는 어휘와 같이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표현문형의 다의성이라
는 특징이다. 또한 (48)에서도 같은 식으로 한 형태에서 (48ㄱ)은 '가능성(추측)'
을, (48ㄴ)은 '의지'를 나타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48ㄱ)이 (47ㄱ)과 비슷한 의
미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49)도 (48ㄴ)과 비슷한 의미이다. 이처럼 표현문형은 
다의성 외에 형태 간의 의미적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 즉, 표현문형은 '하나의 형
태 대(對) 하나의 의미'의 양극 관계가 아니라 형태와 의미 간에 교차적인 관계 
방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형태
-ㄹ 수 있다
-ㄹ 것이다

-ㄹ 줄 알다
-고 말겠다

의미
가능
능력
여김
의지

위의 그림과 같이 표현문형이 갖는 의미적 특징의 첫째는 하나의 형태가 하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다의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 의미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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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유사성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습자와의 면담을 통해 학
습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태 대 하나의 의미'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에 따라 교수·학습에서 이 두 가지의 측면도 
계획적으로 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에 반 해야 한다.77) '-ㄹ 것이다'를 예로 든다
면 학습자에게 이 표현문형의 주요한 의미를 일일이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지
만 학습자가 기본의미만 알고 끝까지 쓴다는 것을 생각하면 흔히 쓰는 주요한 의
미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떤 하나의 표현문형에 대해 비슷한 의미의 또 
다른 표현문형이 있다면 이들 간의 차이점도 교육해야 할 정보가 될 것이다. '-ㄹ 
수 있다'와 '-고 말겠다' 사이에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학습자가 언어 사용 시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의성 및 
유사성에 관한 정보는 의미 범주의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학습자가 비슷한 의미
에 속한 표현문형 여러 개를 배운 다음에 각각에 대해 스스로 귀납하게 할 것이
다. 

외국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역할은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와 부정적 전
이(negative transfer)로 양분하는데 부정적 전이는 오류 현상에서 관심사가 되지
만 긍정적 전이는 명확한 어떤 상승효과를 확인하지 못해서 비교적 언급되지 않았
다(Brown, 2009: 108). 그래서 그런지 학습자의 모국어라면 부정적 전이만 생각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스완(Swan, 1985)에서는 모국어의 지식이 외국어 학습
에서 긍정적 전이를 가져 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모국어의 역할을 강조한 바
가 있었다. 전이 현상은 형식뿐만 아니라 의미에도 일어난다. 의미·기능의 단위성
을 확보한 표현문형은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교수·학습 시 모국어의 해당 

77) 이와 관련하여 이미혜(2005:97)에서는 위 그림의 좌측을 형태 중심 기술로, 우측을 기
능 중심 기술로 부르고 기술 방식에 의해 교수·학습 접근법이 다르다면서 좌측의 방식보
다 우측의 방법이 학습자의 숙련도를 더 요구한다고 한 바가 있다. 여기서 우측 같은 경
우 수많은 표현문형을 의미·기능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친 후 상황형 교수요목
(situational syllabus)의 수업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황형 교수요목은 외국어 수업
을 구성할 때 쓰는 일종의 내용적 교수요목으로서 '길을 묻기', '물건 사기', '약속하기' 등
과 같이 언어생활에서 닥치는 상황을 주제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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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찾아 알려준다면 긍정적 전이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사실은 지금 외국
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보면 문법적 의미를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 대
부분 해당 모국어 표지를 하나둘씩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만 모국어 표지는 대부분 편찬자의 직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기초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부분의 문제는 대조언어학의 도움을 받아 표현문형을 위한 
모국어 표지 연구가 이루어짐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학습자가 어떤 형태를 배운다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기능을 알았다고 가정을 해
서는 안 된다. 표현문형도 마찬가지다. 2장에서 교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덩
어리 구성에 대한 기술은 기본적인 의미와 불완전한 통사 규칙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덩어리 구성의 체계는 그동안 각광받지 못한 탓으로 
화용적인 연구의 업적도 아주 미비한 상태이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화용적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축해야 할지 알아볼 것이다. 일단 학습자가 표현문형의 화
용적 지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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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5]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21 결과

문
항
21

다음 대화를 보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시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젊은 신입사원이 벌써 10번이나 지각을 했다. 나이 많은 
상사가 참지 못해 화내면서 신입사원과 통화했다.)
사장: 어제 회의 자료를 준비해 온다고 했지요? 회의 자료가 없으면 다들 어떻게 회
의하라는 거예요?
직원: 죄송하지만 한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사장: 무슨 소리예요? 30분이라니? 빨리          
① 나와 줄래요?  ② 나올 수 있어요?  ③ 나오기 바라요.  ④ 나오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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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항에서 급수에 따라 정답률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정상적 분포가 나타났
다. 여기의 정답률은 화용에 의한 적절성 개념이다. 일단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쓰는 표현으로 '-아/어/여 줄래요?, -ㄹ 수 있어요?, -기 바라요, -지 
못해요?' 중에서 화난 사장이 실수한 직원에게 말할 때 적절한 것을 선택하라는 
물음에 고급은 거의 정답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중급과 초급에서는 정확
률이 아주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네 개의 표현은 중급 단계 이전에 다 배웠을 
것인데 '-지 못해요?'의 화용적 정보를 명시적으로 교육받지 않았을 거라 추론할 
수 있다. 학습자의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C_M_I_010(오답자): "의미적으로 볼 때 답지 2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답지
4는 그냥 상대방에게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C_A_I_006(정답자): "교재에서 그런 의미가 없지만 옛날 한국에서 교환 학생
으로 공부할 때 이 형태가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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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첫 번째 학습자는 '-지 못해요?'에서 '명령'의 화용적 기능이 있다는 사실
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두 번째의 학습자는 정답을 선택했는데 '-지 못해
요?'가 지닌 명령의 의미를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터득했다는 진술을 하 다. 다음 
예를 더 살펴보자.

[그림Ⅳ-16]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22 결과

문
항
22

다음 대화를 보고 빈 칸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시오.
(철수는 희의 선배이다. 철수는 희를 좋아하지만 희는 철수를 싫어해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한다.)
철수: 희야 이번 주말에 화 같이 볼래? 재미있는 화가 개봉했는데...

희: 아... 근데 어떡하죠? 이번 주말에는 할 일이 있어서          
① 가지 못할 모양이에요. ② 가지 못해요. ③ 가지 못할 것 같아요. ④ 가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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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 철수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우선 거절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
황임을 간접적인 거절 화행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직접적으로 거절 화행을 수행하
려고 한다. 위의 네 가지 답지 중에 문맥에 의해 적절한 것을 선택하라는 문항인
데 만약 한국인의 언어 습관이나 문화를 아는 학습자라면 답지 3을 선택할 것이
다. 일단 고급은 89.7%로 문항 21과 같이 비교적 높은 정답률이 나왔지만 중급은 
60.8%, 초급은 45.9%의 학습자만 적절하게 답했다. 오답지 중에 매력도가 가장 
높은 답지는 2번의 '-지 못해요'인데 학습자가 표현문형의 의미대로 선택했을 거
라 추정된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표현은 다소 무례해 보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 
방식대로 얘기하면 문화 간 오해(intercultural misunderstanding)를 야기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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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한편, 고급 수준 학습자에게 어떻게 화용적 정보를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
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C_A_I_008(정답자): "거절할 때 그냥 거절하는 것보다 '-ㄹ 것 같아요'를 써
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은 한국에 온 후에 한국 친구들이 대화
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C_A_I_009(정답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지식은 대부분 한국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위의 학습자는 화용적 정보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했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 문항뿐만 아니라 다른 문항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했
다는 것을 짐작하면 화용적 정보는 교재나 교육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하면
서 습득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림Ⅳ-17] 문법성 판단 검사-문항24 결과

문
항
24

다음 대화를 보고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고르시오.
(기숙사 관리자와 입주자가 대화하는 장면이다.)
관리자: 여기에 자전거를 세워 두시면 안 됩니다. 내일도 여기 세워 두시면 수거할 겁니다.
입주자: 딴 데 가져가기만 해보세요.
① 자전거를 다른 데로 가져가 보라는 뜻 ② 자전거를 다른 데 가져가기를 원하는 뜻
③ 감히 해 보라는 뜻 ④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만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만 하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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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에서 '딴 데 가져가기만 해보세요'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
한 측정에서 역시 고급 학습자가 가장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매력도가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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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답지 1이었는데 중급 54.9%의 학습자가 이 답지를 선택했고 초급은 좀 낮은 
비율로 32.4%의 학습자가 선택했다. 그러나 이는 초급은 중급보다 잘 안다는 것
이 아니다. 초급 중의 일부가 답지 2와 답지 4를 선택하여 비율이 분산되었기 때
문이다. 이런 결과에 의하면 초급 학습자는 이 표현문형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떤 화용적 의미로 쓰이는지 모르고 중급 학습자는 표현문형의 의미만 알
고 화용적 의미를 모르며 고급 학습자는 의미도 알고 화용적 의미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상의 문항 외에 다른 문항의 결과도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와 관련
하여 연구자가 학습자의 한국 생활 기간을 통계 내 보았다. 학습자의 화용적 지식
은 대부분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과 연관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각급
의 학습자의 한국에서의 생활 기간을 분포로 보인 것이다.

[그림Ⅳ-18] 수험자의 한국 생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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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같이 초급 수준은 대부분 1년 이하, 혹은 방한 경험이 없고 중급 
수준은 대부분 1~3년의 생활 경험이 있으며 고급 수준은 대부분 2~3년 내지 4년 
이상의 생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포와 학습자와의 면담, 그리고 측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습자가 교재나 수업에서 명시적인 화용적 정보
를 알지 못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야 화용적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 화용적 정보를 어떻게 교육 내용에 
반 할지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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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에서 우리가 표현문형의 의미를 어떻게 기술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
습자가 표현문형의 의미를 파악하고 필요할 때 상황에 맞는 의미를 골라 쓰는 능
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자적 의미이며 문법 지식에 지나
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재에서나 문법 사전에서는 화용적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언어 학습 초기부터 형태와 의미에만 집중하고 화용을 나중에 가서 
저절로 배우게 된다는 신념이 다소 교육 현장에 깔려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
는 사회언어적, 화용적 지식이 없으면 기초적인 담화조차 어렵다고 보는 손호민
(1991)에서는 화용적 정보에 대한 학습을 초기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화용적 
정보는 결국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박석주, 2009 재인용).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부분에서 화용적 측면에서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는
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전적 의미대로 어떤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다.

(50)
ㄱ. 지금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내가 너한테 명령해.
ㄴ. 제가 쓴 원고를 봐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에 예문에서 (50ㄱ)은 상대방에게 명령하기 위해 '명령하다'를 쓰고 (50ㄴ)은 
어떤 행동을 요청하기 위해 '요청하다'를 쓴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수행이 
일어나게 할 때 그 수행을 대표하는 수행 동사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수행 동사로 명시적 표현을 할 경우가 아주 드물다. 위와 
같은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문장이 될 것이다.

(51)
ㄱ. 지금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지 못해요?
ㄴ. 제가 쓴 원고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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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과 같은 목적으로 발화한 것이지만 예문 (51)은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발
화다. 이처럼 우리가 실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목적에 해당된 어휘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주목하여 오스틴(Austin, 1962)에서 언어 
행위(speech act, 화행) 이론을 내세우고 화자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발화가 지닌 
의미를 언표적 의미(locutionary meaning), 언표내적 의미(illocutionary meaning), 
언향적 의미(perlocutionary meaning) 등으로 삼분했다. 나중에 시를레(Searle, 
1969)에서 이 토대에서 화자의 발화를 문자적 의미이냐 아니냐에 따라 직접화행
과 간접화행으로 양분했다. 예문 (50)는 화자의 의도를 문자 그대로 표현하니 직
접화행에 속하고 예문 (51)은 화자의 의도를 문자 그대로 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
로 표현하기 때문에 간접화행에 속한다.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은 언어마다 다 지니
고 있는 현상인데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울 때 자기 모국어의 의사소통 방법에 의
해 목표어를 구사하기 마련이고 이때의 전이를 화용전이(pragmatic transfer)라고 
한다(박석준, 2009). 한국어는 고맥락 언어(high-context language)라 충분한 다
른 언어 외적인 요소가 존재하거나 간접 표현으로 인식되는 구조를 쓸 때에도 의
사소통이 가능하다.

(52)
ㄱ. 지금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지 못해요?
ㄴ. 좀 춥네!

위의 예문에서 (52ㄱ)은 형식상으로 의문문이지만 화자가 이 형식을 통해서 바
라는 것은 청자가 당장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 못하다'의 표현문형을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간접화행에 속한
다. 물론 '-지 못해요?'로 만든 의문문은 정말 의문문일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문
장의 경우 한국어 화자라면 저절로 명령이라고 인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
식은 비교적 고정적이고 상황과 문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반해 (52
ㄴ)은 같은 간접화행에 속하지만 상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문 좀 닫아
라(명령문)', '어서 나가자(청유문)', '온도가 낮아(평서)'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형식과 의미 간의 연결이 고정적이지 않고 거시적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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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거시적 기능(macrofunction)보다 (52ㄱ)처럼 체계
적으로 귀납할 수 있는 미시적 기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52ㄱ)
은 한 형태가 어떤 미시적 기능(microfunction)을 나타내는가의 문제인데 즉, 거절
하기, 요청하기, 명령하기 등과 같은 기능으로 실제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
과 관련된다. 미시적 기능은 언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목적어의 미시적 기능을 따
로 배워야 한다. 그 이유는 라슨 프리먼(Larsen-Freeman, 2003: 61)의 진술처럼 
교사가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학습자에게 어떻게 말하면 적당한지 지도하는 것보
다 그들이 말할 때 선택한 형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될지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어 화자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
해 한 형식을 택했을 때 학습자가 그런 형식 뒤에 숨겨진 의도도 알아야 한다. 표
현문형에서 간접화행으로 수행하여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적지 않은데 한 
표현문형에 함축되어 있는 화용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3)
ㄱ. 나 건들기만 해봐요.
ㄴ. 나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54)
ㄱ. 문 좀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ㄴ. 문 좀 닫아 줄 수 있어요?
ㄷ. 문 좀 닫아 주면 안 돼요?
ㄹ. 문 좀 단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55)
ㄱ. 이번에 시간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ㄴ. 이번에 시간 없어서 갈 수 없어요.

위의 예문에서 비록 서로 다른 표현문형을 썼지만 이들은 각각 공통된 화용적 
기능을 갖고 있다. 즉 (53)은 '경고'를, (54)는 '요청'을, (55)은 '거절'을 나타낸
다.78)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용적 기능은 형식과 기능 간의 연결성이 안정적

78) 화용적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은 표현문형 외에도 다른 수단이 많다. '거절'의 화용
적 기능을 예로 든다면 '-는 게 어떨까요?', '-고 싶지만, -아/어요', '-ㄹ 래야 V+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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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표현문형의 화용적 정보도 의미적 정보에 못
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53)의 경우 학습자가 이런 기능을 안 쓴다고 해도 들을 
때 화자가 무슨 뜻으로 쓰는지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 화용적 기능도 한 가지의 정보로 보고 교재에서 명시해야 한다.

앞에서 표현문형이 지닌 화용적 기능을 살펴봤는데 의미적 범주처럼 한 화용적 
기능 범주에 여러 표현문형이 있을 수 있다. 화용적 측면에서 학습자가 역시 이들
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차이를 구분하는 데 
제공할 만한 정보가 몇 가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어에서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을 예시하면서 논하도록 한다. 일단 방금 본 예문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예
를 보자.

(56)
ㄱ. 문 좀 닫아요.
ㄴ. 문 좀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 좀 닫아 줄 수 있어요?
ㄹ. 문 좀 닫아 주면 안 돼요?
ㅁ. 문 좀 닫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ㅂ. 문 좀 닫아 주지 못해요?

한국어의 요청 화행은 청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청자에 따라 공손적 표현을 
적절히 구사해야 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요청 화행에서 한국인들의 문법적 선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서지혜, 2012). 청자에게 문을 좀 닫아 달라고 할 때 적
어도 위와 같이 여섯 가지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56ㄱ)은 '해요체'로 상대방
에게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 초급 단계에서 소개된다. 학습자가 초급 단계에서는 
거의 상황과 대상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해요체'만 쓴다. 그러나 요청의 화용적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문형들을 배울수록 요청의 수단이 다양해진다. (56ㄴ)

가 없다' 등과 같은 덩어리 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러나 본고에서 표현문형
을 연구하니 표현문형에 해당하는 것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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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기원의 뜻으로 공손하게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쓰는 문형이라고 설
명한다.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보다 '-기 바랍니다'는 공공장소
에서나 공식적인 요구에서 거의 고정된 어미처럼 쓰고 있다는 것이다.

