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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재외동포 자녀들은 한국어를 제1 언어로 습득함에도 불구하고 곧 해당 사회
의 주류 언어로의 언어 전환 과정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한국어는 일정 수준의 어휘나 구문을 넘어서 더 이상 발달하기 어렵다. 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문에 노출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정교
하고 치밀한 구성의 문장 산출 능력이 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승어
학습자의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는 이들이 한층
더 깊이 있는 언어를 산출하도록 돕는 것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한국어 숙달도 및 연령에 따른 통사 복잡성의 발달 양상
과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을 유사종단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재
미동포 대상 계승어 교육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계승어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고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한 문헌 연구 및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미동포 청
소년들의 언어 전환이 매우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점, 미국 내 약 1천 개의 한글
학교가 이들의 계승어 교육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계
승어를 학습하는 데에는 대학 입학이나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요인도 크게 작
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후 본격적으로 재미동포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발달과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통사
복잡성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측정 지표의 선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영어권 연구와 한국어 교육 분야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의 지표 선
정 방법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법항목 발달 연구 방법으로서 필수 문맥 공급 분
석, 목표 언어적 사용 분석, 함축적 평가, 빈도 분석 등의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
았다.
이어 본고의 연구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설계하고 분석 도구를
고안하였다. 본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계승어로서의 한국
어를 학습하는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이나 이들의 중간언어 발달의 목표어 규
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같은 또래의 모어 화자인 국내 청소년 집단을 참조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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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였다. 재미동포의 작문자료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수집된 2차 자료인
만큼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를 선별하
는 과정을 거쳤으며, 여기에 모어 화자 작문 40편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총 447
편의 작문(42,738어절)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통사 복잡성 측정
을 위해서는 문장의 길이, 문장 확장의 양, 문장 확장의 유형 등 3개의 측면에
서 총 4개의 측정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문장의 확장 기능을 담당하는 통사 복
잡성 관련 문법항목을 검토하고 유형별 절의 인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문법항목
사용 양상은 사용 지점 중심의 빈도 분석을 그 주요 분석 방법으로 하였으며,
정확성보다는 복잡성에 초점을 두는 만큼 오류가 있는 사용까지 포함하여 계측
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고안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작문 자료를 분석하
고 코딩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 단위별 빈도 계측과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사 복잡성 발달 양상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가 전체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연령 변인은 복잡성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낮은 숙달도의 재미동포 학습자 사이에
서는 숙달도에 따른 복잡성의 증가 추세가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일정 수준 이
상의 숙달도 집단에서는 통사 복잡성 향상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최
상급 재미동포 학습자조차 모어 화자와 비교 시 통사 복잡성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관형사절의 사용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어서 숙달도에 따른 복잡성 차이를 일으키는 문법항목을 확인하고자 실시
한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법항목별
로 사용 빈도가 서로 다른 속도로 증가 혹은 감소하기도 하고, 숙달 단계별로
우세하게 사용하는 문법항목이 변화하기도 하면서 재미동포 학습자들의 한국어
는 역동적으로 발달해 가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사용
맥락에 따라 다양한 문법항목을 활용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문법항목을 집중
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구어에서 흔히 사용되
는 문법항목들은 낮은 숙달도의 학습자 작문에서도 자주 발견되었으나 ‘-ㅁ, 며, -어, -니’와 같이 문어적 성격이 강한 문법항목, ‘던’ 관련 문법항목, 인용절
을 이끄는 문법항목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발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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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들의 통사 복잡성 발달 및 관련 문법항목
의 사용 양상 분석을 통해 재미동포 대상 계승어 교육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
다. 우선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교수·학습 문법항목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교재 측면에서는 관련 문법항목을 더 낮은 숙달도 수준에서부터 교
육하고 나선형으로 배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수업 방식 측면에서는 문장 확장
중심의 피드백 및 퇴고 훈련 방식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적 없는 계승어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발달을 대
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양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잡성 발달을
일으킨 문법항목들의 사용 양상까지 혼합 분석 방법으로 함께 연구하여 재미동
포 청소년의 한국어 발달 양상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고에서 고안하여 활용한 발달 연구 도구와 발달
양상 분석 결과가 후속 언어 발달 및 교육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요어: 계승어 교육,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학습자 말뭉치, 언어 발달, 중간
언어, 통사 복잡성, 문법항목 사용 양상, 빈도 분석
학번:

2014-2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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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 교육의 하위 영역은 어떤 관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것인가를 중심으
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 제2 언어
로서의 한국어 교육(Korean as a Second Langauge; KSL), 계승어로서의 한국
어 교육(Korean as a Heritage Langage; KH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승혜,
2013:79-80). 이 중에서 한국어 교육계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
고 있는 영역은 KHL이며, 이는 주요 계승어 학습자라고 할 수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의 한국어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유창성은 높아진다 해
도 일정 수준의 어휘나 구문을 넘어서 더 이상 발달하기 어렵다(손호민,
2001:93).
2014년 말 현재 재외동포는 무려 720만 명에 달하는데, 그 중 약 30%인 2백
만 명 이상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1). 1997년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SAT
II) 외국어 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채택과 2000년대 이후의 한류 열풍 등에 힘입
어 최근 재미동포 사이에서도 이중언어 구사에 대한 필요성이 주창되었고, 2014
년 현재 미국 내 1천 개에 가까운 한글학교2)에서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
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학교 학생들조차 정규 교육 과정에 진입한 후
에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한국어보다는 영어에 더 친숙해지고(Polinsky &
Kagan, 2007:369-370), 가정에서 부모가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해당 사
1)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재외동포는 7,184,872명이며, 이 중 미국 거주
자는 2,238,989명이다. 재외동포현황 통계는 외교부에서 2년마다 작성하는데, 2015년
9월에 발표된 2014년 말 기준 통계가 본고 작성 시점에서의 최근 자료였다.
2) 주로 정규 학교의 수업이 없는 토요일 오전에 재외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
국사, 한국 문화 등을 교육하는 비정규 교육기관으로, 전 세계에 2천여 개 학교가 있
다. 한글학교, 한국학교, 한인학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명칭 및 이들 학교를 지원하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사
용하는 공식 명칭은 ‘한글학교’이므로 본고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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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류 언어인 영어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어 산출
능력은 매우 뒤처진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
글학교 재학생들은 민족적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추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의
목적으로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한국어 산출 능
력 향상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도 불구하고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교육의 현황 및 방향, 교재
개발 등 비교적 거시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 대다수를 차지할 뿐, 그들의 구체적
인 한국어 발달 상황이나 사용 양상을 조사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3). 언
어 발달 연구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교수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으나 ‘그간
의 교수 학습을 평가하고 향후의 발전적인 언어 교수 학습을 계획하기 위한 기
초자료’(김호정, 2007a:89)라는 점에서 언어교육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학습자의 언어 발달 연구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언어 산출, 즉 중간언어를 분
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중간언어 분석에서 전통적
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언어 발달의 기준은 ‘정확성’과 ‘유창성’이었으나,
최근 ‘복잡성’ 기준4)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확성과 유창성만으로는 학
습자 언어의 원숙함, 깊이, 정교함과 세련됨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남주연,
2015:1) 복잡성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을 질적
으로 확인함으로써 언어 발달의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계승어 학습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문에 노출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정교하고 치밀한 구성의 문장 산출 능력이 특
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계승어 학습자가 산출한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그
3) 연구자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데이터베이스(RISS)를 통해 재외동포 및 계승어 학습
자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세부 연구 주제별 논문 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주제

현황/방향

논문 수
비율

51
35%

교육방안/
교수법
24
17%

교재
분석/개발
23
16%

사용/발달
양상
15
10%

교육과정
11
8%

정체성/
인식
11
8%

4) ‘복잡성’의 정의에 관하여는 Ⅱ장 2절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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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합계

10
7%

145
100%

들의 한국어 숙달도 및 연령에 따른 통사 복잡성의 발달 및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을 유사종단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재미동포 대상 계승어
교육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을 연구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발달과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
상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한다.
둘째,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측정을 위한 지표와 관련 문법
항목을 선정한다.
셋째,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발달 및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
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육적 함의를 도출한다.