(57)
ㄱ. 계속해서 2호선 방면으로 가실 고객은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ㄴ. 현재 기상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자
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7ㄱ)은 지하철 방송이고 (57ㄴ)은 비행기에서의 방송인데 이들 방송의 종결
부분에 다 '-기 바랍니다'를 썼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이들 종결부분에 '-세요
', '-십시오' 등으로 대체하면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이는 '-기 바랍니다'는 이
미 하나의 어미처럼 굳어 버리고 '기원', '요청'뿐만 아니라 공식적 상황에서 '안내'
의 기능도 지니기 때문이다. (56ㄷ)은 원래 '능력'과 '가능성'을 묻는 것이지만 여
기서 요청의 화용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표현문형으로 요청을 할 때 청자의 제
한이 별로 없다(서지혜, 2012). 또한 (56ㄹ)은 구어체에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
는 의미에서 요청의 화용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56ㅁ)은 희망의 의미에서 화용
적 의미를 지니게 되며 (56ㅂ)에서의 '-지 못해요?'는 청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
는지를 묻는 의미에서 이들 요청 화행 중에 가장 무례한 '명령'에 속한다. 학습자
는 언어 외적 요소를 고려해 적절한 표현문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언어 외적 요소
는 곧 화용적 기능의 구성요소이다. 즉, 청자, 상황, 화자 태도 등의 요인이 여기
에 포함될 수 있다. 표현문형을 교수·학습할 때 이러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만 학
습자가 정확한 화용적 의미를 지닌 표현문형을 쓸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화용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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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미 화용적 기능 화용정보

-기 바랍니다 기원 지시
청자:↗, [→], [↘]79)
상황: 공식적 상황
태도: 부탁, 기원

-ㄹ 수 있어요 능력, 가능성 지시
청자:↗, →, ↘
상황: 사적인 상황
태도: 일반

-면 안 돼요? 허락 요청 지시
청자:↗, →, ↘
상황: 사적인 상황
태도: 완곡

-았/었/ 으면 좋
겠어요 희망 지시

청자:↗, →, ↘
상황: 일반
태도: 완곡

-지 못해(요)? 능력에 대한 
의문 지시

청자: →, ↘
상황: 사적인 상황
태도: 불만, 불쾌

<표Ⅳ-4> 화용적 정보 제시 사례

위와 같이 표현문형에 대한 화용적 정보를 제공할 때 단순한 화용적 정보에 그
치지 않고 청자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말하
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기 바랍니다'의 경우 의미는 기원이지만 화용
적 기능은 '지시'가 되고 또한 이런 화용적 기능의 실현 조건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화 참여자에 있어서 청자가 윗사람이거나 거리가 있는 동
급 관계자, 혹은 손아랫사람일 때 쓸 수 있고, 상황에 있어서는 공식적 상황에 한
하여 쓰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화자가 부탁하거나 기원을 할 때 쓰는 것이다. 이처
럼 화용적 기능을 학습자에게 교수할 때 그냥 기능을 알릴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에서 이런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지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다.

79) 화살표로 청자의 사회적 위치를 표시하는데 화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로, 비슷한 
지위나 나이에 있는 사람을 '→'로, 그리고 손아랫사람을 '↘'로 표시한다. '( )'는 '해요'체
로 바꾸면 사용할 수 있고 '[ ]'는 화자가 청자와 거리를 두거나 할 때 의도적으로 쓸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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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 항목, 내용, 설명 등에 관한 내적 부분을 다 해결한 다음
에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들을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되는가의 문제이다. 요즘 
의사소통 접근법에 의한 교실에서는 몇 개의 문법 항목을 단위로 교수 내용을 구
성하고 있으니 이때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과
거 문형 교육을 위한 교육 항목을 선정할 때 그 배열 순서와 선정 방법이 대부분 
교육자 개개인의 경험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교육자의 경험도 위계화할 때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으로 쓰인다. 그러나 너무 교육자의 생각으로만 배열하면 학
습자의 수요에 맞지 않아 직선형적인 지식 문법만 배울 우려가 많다(김재욱, 
2009). 

기존의 위계화에 관한 논의에서는 보통 빈도와 난이도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적
용한다. 예를 들면, 백봉자(2001)에서는 한국어 교육 문법에는 난이도와 빈도수를 
고려한 등급 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고 민현식(2003)에서는 위계화를 할 때 
복잡성(complexity), 학습성(learnability), 교수성(teachability) 등의 요인을 고려
해야 한다고 했으며 강현화(2012)에서는 빈도, 문법 항목의 복잡도, 학습에서의 
난이도, 활용성, 교수·학습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런 성과를 참고하고 앞부분에서 논의한 것을 반 하여 학습자의 모국
어 요인을 고려하는 위계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단 표현문형의 교육 내
용을 위계화할 때 본고에서 형태적 복잡성, 규칙적 복잡성, 상용성, 의미 투명성, 
학습자 모국어와의 대응 정도 등의 요인을 설정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그 세부적
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형태적 복잡성은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요인이다. 학습자의 
기억 부담량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초급 단계에서는 간단한 것을, 중급에서는 
복잡한 것을, 고급에서는 더 복잡한 것을 교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2장에서 표현



- 193 -

문형의 형태를 구성 성분으로 분석한 바가 있었는데 어절 수로 볼 때 대부분 2어
절식과 3어절식인데 물론 2어절식 표현문형이 3어절식 표현문형보다 우선해야 한
다. 그러나 같은 어절 수라도 어떤 성분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복잡성이 결정된
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58)
ㄱ. -ㄹ 때(EW2-1_02) >관형사형 어미-명사
ㄴ. -ㄴ 덕분에(EW2-1_07)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ㄷ. -았/었/ 으면 좋겠다(EW3-2_12) > 선어말 어미/연결어미-용언/
선어말 어미/종결어미

위에서 제시한 표현문형들은 다 2어절식이지만 구성 성분이 몇 개 있느냐에 따
라 복잡성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표현문형을 수집할 때 구성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조사하여 차후 형태적 복잡성을 판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어절 수와 
성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59) 형태적 복잡성=(어절 수*2)+(성분 수*1)
ㄱ. -ㄹ 때>관형사형 어미-명사 >(2*2)+(2*1)=6
ㄴ. -ㄴ 덕분에>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2*2)+(3*1)=7
ㄷ. -았/었/ 으면 좋겠다>선어말 어미/연결어미-용언/선어말 어미/
종결어미 >(2*2)+(5*1)=9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복잡성은 어절 수와 성분 수로 산정할 수 있는데 어절 수
에 곱하기 2를 한 이유는 학습자에게 성분 수보다 어절 수가 부담이 더 크기 때문
이다. 위에서 (59ㄱ, ㄴ, ㄷ)의 산정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복잡성은 '-았/었/ 으
면 좋겠다> -ㄴ 덕분에 > -ㄹ 때'의 순서로 나왔다. 그러나 이는 최종의 배열순
서와 꼭 절대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배열 순서는 다른 변수도 고려한 
다음에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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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 복잡성은 학습자의 학습 성과에 직접적으로 향을 준다. 앞에서 규칙적 
정보를 논의할 때 표현문형이 문장에서 쓰일 때 관형사형 어미 교체, 조사 첨가, 
용언 교체 등이 있고 그 밖에도 음운에 따른 형태적 변이, 그리고 품사 제한이 있
다고 했다. 표현문형의 교육적 배열 순서를 결정할 때 이들을 변수로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 학습자에게 규칙이 복잡한 것보다 쉬운 것부터 제시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복잡함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 변수
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다. 

본고에서 음운에 따른 형태적 변이와 품사 제한이 다른 규칙보다 단순하다고 보
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가 형태로부터 음운적 조건을 판단할 수 있고 사전적 
정보로 품사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수로 설정할 때 만약 
음운과 품사에 관련된 규칙이 있다면 낮은 점수로, 관형사형 어미 교체가 있다면 
높은 점수로 산정한다. 그리고 조사 첨가가 가능한 것과 용언 교체, 그리고 용언 
활용에 대해서도 점수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60) 규칙적 복잡성=음운적 변이(없음=0, '-으-'첨가=1, 
'양성/음성'=2)+품사 제한(없음=0,있음=1)+관형사형 어미 
교체(없음=0,있음=1)×2+조사 첨가(없음=0,있음=1)×2+용언 
교체(없음=0, 반의적 교체=1, 유의적 교체=2)+용언 
활용(없음=0,있음=1)

ㄱ. -ㄹ 때>음운적 변이(1)+품사 제한(0)+관형사형 어미 
교체(0)×2+조사 첨가(0)×2+용언 교체(0)+용언 활용(0)=1

ㄴ. -ㄴ 덕분에>음운적 변이(1)+품사 제한(1)+관형사형 어미 
교체(0)×2+조사 첨가(0)×2+용언 교체(0)+용언 활용(0)=2

ㄷ. -았/었/ 으면 좋겠다>음운적 변이(2)+품사 제한(0)+관형사형 어미 
교체(0)×2+조사 첨가(0)×2+용언 교체(2)+용언 활용(1)=5

위와 같이 표현문형이 문장에서 쓰일 때 규칙이 얼마만큼 적용되느냐에 따라 교
육적 배열 순서를 산출할 수 있다. 관형사형 어미 교체와 조사 첨가는 다른 규칙
보다 문법 지식과 기억량을 더 요구하니 가중치를 두고 계산하 다. 위에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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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에 의하면 규칙적 복잡성의 순서는 '-았/었/ 다면 좋겠다> -ㄴ 덕분에> 
-ㄹ 때'이다.

 

상용성은 곧 빈도를 말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드물게 쓰는 
표현문형보다 자주 쓰는 표현문형의 가치가 더 크다. 그리하여 많은 논의에서 빈
도는 교육적 순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 보고 있다. 말뭉치에서 빈도를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다.

(61)
ㄱ. 세게 불어오는 바람에 배가 뒤집혔다.
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늦었다.

위의 예문에서 비록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61ㄱ)의 경우는 '원인'의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원래 그대로의 의미도 될 수 있고 (61ㄴ)의 경우는 단지 '원인'의 
의미만 될 수 있다. 그러면 말뭉치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연구자가 
원하는 의미만 선별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동혁(2005)에
서는 구별하기 위한 알고리즘(algorism)을 따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도모
한 적이 있다. 즉, 핵어(核語) '-는' 뒤에 비핵어(非核語) '바람'이 온다면 '바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문장 안에서 '불다/오다/쐬다' 등 연어 관계(collocation)에 속한 
단어가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요즘 말뭉치에 관한 연구와 정보가 누
적되면서 이른바 형태분석 말뭉치를 활용하면 위의 방법을 안 써도 비교적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80)

80) 요즘 말뭉치에 대한 연구가 발달되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예를 들면, 1980년
대 배희임(1987:766)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었다.

① 특정 조사와 동사와의 호응(呼應) 관계
   예) 내가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② 특정 부사와 동사와의 호응 관계
   예)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배희임(1987)이 위와 같은 호응 관계에 대해서 교육적인 순위를 결정하려고 
빈도를 산출할 때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바가 있
었는데 20여 년 지난 현재로서는 보다 세련된 말뭉치 기술 덕분에 이러한 조사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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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정보를 구축하는 논의에서 표현문형의 투명성 문제를 언급했다. 투명성
은 학습자가 해당 표현문형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요인이니 교육적 배열 순서
를 정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유해준(2010)에서는 문법 항목 배열 기준을 논하면서 
투명성에 따른 위계화 제안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고 있다.

<표Ⅳ-5> 투명성에 따른 위계화 제안(유해준, 2010)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결합 원리에 따른 투명성이 다를 것인데 왼쪽의 '투명'은 
보통 초급에서 소개하고 오른쪽의 '불투명'은 고급 단계에서 소개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위와 같은 원리로 표현문형의 위계를 결정할 때 의미의 투명성
을 참조한다. 의미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각각 다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62) 의미 투명성: 투명형=0, 반투명=1, 불투명=2

ㄱ. 투명형
    a+b=ab : -기 때문에, -ㄴ 후에, -기 전에
ㄴ. 반투명형
    a+b=ab,c : -는 대로, -ㄹ 만큼
ㄷ. 불투명

문제도 없게 되었다.

범위

제약조건

초급<--------------------->고급
패턴

광의의 연어
협의의 연어

자유 결합 공기어 연어 관용어
투명성 투명 투명 투명/반투명 불투명

결속 제약 x o o o
결합 원리 A+B=A,B A+B=AB A+B=A'B

A+B=AB'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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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 -는 바람에, -는 마당에

'-기 때문에, -ㄴ 후에, -기 전에'의 경우 형태에 의해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
서 이러한 구성은 학습자에게는 비교적 쉽게 기억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0점
을 부여하고 '-는 대로, -ㄹ 만큼'처럼 형태에 의해 의미를 부분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우는 1점을, '-는 바람에, -는 마당에'처럼 전적으로 형태에 의해 이미를 
추론할 수 없는 것은 2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제시할 때 물론 'ㄱ> 
ㄴ> ㄷ'의 순서로 한다.

 

민현식(2009)에서 위계화는 문법 내적 논리의 토대 위에서 외적 변수에 따라 
위계화의 조정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문법 자체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수요와 여러 변수를 반 해야 한다. 한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가 일치하지 않고 교사도 목적어로 수업을 진행하니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한 고려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정규과정, 혹
은 같은 모국어 학습자끼리 구성된 교실에서는 모국어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학
습자 모국어와의 차이도 표현문형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 상대
성(linguistic relativity)으로 인해 모국어에서 해당 의미가 없거나 대응하기 어렵
거나, 혹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학습자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초급 단계보
다 그 후의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로 인한 
난이도에 대해 김남길(2007: 39)에서는 이론적으로 접근한 바가 있다. 그는 난이
도 순위를 제시하고 몇 가지의 분류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목표어를 위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국립국어원, 2012: 128 재인용).81)

81) 이 논의는 Stockwell과 Martin(1965a, b)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Stockwell
과 Martin(1965a, b)에서는 언어 체계의 차이를 (1) 과다 차이(신범주, 분리 범주), (2) 
과소 차이(결여 범주, 병합 범주), 그리고 (3) 유사(재해석된 범주, 전이된 범주) 등 세 
가지로 구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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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의 난이도 순서 비교
난이도 유형 범주 목표어 모국어
어려움 과다 차이 있음 없음
보통 과소 차이 한 가지 둘 이상
쉬움 유사 C형식 C‘형식

<표Ⅳ-6> 난이도 순위 및 분류(김남길, 2007)

위의 표에서 ‘과다 차이’라는 것은 목표어의 형태가 학습자 모국어에서 대응되는 
형태가 없어 학습 시 가장 어렵다. ‘과소 차이’는 목표어의 형태가 모국어에서 두 
개 이상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며 ‘과다 차이’보다 조금 어렵지만 모국어에
서 해당 표지가 있어서 난이도는 보통이다. 마지막으로 ‘유사’는 목표어의 형태가 
모국어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가장 쉬운 것이다. 여기서 학습
자의 모국어가 중국일 경우를 가정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어 화자
를 대상으로 생각할 때 중국어와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하나의 변수
로 설정해서 점수화할 수 있다.

(63)
ㄱ. 그런 식으로 하다간 실패하기 십상이에요.
   (你用這種方式下去的話，十之八九會失敗)
ㄴ.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빈손으로 떠나기 마련이다.
   (我們的人生就如同空手而來一樣，也總要空手而歸)
ㄷ. 그 문제가 중요하고 안 하고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那個問題重不重要，取決於每個人想法。)
   

위의 예문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문형을 중국어와 비교해 보면 중국어 화
자에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보인다. (63ㄱ)의 경우, '-기 십상이다'의 의미
가 비교적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십상(十常)'은 한자어라 중국어의 사자성어 
'十之八九'와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형태는 위에서의 논의로 본다면 
‘유사’ 범주에 속하고 난이도가 가장 낮아서 ‘0’ 점을 부여한다. (63ㄴ)의 경우, 한
자어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지만 '-기 마련이다'는 '總要', '不免' 등과 같은 것
으로 대응시킬 수 있고 중국어에서 일정한 형태들로 나타낼 수 있다. 학습자가 이 
형태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63ㄱ)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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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는 위에서 논한 바에 따르면 ‘과소 차이’ 범주에 속하고 ‘1’ 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63ㄷ)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일단 '-기 나름이다'에 대한 설명
을 보자.

(64) '-기 나름이다'에 대한 설명
ㄱ.『표준국어대사전』: 그 됨됨이나 하기에 달림을 나타내는 말.
ㄴ.『한국어문법2』: 어떤 일이나 행위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위의 설명은 그리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
면 이들의 의미는 중국어에서 한 성분이나 고정적인 표현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에 관련하여 중국어 문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65) 『韓語語法』에서 '-기 나름이다'에 대한 설명
    按照、依靠、取決於其性質、形狀、動作。(양인종, 2007ㄴ: 169)

그리고 '-기 나름이다'로 구성한 문장을 다음과 같은 예문과 중국어 번역문으로 
제시했다.

  
(66) 『韓語語法』에서의 예문 및 번역문(양인종, 2007ㄴ: 169)

ㄱ. 돈을 쓰기 나름이다.
   (錢是靠怎麼使用它的。)
ㄴ. 합격하고 못하고는 네가 열심히 하기 마련이다.
   (能否及格都靠自己努力。)
ㄷ.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幸福是看人怎麼去想它的。)

위의 예문을 통해 '-기 나름이다'는 한국어에서 비록 그 의미가 뚜렷하지만 중
국어에서는 해당 의미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 표지를 동원해야만 등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위의 논의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문형은 ‘과다 차이’에 속하고 
난이도도 가장 높아서 ‘2’ 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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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언어 간의 표현 차이로 인한 대응의 문제는 학습자에게 학습에서의 어려
운 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표현문형을 제시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
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위의 예문과 같은 경우, 교육적 순서를 배열한다면 난이도
에 의해 '-기 십상이다' > '-기 마련이다' > '-기 나름이다'의 순서로 제시할 수 
있다.

(67) 학습자 모국어 변수: 직접 대응=0, 관련 대응=1, 대응 없음=2
모국어에 직접 대응: -기 십상이다
모국어에 관련 대응: -기 마련이다
모국어에 대응 없음: -기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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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실제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 구축과 배
열, 그리고 교수·학습 방안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홀(Hall, 1976)은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에 따라 사회적 속성을 고맥락 사회
(High context society)와 저맥락 사회(High context society)로 구분한 바가 있
다. 그리고 이 두 부류에 속한 사회에서 쓰이는 언어는 고맥락 언어와 저맥락 언
어라고 불린다. 한국어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서열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고 유교
적 사상을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공손과 예의가 발화의 요
인으로 적용되기에 고맥락 언어의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의사소통할 
때 되도록 직접적인 표현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자기의 긍정적인 주장
을 완곡한 표현으로 진술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
하기 위해 완곡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완곡한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 중
에 하나가 바로 추측 표현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라면 어떤 상황이 안 된다고 할 
때 ‘안 돼요’보다 ‘안 되나 봐요’가 더 자연스럽고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때 ‘못 
해요’보다 ‘못 할 것 같아요’가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완곡한 표현은 특정
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정한 패턴처럼 화용적 역할을 
한다. 이처럼 한국어 언어생활에서 추측 표현이 쓰이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로 인
해 한국어교육에서 보통 초급 단계부터 추측 표현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여러 형태
를 각 급에서 소개하고 있다. 

추측은 화자의 지각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일종의 심리적인 과정인데 한국어
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재현하는 표현 방식이 비교적 다양하고 서로 간의 차이도 
추상적이다. 그리하여 학습자에게는 습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한
국어의 추측 표현은 ‘-겠-’, ‘-ㄹ걸’ 등과 같이 단일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고 ‘-
ㄴ/는/ㄹ 것 같다’, ‘-ㄴ/는/ㄹ 모양이다’, ‘-나 보다’ 등과 같은 표현문형으로 나오
는 것도 있다. 본고에서 표현문형을 다루기 때문에 후자에 속한 것 중 몇 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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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대상 교재에서 나오는 추측 표현문형의 소개 양상
을 다음과 같이 조사했다.

EW YS KH SJ 형태별 
빈도

-ㄴ/는/ㄹ 것 
같다 EW2-1_07 YS1-2_09

YS3-1_05 KH1-2_18 SJ3_06
SJ4_13 6

-ㄴ/는/ㄹ 모
양이다 EW2-2_14 YS3-1_05 KH2-2_07 3
-나 보다 EW3-2_09 YS2-2_08 KH2-1_03

KH3-1_07 SJ7_10 5
-ㄴ/는/ㄹ 듯
하다 KH3-1_07 SJ8_13 2
추측 표현문형
총 빈도 3 4 6 4

<표Ⅴ-1> 교재에서의 추측 표현문형 빈도

위의 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추측 표현문형은 초급부터 소개되는데 조사 대상 
교재에서는 적어도 3번 이상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한 형태에 대해 5번 이상이나 
소개하는 것도 있는데 ‘-ㄴ/는/ㄹ 것 같다’, ‘-나 보다’가 그것이다. 이 표와 실제 
한국인의 언어 사용 양상을 통해 추측 표현은 한국어교육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고 그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 문법 형태를 배울 때 학습자는 자기 모국어에서 대응 표현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때 완전 일치하는 성분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조 분석을 통해 
비슷한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한국어 추측 표현에 대한 중국
어 표지를 대조 언어학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었으나 단일 형태나 성분으로 대응 
시키려는 논의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강비(2014)에서는 추측 표현의 중국어 
대응 표지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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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 추측 표현의 중국어 대응 표지(강비, 2014)

한국어 형태 중국어 표지

추측 표현

-겠-
-(으)ㄹ 것이다
-는 것 같다
-는가 보다
-(으)ㄹ 걸(요)
-(으)ㄹ지도 모르다

▷ 可能，能(够)，要，会，

강비(2014)에서는 추측 표현의 중국어 대응 표지를 예문과 연구 업적을 검토하
면서 위의 표와 같이 정리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제시는 각 추측 표현과 그에 따
른 중국어 표지를 대응시킬 수 있지만 각 추측 표현 간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고 학습자가 이 표지들을 외워도 정확한 사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정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추
측 표현과 중국어의 대응 표지 사이에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다대일(多對一) 관
계, 혹은 일대다(一對多) 관계를 이루는 것이 단연 많다. '-는 것 같다'의 경우　'
可能，能(够)，要，会' 외에도 '好像、似乎' 등으로도 비슷한 의미를 대신할 수 있
고 '好像、似乎'는 '-는 것 같다'뿐만 아니라 '-는가 보다', '-(으)ㄹ지도 모르다' 
등에도 대응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단순히 한 형태의 대응 표지를 제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볼 때 도움은 되겠지만 그 저변에 학습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한계도 
갖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해당 문법 형태의 가장 비슷한 대표적 표지를 찾아낸 
다음에 해당 문법 형태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보조적 표지를 찾아내는 것을 제
안하고자 한다. 둘째, 위에서 제시하는 표지 간에는 의미와 사용상의 차이가 있다. 
연구자의 직관으로 대응 표지를 찾아내는 것은 언제나 타당하다고 장담할 수 없
다. 그리하여 표지를 제시할 때 중국어 문법 연구의 바탕을 두고 의미적으로 가장 
비슷한 것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은 우선 앞에서 논한 교육 내용의 구축 방법을 이용하여 추
측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과 해당 중국어 표지를 정비하여 또한 '의미 보조 설명'을 
통해 학습자에게 보다 유의미한 교육 내용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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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에서 교육 내용의 구축 원리 및 구체적 방향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논의한 
모형을 표현문형에 적용시켜 볼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사례로 이용될 표현
문형은 추측 표현인데 다음과 같은 대상이다.

 
(2)

ㄱ. -ㄴ/는/ㄹ 것 같다
ㄴ. -ㄴ/는/ㄹ 모양이다
ㄷ. -나 보다
ㄹ. -ㄴ/는/ㄹ 듯하다

추측은 화자가 어떤 것에 대해 미루어 생각한 뒤 결론을 내는 과정인데 이때 어
떻게 어느 정도 미루어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도와 속성이 다르고 선택하는 형태도 
달라진다. 위의 네 가지 표현문형을 문장 뒤에 쓰면 해당 문장에 특정한 양태
(modality)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즉, 화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 자신의 심적인 태
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이들을 추측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논의해 왔다. 예를 들면, 김동욱(2000)에서는 (2ㄱ, ㄹ)은 주체추측을, (2ㄴ, 
ㄷ)은 객체추측으로 보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의 차이를 탐구하
는 것보다 이들의 교육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지에만 집중하여 논의한다. 우
선 이들을 문장에서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3)
ㄱ. 버스가 오는 것 같아요.
ㄴ. 버스가 오는 모양이에요.
ㄷ. 버스가 오나 봐요.
ㄹ. 버스가 오는 듯해요.

(3ㄱ~ㄹ)의 공통점은 화자가 단정하여 말하지 않고 '버스가 오-'라는 명제에 
대해서 추론 과정을 거쳐 말했다는 것이다. 모어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차이를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학습자에게는 그저 헷갈리게 만드는 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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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뿐이다. 이 네 가지는 비록 추측의 표현문형이기는 하지만 서로 미세한 차이
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는 이들 가운데 상황에 맞는 표현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
할까 봐 그저 '-ㄴ/는/ㄹ 것 같다'만을 쓰는 경향이 있다. 연구를 위한 학습자 자
료(70,305어절)에서 조사할 때 '-ㄴ/는/ㄹ 것 같다'의 빈도는 99번이지만 여타 세 
가지 다른 표현문형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면 학습자가 여타 
세 가지의 추측 표현에 대해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위의 
네 가지 표현문형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
해야 되는지 예시하기로 한다.

(4) {-ㄴ/는/ㄹ 것 같다}

우선 '-ㄴ/는/ㄹ 것 같다'의 경우 아주 흔히 쓰이는 표현문형인데 형태에 있어서 
관형사형 어미 '-ㄴ, -는, -ㄹ' 등이 다 올 수 있으니 시제 삼원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추측에는 미래에 대한 추측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것, 혹은 지금 일어나
는 것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삼원적 체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
다. 또한 2어절 '것'은 뒤에 붙는 조사로 조사 '-만'과 '-도'만 허용한다. 이는 앞
에서 말뭉치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규칙적 정보에 있어서는 일단 동사, 
형용사, 혹은 ‘이다’ 등에서 별 제한 없이 쓸 수 있고 인칭의 제약도 없으며 화자
가 어떤 것을 추측하기 때문에 물론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에서는 쓰이지 못한다. 
그 다음은 '-ㄴ/는/ㄹ 것 같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윤진·노지니(2003)에
서는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추측'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면서 다른 
추측 표현과 이를 구별했다.

(5)
ㄱ. 내 생각에는 민수는 바쁜 것 같다.
ㄴ. ?내 생각에는 민수가 바쁜가 보다/바쁜 모양이다.
ㄷ. 왠지(어쩐지) 그 사람이 올 것 같다.
ㄹ. *왠지(어쩐지) 그 사람이 올 건가 보다/올 모양이다.

'내 생각에는'과 '왠지' 등은 화자가 어떠한 근거 없이 단지 본인의 느낌대로 추
측하니 이러한 표현은 '-ㄴ/는/ㄹ 것 같다'와 같이 나타날 때에는 자연스럽고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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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다'와 '-ㄴ 모양이다'와 나타날 때에는 어색하다. 이 예문들을 통해서 '-ㄴ/
는/ㄹ 것 같다'의 추측은 주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말한 것
처럼 학습자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 효과를 얻기 위해 학습자의 모국어 표지도 이 
표현과 등가성을 유지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중국어에서 어떤 추론을 할 때 측도
부사(測度副詞) '好像', 혹은 단어(短語) '看來', '看上去', '看起來', '看樣子' 등의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이 겉보기엔 다 '-ㄴ/는/ㄹ 것 같다'와 비슷한 의미
를 나타낼 수 있지만 등가성과 대표적 표지를 찾기 위해 대조언어학적으로 이들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劉楚群(2009), 曲曉茹(2010) 등에서는 이들 표지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정리하면 '看來'는 문법화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추측의 
의미로 쓰고, '看來'의 의미 자질을 분석한 결과 [+추론]과 [+주관적 판단]의 특
징이 있다고 한다. '看上去'는 추측보다 평가의 의미가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추측 
의미의 대표 표지로 쓰지 않는다. 또한 '看起來'는 추측과 평가의 의미로 다 쓰이
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을 때도 쓴다는 것이다. '看樣子'는 어떤 
사물의 외모를 관찰해서 추론하는 의미가 강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응 표
지는 학습자의 모국어 긍정적 전이를 획득하려는 의도에서 제공하니 가장 근사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ㄴ/는/ㄹ 것 같다'의 경우 객관적인 조건이 없
어도 화자가 주관적으로 추측할 때 쓰는 형태라 위의 형태 중에 '好像, 看來'가 제
일 흡사하니 이를 대표적 대응 표지로 삼는다. 그러나 언어 체계가 다르니 가장 
비슷한 표지로 해당 형태의 의미를 표시하더라도 역부족일 때가 있다. 이런 문제
를 수정하기 위해 여기서 '(의미 보조 설명)+대표적 표지'의 방법으로 기술할 것
을 제안한다. '-ㄴ/는/ㄹ 것 같다'의 경우 '好像, 看來'가 의미적으로 가장 흡사하지
만 '-ㄴ/는/ㄹ 것 같다'의 주관적 추론 특성을 나타내기에 아직 부족하다. 본고에
서는 '(我認為)好像，看來'의 형식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화용에 있어서 화자가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때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해서 '-ㄴ
/는/ㄹ 것 같다'를 사용함으로써 거절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에 관한 정보도 들
어가야 한다. 정리하면 '-ㄴ/는/ㄹ 것 같다'의 교육 내용 정보는 다음과 같다.

-ㄴ/는/ㄹ 것 같다
형
태 비고정형: -ㄴ/는/ㄹ 것(만, 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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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2> '-ㄴ/는/ㄹ 것 같다'의 정보 제시

그 다음은 '-ㄴ/는/ㄹ 모양이다'이다. 형태 정보와 규칙 정보는 다음 표와 같은 
식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의미와 화용 부분만 주목한다. 일단 '-ㄴ/는/ㄹ 모양이
다'의 의미는 '모양(模樣)'에서 찾을 수 있다. '모양'은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의 의미인데 관형사형 어미의 수식을 받아 추상화되어 어떤 것에 대한 추측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모양'의 의미처럼 이런 추측은 어떤 상황과 사
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니 준거가 있어서 비교적 객관적이다. 또한 '모양'은 한자
어라 보통 문어에서 많이 쓰이거나 공식적인 장소에서 쓰이는 경향이 강하다(이윤
진·노지니, 2003). ‘모양’을 보고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어에서 해당 대응 

82) 일부 연구에서 '-ㄴ/는/ㄹ 것 같다'의 의미를 '추측'과 '완곡' 등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
면, 이윤진·노지니(2003)에서는 화자가 단정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부분에도 '-ㄴ/는/ㄹ 
것 같다'를 쓰니 완곡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의미와 화용의 
측면에서 구분하면 더 명확하다. 즉 '추측'은 '-ㄴ/는/ㄹ 것 같다'의 의미이고 '완곡'은 이 
형태를 실제 담화에서 쓸 때 파생적인 화용적 의미로 보는 것이다.  

규
칙

조사 첨가 1.만 2.도

음운
·품사에 

의한 형태 
변이

동사
받침 없음:過-ㄴ 것 같다, 現-는 것 같다, 未-ㄹ 것 같다
받침 있음:過-은 것 같다, 現-는 것 같다, 未-을 것 같다

형용사
받침 없음: 現-ㄴ 것 같다, 未(推測)-ㄹ 것 같다
받침 있음: 現-은 것 같다, 未(推測)-을 것 같다

이다
받침 없음: 現-ㄴ 것 같다, 未(推測)-ㄹ 것 같다

인칭 제약 없음
문장 유형 

제약 명령형과 청유형에 쓸 수 없다

의
미

[뜻]: 어떤 것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추측
[유의 표현문형]: -ㄴ/ㄹ/는 모양이다, -ㄴ가 보다, -ㄴ/는/ㄹ 듯하다
[학습자 모국어 표지] [我認為]好像，看來

화
용

1. 완곡한 거절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문형82)
2. 가능성을 완곡하게 부정할 때 쓰는 표현문형
3. 모든 상황에서 대개 다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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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는 '看來、看起來、看上去' 看樣子'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의미 간의 
차이가 있으니 의미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曲曉茹
(2010)에서 이 네 가지를 논한 바가 있었는데 이중에 '看樣子'는 어떤 모습을 보
고 판단한다는 의미 자질을 갖는다고 하며 廖開敏(2006)에서도 '看樣子'는 어떤 
모양의 의미를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이는 '-ㄴ/는/ㄹ 모양이다'와 대비하면 통사적 
측면은 몰라도 의미적으로는 아주 유사하다. 여기서 이 형태를 중국어의 해당 대
응 표지로 삼고 여타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ㄴ/는/ㄹ 모양이다
형
태 비고정형: -ㄴ/는/ㄹ 모양이다

규
칙

조사 첨가 (없음)

음운
·품사에 

의한 형태 
변이 

동사
받침 없음:過-ㄴ 모양이다, 現-는 모양이다, 未-ㄹ 모양이다
받침 있음:過-은 모양이다, 現-는 모양이다, 未-을 모양이다

형용사
받침 없음: 現-ㄴ 모양이다, 未(推測)-ㄹ 모양이다
받침 있음: 現-은 모양이다, 未(推測)-을 모양이다

이다
받침 없음: [現]-ㄴ 모양이다

인칭 제약 1인칭에 쓸 수 없다
문장 유형 

제약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의
미

[뜻]:화자가 눈으로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추측
[유의 표현문형]: -ㄴ/는/ㄹ 것 같다, -ㄴ가 보다, -ㄴ/는/ㄹ 듯하다
[학습자 모국어 표지] (經觀察)看樣子~

화
용

1. 문어에서 많이 쓴다.
2. 공식적인 장소에서 많이 쓴다.