2. 연구사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통사 복잡
성 연구로 구분하여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계승어 교육의 현황‧방향, 교육방안‧교수법, 교재
분석‧개발, 사용‧발달 양상, 교육과정, 정체성‧인식 등 그 주제가 광범위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나, 계승어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발달 양상 분석을 통하여 교육
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들의 언어 사
용‧발달 양상 연구와 교수법, 교육 내용 연구에 한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다음
으로 통사 복잡성 연구는 그 시초가 되었던 1960년대의 영미권 연구를 시작으
로 국내외 모국어 및 제2 언어 분야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2.1. 계승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달 연구
상기한대로 계승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달 혹은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둔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근 들어 계승어 학습자의 숙
달도별 비교, 혹은 모어 화자나 외국인 학습자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발달 연구
가 일부 시도되고 있다. 세부 연구 주제로 분류하면 이정희(2013), 박정은‧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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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14)는 어휘, 이동은(2008), 이복자(2013)는 화용 능력, 이보라미(2009)는 장
르별 쓰기를 주제로 사용 양상을 연구하였다. 특히 이보라미(2009)는 재미동포
아동‧청소년의 장르 격식성에 따른 쓰기 양상을 질적 방법으로 연구하면서, 60
명의 계승어 학습자와 45명의 모어 학습자의 연령별‧숙달도별 문장 확장 양상
을 함께 비교‧분석하여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 결과, 격식성에 맞는
장르를 생산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는 연령이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재미동포 아동 학습자들은 연령보다는 숙달도 변인
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에 있는 한글학교의 반 편성
기준은 연령이 아닌 숙달도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재미
동포가 생산한 문어 자료를 바탕으로 장르에 따른 쓰기 양상을 다각적으로 분
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 자료가 수가 제한적인 관계로 양적 접근
은 시도하기 못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계승어 학습자 대상 교육 연구는 크게 교수법 연구와 언어기능별 교육 연구
로 구분된다. 우선 김정숙(2010)과 정명숙(2010)은 재외동포 유아 및 아동을 대
상으로 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숙(2010)은 재외동포 학습자들이 외국
인 학습자와는 달리 이해 능력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용한 의미 있는 학습 활
동 유형들을 제안하였다. 정명숙(2010)에서는 재외동포 아동들의 한국어 학습
환경과 그들의 발달 단계별 언어적 특성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나, 분석을 통해
제시한 유아 대상 교육 방안이 지나치게 원론적이라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계
승어 학습자 대상 언어 기능별 교육 연구로는 읽기 교육을 다룬 홍애란(2006),
이경(2010)과 쓰기 교육을 다룬 이지영(2006)이 있다. 이중 이지영(2006)은 문장
교육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어 본고와 비교적 관련성이 높다 하겠으나, 중급 재
미동포 학습자의 문법적‧음운론적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형태적 정
확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쓰기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기에 문장의 복잡성에
초점을 두는 본고의 연구 목적과 차이가 있다.

2.2.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
영어권에서 먼저 시작된 통사 복잡성 연구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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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인 초기 연구 중 하나인 헌트(Hunt, 1965)5)는 미국 아동‧청소년의 영
어 작문 자료를 통해 그들의 문법 구조 발달 양상을 연구하였다. 모어 화자가
아닌 제2 언어 혹은 외국어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연구는 197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게이즈(Gaies, 1976)는 영어 학습자들의 통사적
숙달도를 평가하기 위해 ‘문장 결합(sentence-combi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였는데, 그 측정 지표로 평균 T단위의 길이, 평균 절의
길이, 그리고 T단위 당 절의 수를 사용하였다.
이후 다양한 측정 지표를 활용한 제2 언어(L2) 통사 복잡성 연구가 꾸준히 이
루어져 왔다. 관련 연구들은 L2 학습자들의 목표어 숙달도에 따른 통사 복잡성
발달에 관심을 갖거나(Wolfe-Quintero et al., 1998, Iwashita, 2006) 인간 채점자
의 작문 평가 타당성 검증을 위한 도구로써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를 활용하기
도 하였다(Homburg, 1984; Ishikawa, 1995). 이 중 이와시타(Iwashita, 2006)는
33명의 일본어 학습자들로부터 구어 자료를 수집하여 T단위의 평균 길이, T단
위 당 평균 절 수, 평균 대등절의 수, 평균 종속절의 수 등을 분석하였으며, 실
험 참여자들의 구어 숙달도에 따라 통사 복잡성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L2 통사 복잡성과 관련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이러한 연구들의 방법론과 결
과를 종합하려는 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Wolfe-Quintero et al., 1998; Ortega,
2003; Norris & Ortega, 2009; Bulté & Housen, 2012). 올테가(Ortega, 2003)는
1970-90년대에 수행된 25개의 대학생 대상 문어 복잡성 연구들을 분석‧종합하
면서 L2 숙달도와 L2 작문 통사 복잡성의 관계는 언어 학습이 제2 언어 환경에
서 이루어졌는지 혹은 외국어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 최근 연구인 불테와 하우센(Bulté & Housen,
2012)은 기존 40편의 복잡성 연구에서 중간언어의 복잡성 측정을 위해 활용된
지표들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국내에서의 통사 복잡성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모국어에서의 아
동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로는 한 초등학생의 6년 간의 일기를 종단적으로 분
석한 주영민(2002), 학년별 산출 능력을 유사종단적으로 분석한 신수진 외
5) 이 연구는 ‘T단위(T-unit)’이라는 문장 분석 단위를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T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Ⅱ장 2절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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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임애리 외(2008), 안은주‧김정미(2010), 김자성‧김정미(2011) 등이 있다.
특히 김자성‧김정미(2011)는 학년, 담화유형, 그리고 언어양식에 따른 학령기 아
동과 청소년들의 구문 발달 연구를 위해 4학년, 6학년, 8학년(중학교 2학년) 학
생 총 6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쓰기 및 말하기 자료를 수집하고 전체 T단위
수, 전체 낱말 수, T단위 길이, 절 밀도, 종속절 유형별 사용률 등을 분석하였다.
L2 학습자가 아닌 모어 화자의 구문 발달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
으나, 인지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에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이영근(2005)이 한국어 중간언어의 형태‧통사적 복잡
성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 도구를 소개하고 한국어 교육계에서의 관련 연구 필
요성을 주창한 이후, 서세정(2009)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대상으
로 하여 통사적 숙달도의 한 측면으로서 구조적 복합도 측정을 최초로 시도하
였다. 성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준별 숙달 양상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조적 복합도 측정 도구로서 문장 당 어절 수, 문장 당 절 수, 문장 당 형태소
수, 절 당 종속절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더해 문법형태 다양도 측면에서
문장 확대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었던 작문 자료의 수가 수준별
로 38개에 그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성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별 통사 복합성 정도 및 문장 확대 유형 분석 논의는 본고의 연
구 방법 설계 및 결과 해석에 참고할 만하다.
초기에는 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관련 연구(박지순‧서세정, 2009; 서세
정, 2009; 김의수‧채문숙, 2010; 음승민, 2012)는 최근 구어 복잡성 연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김의수‧김지혜, 2010; 김의수‧손현화, 2011; 김영주 외,
2013; 남주연, 2015).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학습자의 숙달도, 직업, 모어 등에
따라 복잡성의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를 자
세히 살펴보면 박지순‧서세정(2009), 서세정(2009), 음승민(2012), 김영주 외
(2013), 남주연(2015), 남주연‧김영주(2015)에서는 학습자 숙달도, 김의수‧채문숙
(2010)에서는 숙달도 및 모어, 김의수‧손현화(2011)에서는 숙달도, 직업 및 모어
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서세정(2009), 김의수‧김지혜(2010),
김의수‧손현화(2011), 남주연(2015) 등 일부 연구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과의 비교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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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통사 복잡성 발달 관련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
터 적지 않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나,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련 연구는 모두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 혹은 청소년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는 국어교육 및 언어치료 분야에서 이루어진 모어 화자 대상 연구밖
에 확인할 수 없었다. 언어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특히 통사 복잡성은 인간
의 인지 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청소년은 인지 능력
발달이 매우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계승어 학습자는 성
인 외국어 학습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발달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
가 대부분의 계승어 학습자들은 (초등학생 시절을 포함하여) 청소년기에 집중적
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므로 이 시기 학습자들의 통사 복잡성이 어떻게 발달하는
지와 관련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지금까지 계승어 학습자 및 통사 복잡성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양상을 파
악하기 위하여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양적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둘
째, 청소년기의 계승어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 달리 연령과 숙달도 사이의 상관
관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과 숙달도 모두를 주요한 변인으로 살펴보아
야 한다. 셋째, 통사 복잡성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 즉 측정 지표의 선정과 관련
문법 분류 기준 설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는 계승어 학습자 중에서도 가장 큰 하위 집단 중 하나이자 언어 발달이
비교적 급격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를 중심으로 논
의를 진행하며, 이들의 중간언어 발달의 목표어 규준(target norm)을 설정하기
위하여 같은 또래의 모어 화자인 국내 청소년 집단을 참조 집단으로 설정한다6).
6) 오선영(2014:420)에 따르면 중간언어 대조분석 방법은 학습자 말뭉치 연구에서 가장
전형적인 분석 방법으로, 학습자의 말뭉치가 원어민 말뭉치에 나타난 목표어 규준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간언어 대조분석 연구는 ‘대상 학습자 집단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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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작문 자료를 통해 숙달도별 복잡성 발달 및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을 살필 수 있도록 유사종단적(pseudo-longitudinal) 연
구7)를 진행한다. 통사 복잡성 발달 양상 분석을 위한 문장 산출성, 문장 확장의
양, 문장 확장 유형 등은 단순 기술 통계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 집단 간 양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추리 통계를 활용하는 양적 연구8)로 진행하며, 관련 문법항목
의 사용 양상은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용 맥락까지 면밀히 살피는 질적 분석
방법을 함께 활용하도록 한다. 상기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 단계별 세부 목적
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대상과 방법을 보이면 <표 1>과 같다.