<표Ⅴ-3> '-ㄴ/는/ㄹ 모양이다'의 정보 제시

한편 '-나 보다'는 일단 형태적으로 다른 것과 달리 고정형에 속한다. 이 형태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간에 자기의 짐작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다(전나 , 199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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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전제하에 '-나 보다'는 어떤 간접적인 사실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 과정을 거
쳐 추론하는 의미가 강하다. 또한 화자가 짐작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물을 수 없
고 평서문과 감탄문에만 쓸 수 있다. '-나 보다'는 특별한 수사법으로 쓰지 않은 
이상은 1인칭에 사용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구어에서 많이 쓴다.83) 중국어의 대
응 표지에 있어서는 어떤 간접적인 사실에 의해 추론한다는 의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經觀察(관찰을 통해)'처럼 부가적 의미 정보를 제공하여 나타낼 수 있다.

<표Ⅴ-4> '-나 보다'의 정보 제시

마지막으로 '-ㄴ/는/ㄹ 듯하다'이다. 마찬가지로 형태 정보와 규칙 정보는 다음 
표에서 제시하고 의미와 화용 부분만 주목한다. '-ㄴ/는/ㄹ 듯하다'의 추측적 의미

83) '그때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 네 생일도 잊어버리고...'처럼 화자가 자기를 객관화
시켜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때의 '자신'에 대해 추측할 때 '-나 보다'를 쓸 수 있다.

84) 표현문형 '-나 보다'는 만약 형태만 보면 시제와 상관없이 언제나 '-나 보다'의 형태만 
나오기는 하나 실제 문장에서 쓸 때 '과거-았-, 현재-Ø, 미리-겠-'의 개입으로 실현된
다(한정한·정희숙, 2011). 그러나 이들은 표현문형 안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구성 밖의 것
이라 논외로 하고자 한다.

-나 보다
형
태 고정형: -나 보다

규
칙

조사 첨가 (고정형이라 없음)
음운

·품사에 
의한 형태 

변이 
(고정형이라 없음)84)

인칭 제약 1인칭에 쓸 수 없다
문장 유형 

제약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의
미

[뜻]: 화자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추측
[유의 표현문형]: -ㄴ/는/ㄹ 것 같다, -ㄴ/ㄹ/는 모양이다, -ㄴ/는/ㄹ 듯하다
[학습자 모국어 표지] (經觀察)好像

화
용

1. 구어에서 많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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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하다'에 있고 이 '듯하다'는 '듯싶다'로 대체할 수 있는데 앞에서 논의한 대로 
용언 교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해야 한다. 한편 '-ㄴ/는/ㄹ 듯하다'의 추측 정도는 
강하고 '-ㄴ/는/ㄹ 것 같다'와 같이 주관적인 추측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대응 
표지를 제시할 때 '주관적 추측'과 '강한 추측'의 의미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지
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我認為應該(내가 보기에는 ~)'라는 의미 보조 설명으로 
이런 특성을 표현한다.

<표Ⅴ-5> '-ㄴ/는/ㄹ 듯하다'의 정보 제시

그 다음으로 4장에서 설정한 몇 가지의 변수를 고려하여 앞에서 살핀 네 개의 
추측 표현을 어떤 식으로 배열하는지 예시하고자 한다. 물론 실제 한 과정을 계획

-ㄴ/는/ㄹ 듯하다/듯싶다
형
태 비고정형: -ㄴ/는/ㄹ 듯하다/듯싶다

규
칙

조사 첨가 (없음)
용언 교체 듯하다, 듯싶다

음운
·품사에 

의한 형태 
변이 

동사
받침 없음:過-ㄴ 듯하다, 現-는 듯하다, 未-ㄹ 듯하다
받침 있음:過-은 듯하다, 現-는 듯하다, 未-을 듯하다

형용사
받침 없음: 現-ㄴ 듯하다, 未(推測)-ㄹ 듯하다
받침 있음: 現-은 듯하다, 未(推測)-은 듯하다

이다
받침 없음: 現-ㄴ 듯하다, 未(推測)-ㄹ 듯하다

인칭 제약 1인칭에 쓸 수 없다
문장 유형 

제약 명령형, 청유형에 쓸 수 없다

의
미

[뜻]: 화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추측
[유의 표현문형]: -ㄴ/는/ㄹ 것 같다, -ㄴ/ㄹ/는 모양이다, -ㄴ가 보다
[학습자 모국어 표지]: (我認為應該)好像~

화
용

1. 주관적으로 강한 추측을 표현할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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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몇 십 개의 표현문형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가르칠 순서를 결정해야 하나 
여기서는 단지 앞에서 논의한 방법을 예시하는 차원에서 4개 표현문형에 대해 배
열을 하고자 한다. 4장에서 1. 형태적 복잡성, 2. 규칙적 복잡성, 3. 상용성, 4. 의
미 투명성, 5. 학습자 모국어와의 대응 정도 등 다섯 가지 변수를 각각 점수로 배
열 순서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는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중치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위계화에 관한 논의에서는 변
수를 설정한 다음에 곧 이 변수를 일일이 적용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그러나 모든 변수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
다. 예를 들면, 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규칙과 형태를 강조하지만 사용
성에 대한 강조는 그리 강하지 않다. 이럴 때 형태적 복잡성과 규칙적 복잡성에 
가중치를 두고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의사소통 기반으로 하는 수
업에서는 상용성과 의미 투명성, 혹은 모국어 대응 정도 등이 더 중요히 작용될 
수 있으니 이럴 때 이들 변수에 가중치를 둘 수도 있다. 즉 변수의 우선순위는 교
육적 접근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85) 물론 교육적 순서를 결정할 
때 많은 변수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시하는 차원에서 논의한 기준
만을 중심으로 하기로 한다. 즉, 의사소통 접근법의 기초에서 이 네 가지를 배열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6) -ㄴ/는/ㄹ 것 같다
ㄱ. 형태적 복잡성=(3*2)+(3*1)=9
ㄴ. 규칙적 복잡성=음운적 변이(1)+품사 제한(0)+관형사형 어미 교체
(1*2)+조사 첨가(1*2)+용언 교체(0)+용언 활용(1)=6
ㄷ. 상용성=186)
ㄹ. 의미 투명성= '-ㄴ/는/ㄹ 것 같다'는 구성 성분에 의해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 투명형에 속한다=0

85) 이와 관련하여 강현화(2009)에서는 “문법의 위계화를 위한 다양한 범주 설정(빈도, 난
이도, 일반화가능성(복잡도), 학습가능성, 교수가능성 등을 고려)과 이들 간의 가중치 설
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

86) 빈도의 조사 자료는 김세령(2010)에서 제시한 것을 인용하 다. 김세령(2010)에서 추
측 표현의 빈도를 말뭉치로 조사했는데 '–ㄴ/는/ㄹ 것 같다> -나 보다> -ㄴ/는/ㄹ 듯하
다> -ㄴ/는/ㄹ 모양이다'의 순으로 나왔다.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온 것에 1점을, 가장 드
물게 나온 것에 4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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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모국어 대응= 중국어에 직접 대응 가능=0

(7) -ㄴ/는/ㄹ 모양이다
ㄱ. 형태적 복잡성=(2*2)+(2*1)=6
ㄴ. 규칙적 복잡성=음운적 변이(1)+품사 제한(0)+관형사형 어미 교체
(1*2)+조사 첨가(0*2)+용언 교체(0)+용언 활용(1)=4
ㄷ. 상용성=4
ㄹ. 의미 투명성= '-ㄴ/는/ㄹ 모양이다'는 구성 성분에 의해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 투명형에 속한다=0
ㅁ. 모국어 대응= 중국어에 직접 대응 가능=0

(8) -나 보다
ㄱ. 형태적 복잡성=(2*2)+(2*1)=6
ㄴ. 규칙적 복잡성=음운적 변이(0)+품사 제한(1)+관형사형 어미 교체
(0*2)+조사 첨가(0*2)+용언 교체(0)+용언 활용(1)=2
ㄷ. 상용성=2
ㄹ. 의미 투명성= '-나 보다'는 구성 성분에 의해 의미를 추론할 수 없어 
불투명형에 속한다=2
ㅁ. 모국어 대응= 중국어에 직접 대응 가능=0

(9) -ㄴ/는/ㄹ 듯하다
ㄱ. 형태적 복잡성=(2*2)+(2*1)=6
ㄴ. 규칙적 복잡성=음운적 변이(1)+품사 제한(0)+관형사형 어미 교체
(1*2)+조사 첨가(0*2)+용언 교체(1)+용언 활용(1)=5
ㄷ. 상용성=3
ㄹ. 의미 투명성= '-ㄴ/는/ㄹ 듯하다'는 구성 성분에 의해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 투명형에 속한다=0
ㅁ. 모국어 대응= 중국어에 직접 대응 가능=0

위에서 이 네 가지의 표현문형을 배열할 때 각 변수에 의한 점수를 산정하는 방
법을 예시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만약 의사소통의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라면 상
용성, 의미 투명성, 모국어 대응 등에 기중치를 둘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가르칠 순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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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순서 배열 사례
형태적 복잡성

규칙적 복잡성
상용성 의미투명성 모국어 변수 점수

가중치 설정 100% 100% 200% 200% 200%

표
현
문
형

a. -ㄴ/는/ㄹ 것 
같다 9 6 1*200%

=2
0*200%

=0
0*200%

=0 17
b. -ㄴ/는/ㄹ 
모양이다 6 4 4*200%

=8
0*200%

=0
0*200%

=0 18

c. -나 보다 6 2 2*200%
=4

2*200%
=4

0*200%
=0 16

d. -ㄴ/는/ㄹ 듯하다 6 5 3*200%
=6

0*200%
=0

0*200%
=0 17

<표Ⅴ-6> 표현문형 배열 순서의 처리 방법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수업을 위한 배열이니 여기서는 상용성, 의미 투명성, 그리
고 모국어 대응 등에 대해서 200%의 가중치를 설정하고 형태적 복잡성과 규칙적 
복잡성에 대해서는 원래의 점수대로 산정하 다. 계산한 결과 '-ㄴ/는/ㄹ 것 같다'
는 17점, '-ㄴ/는/ㄹ 모양이다'는 18점, '-나 보다'는 16점, 그리고 '-ㄴ/는/ㄹ 듯
하다'는 17점으로 나왔다. 앞의 논의에 의해 점수가 높은 것은 더 어렵다는 의미
이니 가르칠 순서를 결정할 때 낮은 점수로부터 높은 점수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
이다. 그리하여 이 네 가지 표현문형의 순서는 'c>a, d>b'가 될 것이다.

문형으로 교육하는 것은 특히 의사소통 접근법이 수용된 이후에는 외국어 교육
에서 일종의 불문율처럼 교재, 교육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의사소통 접근법으로 인해 형태적 오류가 빈번하게 나온다는 문제와 문형을 기계
적으로 교수·학습하기 때문에 의미적 또는 화용적인 오류가 생긴다는 문제가 점점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의 걸림돌처럼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관한 논의도 적지 
않은데 예를 들어 장소원(2005)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형 교육의 문제 중의 하나



- 214 -

가 각 문형이 고립된 채로 소개된다는 것인데 학습자가 문형을 배울 때 예문 안에
서의 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제 대화할 때 담화 차원에서 어떻게 정
확하게 쓰는지, 또한 다른 형태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이를 
보면 표현문형 교육은 정확한 결합 정보가 없어서 형태적 오류가 생기는 것도 문
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립된 문장 차원에서 표현문형을 제시함으로 인
해 발생하는 실제 사용 능력의 부진이 더 큰 문제이다. 여기서 고립된다는 문제에 
대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어떤 것을 배울 때 인지력을 무시하고 고
립된 채로 학습하면 결국은 기계적인 학습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같이 사
용을 호소하는 외국어교육에서 물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다. 미국 인지심리
학 연구자 오수벨(Ausubel, 1968)은 기계적 학습과 대비하여 유의적 학습의 효과
성을 강조한다. 그의 유의미 학습이론(meaningful learning)에 따르면 학습자가 이
미 알고 있는 체계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식을 학습자의 인지구조(cognitive structure)에 포섭(subsumed)함으로써 해당 
지식이 습득된다고 주장한다.87)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Brown, 2001: 98)은 유의
미 학습이 우수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비유한 바가 있다. 그는 여러 번 이사한 다
음에 우리의 머릿속에 옛날 집의 전화번호보다 주소를 더 잘 기억한다면서 전화번
호는 실생활에서 유의적인 관계가 없어서 쉽게 잊히는 반면 집 주소는 구체적인 
장면, 위치, 일정한 부여 규칙과 유의미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한다
고 비유했다. 이는 기억하는 과정에서 '유의미'의 중요성을 증명한 셈이다. 같은 맥
락에서 시선을 외국어교육으로 돌려 보면 학습자가 배운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표현문형을 교육할 때 고립된 채로 하지 않고 보다 유의미하게 소개
하고 유의미하게 연습시키는 방향을 지향하게 된다. 앞에서 표현문형 교육은 비록 
교육적 실용성이 현장에서 입증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또한 앞 장에서 학습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표현문형 교
육의 문제점은 형태, 규칙, 의미, 화용 등 모든 측면에서 나왔다는 걸 보면 교육 
차원에서 네 가지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고
립되지 않고 네 가지 측면에서 고안된 교수 내용과 요즘 정확성을 강조하는 형태 

87) 기계적 학습의 대표적인 접근법은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한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 될 것
이다. 이 교수법에서는 문형을 담화와 전혀 무관한 차원에서 고립시켜서 교육적 의미가 
없고 그저 대량적인 반복 연습을 통해 습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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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 원리를 수용한 제시 방법을 결합하여 이른바 형태 초점 의사소통적 교수법
의 기초에서 표현문형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오늘날의 언어 교수에서 교수⋅학습 방법이 정교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변
수를 고려하면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소통 접근법을 
강조한 오늘날엔 표현문형을 교수·학습하기 위해 발전해 온 PPP모형과 TTT모형
이 유의미할 것이다. 우선 이 두 모형의 교육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Thornbury, 

1999: 201-202).

PPP모형: 제시 > 연습 > 생산
TTT모형: 과제 > 교수 > 과제

P(Present), P(Practice), 그리고 P(Production)의 약자로 부르는 PPP모형은 매
우 널리 보급되어 교수·학습에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교사가 먼저 교육 내용을 제시한 다음에 학습자가 정확성을 추진하기 위해 
연습을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배운 것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 언어를 생산하
는 단계도 거친다. 한편, T(task), T(teach),  T(task)의 약자로 칭하는 TTT모형
은 교사가 우선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과제를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학습
자에게 부여한다. 그러한 뒤 학습자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시도를 하게 
되는데 교사가 이때 도와주면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완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교육한다. 이 모형에서 교사는 수업의 조직자로서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할 때 교사가 실패한 부분을 통해 목표 항목을 교육할 수 있고 혹은 더 적합
한 항목을 교육할 수도 있다. 학습자가 교사의 명시적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시 
과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TTT모형은 형태보다 의미·기능에
서 출발하는 것이라 교수요목의 목표를 설정할 때 특정한 범주나 형태보다 언어 
사용에서의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로 해당 형태를 선택하여 교수한다. 이 두 가지
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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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특징 PPP TTT

교실에서의 주체 교사 학습자
강조 순서 정확성 > 유창성 유창성 > 정확성
학습자 수준 제한 없음 중급 이상(기본 의사소통 

능력 갖춤)
교육목표 설정 항목식, 범주식 의미식, 기능식
인지구조의 활용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배운 지식의 위상 고립됨 연결됨
교실 제한 없음 소규모 교실

<표Ⅴ-7> PPP모형과 TTT모형의 비교

앞에서 유의미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두 가지의 모형 중에서 PPP모형
은 교사가 교육 내용 제시의 주역이 되고 학습자가 비교적 피동적으로 새로운 지
식을 교사로부터 수용하는 수용자가 된다. 반면 PPP모형보다 TTT모형은 학습자
가 어떤 과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니 학습자의 인지과정을 더 중요시하고 이미 알
고 있는 것을 동원함으로써 새로 배운 것과 연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은 PPP모형보다 TTT모형이 더 
유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TT모형은 언제나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정규 학교 수업 등 일정한 시간 안에 많은 학생들에게 정해진 내
용을 가르쳐야 될 상황에서는 시간과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PPP모형이 더 유용
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규 수업에서는 아직도 PPP모형이 대
세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PPP모형에서 다소 고립된 채로 표현문형을 
교육하는데 이는 수업 환경과 학습자 유형 등 변수를 고려하는 범위에서 수정·보
완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러한 전제하에 PPP모형을 이용하
여 추측 표현문형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실제 표현문형을 교수⋅학습할 
때 제안한 모형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해서 예시할 것인데 여기에서는 의사소
통 교수법으로 이루어진 교실을 배경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10) 교수⋅학습 방안 구성
교사 사용 언어: 중국어
학생 수: 20명 중급 학습자
수업 시간: 50분(구성 방법: 제시 단계 20분, 연습 단계10분, 생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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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정리 5분)
적용 모형: PPP모형+유의적 제시+네 가지 정보 모형에 의한 제시+형태 
초점에 의한 입력 강화+의미 인식 강화를 위한 예문

적용 모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PPP모형의 기초에서 '유의적 제시', '네 가지 
정보 모형에 의한 제시', '형태 초점에 의한 입력 강화', 그리고 '의미 인식 강화를 
위한 예문' 등을 융합하는 복합 모형인데 이들의 진행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Ⅴ-1] 교수⋅학습 모형의 진행 절차

형태 
초점에 

의한 지문 
제시네 가지 

정보모형에 
의한 정보 

제시

제시 
단계

도입
부분

생산 
단계

연습
단계

의미 인식 
강화를 

위한 예문

인지 강화 단계

추측 표현은 보통 초급에서 소개되는데 예를 들면, 표현문형 '-ㄴ/는/ㄹ 것 같다
'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히 쓰고 있어서 EW2-1_07, KH1-2_18, SJ3_06 등 초
급 교재부터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추측 표현이지만 '-ㄹ 듯하다', '-ㄹ 모
양이다' 등의 표현문형은 보통 고급 단계에서 소개된다. 추측 표현은 고맥락 언어
(high-context language)인 한국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기능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어떤 명제에 대해서 화자가 불확실한 태도로 말할 때 실제로 알지 못하여 
단언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자기의 말을 완곡하게 하려는 의도



- 218 -

에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추측 표현의 일부는 '공손'과 '완곡'을 내포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추측 표현은 교재에서는 그저 '추측, 추론' 정도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
는데 이는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어렵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추측 표
현이 빈번하게 나타내는 '완곡'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추측 표현을 쓸 때 상당한 부분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쓰게 
되는데 이 중요한 화용적 정보를 누락한 채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면 바람직하지 않
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서는 추측 표현 중의 '-ㄴ/는/ㄹ 것 같다'와 '-ㄹ 
모양이다'를 사례로 하여 추측 표현문형을 교수⋅학습할 때 두 가지의 중점을 두
고자 한다. 

첫째, '추측' 기능에 속한 표현문형을 익히고 형태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며 유
의적 표현문형 간의 차이를 인지하도록 한다.

둘째, 추측 표현문형의 화용적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한다.

[제시 단계-20분]

1) 상황 도입

오수벨(1968)의 유의적 학습 효과성에 동의하며 이를 고려하여 추측 표현을 제
시할 때 본고에서는 유의적 제시 기법을 활용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유
의적 제시는 관련 문맥에 의한 제시, 혹은 그림, 상 등에 의한 제시가 가능한데 
여기서 그림과 짧은 도입문(導入文)으로 유의적 제시를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다.

[-ㄴ/는/ㄹ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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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況1
對於不確定的事情，該如何表達呢？依據不確定的程度，又有哪些表現
方法？88)
철수는 희에게 민규가 왜 안 보이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희는 5분 전에 
민규에게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다.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제 생각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민규 씨는 오늘 
저녁 공항에 가야 
되지 않아요?

'도입'부분에서 우선 상황을 제시하고 '-ㄴ/는/ㄹ 것 같다'를 쓸 수 있는 대화문
을 제시한다. 이때 제시하는 대화문 중에 해당 표현문형을 형태 초점에 의한 입력 
강화를 하기 위해 크고 굵은 글꼴로 표시한다. 이런 처리는 학습자의 시각적 입력 
강화(typographic enhancement)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가변(可變)될 수 있는 관
형사형 어미 부분에는 글씨체에 기울임 효과를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상황1은 '-ㄴ/는/ㄹ 것 같다'의 의미에 대한 도입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는 화용적 정보도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도입 부분
에 의미적 도입뿐만 아니라 화용적 도입도 병행해야 한다. '-ㄴ/는/ㄹ 것 같다'의 
경우 화용적 정보에 있어서 '완곡한 거절'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88) 한국어 번역: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표현합니까? 확신하는 정도에 따라 어떤 

표현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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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유의적 제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린다.

狀況２
禮拜天晚上十點，朋友突然邀約見面，但自己隔天必須上班，該如何拒
絕朋友的邀約呢？89)
지 이는 일요일 밤 10시쯤에 희에게 한　번 보자고 전화했다. 그러나 희는 
다음날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영희야, 혹시 
잠깐 커피숍에서 
만날까?

지금? 시간이 
늦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어때?

위와 같은 식으로 그림과 문맥이 있는 예문을 통해 '-ㄹ 것 같다'의 '완곡한 거
절'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2장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다수 교재
에서는 화용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이를 제공하는 수단에 대해서도 논의
되지 않았다. 화용적 정보를 위와 같은 식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어떤 식으로 하
면 유의적 제시가 될 수 있는지는 훗날의 과제로 남겨 둔다.

그 다음으로 '-ㄴ/는/ㄹ 모양이다'의 제시 사례이다.

89) 한국어 번역: "일요일 밤 10시, 친구가 갑자기 보자고 했다. 그러나 자기가 다음날 출근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거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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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根據所得到的資訊進行推測時，該使用哪種表現呢？90)
김 대리가 회사 옆 마트를 지나면서 주인 부부가 다음과 같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지난번에 먼저 
자동차 바꾸자고 
했잖아?

집도 없는데 
자동차를 산다고?

이 과장: 옆집이 좀 시끄럽네요.
김 대리: 방금 지나가면서 봤는데 마트 주인 부부가 싸우는 모양이에요.

'-ㄴ/는/ㄹ 모양이다'는 일반적으로 문어에서나 비교적 격식적 구어체로 쓰인다. 
또한 어린이보다 어른이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기 위해 여기의 
제시는 이런 특성에 맞춰서 과장과 대리 간의 대화로 설정했다. 한편 '-ㄴ/는/ㄹ 
모양이다'는 어떤 이유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이
다. 위에서 제시한 예문에서 '방금 지나가면서 봤는데'라는 종속절이 바로 이런 의
미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ㄴ/는/ㄹ 모양이다'의 의미 자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90) 한국어 번역: "얻어진 정보에 의해 추측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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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의 명시적 제시

위와 같은 식으로 상황을 도입한 다음에 형태와 규칙 정보를 알려주는 단계에 
들어간다. '-ㄴ/는/ㄹ 것 같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형태와 규칙 정보를 제
공한다.

-ㄴ/는/ㄹ 것(만,도) 같다
基本意義
(기본 의미)

由自己的想法進行推測。類似中文的)好像～'
(자기의 생각으로 추측한다. 중국어에서의 '好像'과 비슷하다)

表現功能
(표현 기능)

表達委婉的拒絕時，多使用此文法形態
(완곡히 거절할 때 흔히 쓰는 형태)

搭配詞類之
使用規則
(품사와의 
어울림 정보)

動詞
無尾音:過-ㄴ 것 같다, 現-는 것 같다, 未-ㄹ 것 같다
有尾音:過-은 것 같다, 現-는 것 같다, 未-을 것 같다
形容詞
無尾音: 現-ㄴ 것 같다, 未(推測)-ㄹ 것 같다
有尾音: 現-은 것 같다, 未(推測)-을 것 같다
이다
無尾音 現-ㄴ 것 같다, 未(推測)-ㄹ 것 같다

人稱規則
(인칭 규칙) 無特殊限制(특별한 제한이 없다)
句子型態
(문장 유형) 不可用在命令句(명령문에 쓸 수 없다)

-ㄴ/는/ㄹ 모양이다
基本意義
(기본 의미)

由相關資訊進行推測。類似中文的'(經觀察)看樣子~'
(관련 정보로 미루어 추측하다. 중국어에서의 '看樣子'와 비슷하다)

表現功能
(표현 기능)

-

搭配詞類之
使用規則
(품사와의 
어울림 정보)

動詞
無尾音:過-ㄴ 모양이다, 現-는 모양이다, 未-ㄹ 모양이다
有尾音:過-은 모양이다, 現-는 모양이다, 未-을 모양이다
形容詞
無尾音: 現-ㄴ 모양이다, 未(推測)-ㄹ 모양이다
有尾音: 現-은 모양이다, 未(推測)-을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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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식으로 '-ㄴ/는/ㄹ 것(만,도) 같다'와 '-ㄴ/는/ㄹ 모양이다'의 정보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의 의미적 차이를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ㄴ/는/ㄹ 것(만,도) 같다'와 '-ㄴ/는/ㄹ 모양이다'의 의
미 차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주관적 판단인가 혹은 객관적 판단인가'에 있
다. '-ㄴ/는/ㄹ 것(만, 도) 같다'의 경우 화자가 주관적인 판단을 거쳐 추측하기 때
문에 앞에서 판단에 대한 근거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다. 또한 '주관적'이라 '내
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등과 어울린다. 반면 '-ㄴ/는/ㄹ 모양이다'의 경우 어
떤 것을 듣거나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강하다. 앞에서 흔히 판단 근거에 
관한 내용이 온다. 학습자가 유의적 표현문형을 잘 구분하여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또 하나
의 중점은 가능한 한 쉬운 말로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의 표에서 중국어로 
제시되지만 가능한 한 어려운 메타언어(metalanguage) 사용을 배제하 다. 예를 
들면, '화행 기능'보다 '表現功能(표현 기능,表現機能)'으로 바꾸고 '인칭에 의한 제
한'보다 '人稱規則(인칭 규칙)'으로 표현했다. 교사가 위와 같은 정보를 알린 다음
에 연습 단계에 들어간다.

[연습 단계-10분]

연습 단계에서 위의 두 표현문형 간의 차이를 알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문에서 문맥이나 다른 성분을 미리 설정하여 정확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도와
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추측 표현은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판단이
라는 의미 차이가 있다. 연습 문제를 계획할 때 이러한 의미 차이를 문맥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다
無尾音 現-ㄴ 모양이다

人稱規則
(인칭 규칙) 不可用在自己(第一人稱)(자기에게는 쓸 수 없다)
句子型態
(문장 유형) 不可用在命令句(명령문에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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練習提示(연습 제시)
-ㄴ/는/ㄹ 것 같다  /   -ㄴ/는/ㄹ 모양이다

1. 내가 보기엔 희가 몸이 아픈 것 같아요.(예: 몸이 아프다)
계속 이마를 만지는 걸 보니까 희가 몸이 아픈 모양이에요.(예: 몸이 
아프다)

2. 내가 보기엔 민규가 _________________.(예: 여행 가다)
큰 가방을 메는 걸 보니까 민규가 ______________.(예: 여행 가다)

3. 내가 보기엔 사티따가 _________________.(예: 남자친구와 싸우다)
우는 걸 보니까 사티따가 ______________.(예: 남자친구와 싸우다)

4. 내가 보기엔 린다가 _________________.(예: 쇼핑을 좋아하다)
쇼핑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린다가 ______________.(예: 쇼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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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연습 문제를 계획적으로 설계한 사례를 보인 것이다. 방금 언급한 바
와 같이 이 두 개 표현문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측의 근거가 주관적이냐 객관적
이냐에 있어서 학습자가 이러한 의미적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의미 인식 
강화를 위한 예문 제시를 했다. 즉, 계획된 예문을 통해 각 표현문형의 의미적 차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내가 보기엔'과 '-는 걸 보니까' 등의 
내용을 통해 이 두 개의 차이를 무의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산 단계-15분]
 
생산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배운 표현문형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짝 활

동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5인 1모둠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짝 활동의 내용은 다음
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좋아하다)

活用練習(활용연습)
▶ 상대방의 옷차림을 보고 좋아하는 색깔이나 무늬를 추측해 본다.

학습자1(로버트): 개강 씨는 항상 흰 셔츠에 흰 구두를 신어요. 모든 것이 다 
흰색인 걸 보니 흰색을 아주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 226 -

생산 단계에서는 교사가 우선 짝을 지어서 위와 같은 식으로 짝 활동을 하도록 
한다. 여기서 다른 학습자의 옷차림을 보고 좋아하는 색깔이나 무늬를 배운 추측 
표현문형으로 추론하라고 한다. 짝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교사는 각 그룹을 돌아
다니면서 학습자의 생산 양상을 살펴본다. 위의 예시 중의 학습자2가 “*제가 정말 
흰색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라는 비문을 만들어 냈는데 이때 교사가 명시적으로 
교정하지 않아도 나중에 정리 단계에서 언급해야 한다. 

[정리 단계-5분]

15분의 활동을 진행한 뒤 다시 수업 상태로 돌아와 방금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
온 문제점을 요약식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2가 활동할 때 “*제가 정말 
흰색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라는 비문을 만들었는데 이는 표현문형 '-ㄴ/는/ㄹ 
모양이다'가 자기 자신, 즉 제1인칭에 쓰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교사가 다시 '-ㄴ/는/ㄹ 모양이다'의 규칙적 정보를 간단히 설명한다.

위와 같은 교수·학습 방안은 이른바 PPP모형을 기초로 '유의적 제시', '네 가지 
정보 모형에 의한 제시', '형태 초점에 의한 입력 강화', 그리고 '의미 인식 강화를 
위한 예문' 등을 융합하는 복합적 방안이다. 이처럼 표현문형을 교육 내용으로 삼
을 때 일정한 원리대로 제시해야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2(개강): 로버트 씨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정말 흰색을 좋아하는 모
양이에요. 그런데 로버트 씨는 항상 파란색 청바지를 입으시니까 청바지를 많
이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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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문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
다. 의사소통 교수법이 각광받는 오늘날, 문형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본고에
서는 교육 현장에서 다소 원리와 기준 없이 난용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
면서 기존 관련 연구에서 그다지 논의되지 않은 기준 설정 및 교육 내용에 대해 
실제 학습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논의하 다. 각 장에서의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우선 표현문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교육적 가치를 
확인했다. 표현문형은 학습 과정에서 어휘와 문법을 연결해 주고 어휘 의미와 문
법 규칙에 대해 귀납적 추론을 하도록 돕는 장치가 된다는 것 외에 유창성, 정확
성, 과잉 일반화 방지, 이해 능력 강화 등의 장점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 현장에서 쓰고 있는 덩어리 구성의 양상과 그에 따른 문제
점을 4종 총 35권의 교재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현문형과 관련하여 지금 교육 현
장에서 쓰고 있는 덩어리 구성은 2어절식, 3어절식, 4어절식이다. 이들에 대해 분
석한 결과 교육되고 있는 덩어리 구성은 총 66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 2어
절식과 3어절식에 해당된다. 4어절식도 존재하지만 주로 두 개의 2어절식 구성이 
합쳐진 것이니 결과적으로 덩어리 구성은 2어절식과 3어절식만 있는 셈이다. 

또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덩어리 구성이 중급에서 많이 제시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급에서 기본적인 어미와 조사, 그리고 특정한 문법 범주
를 단위로 시작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볼 때 중급보다 덩어리 구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고급에 들어가서는 형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덩어리와 덩어리가 같이 구
성된 문장과 중첩 구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덩어리 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진다. 대체로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단일 형식 → 덩어리 구성 → 덩어리+덩
어리 구성'의 순서로 교육 항목을 제시하 다. 

한편, 대상 교재를 분석한 결과 각 교재 간에 덩어리 구성에 대한 수용 차이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유 항목을 추출하여 통계 작업을 한 결과 '전체 공유'
에 속한 덩어리 구성은 약 4분의 1정도만 있었고 독자적인 부분은 47%나 달했다
는 점을 보면 교재 간에 덩어리 구성 제시 편차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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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덩어리 구성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살펴봤는데 간추려 말하면 표기법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어 학습자가 이 책에서 보는 것과 저 책에서 보는 것 간에 차
이가 많기 때문에 형태적 인식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설명 방법도 비교적 단순화하고 규칙 제시도 파편적이라 활용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계도 보 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재에서 화용적 정보에 대
해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 장의 분석을 통해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 여러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았다. 

Ⅲ장에서는 표현문형을 어떤 기준으로 가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 다. 
이 장에서는 우선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검토하 고 해당 기준
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 다. 대개 기존 기준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을 제시하되 그 기준은 새로운 범주를 설정한다기보다 기존 범주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한데 묶은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 기준을 제시하되 특징만 묘
사하고 포괄적인 서술로 제시했다. 셋째, 기준을 제시하되 기준 간에 충돌이 존재
한다. 넷째, 기준을 제시하되 경계가 분명치 않아 조사나 어미, 혹은 문장과 표현
문형이 서로 겹쳐 있다. 

위의 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표현문형이라는 용어의 해석부터 판
정 기준까지 일련의 논의를 하 다. 설정 원리와 더불어 행태의 다어절성, 의미·기
능적 단위성, 구성 간 삽입 제한성, 성분 간 선택 제한, 그리고 경제성 원칙 등의 
기준을 제시하 다. 이 기준들은 교육 현장에서 표현문형을 가려 추출할 때 잣대
가 될 것이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표현문형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가에 대해서
도 논의했다. 분류는 그저 분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접근법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법 성분에 따른 분류와 의미·기능에 따른 분류는 각종 교수⋅
학습 접근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제시하 다.