간언어 발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이 어떤 영역에서 가장 원어
민과 다른 언어 수행을 보이는지 밝혀냄으로써 이러한 부분에 교육을 집중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해영(2011:318) 역시 ‘학습자 언어에 나타나는 오류나 중
간언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가 구사하는 한국어 현
상들을 참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7) 학습자 언어 발달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 설계는 특정 학습자들을 일정 기간 동안
추적하여 연구하는 종단적(longitudinal) 연구라 할 수 있으나(오선영, 2014:417-418),
이러한 연구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고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어렵
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숙달도 단계를 대표하는 학습자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는 유사종단적 연구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 연구에서 매우 흔
하게 사용되고 있다(이해영, 2011:321). 모어 습득 연구라면 한 시점에서 본 연령 간
비교 연구가 유사종단 연구에 속하겠지만, L2 습득 연구에서는 연령이 아닌 숙달도
(proficiency) 간 비교 연구가 유사종단 연구라 할 수 있다(Gass & Selinker,
1994:56).
8) 이해영(2011)이 2000-2011년 사이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 박사학위 논문, 단행본으로
출간된 논문집 수록 논문 등 총 109편의 연구 방법론을 분석한 결과, 빈도 제시에
그친 양적 연구가 45.9%, 연구 문제에 적합한 통계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이에 비해
매우 적은 25.7%뿐이었다. 이에 따라 이해영(2011:322)은 ‘빈도 보고가 주를 이루는
우리의 학습자 언어 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양적 연구의 내실화와 질적 연구 방
법의 적극적 도입’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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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대상 및 방법
단계

연구 목적

연구 대상 및 방법

 계승어 교육 및 재미동포 한국어 교육
 계승어 교육의 의미 고찰
관련 선행 연구 검토
 재미동포 학습자 특성
 재미동포 학습자 대상 설문 결과 양적
파악
분석

(Ⅱ장)
이론적
 통사 복잡성 개념 정립
전제 확인
 통사 복잡성 발달 및
문법항목 사용 발달
연구방법론 모색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선정
(Ⅲ장)
 통사 복잡성 관련
연구 방법
문법항목 선정
설계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의 틀 개발

 통사 복잡성 및 학습자 말뭉치 관련
이론 및 선행 실증 연구 검토

 통사 복잡성 측정 관련 선행 연구 검토
 국어학‧한국어교육학 분야 문법 관련
연구 및 국어 문법서 참조
 언어 발달 선행 연구 검토

 연구 대상: 미국 남가주 지역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 744명9) 및 서울‧경기
 숙달도별‧연령별 통사
지역 청소년 모어 화자 40명의 작문
복잡성 발달 분석 및
자료
(Ⅳ장)
또래 모어 화자와의 비교  분석 방법
발달 양상  통사 복잡성 관련 주요
- 이원분산분석을 통한 집단별 통사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
복잡성 발달 양상 분석 및 t검정을
분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한 모어 화자 집단과의 비교
교육적 함의 도출
- 통사 복잡성 발달의 차이를 일으키는
주요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 양적‧질적
분석

9) 분석 자료 중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 744명의 자료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최은
규 교수님께서 2007-2008년 사이에 수집하신 것으로, 본 학위 논문의 연구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도록 2015년 5월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주셨음을 미리 밝혀 둔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최은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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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의 이론적 전제
1. 재미동포 대상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1.1. 계승어 학습자 및 계승어 교육
본격적으로 계승어 학습자 및 계승어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계승어’라는 용
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캐나다에서 영어-프랑스어 이중언어 구사자
들과 관련하여 종종 사용되어 온 이 용어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Polinsky & Kagan, 2007:369). 김대희(2012:36)에
따르면 계승어(heritage language)10)란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의 공용어 이외에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이자 ‘국적이나 언어 접촉, 구사능력과는 상관없이 가
족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언어’이다. 또한 이정희(2013:210)는 계승어를 ‘가족 또
는 혈연과 연관성이 있는 언어이자 사회에서 소수의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로,
학습자가 아동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 최소한의 수동적 지식 이상을 가진 언
어’라고 정의함으로써, 혈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동적 지
식’이 없다면 계승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계승어의 숙달도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진 정도에서부터 최상급까지 폭넓게 분포함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계승어 학습자는 누구인가? 가장 흔히 언급되는 ‘계승어 화자
(heritage speaker)’의 정의가 ‘영어(혹은 해당 사회의 공용어) 이외의 다른 언어
가 쓰이는 가정에서 자라 어느 정도의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개인’11)이라는
점과 이들에게 계승어가 완벽히 습득되지 않는다는 점(Polinsky & Kagan,
2007:369-370)을 고려하면, ‘계승어 학습자(heritage language learner)’란 ‘본인의
계승어 구사 능력을 유지 혹은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정 외의 맥락에서 의도적
으로 해당 언어를 학습하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
듯이, 의도적인 계승어 학습 없이는 계승어 화자가 모어 화자와 견줄 만한 숙달
10) 국내에서는 ‘민족어’, ‘전통어’, ‘상속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강승혜, 2013:81-83).
11) [I]ndividauls raised in homes where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is spoken and
who are to some degree bilingual in English and the heritage language (Valdé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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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이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계승어에 대해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어 이데올로기이다. 김
대희(2012:36)에서 언급한 대로 계승어는 한 사회 내에서 우세하지는 않으나 특
정 가족 또는 공동체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언
어이기 때문에, 계승어의 개념에는 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특정 언어의 ‘힘’의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대전제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승어’의 존재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계승어
화자들이 사회 공동체에 동화(assimilation)되기를 강요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Krashen, 1998:5). 특히, 가정에서 계승어를 모국어로서 먼저 습득하는 계승어
학습자는 학령기에 들어 정규 교육과정에 진입하면서 본인의 주요 사용 언어를
해당 사회의 주류 언어로 전환(language shift; language transition)하게 되고,
따라서 의도적인 학습 없이는 그들의 계승어 구사 능력은 더 이상의 발전을 이
루기 어렵게 된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승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세대를 걸쳐 많은 학
자들에 의해 주창되어 왔다(Cho & Krashen, 1998:31). 우선, 계승어 화자 개인
의 입장에서 언어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강승혜,
2013:88)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인지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초기 연구로, 페르난데즈와 닐센(Fernandez & Nielsen, 1986:60)은 미
국 내 히스패닉계 스페인어-영어 이중언어 구사자, 히스패닉계 영어 단일어 구
사자, 백인 이중언어 구사자, 백인 영어 단일어 구사자 등 4개 집단을 비교‧분
석함으로써 이중언어 능력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
다. 손성옥(2002)은 이와 유사한 맥락의 한국인 재외동포 연구로, 재미동포 2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몰입(immersion)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학업 성취도가 단일언어 사용자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였다. 미국 문화교육성 장관 역시 미국의 상위권 대학 학생들 중 이중언어 가정
에서 자란 이중언어 구사자들이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다고 발표하였다(박봉
12) 크래션(Krashen, 1998:9-10)은 계승어 화자들이 계승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
요한 장벽(barrier)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상호작용, 서적, 미디어 등의 형태로 된
입력(input)의 부족, 목표 문화로 완전히 통합되고자 하는 욕구, 계승어 구사 시 받
게 되는 놀림과 교정(correction), 질적으로 낮은 계승어 교수 프로그램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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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1989:18). 게다가 계승어의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원
활해지고, 언어 습득과 함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재
외동포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Krashen,
1998:9). 실제로 안한나(2006, 2008)는 한국어 단기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북미 지역 재외동포 1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정체성 지각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 있는 초급 학
생들보다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중급 이상의 학생들이 정체성
혼란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계승어-공용어 이중언어 구사자들이 사회 내
부적으로 문화 간 갈등을 해소하고 외부적으로는 그들의 뿌리가 되는 나라를
이어 주는 인적 자원으로서 국가 경쟁력 신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
도 힘을 얻고 있다. 비주류 공동체로 하여금 자신들의 언어문화를 향유하고 발
전시키게 하며, 상대적으로 주류 공동체는 다양한 언어문화를 쉽게 접함으로써
사회가 전반적으로 풍부해진다는 것이다(박정은, 2009:23).
이러한 논리에 따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의 역사가 다문화 역사와 맥
을 같이 하는 전통적인 다문화 국가들에서는 계승어 교육이 1970년대부터 실시
되어 왔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주(州)에서 영어 전용(English-only) 교육을 요구
했던 미국은 1968년 이중언어교육법(Bilingual Education Act) 제정 후 언어교육
의 본질적인 성격과 교육 철학을 고려하여 계승어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
며(염철현, 2008), 1996년 발표된 ‘21세기에 대비한 외국어 학습 기준(Standards
st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Preparing for the 21

Century)’13) 지침에 따

라 학부모들이 계승어 중심으로 혹은 이중언어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선
택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었다. 또한, 캐나다의 언어정책과 계승어 교육에 대
해 자세히 기술한 박정은(2009)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아동의 제1 언어(계승
어)의 문식력과 쓰기 능력을 제2 언어(캐나다의 공용어인 영어 혹은 프랑스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으며 공교육에까지 이주가정 자녀
13) 손호민(2001, 112-113)에 따르면 이 지침서는 외국어 교육의 기본 원리 및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모든 학생들은 최상급의 외국어 능력과 외국 문화 지식을 장
기간 필수적으로 습득하여야 한다. 둘째, 각 학교에서 외국어 필수 교과과정을 마련
하여야 한다. 셋째, 비(比)영어권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모국어 능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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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계승어 교육을 도입하여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14). 특히 소수언어의 경
우에는 소수언어 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해당 학생들이
계승어를 상실하지 않게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높
이도록 지원하고 있다(민현식, 2014:168).

1.2.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특성
(1) 재미동포 현황
본고는 재미동포 계승어 학습자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여기에서는 재미
동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먼저 대한민국 법률15)에서 정의하는 ‘재외
동포(在外同胞)’란 (1)과 같다.
(1)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
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
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재미동포(在美同胞)’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미국 영
주권을 취득한 자, 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자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유학생이나 영주 목적 없이 기업 파견, 교환학생, 어
학연수 등의 이유로 일시 거주하는 비교적 단기의 체류자, 혹은 그들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제외된다16). 그러나 계승어 교육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고
14) 캐나다는 1971년 트뤼도(Pierre Elliott Trudeau) 수상이 최초로 다문화 정책을 채택
하면서 공식적으로 다문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1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2014.5.20. 일부개정;
2015.1.22. 시행)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현황을 집계‧발표하는 재외동포재단의 통계에는 유학
생과 영주 목적이 없는 일반체류자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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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사항은,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재미동포로 분류되는 이들 중 한국에서 태어
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거주한 미국 이민 1세대는 계승어 교육의 대상
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민 1세대들은 한국에서 초‧중등교육을 받았기 때
문에 계승어 교육이 아닌 모국어 교육, 즉 국어 교육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박갑수, 2007; 조태린, 2010)17). 반면, 아동‧청소년기에 미국으로 이주
하였거나(이민 1.5세대18)) 미국에서 출생한 이민 1세대의 직계비속(이민 2세대
이상)은 계승어 교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① 재외동
포재단의 재외동포 현황 집계에 포함되는 ‘재미동포’ 개념, ② 법률에서의 ‘재미
동포’ 개념, 그리고 ③ 본고에서 정의하는 ‘재미동포 계승어 학습자’ 개념을 도식
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맥락별 ‘재미동포’의 개념
① 재외
동포재단

거주자격 구분
유학생
재미국민 일반
(대한한국 체류자
국적)

③ 본고

○
영주 목적 없이 기업 파견
등의 이유로 일시 거주
1세대
1.5세대
1세대
1.5세대
1세대
1.5세대

영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

영주권 취득 (영주권자)

미국국적
동포

② 법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

2세대
이상

○
○
○

○
○

○
○

○
○
○
○

17) 박갑수(2007:368)는 재외국민 전체를 이민 1세대로 가정하여 재외국민은 국어 교육
의 대상으로, 외국국적동포는 계승어 교육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이와 달리, 조태린
(2010:194-195)에서는 재외국민 혹은 외국국적동포의 구분과 상관없이 이민 1세대는
국어 교육 대상으로, 이민 2세대는 계승어 교육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본고는 조태
린(2010)의 분류를 차용하되, 한국에서 초·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이민 1.5세대까지
계승어 교육 대상으로 상정한다.
18) 박봉남(1989:6)에 따르면 이민 1.5세란 ‘대개 8-15세를 전후한 나이(소위 formative
years)에 이민 온 사람’을 가리키며, 대개 엑센트 없이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
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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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재외동포(유학생 제외)는
6,908,038명이며, 이 중 미국 거주자는 2,337,282명으로19) 전체 재외동포 중
33.8%가 재미동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재미동포를 거주자격별로 살펴보면, 시
민권자가 약 154만 명으로 65.8%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순으로, 자세한 통계치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그림 1> 거주자격별 재미동포 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만 명)

일반체류자
32
13.7%
영주권자
48
20.5%

시민권자
154
65.8%

재미동포들은 미국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몰려 거주하는 특성이 있다. 재미동
포 234만 명 중 25%에 해당하는 57만 명이 남가주 지역인 로스앤젤레스(LA)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LA, 뉴욕, 시카고 이상 세 지역 거주자는 전
체 재미동포의 절반(50%)에 달한다. <그림 2>는 이러한 거주지역별 재미동포
현황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19)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재외동포재단에서 인정하는 재미동포에는 본고에서 주목
하고자 하는 ‘재미동포 계승어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통계 정보 수집의 제약으로 인해 구분 가능한 유학생 집단만 제외하고 기술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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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거주지역별 재미동포 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만 명)
70
60
50
40
30
20
10
0