Ⅳ장에서는 초점을 돌려 학습자에게 표현문형을 전달할 때 교육 내용을 어떤 식
으로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하 다. 이 장에서는 학습자의 수요에 맞도록 교
육 내용을 구축하기 위해 학습자 학습 태도 설문조사, 표현문형의 문법성 판단 검
사, 그리고 학습자 면담 등의 조사 도구를 통하여 표현문형 사용의 문제점을 파악
하 다. 본고에서는 표현문형에 대한 정보를 형태, 규칙, 의미, 화용 등 네 가지의 
측면에서 조사했는데 해당 부분의 조사 결과와 대책으로 구축해야 할 교육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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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려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표현문형의 형태적 고정성을 모르고 일반적 통

사 규칙으로 인해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다. 표현문형에 대한 형태적 주목을 시키
지 않으면 학습 시간에 따라 형태적 인식이 강화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미·기능
적 단위성을 확보한 형태를 정한 다음에 표현문형을 고정형과 비고정형으로 양분
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하 다. 고정형은 시제와 상관없이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 
버리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계획적으로 제시하면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고정형은 가변 부분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가 표현문
형을 접할 때 주어진 형태로 해당 표현문형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변 부분은 가능
한 선택항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규칙에 있어서는 표현문형이 하나의 단어처럼 문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다
른 요소와 연결할 때의 제반 규칙을 체계화하 다. 이 작업은 요즘 정확성을 다시 
강조하는 추세에 맞추어 학습자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규칙
적 정보에 대해서는 통사적 규칙, 음운적 규칙, 그리고 품사적 규칙으로 구분했다. 
통사적 규칙에는 관형사형 어미의 교체, 조사의 첨가, 용언 교체 등이 있고 음운과 
품사에 따른 형태적 변이에는 받침의 유무, 양성/음성 모음, 그리고 품사에 따른 
형태적 변이 등이 있다. 특히 표현문형에 조사가 첨가되면 문장 안에서 특정한 의
미 특성을 가지게 되고 표현적 패턴이 형성된다. 학습자에게 이런 정보까지 제공
하면 표현의 정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의미적 정보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표현문형의 기본 의미만 알고 끝까지 
쓴다는 것을 검사와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서 표형문형의 의미
적 특징에 의해 투명성 정보, 다의성 및 유의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화용적 정보에 있어서는 미시적 기능 정보와 기능 간의 변별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학습자가 표현문형의 화용적 기능을 이해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표현문형의 교육적 배열을 할 때 행태적 복잡성, 규칙적 복잡성, 상용성, 의미 
투명성, 학습자 모국어와의 대응 정도 등의 기준을 통해 배열할 것을 제안하 다. 

Ⅵ장은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응용 사례를 보여 주는 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중국어 화자를 위한 추측 표현문형의 교육 내용, 배열 방법, 그리고 실제 교수⋅학
습 방안을 예시하 다. 우선 추측 표현의 교육적 의의를 설명하고 교육 내용을 마
련하 다. 그 다음에 표현문형을 통한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형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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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접근법을 기초로 설계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 다. 이 부분에서 
PPP모형을 기초로 '유의적 제시', '네 가지 정보 모형에 의한 제시', 그리고 '형태 
초점에 의한 입력 강화', ‘의미 인식 강화를 위한 예문’ 등을 결합하여 표현문형을 
교육할 때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 다.

본고는 일련의 논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표현문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표현문형의 교육적 위상을 확립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표현문형이
라는 범주를 확립하는 데 아직도 많은 점을 보완해야 한다. 김진해(2000)에서 문
법적 연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본고에서 표현문형
의 기준을 세웠지만 방대한 언어 자료를 통해 이 기준이 흔들릴 가능성이 열려 있
다는 것이다. 향후 이런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표현문형 범주를 정교화하는 데 있
어서의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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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한국어 표현문형의 사용 실태 조사 설문지

설문조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표현문형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 

박사과정 종장지입니다. 우선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
어 학습자 및 한국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 표현문형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서울대 박사논문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연구 
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종장지 올림 
                                            연락처: jongjangji@hotmail.com

안내 사항
 본 설문 조사는 총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영역은 주요 문제이

고 2 영역은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문한 것입
니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자는 1영역과 2영역을 모두 작성하고 한국어 모어 화
자는 1영역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문제는 총 25문항이 있고 모두 객관
식 문제입니다. 대답하실 때 지문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당 답의 번호를 괄호 안에 
쓰시면 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본 인적 사항
모국어 □중국어    □한국어

이하 정보는 한국어 모어화자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어 학습기간 □1년 이하  □1~2년    □2~3년    □3~4년    □4
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한 기
간

□1년 이하  □1~2년    □2~3년    □3~4년    □4
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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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전공자입니
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어학당에서 학습하
신 적이 있다면 몇 
급까지 학습하셨습니
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TOPIK(한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하신 적
이 있습니까?

□안 보았다   □보았다

TOPIK(한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하신 적
이 있다면 몇 급을 
취득하셨습니까?

□미취득    □초급취득     □중급취득    □고급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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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시작
제1부분　사용 양상 조사

 *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 1. 어제는 발이 아파서 회사에 (      ) 택시를 탔어요.
①왔을 때  ②온 때  ③올 때

(      ) 2. 어제 비가 하도 너무 (      ) 학교에 가지 못했어.
①온 바람에  ②오는 바람에  ③올 바람에

(      ) 3. 일을 하기로 마음을 (      ) 당장 하자.
①먹은 김으로  ②먹은 김만큼  ③먹은 김처럼  ④먹은 김에

(      ) 4. 일을 일단 (      ) 끝까지 하자.
①시작한 이상으로  ②시작한 이상에서  ③시작한 이상  ④시작한 이상
부터

(      ) 5. 철수가 합격 소식에 너무나도 (      ) 할 말이 잃었어.
①기쁜 나머지로  ②기쁜 나머지는  ③기쁜 나머지  ④기쁜 나머지에

(      ) 6. 아무것도 (     ) 결혼을 어떻게 해요?
①없는 마당은  ②없는 마당으로  ③없는 마당에  ④없는 마당

(      ) 7. 현재 학계에서 (      ) 아는 교수와 관련 전문가가 좀 있어요.
①일한 관계로 ②일하는 관계로  ③일한 관계에  ④일하는 관계에

(      ) 8. 다음 밑줄 친 것 중에 형태적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큰돈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도둑에게 빼앗기기가 십상이야.
② 합격하고 못하고는 네가 열심히 하기가 나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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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패한 사람은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다.
④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기 마련이죠.

(      ) 9. 예전에 대학교를 (      ) 자주 결석했었어.
①다닐 시절에  ②다니는 시절에  ③다니던 시절에

(      ) 10. 내년 철수는 한국에 안 오지만 수미는 (      ).
①온 것 같습니다  ②오는 것 같습니다  ③올 것 같습니다

(      ) 11. 참 오랜만이야! 하도 소식이 없어서 한국을 (      ).
①떠난 줄 알았어  ②떠나는 줄 알았어  ③떠날 줄 알았어

(      ) 12.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너무 늦게 가는 바람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네.
②지금 가면 너무 늦을 테니까 내일 가라. 
③지금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라.

(      ) 13.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집청소는 네가 해.
②내가 집을 청소했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
③밖에서 눈이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
④어제 밖에서 눈이 왔을 테니까 많이 추울 거야.
 

(      ) 14.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철수는 이번 학기에 졸업하고 싶어.
②철수는 이번 학기에 졸업하려고 해.
③철수는 이번 학기에 졸업할 거야.
④철수는 이번 학기에 졸업하고자 해.

(      ) 15.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괄호 안의 의미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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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리의 애정은 식을 대로 식었는데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
겠어.(어떤 모향이나 상태와 같이)
②쉴 대로 쉰 밥을 먹었으니 탈이 날 수밖에 없지.(정도가 더함)
③김 사장님께서 오시는 대로 전화하시라고 좀 전해 주세요.(즉시) 
④달라는 대로 다 주면 나중에 버릇이 될 거야.(그럴 때마다)

(      ) 16.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괄호 안의 의미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①내일 네가 혼자서 학교 갈 줄 몰랐어.(사실)
②기사가 없고 내가 직접 운전하는 줄 몰랐어.(방법)
③네가 거기 갈 줄 몰라 같이 가는 것이 좋아.(방법)
④네가 벌써 거기 간 줄 몰랐네.(사실) 

(      ) 17.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괄호 안의 의미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①나 다음 달에 대만 여행 한번 가고 싶어.(갈 계획이 있다)
②나 다음 달에 대만 여행 한번 가려고 해.(갈 계획이 있다)
③나 다음 달에 대만 여행 한번 갈 거야.(갈 의지가 있다)
④나 다음 달에 대만 여행 한번 가고야 말겠어.(갈 의지가 있다)

(      ) 18.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괄호 안의 의미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①다음 주는 오래간만에 고향에 갈까 봐요.(추측)
②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일까 봐 의심했어요.(추측)
③그 학생을 좀 야단칠까 봐.(그런 생각 있다)
④논문 요약할 것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할까 봐.(그런 생각 
있다)

(      ) 19.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괄호 안의 의미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①5년 동안 노력한 만큼 이제 성공의 단 맛을 보게 되었네요. (정도를 
나타냄)
②정부에서 까다롭게 검사하는 만큼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
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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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월급도 좀 올려 주셔야죠. (원인)
④비가 많이 오는 만큼 운전할 때 조심해야겠다. (원인)

(      ) 20. 다음 대화를 보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시오.
(철수가 요즘 친구와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귀가한다. 철수의 어머니
는 다음 주에 있을 시험에 대해 걱정한다.)
어머니: 매일 늦게까지 놀면 다음 주 시험은 어떻게 할래?
철수: 공부도 해야 하지만 적당히 놀기도 해야죠. 다음 주에 열심히 공
부하면 돼요. 이번엔 꼭 시험에 통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너 이렇게 공부하는데          
①통과할 수밖에 없어.
②통과할 수가 있겠어?
③통과할 수 있어?
④통과하는 수가 있어?

(      ) 21. 다음 대화를 보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시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젊은 신입사원이 벌써 10번이나 지각을 하
였다. 나이 많은 상사가 참지 못해 화내면서 신입사원과 통화하였다.)
사장: 어제 회의 자료를 준비해 온다고 했지요? 회의 자료가 없으면 
다들 어떻게 회의하라는 거예요?
직원: 죄송하지만 한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사장: 무슨 소리예요? 30분이라니? 빨리          
①나와 줄래요?
②나올 수 있어요?
③나오기 바래요.
④나오지 못해요?

(      ) 22. 다음 대화를 보고 빈 칸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시오.
(철수는 영희의 선배이다. 철수는 영희를 좋아하지만 영희는 철수를 
싫어해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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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영희야 이번 주말에 영화 같이 볼래?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했는
데...
영희: 아.. 근데 어떡하죠? 이번 주말에는 할 일이 있어서          
①가지 못할 모양이에요.
②가지 못해요.
③가지 못할 것 같아요.
④가면 안 돼요. 

(      ) 23. 다음 대화를 보고 빈 칸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시오.
(혜진이 목말라서 소주를 먹는 물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하던 참이다)
혜진: 물이 여기 있군요. 목말라 죽겠어요. 수미 씨, 이걸 마셔도 되
죠?
수미: 아.. 그건 물이 아니라 소주예요.           
①먹지 못해요.
②먹으면 안 돼요.
③먹을 수 없어요.
④먹을 수가 있겠어요?

(      ) 24. 다음 대화를 보고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고르시오.
(기숙사 관리자와 입주자가 대화하는 장면이다.)
관리자: 여기에 자전거를 세워 두시면 안 됩니다. 내일도 여기 세워 두
시면 수거할 겁니다.
입주자: 딴 데 가져가기만 해보세요.
①자전거를 다른 데로 가져가 보라는 뜻
②자전거를 다른 데 가져가기를 원하는 뜻
③감히 해 보라는 뜻
④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만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만 하라는 뜻  

(      ) 25. 다음 대화를 보고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고르시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반납기간이 한 달이 지나서야 반납하는 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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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서가 말하는 장면)
학생: 제가 그동안 과제하느라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사서: 자꾸 이러시면 다음번에는 못 빌릴 줄 아세요.
①약속하는 뜻
②경고하는 뜻
③방법을 알아내라는 뜻
④어떠한 사실을 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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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제 2 영역  韓語學習者態度調查

1. 請問您學習韓語時，是否偏好傳統規則的記憶，並且認為有較好的學習效果?（例如
牢記結構句型主詞-受詞-動詞，或牢記助詞-에具有場所、時間、原因、副詞化等語
法意義)

①非常反對      ②反對      ③無意見      ④同意      ⑤非常同意 

2. 請問您學習韓語時，是否偏好以意義為單位的句模記憶，並且認為有較好的學習效
果?(例如記住-에 따라, -에 의하여, -에 가다, -기 때문에等句模的意義與用
法。)

①非常反對      ②反對      ③無意見      ④同意      ⑤非常同意 

3. 請問您是否認為記憶一般的語法規則，常無法正確迅速的構句？

①非常反對      ②反對      ③無意見      ④同意      ⑤非常同意 

4. 文法規則通常沒有針對句模的部分加以說明，因此句模的使用規則，常一知半解。
(例如無法區分)

①非常反對      ②反對      ③無意見      ④同意      ⑤非常同意

5. 請問您在學習句模時，是否常無法由組成成分，推敲出正確意義？(例如-는 바람
에, -는 마당에)

①非常反對      ②反對      ③無意見      ④同意      ⑤非常同意

6. 類似意義的句模，感覺難以區別差異，通常都依照習慣使用。(例如-고자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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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 -려고 하다)

①非常反對      ②反對      ③無意見      ④同意      ⑤非常同意

7. 可以觀察到韓國人在某語境下慣用某種句模，但我對這些資訊無法掌握，也沒有有
用的資料可供參考。(例如公共場所廣播時常聽到-기 바랍니다,或者請求對方做某事
時使用-아/어 주시겠어요?，而不用-ㄹ 수 있어요?等)

①非常反對      ②反對      ③無意見      ④同意      ⑤非常同意

8. 請問您在學習句模時，是否認為缺少有系統性的學習資料？(例如缺少針對型態、規
則、意義、用法的整合資訊)

①非常反對      ②反對      ③無意見      ④同意      ⑤非常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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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표 문형 목록> 

대표형 제시·활용형 출처 구조

1 -게 되다

-게 되다 EW2-2_13 연결어미-용언
-게 되다 개발 연구 

1단계91) 연결어미-용언
-게 되다 KH2-1_01 연결어미-용언
-게 되다 SJ4_02 연결어미-용언
-게 되다 YS2-2_07 연결어미-용언

2 -게 마련이다 -게 마련이다 YS4-2_08 연결어미-명사/이다

3 -게 하다
-게 하다 EW3-1_04 연결어미-용언
-게 하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
-게 하다 YS3-2_09 연결어미-용언
-게 하다/만들다 SJ5_12 연결어미-용언

4 -고 나서

-고 나다 KH3-2_04 연결어미-용언
-고 나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
-고 나서 EW2-2_09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고 나서 KH2-1_08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고 나서 SJ4_10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고 나서 YS3-2_06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5 -고 말고요 -고 말고요 KH2-2_08 연결어미-용언/종결어미/조사
-고 말고요 YS3-1_02 연결어미-용언/종결어미/조사

6 -고 말다
-고 말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
-고 말다 KH2-2_07 연결어미-용언
-고 말다 KH3-2_04 연결어미-용언
-고 말다 YS3-2_08 연결어미-용언

7 -고 보니
-고 보니 KH3-1_05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고 보니 SJ7_07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고 보니 YS4-1_03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고 보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8 -고 싶다
-고 싶다 EW1-2_10 연결어미-용언
-고 싶다 개발 연구 1단계 연결어미-용언
-고 싶다 SJ2_09 연결어미-용언
-고 싶다 YS1-1_04 연결어미-용언
-고 싶어 하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용언

9 -고 있다

-고 있다 EW1-2_09 연결어미-용언
-고 있다 EW2-2_08 연결어미-용언
-고 있다 KH1-2_18 연결어미-용언
-고 있다 SJ2_07 연결어미-용언
-고 있다 개발 연구 1단계 연결어미-용언
-고 있다 SJ3_04 연결어미-용언
-고 있다 YS1-2_09 연결어미-용언

10 -고 해서 -고 해서 KH2-2_05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고 해서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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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서 YS3-2_07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고 해서 YS5-2_07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11 -곤 하다
-곤 하다 EW3-2_15 연결어미-용언
-곤 하다 KH2-2_04 연결어미-용언
-곤 하다 YS3-2_10 연결어미-용언

12 -기 나름이다 -기 나름이다 EW5_07 전성어미-의존명사/이다
-기 나름이다 YS6-2_09 전성어미-의존명사/이다

13 -기 때문에
-기 때문에 EW2-1_03 전성어미-의존명사/조사
-기 때문에 KH1-2_14 전성어미-의존명사/조사
-기 때문에 SJ3_14 전성어미-의존명사/조사
-기 때문에 YS2-1_01 전성어미-의존명사/조사
-기 때문에 개발 연구 1단계 전성어미-의존명사/조사

14 -기 때문이다 -기 때문이다 개발 연구 1단계 전성어미-의존명사/이다

15 -기 마련이다
-기 마련이다 EW4_07 전성어미-의존명사/이다
-기 마련이다 KH2-2_07 전성어미-의존명사/이다
-기/게 마련이다 KH3-2_05 전성어미-의존명사/이다, 연결어미-의존명사/이다

16 -기 십상이다 -기 십상이다 KH3-1_05 전성어미-명사/이다

17 -기 위해(서)

-기 위해(서) EW2-1_06 전성어미-용언/연결어미
-기 위해서 KH2-1_02 전성어미-용언/연결어미
-기 위해서 SJ4_04 전성어미-용언/연결어미
-기 위해서 YS2-2_08 전성어미-용언/연결어미