LA

뉴욕

시카고
시민권자

샌프란

애틀랜타

영주권자

시애틀

휴스턴

기타지역

일반체류자

재외동포재단의 집계와는 다른 시각의 재미동포 집계 자료로서 미국 인구조
사국(Census Bureau)의 통계치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에서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Census)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Hoeffel, Rastogi, Kim,
& Shahid, 2012)는 미국 거주자20) 중 아시아계 인구와 관련하여 세부 인종별로
순혈 아시아인(Asian alone), 혼혈 아시아인(Asian in combination)을 구분하여
집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3>에 보이는 것처럼,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순혈 한국인은 약 146만 명, 혼혈 한국인은 약 24만 명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2000년과 비교할 때 각각 33%, 89% 증가한 수치로 그 증가세가 매
우 가파르다는 점이다. 순혈‧혼혈 한국인을 합쳐 계산할 경우 2000년 123만 명
이던 재미동포는 10년 만에 171만 명으로 무려 39%나 급증하였다. 이러한 가파
른 증가 추세는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대상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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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종구성별 재미동포 현황 (단위: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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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현황
전술한 것처럼 대부분의 계승어 학습자들은 가정에서 계승어를 먼저 습득하
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승어가 모어(L1)의 위치를 갖게 되나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서 해당 사회의 우세 언어(dominant language) 사용이 늘어나고, 따라
서 결국에 이들은 모어에서 우세 언어로 주요 사용 언어를 바꾸는 과정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경제‧사회적인 국가 경쟁력을 고려할 때
재미동포의 이러한 ‘언어 전환(language shift)’은 타 지역 재외동포보다 더욱 급
속히, 그리고 철저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손호민, 2001:91). 실제
로 필모어(Fillmore, 1991)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계승어 사용 가정 아동을 대상
으로 계승어의 발달 정도와 영어 발달을 연구한 결과 영어만을 사용하는 유치
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동들의 계승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또한 이정희
(2013:211)는 재미동포 아동들이 공교육의 첫 번째 단계인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부터 한국어 사용을 주저하거나 심하게는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1960년대 이전에 이민을 떠난 초기 미국 이민자들 중 다수는 자신의 자녀가
‘완전한 미국인’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어 교육을 기피하였으나, 1970년대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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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세들에게도 한국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주말 한글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박봉남, 1989; 손호민, 2001). 이 시기
를 현대식 계승어 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때, 최초의 한글학교는 1969년에 개교
한 하와이 한인사회학교(Korean Community School of Hawaii)이며(손호민,
2001:82), 이후 그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21) 2014년 현재 미국 내에 960여 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전세계 한글학교가 총 1천9백여 개교인 것을 감안하
면 약 절반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22). 재미동포 대상 계승어 교육에서
한글학교가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진화(2008:86)는 본인
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대다수의 재미동포 학습자
들이 과거 한글학교 수강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글학교는 미국 내 한국어 교
육의 뿌리’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재단(2015:29)에 따르면, 뉴욕 지역의
재미동포 2세 고등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2008-2009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약 75%가 한글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복자 외(2014) 역시, 연
구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 유경험자 중 대부분은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내 한글학교는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
‧운영되고 있으나23),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서 지역별로 한글학교를 지원 및
관리한다. <표 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기준 한글학교의 수, 교원 수,
학생 수는 LA 지역에 21-26%, LA, 뉴욕, 시카고 등 3개 지역에 53-55%가 집
중되어 있어25) 재미동포의 거주지역별 분포와 거의 동일하다.
21) 손호민(2001:83)에 따르면 주말 한글학교는 1970년대 말부터 급증하여 1987년 406개
교, 1995년 834개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최영환(2013:182-183)은 재미 한글학교의 한글 교재 사용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연구
하면서 ‘이 연구는 재미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전 세계 한글학교를 위한
한글 교재 개발에도 상당한 참고가 된다. 재미 한글학교의 수는 전 세계 한글학교
수의 절반 정도이고, 미국의 국토 면적 및 거주 도시의 형태 및 거주 주민의 형태,
한글학교 구성 방식이나 구성원, 한글학교 운영 방법 등이 전 세계 한글학교의 양상
을 보여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라며 미국 내 한글학교가 가지는 대표성을 강조하
였다.
23) 이선우(2013:188)는 미국 내 한글학교의 90% 이상이 교회 등의 종교 단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재외동포재단(2015:16)에 따르면 뉴욕‧뉴저지 지역
147개의 한글학교 중 종교기관 소속 학교는 88%로 조사되었다.
24) 재외동포재단(2014)의 집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지역 구분은 각 도시에 위
치한 대한민국영사관의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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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별 한글학교 현황 (2014년 기준)
지역

학교 수
(개교)

교원 수

(%)

(명)

학생 수

(%)

(명)

(%)

LA

215

22.3

1,937

21.4

13,098

25.5

뉴욕

171

17.8

1,882

20.7

9,920

19.3

시카고

124

12.9

1,058

11.7

5,248

10.2

80

8.3

754

8.3

4,954

9.7

106

11.0

928

10.2

4,894

9.5

휴스턴

67

7.0

718

7.9

3,533

6.9

시애틀

65

6.8

557

6.1

3,082

6.0

기타 지역

134

13.9

1,236

13.6

6,545

12.8

합계

962

100.0

9,071

100.0

51,274

100.0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미국에 위치한 한글학교의 학생은 만 4세 이상의 유아와 초등학생이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한다. 재미 한글학교의 연령별 학생 구성은 <그림 4>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유아와 초등학생을 합친 비율이 무려 71%에 달한다. 재미동포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습득한 계승어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령전기
(學齡前期) 혹은 초등학교 시기에 자녀를 한글학교에 등록시키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계승어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이 줄어들고 다른 학업이나 특
별활동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면서 한글학교의 청소년 학생 수가 급격
히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의 25%에 가
까운 1만3천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계승어 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정의적
인 요인 외에도 1997년 SAT(Scholastic Assessment Test; 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외국어 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채택, 외국어 수업 학점 인정, 취업에서
의 이점 등 현실적이고 도구적인 요인과 관계가 있다. 미국 내에서 한국어가 차
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의 수강생이 증가함에 따라
한글학교 학생 중 청소년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5) 최영환(2013:185)은 이러한 한글학교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과 공관 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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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재미 한글학교의 연령별 학생 구성 (2014년 기준)
항목1
성인
5.0%
고등학생
8.4%

유아
23.4%

중학생
16.0%

초등학생
47.2%

미국 내 한글학교들은 학교에 따라 그 규모나 교육의 질에서 큰 차이를 보이
나, 손호민(2001:83-84)은 학교들 간의 몇 가지 공통점을 (2)와 같이 기술하였
다26).
(2) 가. 교육목표는 한인계 후세 아동들에게 민족언어, 민족문화를 전수하는 뿌리
교육이다.
나. 교과과정이 대체로 동일하다. 대부분의 한글학교가 토요일 오전에만 3시
간 수업을 하고 그 중 처음 두 교시는 한국어 수업이고 셋째 교시는 한
국 문화에 관련되는 특별 활동이다. 특별 활동에는 미술, 서예, 음악, 고
전무용, 태권도, 글짓기, 한문, 주산, 역사책 읽기, 영화 감상, 생활실습 등
이 포함되는데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반을 나눈다. 한국어 수업을 1시간
또는 3시간 하는 학교도 예외적으로 있다.
다. 한국어 반은 대체로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분류되나 학교에
따라 기초반과 초급반, 또는 중급반과 고급반이 통합된다.
라. 대체로 1년에 2학기 또는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가 있고 2학기의 경
우에는 학기 당 20주(60시간)이고 4학기의 경우에는 학기 당 12주(36시

26) 인용문 내의 밑줄은 연구자에 의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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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이 일 년을 계속할 경우 1년간 총 수업
시간은 120시간 내지 144시간이고 그 중 한국어 수업 시간은 80시간 내
지 96시간이 된다.
마. 학생 구성은 유치원생으로부터 12학년(고3)생까지 다양하고 대부분이 한
인교포 2세이다. 학생 중 초등학생(유치원생 포함)이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가 중, 고등학교(7-12)과 극소수의 성인이다. 즉 한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으로 끝낸다. 최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는 상급반에서 SAT II-Korean의 시험 준비를 하는 것
이 가장 큰 목적이다.
바. 교사진은 한국 유학생(주로 대학원생), 해당 교회의 교인, 한국에서 교사
경험이 있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다. 교사에 대한 대우는 시간당 15불
-30불 정도인데, 자원봉사 교사도 있다.
사. 교재는 주로 전국한인학교협의회에서 개발한 교과서와, 남가주한국학교연
합회가 개발한 교과서 또는 한국 교육부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하여
영사관을 통하여 매년 무상으로 배포하는 재외 교포용 교과서가 사용된
다. 학교에 따라서는 자체 개발한 교재나 기타의 교과서를 쓰기도 한다.
(후략)

(2)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부분의 한글학교 학생들은 평일에는 공교육에 속하
는 정규 교육기관에서 영어 중심의 교육을 받고 토요일 오전에 한글학교 수업
을 받는다. 반 편성은 학교 규모에 따라 위의 기술처럼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학교 규모가 큰 경우에는 1급부터 12급까지 세분
화하기도 한다27). 반 편성의 기준은 학교별로 상이한데, 진단 평가나 간단한 면
접을 통해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연령(학년)별로 이루어진다. 대
체로 소규모 한글학교에서 편의상 연령을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
데(손호민, 2001:83), 이때 한 반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에 편차가 커
효율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정명숙, 2010:300).
게다가 최영환(2013:186-187)이 언급한 것처럼 연령별로 1명의 교사조차 배치될
27) 이렇게 반을 세분화할 경우 현지 한글학교에서 반 편성에 사용되는 용어는 ‘학년’이
나 이는 일반적으로 공교육 제도에서 사용하는 ‘학년(grade)’과 다른 개념이므로, 혼
동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글학교에서의 학급을 ‘레벨(level)’로 명명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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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교원 수 10명 이하의 학교는 전체의 65%에 달하여28) 다수의 한글학교
에서 체계적인 수준별 수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한글학교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은 교
사의 전문성과 관련된다. 규모가 큰 일부 학교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한국
혹은 미국의 교사 자격증29)이나 한국어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도 존재하나,
재미동포 거주자가 적은 지역일수록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 유학생, 자원봉사
자들이 계승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

외교통상부

Association

for

산하

재외동포재단,

Korean

Schools),

재미한인학교협의회(The
미주한국학교연합회(Korean

National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등을 통해 교사 지침서 개발, 교사 재교육, 표준 교육
과정 개발30),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글학교 이외에도 미국 정규 교육기관에 속하는 일반 초‧중‧고등학교(K-12)
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있
다. SAT II 한국어 과목 도입과 함께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수업 개설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국어진흥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2015-2016학년도 한국어반
을 개설한 미국 정규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63
개교로,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재미동포로 알려져 있으며 지속
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31). 또한 북미한국어교육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AATK)에 등록된 한국어 강의 개설 대학은 2016년 2월
현재 105개교에 이르며,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990년 2,375명이던 대학 이상의 미국 교육기관 한국어 수업 수
강생은 2002년 5,211명을 거쳐 2013년 12,229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28) <표 3>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 내 전체 한글학교의 학교별 학생 수는
평균 53.3명,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7명, 학교 당 교사 수는 9.4명이다.
29)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하는 교사 전공 과목 성취도 시험인 CSET
(California Subject Examinations for Teachers)와 같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한
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30)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에서 미국 한글학교용으로 개발하여 보급한 표준교육과
정(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교과과정위원회, 2012)이 대표적이다.
31) 이진화(2008:87-88)는 SAT II 한국어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의 한국어 수업 추이를 보고하였는데, 그 수치는 1997년 20개교, 53개 학급, 1천4백
여 명, 2000년 27개교, 80학급, 1,860명, 2003년 32개교, 3,09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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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수업 수강생의 대다수가 재미동포라는 보고가 있으나(손호민, 2001: 109),
이들에 대한 교육은 계승어 교육이라기보다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가까
워 그 교육의 성격이 한글학교에서의 계승어 교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3) 재미동포의 한국어 사용 및 인식
다른 재외동포와 마찬가지로 재미동포의 한국어는 한국어 모어 화자 혹은 일
반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32). 주로 논의되는
특징으로는 문어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구어 능력(홍애란, 2006; 이해영, 2010),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간의 불균형(김호정, 2007a; 이정희, 2013),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언어 표현 능력 부족(손호민, 2001; 이보라미, 2009) 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재미동포들의 한국어 사용 환경 자체가 국내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전
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인 남가주한국학원 산하 11개 지역 학교 재학생 906명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
용 실태를 엿볼 수 있다.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주
로(혹은 오직) 영어를 사용(46.8%)하거나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50.2%)하
지만 형제자매와는 주로(혹은 오직) 영어를 사용(79.2%)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는 주로(혹은 오직) 한국어를 사용(82.7%)하는 반면, 학생은 부모에게 한국
어와 영어를 혼용(28.3%)하거나 주로(혹은 오직) 영어를 사용(19.4%)하는 경우
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3)

32) 강승혜(2013:87-88)에 따르면 계승어는 유아기에 노출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풍
부한 입력이 제공된다는 제1 언어적인 특징과, 발달 오류와 전이 오류가 일어나고
동기와 정의적 요인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제2 언어적인 특징을 모두 갖추
고 있다.
33) 최근 재미동포의 언어 실태를 조사한 국립국어원(2014)에 따르면 평소 많이 쓰는 언
어를 묻는 질문에 재미동포 2세(미국 태생 혹은 학령전기에 이주) 289명 중 94.5%
가 영어라고 응답하였다(pp.97-98). 또한 이들은 가정의 어른들에게는 주로 한국어
를 사용하는 반면, 같은 항렬이나 손아랫사람에게는 주로 영어를 쓰는 것으로 나타
나(p.196), 남가주한국학원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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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언어 사용 맥락에 따른 재미동포의 언어 전환 (단위: 명)
언어사용
맥락

오직
한국어

주로
한국어

한국어
+ 영어

주로
영어

오직
영어

합계

일상생활

3
(0.3%)

24
(2.7%)

454
(50.2%)

361
(39.9%)

62
(6.9%)

904
(100%)

형제자매
간

16
(1.9%)

25
(3.5%)

132
(15.9%)

291
(35.0%)

367
(44.2%)

831
(100%)

가정에서
학생이
부모에게

146
(16.3%)

323
(36.0%)

254
(28.3%)

150
(16.7%)

24
(2.7%)

897
(100%)

가정에서
부모가
학생에게

362
(40.2%)

383
(42.5%)

127
(14.1%)

21
(2.3%)

8
(0.9%)

901
(100%)

재미동포 청소년들의 이러한 한국어 사용 양상은 자연스럽게 언어 기능별 한
국어 능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본인의 한국어 능력을 5점 척도로 자기 평가하
도록 한 결과 이해 능력(듣기 3.94점, 읽기 3.47점)에 비해 산출 능력(말하기
3.58점, 쓰기 3.00점)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언어 기능별 능력의 불
균형을 뚜렷이 보여준다.34)
이렇게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더 우세하게 사용
하고 그 결과, 한국어 능력, 특히 산출 능력이 뒤처져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응답자 중 93.3%가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유(복수응답 가능)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81.8%)
나 가족과의 의사소통(81.7%)뿐만 아니라 취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
한 것(74.2%)에도 있기 때문에35)36) 이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기초적인 일상
34) 국립국어원(2014)의 재미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도 이주 2세대 재미동포들은 이해
능력(듣기 3.49점, 읽기 2.84점)에 비해 산출 능력(말하기 2.96점, 쓰기 2.46점)이 뒤
처지는 것으로 자기평가하였다(p.144).
35) 국립국어원(2014:228)의 설문조사를 통해 재미동포 2세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을 재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의 자녀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재미동포 2세 255명
중 45.1%는 ‘미국에서의 취직에 유리’, 40.4%는 ‘한국에서의 취직에 유리’라고 응답

- 24 -

언어 수준 이상, 즉 고급 혹은 최고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잡성 발달 양상 관련 기초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재미동포 계승어 학습자는 지역별‧연령별로 매우
다양하며, 그 규모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대상이나 ‘제2 언어로서의 한국
어 교육’ 대상과 비교할 때 결코 작지 않다. 게다가 그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과
언어의 활용성을 고려하면 정교하고 깊이 있는 산출 능력 향상 목적의 한국어
교육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미동포 청소년들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한국어에 노출되지만 가정에서조차 말하기‧쓰기와 같은 표
현 기회는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미동포에 대한 계승어 교육은 실질
적으로 미국 내 한글학교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한글학교에서는 수준 높은
문장 구사를 위한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2. 통사 복잡성 및 통사 복잡성의 측정
2.1. 통사 복잡성의 정의
3차원적 언어 능력 모형(CAF: Complexity, Accuracy, Fluency)은 L2 습득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37) 연구에서 학습자의 언어 수행을 평가할
때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다. 스케한(Skehan, 1996)은 198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정확성’과 ‘유창성’ 기준만으로는 학습자의 언어 수행을 올바로