18 -기 전(에)

-기 전에 EW1-2_14 전성어미-명사/조사
-기 전에 KH1-2_23 전성어미-명사/조사
-기 전에 SJ3_09 전성어미-명사/조사
-기 전에 YS1-2_10 전성어미-명사/조사
-기 전에/-기 전 개발 연구 1단계 전성어미-명사/조사, 전성어미-명사

19 -기 짝이 없다 -기 짝이 없다 KH3-2_04 전성어미-명사/조사-용언
20 -기(가) 일쑤이다 -기(가) 일쑤이다 EW5_02 전성어미/조사-명사/이다

-기(가) 일쑤이다 KH3-2_06 전성어미/조사-명사/이다

21 -기는 하지만

-기는 하다 SJ5_11 전성어미/조사-용언
-기는 하지만 EW3-1_02 전성어미/조사-용언/연결어미
-기는 하지만 KH2-1_02 전성어미/조사-용언/연결어미
-기는 하지만 YS2-1_03 전성어미/조사-용언/연결어미

22 -기로 하다
-기로 하다 EW2-1_04 전성어미/조사-용언
-기로 하다 KH1-2_18 전성어미/조사-용언
-기로 하다 SJ3_05 전성어미/조사-용언
-기로 하다 개발 연구 1단계 전성어미/조사-용언
-기로 하다 YS2-1_04 전성어미/조사-용언

23 -기만 하다 -기만 하다 YS3-1_01 전성어미/조사-용언

24 -기에 망정이지
-기(에)망정이지 EW6_09 전성어미/조사-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기에 망정이지 KH3-2_06 전성어미-의존명사/이다
-기에 망정이지 YS6-2_08 전성어미/조사-의존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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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ㄴ 망정이지 KH3-2_06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종결어미

25 -ㄴ 끝에 -(으)ㄴ 끝에 EW4_04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은 끝에 YS6-1_03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26 -ㄴ 나머지 -(으)ㄴ나머지 EW5_06 관형사형 어미-명사
-(으)ㄴ나머지 KH3-2_02 관형사형 어미-명사

27 -ㄴ 덕분에 -(으)ㄴ 덕분에 EW2-1_07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으)ㄴ 덕분에 SJ4_06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28
-ㄴ 적이 있다/없다

-(으)ㄴ 적이 있다 EW2-1_05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
-(으)ㄴ 적이 있다/없다 SJ4_09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
-은 적이 있다 YS2-1_02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
-은 적이 있다/-ㄴ 적이 있다/-는 적이 있다/-은 적이 없다/-ㄴ 적이 없다/-는 적이 없다

개발 연구 1단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

29 -ㄴ 지
-(으)ㄴ 지 EW2-1_01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으)ㄴ 지 KH2-1_01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으)ㄴ 지 SJ4_02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은 지/-ㄴ 지 개발 연구 1단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30 -ㄴ 채(로)

-(으)ㄴ 채 KH2-2_0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으)ㄴ채(로) SJ8_02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으)ㄴ 채로 EW3-2_14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은 채 YS6-1_0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31 -ㄴ 후(에)

-(으)ㄴ 후에 EW1-2_09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으)ㄴ 후에 KH1-2_21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으)ㄴ 후에 SJ2_10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은 후에 개발 연구 1단계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은 후에 YS1-2_09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32 -ㄴ/는 가운데
-(으)ㄴ/는 가운데 EW6_04 관형사형 어미-명사
-(으)ㄴ/는 가운데 KH3-1_08 관형사형 어미-명사
-는 가운데 YS6-1_04 관형사형 어미-명사

33 -ㄴ/는 대로

-(으)ㄴ/는 대로 EW4_01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는 대로 EW2-2_10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는 대로 개발 연구 2단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는 대로 KH2-1_07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는 대로 SJ8_01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는 대로 YS2-2_07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는/(으)ㄴ 대로 SJ7_0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34 -ㄴ/는 대신(에)

-(으)ㄴ/는 대신(에) EW2-2_14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는 대신에 SJ7_09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는 대신에 개발 연구 2단계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는 대신에 YS3-1_04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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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ㄴ/는 데
-(으)ㄴ/는 데 KH3-1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는 데 KH2-1_02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는 데 YS6-1_01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36 -ㄴ/는 마당에 -(으)ㄴ/는 마당에 EW6_09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으)ㄴ/는 마당에 KH3-1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37 -ㄴ/는/ㄹ 만큼
-(으)ㄴ/는 만큼 EW6_0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으)ㄴ/는 만큼 KH2-1_0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는 만큼 YS5-2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는 만큼 개발 연구 2단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38 -ㄴ/는 반면(에)

-(으)ㄴ/는 반면(에) EW3-1_05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으)ㄴ/는 반면(에) KH3-1_07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는 반면 YS6-2_07 관형사형 어미-명사
-는 반면 개발 연구 2단계 관형사형 어미-명사

39 -ㄴ/는 법이다
-(으)ㄴ/는 법이다 EW5_09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으)ㄴ/는 법이다 KH3-2_05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는 법이다 YS4-1_05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40 -ㄴ/는 셈이다
-(으)ㄴ/는 셈이다 EW4_06 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으)ㄴ/는 셈이다 KH2-2_02 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는 셈이다 YS4-2_10 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41 -ㄴ/는 양 -(으)ㄴ/는 양 EW6_07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42 -ㄴ/는 이상 -(으)/는 이상 EW5_10 관형사형 어미-명사

-은 이상 YS6-2_07 관형사형 어미-명사

43
-ㄴ/는/ㄹ 줄 알다/모르다

-(으)ㄴ/는 줄 알다/모르다 EW3-1_0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는 줄 알다 YS2-2_10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는/(으)ㄴ/(으)ㄹ 줄 알다/모르다 SJ7_07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44 -ㄴ/는 척하다 -(으)ㄴ/는 척하다 EW3-2_14 관형사형 어미-용언

45 -ㄴ/는 탓(에)

-(으)ㄴ/는 탓 KH3-2_02 관형사형 어미-명사
-(으)ㄴ/는 탓 EW4_05 관형사형 어미-명사
-(으)ㄴ/는 탓에 KH2-2_03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는 탓에 YS6-1_05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는 탓에 개발 연구 2단계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46 -ㄴ/는 편이다
-(으)ㄴ/는 편이다 EW3-2_10 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는 편이다 YS3-1_01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는/(으)ㄴ 편이다 SJ4_12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47 -ㄴ/는/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EW2-1_07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으)ㄹ 것 같다 KH1-2_1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으)ㄹ 것 같다 SJ4_1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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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으)ㄴ 것 같다 SJ3_06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었던 것 같다 YS3-1_05 선어말 어미/관형사형 어미-명사-용언
-을 것 같다 YS1-2_09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을 것 같다/-ㄹ 것 같다/-는 것 같다/-은 것 같다/-ㄴ 것 같다

개발 연구 1단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48

-ㄴ/는/ㄹ 경우에는 -(으)ㄴ/는/(으)ㄹ 경우에는 KH3-1_04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조사

49 -ㄴ/는/ㄹ 김에

-(으)ㄴ/는 김에 EW3-2_1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으)ㄴ/는 김에 KH2-1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는 김에 개발 연구 2단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는/ㄴ/ㄹ김에 YS4-2_07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50 -ㄴ/는/ㄹ 듯(이)

-는 듯 내용 연구 개발 중급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으)ㄴ/는/(으)ㄹ 듯(이) EW4_01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으)ㄴ/는/(으)ㄹ 듯(이) KH3-1_06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51 -ㄴ/는/ㄹ 듯싶다

-(으)ㄴ/는/(으)ㄹ 듯싶다 KH3-1_07 관형사형 어미-용언
-는 듯싶다 YS5-2_06 관형사형 어미-용언
-(으)ㄴ/는/(으)ㄹ 듯하다 KH3-1_07 관형사형 어미-용언
-(으)ㄹ 듯하다 SJ8_13 관형사형 어미-용언

52
-ㄴ/는/ㄹ 모양이다

-(으)ㄴ/는 모양이다 KH2-2_07 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EW2-2_14 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는 모양이다 YS3-1_05 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53 -ㄴ/는/ㄹ 바
-(으)ㄴ/는/(으)ㄹ바 EW6_10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으)ㄴ/는/(으)ㄹ 바 KH3-1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은 바 YS6-2_10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54
-ㄴ/는/ㄹ지 알다/모르다

-(으)ㄴ/는지 알다 EW2-2_12 연결어미-용언
-(으)ㄴ/는지 알다/모르다 KH2-1_03 연결어미-용언
-(으)ㄴ지 모르다 KH2-1_04 연결어미-용언
-는지 알다/모르다 YS2-1_05 연걸어미-용언
-는지/(으)ㄹ지 알다/모르다 SJ4_07 연걸어미-용언
-을지 모르겠다 YS2-2_06 연결어미-용언

55 -ㄴ/는가 하면
-(으)ㄴ/는가 하면 EW4_07 종결어미-용언/연결어미
-(으)ㄴ/는가 하면 KH3-1_03 종결어미-용언/연결어미
-는가 하면 YS4-2_06 종결어미-용언/연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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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ㄴ/는다고 보다 -는다고 보다 YS3-1_03 인용어미-용언
57 -ㄴ/는다고 치다 -다고 치다 KH3-1_02 인용어미-용언

58 -ㄴ/는다고 하다
-(ㄴ/는)다고 하다 KH2-1_05 인용어미-용언
-ㄴ/는다고 하다 EW3-1_06 인용어미-용언
는다고 하다 개발 연구 2단계 인용어미-용언
-는다고 하다 YS2-2_07 인용어미-용언
-다고하다 SJ6_10 인용어미-용언

59
-ㄴ/는다손 치더라도

-ㄴ/는다손 치더라도 EW6_10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는다손 치더라도 YS6-2_09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60
-ㄴ/는데도 불구하고 -(으)ㄴ/는데도 불구하고 KH2-2_04 연결어미/조사-용언/어미

61 -ㄴ가 보다 (으)ㄴ가 보다 KH2-1_03 종결어미-용언
62 -나 다름없다 (이)나 다름없다 EW6_02 조사-용언

-이나 다름없다 YS4-1_01 조사-용언

63 -나 보다
-나 보다 EW3-2_09 종결어미-용언
-나 보다 KH2-1_03 종결어미-용언
-나 보다 YS2-2_08 종결어미-용언
-나 보다/-나 싶다 개발 연구 2단계 종결어미-용언

64 -ㄴ가 보다 -나/(으)ㄴ가 보다 SJ7_10 종결어미-용언
65 -나 하다 -나 하다 EW5_01 종결어미-용언

66 -냐고 하다

-(으)냐고/느냐고 하다 SJ6_11 인용어미-용언
-냐고 하다 EW3-1_06 인용어미-용언
-냐고 하다 개발 연구 2단계 인용어미-용언
-냐고 하다 YS2-2_07 인용어미-용언
-냐고 하다/묻다 KH2-1_05 인용어미-용언

67 -는 길에 -는 길 KH2-2_04 관형사형 어미-명사
-는 길에 EW2-2_10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68 -는 날엔 -는 날엔 YS6-2_06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조사

69 -는 동안
-는 동안 EW2-1_05 관형사형 어미-명사
-는 동안 SJ4_09 관형사형 어미-명사
-는 동안 YS2-2_06 관형사형 어미-명사
-는 동안에/-는 동안 개발 연구 1단계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70 -는 바람에

-는 바람에 EW3-1_07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는 바람에 개발 연구 2단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는 바람에 KH2-1_04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는 바람에 SJ7_11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는 바람에 YS4-2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71 -는 셈치고 -는 셈 치고 KH2-2_05 관형사형 어미-명사-용언/연결어미
-는 셈치고 YS6-1_05 관형사형 어미-용언/연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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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는 수가 있다 -는 수가 있다 KH3-1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
-는 수가 있다 YS4-2_06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

73 -는 중이다
-는 중 EW2-1_04 관형사형 어미-명사
-는 중이다 KH2-1_02 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는 중이다 KH3-1_08 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74 -는 통에
-는 통에 EW6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는 통에 KH2-2_06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는 통에 KH3-2_02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75 -는 한
-는 한 EW4_02 관형사형 어미-명사
-는 한 개발 연구 2단계 관형사형 어미-명사
-는 한 KH2-1_08 관형사형 어미-명사
-는 한 YS5-1_04 관형사형 어미-명사

76 -다 못해 -다 못해 EW6_04 연결어미-용연/연결어미
-다 못해 YS6-2_08 연결어미-용연/연결어미

77 -다 보니까
-다 보니까 EW3-2_12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다 보니까 SJ8_11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다가 보니 YS4-1_01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다가 보니까 KH2-2_02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78 -다 보면
-다 보면 EW3-2_15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다 보면 KH2-2_04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다 보면 SJ7_01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다가 보면 YS4-1_02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79
-다(냐,라,자)는 말이다

-다(냐, 라, 자)는 말이다 KH2-2_06 인용어미/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단 말이에요? YS3-2_07 인용어미/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종결어미

80 -다시피 하다 -다시피 하다 EW5_08 연결어미-용언
-다시피 하다 YS5-2_10 연결어미-용언

81 -던 차이다 -던 차이다 YS6-2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82 -도록 하다 -도록 하다 SJ6_02 연걸어미-용언

-도록 하다 YS3-2_08 연결어미-용언

83 -ㄹ 거예요

-(으)ㄹ 거예요 KH1-2_01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종결어미

-(으)ㄹ 거예요 SJ3_10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종결어미

-ㄹ 거예요 YS1-2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종결어미

84 -ㄹ 것 -(으)ㄹ 것 EW2-2_10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으)ㄹ 것 SJ6_06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85 -ㄹ 것이다 -(으)ㄹ 거예요 EW1-2_09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종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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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ㄹ 겸
-(으)ㄹ 겸 EW4_05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으)ㄹ 겸 (해서) KH2-2_07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을 겸 YS4-1_04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87 -ㄹ 따름이다 -을 따름이다 YS4-2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을 따름이다 개발 연구 2단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88 -ㄹ 때
-(으)ㄹ 때 EW2-1_02 관형사형 어미-명사
-(으)ㄹ 때 KH1-2_21 관형사형 어미-명사
-(으)ㄹ 때 SJ2_13 관형사형 어미-명사
-을 때 YS1-2_10 관형사형 어미-명사
-을 때/-ㄹ 때 개발 연구 1단계 관형사형 어미-명사

89 -ㄹ 리가 없다 -(으)ㄹ 리가 없다 EW3-2_09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

90 -ㄹ 만하다
-(으)ㄹ 만하다 EW3-1_05 관형사형 어미-용언
-(으)ㄹ 만하다 KH2-1_06 관형사형 어미-용언
-(으)ㄹ 만하다 SJ8_04 관형사형 어미-용언
-을 만하다 YS3-1_04 관형사형 어미-용언

91 -ㄹ 바에야 -(으)ㄹ 바에(야) EW6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을 바에야 YS6-2_10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92 -ㄹ 법하다 -을 법하다 YS6-1_04 관형사형 어미-용언

93 -ㄹ 뻔했다

-(으)ㄹ뻔하다 SJ7_12 관형사형 어미-용언
-(으)ㄹ 뻔하다 EW3-2_14 관형사형 어미-용언
-을 뻔하다 YS4-1_02 관형사형 어미-용언
-을 뻔했다 KH2-2_08

관형사형 어미-용언/선어말 어미/종결어미

94
-ㄹ 뿐(만) 아니라

-(으)ㄹ 뿐(만) 아니라 EW3-1_0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연결어미

-(으)ㄹ 뿐만 아니라 KH2-2_02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연결어미

-(으)ㄹ 뿐만 아니라 SJ6_09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연결어미

-을 뿐만 아니라 YS3-1_04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연결어미

95 -ㄹ 뿐이다
-(으)ㄹ 뿐 KH3-1_08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으)ㄹ 뿐이다 KH2-2_04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을 뿐이다 YS3-1_05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96 -ㄹ 수 있다/없다
-(으)ㄹ 수 있다 EW1-2_14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으)ㄹ 수 있다/없다 KH1-2_2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으)ㄹ 수 있다/없다 SJ3_07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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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개발 연구 1단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을 수 있다 YS1-2_09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을 수가 없다 YS5-1_05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

97
-ㄹ 수가 있어야지 -ㄹ 수가 있어야지 YS4-1_0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언/종결어미

98 -ㄹ 수밖에 없다

-(으)ㄹ 수밖에 없다 EW3-2_1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연
-(으)ㄹ 수밖에 없다 KH2-2_06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연
-을 수밖에 없다/-ㄹ 수 밖에 없다 개발 연구 1단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용연

99 -ㄹ 정도(로)

-(으)ㄹ 정도 EW5_06 관형사형 어미-명사
-(으)ㄹ 정도 KH2-1_05 관형사형 어미-명사
-(으)ㄹ 정도로 KH3-2_05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

100 -ㄹ 정도이다 -(으)ㄹ 정도이다 KH3-2_05 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101
-ㄹ 줄 알다/모르다

-(으)ㄹ 줄 알다 EW2-2_14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으)ㄹ 줄 알다/모르다 KH2-1_02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102 -ㄹ 지경이다 -(으)ㄹ 지경이다 KH2-2_08 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103 -ㄹ 테니까