하였다.
36) 재외동포재단(2015:4)은 차세대 재미동포의 한국어 능력이 그들의 미국 사회에서의
교육적 성공뿐만 아니라 취업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례 역시 흔히 접할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근거로서 눈에 띄게 늘어난 미국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
램의 교수직, 미국 대기업 내 아시아 관련 부서직, 한국 기업체의 지상 근무직 등
한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는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재미동포가 매우
유리함을 강조하였다.
37) 여기서의 L2는 외국어, 제2 언어, 계승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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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잡성’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CAF 모델을 소개
하였다(Housen et al., 2012:2). 이후 1990년대부터 정확성, 유창성, 그리고 복잡
성은 L2 학습자의 언어 수행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독립 혹은 종속변수로 활
용되면서, 언어 숙달도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각각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3개의

언어적

차원(dimension)으로서

이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Larsen-Freeman, 2006:592). 이 3개 기준은 L2 학습자 언어에서 뚜렷이 구분되
는 세 측면을 측정하며 이 세 가지가 경쟁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38)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왔으며, 이는 결국 학습자의 전반적인
L2 숙달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3개 기준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Housen et al., 2012:2-3).
CAF를 구성하는 3개의 언어 차원 중 복잡성(complexity)은 그 개념이 가장
복잡하고 모호하여(Housen & Kuiken, 2009:463)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직 많은
논란이 있다.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정의도 학
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스케한과 포스터(Skehan & Foster, 1999:96)
는 ‘복잡성’을 ‘자신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더라도 더욱 발전된
(advanced)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및 재구조화(restructuring)39)와 관련된다고 하였다40). 이후 엘리스(Ellis,
2003:340)는 ‘과제 수행에서 산출되는 언어의 정교하고 다양한 정도’41)라고 정의
하였고, 울프-퀸테로 외(Wolfe-Quintero et al., 1998:4)에서는 ‘제2 언어 지식을
38) CAF 모형을 구성하는 3개의 언어적 차원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는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주의력 기제(human attention
mechanism)와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연구자들은 L2 학습자
의 언어 수행에서 유창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한 복잡성과 정확성 사이에도 이러한 경쟁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Housen
& Kuiken, 2009:465).
39) 구본관 외(2015:235)에 따르면 재구조화란 ‘다른 구조 속에 놓인 둘 이상의 이질적
성분이 합쳐져 하나의 단일 성분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40) ‘[T]he capacity to use more advanced language, with the possibility that such
language may not be controlled so effectively. This may also involve a greater
willingness to take risks, and use fewer controlled language subsystems. This
area is also taken to correlate with a greater likelihood of restructuring, that is,
change and development in the interlanguage system.’
41) ‘The extent to which the language produced in performing a task is elaborate
and va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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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고 재구조화하는 범위를 드러내는 것’42)이라고 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
인 하우젠 외(Housen et al., 2012:2)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복잡성이란 ‘L2에
서 구조와 어휘를 넓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43)이라고 정의하였다.
불테와 하우센(Bulté & Housen, 2012:23-26)은 복잡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복잡성’을 구성하는 그 하위 체계를 연구하였다. L2 복잡
성의 하위 분류 체계를 나타낸 <그림 5>에 따르면, L2 복잡성은 우선 상대 복
잡성(relative complexity)과 절대 복잡성(absolute complexity)으로 구분된다. 상
대 복잡성은 복잡성을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으로서 특정 언어
요소를 처리하고 내재화하기 위하여 언어 사용자가 쏟아야 하는 정신적 노력이
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난이도(difficulty)와 관련되어 있다. 반대로, 절대 복
잡성은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L2
학습자의 언어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쓰이는 ‘복잡성’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개
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절대 복잡성은 다시 언어적(linguistic) 복잡성, 담화-상
호적(discourse-interactional) 복잡성, 명제적(propositional) 복잡성으로44), 언어
적 복잡성은 다시 체계(system) 복잡성과 구조(structure) 복잡성으로 구분된다.
학습자의 L2 체계 혹은 ‘레퍼토리’의 규모, 너비, 풍부함과 관련된 것이 체계 복
잡성이라면, 구조 복잡성은 깊이(depth)와 관련되는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통사
복잡성은 바로 이 구조 복잡성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42) ‘[C]omplexity reveals the scope of expanding or restructured second language
knowledge’
43) ‘[A]bility to use a wide and varied range of sophisticated structures and
vocabulary in the L2’
44) 담화-상호적 복잡성 및 명제적 복잡성은 언어적 복잡성에 비해 새로운 개념이고 아
직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Bulté & Housen,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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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2 복잡성 구성요소의 하위 분류 체계 (Bulté & Housen, 2012)

L2 학습자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단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문장을 만들어 자신의 생각을 단순히 표현하는 정도에 그치나,
점차 학습이 진행되고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복문과 같이 통사적으로 복잡한 구
조를 활용하여 문장을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좀 더 세련되고 정교한 문장을 만
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언어의 재구조화 과정을 통하여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
념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테가(Ortega, 2003:492)는 통사 복잡성을
‘언어 산출의 표면에 나타나는 형태의 범위와 그러한 형태의 세련된 정도’45)라
고 정의하면서, ‘통사적 원숙함(syntactic maturity)’ 혹은 ‘언어적 복잡성
(linguistic complexity)’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구어
45) ‘[T]he range of forms that surface in language production and the degree of
sophistication of such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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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을 연구한 남주연(2015:2)은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산출에 나타난 통사
복잡성을 ‘통사적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모어 화자와 같이
원숙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L2 학습자의 언어가 무조건적으로 ‘복잡’한 것이 높은 숙달도로 연결되지는 않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 수행의 맥락, 청자(혹은 독자), 발화 상황이나 글의
장르에 따라 복잡성의 적정 수준이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기준은 L2 학습자의
목표어 규준(target norm)이라고 할 수 있는 모어 화자의 언어 수행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2. 통사 복잡성의 측정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를 위해서는 통사 복잡성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즉 측정 지표(measure)의 선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영어
권 연구에서 사용된 복잡성 측정 지표들과 한국어 복잡성 측정 지표들을 구분
하여 살펴보고, 본고의 통사 복잡성 측정에 사용할 지표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
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1) 영어권 연구에서의 통사 복잡성의 측정
정확성의 측정, 그리고 유창성의 측정과 마찬가지로, 산출된 언어의 복잡성을
어떻게 조작화(operationalize)하고 측정(measure)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자들 사
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으며 아직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Housen et al., 2012:8).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잡성을 측정하는 데에 매우
많은 종류의 지표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통사 복잡성
을 포함하여) 복잡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데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울프-퀸테로 외(Wolfe-Quintero et al., 1998), 올테가(Ortega,
2003), 노리스와 올테가(Norris & Ortega, 2009), 불테와 하우젠(Bulté &
Housen, 2012) 등은 이전의 복잡성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지표들을 종합‧정리
하고 각 지표가 가지는 장단점과 신뢰도, 타당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복잡성 측정 지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영어권 연구들의 측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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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개념인 T단위와 T단위 분석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T단위(T-unit)는 헌트(Hunt, 1965:21)가 영어 모어 화자의 문법 구조 발달
을 양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처음 고안한 단위로, ‘하나의 주절과 그 주절에
붙어 있는 모든 종속절’46)로 정의되며, 문장 단위와 동일하거나 더 작은 단위가
된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면 놀이공원에 가자.’라는 문장은 1개의 T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월요일이고, 내일은 화요일이다.’라는 문장은 2개의 T단
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헌트는 이 T단위를 활용하여 영어 모어 화자 아동‧청
소년들의 통사 구조 발달을 양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 때 사용된 측정 지표로
는 평균 문장 길이(문장 당 단어 수), 평균 T단위 길이(T단위 당 단어 수), 평
균 절 길이(절 당 단어 수), 문장 당 T단위 수, T단위 당 절 수, 종속절 비율(전
체 절 중 종속절의 비율) 등이 있다. 측정 지표로서 반드시 T단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헌트(Hunt, 1965)의 연구처럼 복잡성 측정을 위해 산출된 언어 내 특
정 요소의 빈도(frequency), 비율(ratio), 지수(index)를 확인하는 것을 흔히 T단
위 분석(T-unit analysis)이라 일컬으며, 복잡성 측정에 관심을 가진 대부분의
영어권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T단위 분석을 활용해 왔다(Norris &
Ortega, 2009; Housen et al., 2012).
불테와 하우센(Bulté & Housen, 2012)은 1995-2008년 사이에 이루어진 40편
의 대표적인 실증적 연구를 검토하여 복잡성이 어떻게 측정되어 왔는지를 확인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복잡성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 요소 중 구 단위의 통
사 복잡성, 연어적 어휘 복잡성 등의 측정을 위한 지표의 수는 1-2개로 매우 적
은 반면, 문장 수준의 통사 복잡성 측정을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측정 지표가
활용되었다(p.29). 이들이 조사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목록은 <표 5>와 같다
(불테와 하우센(Bulté & Housen, 2012)의 <표 1>을 바탕으로 재정리). 대부분
의 연구는 특정 언어 요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평균 T단위 길이(지표 1), AS
단위 당 절의 수(지표 8), C단위 당 절의 수(지표 9), T단위 당 절의 수(지표
10)와 같이 복잡성 구성요인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표를 사용하였다. 연구마다
사용한 측정 지표의 수는 평균 2.7개에 불과하며 40편의 연구 중 22편은 1개 내
지 2개의 지표만을 사용하는 데에 그쳤다. 다수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지
표는 C단위 당 절의 수(지표 9)와 T단위 당 절의 수(지표 10)였다. 일부 연구에
46) ‘[O]ne main clause with all the subordinate clauses attached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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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언어적 복잡성의 동일한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유사한 지표를
중복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pp.30-34).