-(으)ㄹ 테니까 EW2-2_12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으)ㄹ 테니까 EW3-2_14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으)ㄹ 테니까 KH2-2_0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으)ㄹ테니까 SJ8_13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ㄹ 테니 개발 연구 2단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을 테니까 YS2-2_10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104 -ㄹ 테지만 -을 테지만 YS6-1_04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105 -ㄹ 텐데
-(으)ㄹ 텐데 EW3-1_07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으)ㄹ 텐데 KH2-1_07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으)ㄹ텐데 SJ8_12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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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ㄹ 텐데 개발 연구 2단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을 텐데 YS3-1_02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106 -ㄹ 필요가 없다 -을 필요가 없다 YS4-2_10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용언
107 -ㄹ걸 그랬다 -을걸 그랬다 YS4-2_07 종결어미-용언/선어말 어미/종결어미

108 -ㄹ까 보다

-을까 보다 YS4-2_10 종결어미-용언
-을까 보다 개발 연구 1단계 종결어미-용언
-을까 하다 YS2-1_03 종결어미-용언
-(으)ㄹ까 봐서 EW3-1_01 종결어미-용언/연결어미
-(으)ㄹ까 봐서 KH2-2_06 종결어미-용언/연결어미
-을까 봐 YS3-2_07 종결어미-용언/연결어미
-(으)ㄹ까 하다 EW2-2_14 종결어미-용언
-(으)ㄹ까 하다 KH2-1_04 종결어미-용언
-(으)ㄹ까 하다 SJ4_03 종결어미-용언

109 -ㄹ지도 모르다 -(으)ㄹ지도모르다 EW3-2_10 종결어미/조사-용언
-을지도 모르다 YS3-2_08 종결어미/조사-용언

110 -러 가다
-(으)러 가다 EW1-2_09 연결어미-용언
-(으)러 가다 SJ2_13 연결어미-용언
으러 가다 개발 연구 1단계 연결어미-용언

111 -려고 들다 -(으)려고 들다 EW6_09 연결어미-용언
-으려고 들다 YS6-2_10 연결어미-용언

112 -려고 하다
-(으)려고 하다 EW1-2_11 연결어미-용언
-(으)려고 하다 KH1-2_18 연결어미-용언
-(으)려고 하다 SJ4_08 연결어미-용언
-으려고 하다 YS1-2_10 연결어미-용언

113 -려나 보다 -(으)려나 보다 KH3-1_07 종결어미-용언

114 -려던 참이다 -(으)려던 참이다 EW3-2_13 연결어미/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으려던 참이다 YS3-1_02 연결어미/관형사형 어미-명사/이다

115 -로 말미암아 -으로 말미암아 YS6-2_07 조사-용언/연결어미
116 -로 보아서는 -(으)로 보아서는 KH3-1_05 조사-용언/연결어미/조사

-으로 봐서는 YS4-2_09 조사-용언/연결어미/조사

117 -로 인해(서)

-(으)로 인하여/인한 KH3-2_02 조사-용언/연결어미
(으)로 인해 EW4_08 조사-용언/연결어미
-로 인하여 개발 연구 2단계 조사-용언/연결어미
-로 인해 YS4-1_05 조사-용언/연결어미

118 -로 해서 -(으)로 해서 EW2-2_12 조사-용언/연결어미
119 -을/를 통해 -을 통해 YS5-2_10 조사-용언/연결어미

-을/를 통해서 KH2-1_02 조사-용언/연결어미
120 -만 못하다 -만 못하다 YS3-1_04 조사-용언
121 -면 되다 -(으)면 되다 SJ5_13 연결어미-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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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되다 YS3-2_08 연결어미-용언
122 -면 몰라도 -(으)면 몰라도 EW5_06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으면 몰라도 YS6-1_02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123 -아/어/여 가다

-아/어 가다 SJ8_09 연결어미-용언
어가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
-어 가면서 YS4-1_01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124 -아/어/여 가지고
-아/어 가지고 KH2-1_06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어 가지고 YS2-1_04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어 가지고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125 -아/어/여 내다 -아/어 내다 EW5_04 연결어미-용언
-아/어 내다 KH3-2_04 연결어미-용언

126 -아/어/여 놓다

-아/어 놓다 EW3-2_11 연결어미-용언
-아/어 놓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
-아/어 놓다/두다 KH2-1_03 연결어미-용언
-아/어 놓다/두다 SJ6_07 연결어미-용언
-아/어 두다/놓다 SJ6_07 연결어미-용언
-어 놓다 YS3-1_02 연결어미-용언

127
-아/어/여 달라고 하다

-아/어 달라고 하다 SJ6_12 연결어미-용언/종결어미/조사-용언
-달라고 하다 YS2-2_07 용언/종결어미/조사-용언

128 -아/어/여 대다
-아/어 대다 EW5_08 연결어미-용언
-아/어 대다 KH3-2_07 연결어미-용언
어 대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
어 대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

129 -아/어/여 두다
-아/어 두다 EW4_04 연결어미-용언
-아/어 두다/놓다 KH2-1_03 연결어미-용언
어 두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

130
-아/어/여 드릴까요 -아/어 드릴까요 EW2-1_02 연결어미-용언/종결어미/조사

131 -아/어/여 버리다
-아/어 버리다 EW3-1_07 연결어미-용언
-아/어 버리다 KH2-2_04 연결어미-용언
-어 버리다 YS3-2_07 연결어미-용언
-어 버리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

132 -아/어/여 보다

-아/어 보다 EW1-2_15 연결어미-용언
-아/어 보다 KH1-2_24 연결어미-용언
-아/어 보다 SJ2_09 연결어미-용언
어 보다 개발 연구 1단계 연결어미-용언
-어 보다 YS2-1_02 연결어미-용언
-어 보다 YS2-1_03 연결어미-용언

133 -아/어/여 보이다
-아/어 보이다 EW3-1_02 연결어미-용언
-아/어 보이다 KH2-1_02 연결어미-용언
-아/어 보이다 SJ4_13 연결어미-용언
-어 보이다 YS2-1_05 연결어미-용언

134 -아/어/여 봤자 -아/어 봤자 EW4_04 연결어미-용언/선어말 어미/종결어미
135 -아/어/여 오다 -아/어 오다 EW3-2_15 연결어미-용언

어 오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
136 -아/어/여 있다 -아/어 있다 EW3-2_11 연결어미-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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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 있다 KH2-2_01 연결어미-용언
-아/어 있다 SJ3_10 연결어미-용언
어 있다 개발 연구 1단계 연결어미-용언
-어 있다 YS2-2_06 연결어미-용언

137 -아/어/여 주다

-아/어 주다 EW1-2_13 연결어미-용언
-아/어 주다 KH1-2_02 연결어미-용언
-아/어 주다 SJ2_06 연결어미-용언
-아/어 주다/드리다 SJ5_05 연결어미-용언
-아/어 주다/드리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
어 주다 개발 연구 1단계 연결어미-용언
-어 주다 YS1-2_06 연결어미-용언

138 -아/어/여 죽다 -아/어 죽다 KH3-2_07 연결어미-용언
139 -아/어/여 줄래요 -아/어 줄래요 SJ3_12 연결어미-용언/종결어미/조사
140 -아/어/여 치우다 -아/어 치우다 EW6_04 연결어미-용언

-아/어 치우다 KH3-2_07 연결어미-용언

141 -아/어/여도 되다
-아/어도 되다 EW1-2_15 연결어미-용언
-아도/어도 되다 SJ3_08 연결어미-용언
-어도 되다 YS2-1_02 연결어미-용언
-어도 되다 개발 연구 1단계 연결어미-용언

142
-아/어/여서 그런지

-아/어서 그런지 EW2-1_07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아/어서 그런지 KH2-2_01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아서/어서 그런지 SJ6_03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어서 그런지 YS2-2_09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143 -아/어/여야 하다
-아/어야 되다/하다 KH1-2_22 연결어미-용언
-아/어야 하다 EW1-2_14 연결어미-용언
-아야/어야 하다 SJ2_11 연결어미-용언
-어야 되다 개발 연구 1단계 연결어미-용언
-어야 하다 YS2-1_02 연결어미-용언

144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좋겠다 EW3-2_12
선어말 어미/연결어미-용언/선어말 어미/종결어미

-았/었으면 하다/좋겠다 KH2-2_03
선어말 어미/연결어미-용언/선어말 어미/종결어미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SJ3_13
선어말 어미/연결어미-용언/선어말 어미/종결어미

-었으면 좋겠다 YS2-1_03
선어말 어미/연결어미-용언/선어말 어미/종결어미

(으)면 좋겠다 개발 연구 2단계 연결어미-용언/선어말 어미/종결어미
145

-았/었/였을 것이다 -었을 것이다 YS3-2_10 선어말 어미/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146 -았/었/였을 때 았/었을 때 EW2-1_02 선어말 어미/관형사형 어미-명사
147 -았/었/였을 텐데 -었을 텐데 YS3-1_05

선어말 어미/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연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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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에 가다 -에 가다 YS1-1_04 조사-용언

149 -에 대해(서)

에 대해 개발 연구 2단계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대해(서) EW2-1_01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대해(서) KH2-1_01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대해서 YS2-2_06 조사-용언/연결어미

150 -에 따라(서)

-에 따라 EW4_03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따라 개발 연구 2단계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따라서 SJ8_07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따라서 KH2-1_06 조사-용언/연결어미

151 -에 따르면 에 따르면 SJ8_08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따르면 KH2-1_04 조사-용언/연결어미

152 -에 비하면 -에 비하면 YS4-1_04 조사-용언/연결어미

153 -에 비해(서)

에 비하여 개발 연구 2단계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비해(서) EW2-1_02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비해(서) KH2-1_04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비해서 SJ8_12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비해서 KH3-2_04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비해서 YS2-2_06 조사-용언/연결어미

154 -에 의하면 -에 의하면 KH2-2_05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의하면 YS4-1_05 조사-용언/연결어미

155 -에 의해(서)
-에 의하여 개발 연구 2단계 조사-용언/연결어미
-에 의해(서) KH2-1_07 조사-용언/연결어미

156 -에 있다/없다 -에 있다 KH1-1_04 조사-용언
-에 있다/없다 SJ1_03 조사-용언

157 -에도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SJ8_03 조사/조사-용언/연결어미
-음에도 불구하고 YS5-1_02 전성어미/조사/조사-용언/연결어미

158 -(으)라고 하다
-(으)라고 하다 EW3-1_06 인용어미-용언
-(으)라고 하다 KH2-1_07 인용어미-용언
-(으)라고하다 SJ6_11 인용어미-용언
라고 하다 개발 연구 2단계 인용어미-용언
-으라고 하다 YS2-2_07 인용어미-용언

159 -ㄴ/는 고사하고
-기는 고사하고 EW6_06 전성어미/조사-용언/연결어미
-은 고사하고 YS6-2_09 조사-용언/연결어미
-은/는 고사하고 KH3-2_06 조사-용언/연결어미

160 -이/가 되다 이/가 되다 SJ5_01 조사-용언
161 -이/가 아니다

-이/가아니다 KH1-1_07 조사-용언
-이/가 아니다 SJ3_01 조사-용언
-이/가 아니다 YS1-1_01 조사-용언

162 -(이)라고 하다
(이)라고 하다 EW2-1_01 이다/인용어미-용언
-라고 하다 KH2-1_05 인용어미-용언
-이라고 하다 YS2-2_07 이다/인용어미-용언

163 -자고 하다
-자고 하다 EW3-1_06 인용어미-용언
-자고 하다 개발 연구 2단계 인용어미-용언
-자고 하다 KH2-1_07 인용어미-용언
-자고 하다 SJ6_10 인용어미-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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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연구 개발 1단계는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1단계」이고 연구 개발 2단
계는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2단계」이다.

-자고 하다 YS2-2_07 인용어미-용언
164 -전만 해도 -전만 해도 YS3-2_10 명사/조사-용언/연결어미

165 -지 그래요
-지 그래 SJ7_01 연결어미-용언/종결어미
-지 그래요? KH2-2_01 연결어미-용언/종결어미/조사
-지 그래요? YS3-2_07 연결어미-용언/종결어미/조사

166 -지 말다

-지 마 YS2-1_04 연결어미-용언/종결어미
-지 말고 YS2-2_08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
-지 말다 KH1-2_04 연결어미-용언
-지 말다 개발 연구 1단계 연결어미-용언
-지 말다 SJ2_10 연결어미-용언
-지 말다 YS1-2_07 연결어미-용언

167 -지 못하다
-지 못하다 KH1-2_14 연결어미-용언
-지 못하다 개발 연구 1단계 연결어미-용언
-지 못하다 YS1-2_10 연결어미-용언

168 -지 않고서는 -지 않고서는 YS5-2_08 연결어미-용언/연결어미/조사

169 -지 않다

-지 않다 EW1-2_08 연결어미-용언
-지 않다 개발 연구 1단계 연결어미-용언
-지 않다 KH1-1_16 연결어미-용언
-지 않다 YS1-1_04 연결어미-용언
-지 않다/-지 못하다 SJ6_05 연결어미-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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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Expression Grammatical Form 

for Korean Gramma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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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 field where communication approach is the focus of attention, the 

compound form based on meaning, as much as singular forms, such as 

postpositions or endings, is important. This is because educational ef-

fect can be enhanced by reducing communication time and enhancing 

the understanding by users through suggesting expressions, which are 

not able to clearly deliver complex meaning by individual forms, as one 

educational content. 

In education that is based on the communication approach, meaningful 

language use is taken as the most important educational goal, more 

than anything else. This shares its context in placing what meaning unit 

is contained through language knowledge and how to effectively use 

such, rather than issues of language knowledge on which category lan-

guage knowledge belongs to upon speaking. Because in rec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educational sites pursue the communication ap-

proach, there is a need to newly establish language composition based 

on meaning. 

Because compound form focuses on meaning, it is also called as the 

‘meaningful chunk’ in linguistics. In this article, it will be called as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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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on grammatical form, since it is a grammar form used when ex-

pressing sentences. Expression grammatical form was subject to some 

discussion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researches in the past, 

however, a clear definition and in-depth research on such matter is still 

insufficient. The system and categories are not yet clear as well, thus, 

various different standards are used when establishing expression gram-

matical forms as educational categories and different description methods 

are being suggested at the actual education field, thus, it is difficult to 

expect consistency and unity in use. The problem is that, this may not 

remain as an issue in applying standard of grammar categories or sys-

tematic technological difficulty, but may lead to negative effect to 

learners, such as lack of perception on the system and categories of 

language. As a result of research, the lack of system and categories 

were confirmed to have an actual negative effect on learners.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negative effects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educational contents, perhaps due to the lack of ex-

pression grammatical form system, was confirmed through the research. 

Although teaching based on a chunk composition pursues fluency and 

accuracy, when failing to systematically teach or learn matters such as 

category establishment, form information, rule information when con-

necting with other components, accurate meaning information, and suit-

able pragmatic information, it appeared that it would rather produce er-

rors and reduce communication ability. 

Thus, this article suggested the necessity of expression grammatical 

form. Various issues, such as expression grammatical form term con-

cepts, validity, expression sentence term determination, classification, 

educational contents composition, and technical issues have been dealt 

in the body, and a series of discussions were engaged in by pursuing 

the following several research directions. 

First, the problem that chunk compositions are used without 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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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educational field where communication teaching method becomes 

the main was acknowledged and understood through analysis and re-

view focusing on chunk compositions suggested by textbooks. Regarding 

this part, the problem of self-establishing forms without any standard 

or basis at the educational field was criticized through detailed catego-

ries and the capacity deviation between textbooks was discussed 

critically.

Second, this article reviewed the existing definition methods under the 

presumption that chunk compositions are extravagantly used without a 

standard or category, and systematically dealt with a series of issues, 

such as expression grammatical form title, establishment principle, 

standard,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method. This be-

came the basic task of establishing the category of expression gram-

matical for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rd, a discussion was held on the type of information system that 

expression sentence type must be equipped with in korean grammar 

education pursuing a communication approach focusing on forms. When 

considering error fossilization, it was deemed necessary to form har-

mony between function and form, instead of only emphasizing the func-

tion of communication. Thus, this article sought to seek the direction of 

composing educational contents having both function and form accuracy. 

Above all, the use aspect of learners was researched to understand the 

problems upon use. Moreover, the four types of information models, 

which are form, rule, meaning, and pragmatics, upon constructing the 

educational contents of expression grammatical form, was suggested 

and discussion was held on what contents could be included in each 

part. And then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expression gram-

matical form was discussed. An educational content for native speakers 

of Chinese language was constructed focusing on 'speculative' ex-

pression grammatical forms selected as an example in this section, and 



- 266 -

the teaching method was specifically suggested.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this article sought to establish the cat-

egory of expression sentence type for korean grammar education and 

seek the proper direction for constructing educational contents to sug-

gest a certain selection standard regarding chunk compositions used 

disorderly and indiscreetly.

* Keywords: expression grammatical form, chunk, Korean language edu-

cation, language, educational contents, supposition expression

Student Number: 2009-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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