<표 5> 영어권 연구에서 사용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목록 (1)
분석
수준

전체
(길이)

문장

문장
이하

기타

측정 지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평균 T단위 길이
평균 C단위47) 길이
평균 말차례 길이
평균 AS단위48) 길이
평균 발화 길이
T단위 당 S-node 수
AS단위 당 S-node 수
AS단위 당 절의 수
C단위 당 절의 수
T단위 당 절의 수
절 당 종속절의 수
내포절의 수
절 당 내포절의 수
종속절 당 내포절의 수
T단위 당 내포절의 수
T단위 당 관계절의 수
T단위 당 동사구의 수
평균 절 길이
절 당 S-node 수
수동태 빈도
부정사구 빈도
결합구 빈도
의문사구 빈도
명령형 빈도
조동사 빈도
비교급 빈도
조건법 빈도

Mean length of T-unit
Mean length of C-unit
Mean length of turn
Mean length of AS-unit
Mean length of utterance
S-nodes / T-unit
S-notes / AS-unit
Clauses / AS-unit
Clauses / C-unit
Clauses / T-unit
Dependent clauses / clause
Number of Subordinate clauses
Subordinate clauses / clauses
Subordinate clauses / dependent clauses
Subordinate clauses / T-unit
Relative clauses / T-unit
Verb phrases / T-unit
Mean length of clause
S-nodes / clause
Frequency of passive forms
Frequency of infinitival phrases
Frequency of conjoined clauses
Frequency of Wh-clauses
Frequency of imperatives
Frequency of auxiliaries
Frequency of comparatives
Frequency of conditionals

47) C단위(Communication Unit; C-unit)란 문장 성분의 생략과 재구성이 빈번한 구어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T단위의 대안으로서 고안된 의사소통 단위로, 주어나 서술어가
생략되고 다른 문장 성분이 누락된 불완전한 발화문도 하나의 단위로 본다(남주연,
2015:7).
48) AS단위(Analysis of Speech Unit; AS-unit)란 문법적인 독립절을 분석하는 T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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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스와 올테가(Norris & Ortega, 2009) 역시 기존 연구에 사용되어 온 주요
통사 복잡성 지표들을 종합‧정리하였는데, ‘분석 수준’을 기준으로 지표를 분류
한 불테와 하우젠(Bulté & Housen, 2012)과는 달리, <표 6>에 나타나듯이
(Norris & Ortega (2009)의 <표1>을 바탕으로 재정리) 측정 지표들이 중점적으
로 측정하려는 통사 복잡성의 ‘측면’을 기준으로 지표를 분류하였다. ‘길이’ 측면
의 복잡성은 평균 발화 길이, 평균 T단위 길이 등으로, ‘내포’ 측면의 복잡성은
T단위 당 절 수, 절 당 종속절(혹은 내포절) 수로, ‘대등’ 측면의 복잡성은 대등
접속 지수(Coordination Index; CI)49)로, ‘문법 형태의 다양성, 세련된 정도’ 측면
의 복잡성은 정교화 지수로, ‘특정 형태의 사용’ 측면의 복잡성은 해당 형태의
수(빈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중 ‘길이’와 ‘내포’ 측면의 복잡성 분석은 L2 연구
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등’ 측면의 분석은 아직 활발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언어 산출 연구에서 ‘내포’ 분석의 대안으로
쓰일 수 있는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분석에서도 불테와 하우젠이 제기한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분석 대상이었던 16편의 연구 중 단 6편의 연
구만이 2개 이상의 복잡성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사용한 반면, 나머지 연구
들은 ‘전반적인 통사 복잡성’이나 ‘구 단위의 복잡성’, 혹은 ‘형태의 다양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포’에 의한 복잡성을 측정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이 ‘내포’를 측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지표들을 불필요하
게 많이 사용한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pp.564-567).

와 의미 단위로 발화를 분석하는 C단위의 개념에 화자의 의도를 구분할 수 있는 억
양 단위와 휴지(pause) 단위를 포함시킨 것으로, 두 문장 사이에 0.5초 이상의 휴지
가 있고 새로운 발화를 시작하는 억양이 나타난다면 각각을 서로 다른 AS단위로
본다(남주연, 2015:7-8).
49) 대등접속 지수(Coordination Index;CI)는 학습자가 대등접속을 통해 만들어 내는 통
사 복잡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바도비-할리그(Bardovi-Harlig, 1992:393)가 고안
한 지수로, 전체 접속 중 대등접속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CI 값이 낮을수록 종속접속
(혹은 내포)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독립절의
수)/[(절의 수)-(문장의 수)]. 이영근(2005:172)은 ‘등위접속 지수’라고 번역하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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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영어권 연구에서 사용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목록 (2)
분석 측면

측정 지표
평균 발화 길이

Mean length of utterance

평균 T단위 길이

Mean length of T-unit

평균 C단위 길이

Mean length of C-unit

평균 절 길이

Mean length of clause

T단위 당 절 수

Mean number of clauses per T-unit

C단위 당 절 수

Mean number of clauses per C-unit

AS단위 당 절 수

Mean number of clauses per AS-unit

절 당 종속절(혹은
내포절) 수

Mean number of dependent or
subordinate clauses per total clauses

대등접속 지수

Coordination Index

길이

내포

대등

문법 형태의
정교화 지수
다양성, 세련된
정도, 습득 시기 산출 통사 지수
특정 형태의
사용

Elaboration Index
Index of Productive Syntax

특정 동사 형태의 수

Raw tallies of certain verbal morphology

특정 동사 종류의 수

Raw tallies of certain classes of verbs

특정 통사 구조의 수

Raw tallies of certain syntactic structures

(2)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의 통사 복잡성의 측정
이어서 한국어 교육 분야의 통사 복잡성 관련 연구 중 T단위 분석을 시도한 6
편의 연구50)에서 사용된 측정 지표들을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어 학습
자들의 통사 복잡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모두 2개 이상의 복잡성 측면을 살펴보았
고, 특히 서세정(2009)과 남주연(2015)은 3개 측면에서 통사 복잡성을 연구하였다.
50) T단위 분석 대신 독자적인 구문분석 틀을 개발하여 활용한 김의수‧김지혜(2010), 김
의수‧채문숙(2010), 김의수‧손현화(2011)는 제외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문형에 따라
복잡성의 점수를 최소 1점에서 최대 25점까지 부여한 후 특정 학습자가 생산한 문장
들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복잡성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기
존의 전통적인 T단위 분석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의수(2008) 및 김의수‧김태성(200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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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사용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목록
분석 측면

측정 지표

①

문장 당 어절 수
문장 당 단어 수
문장 당 형태소 수
산출성
(길이)
AS단위 당 어절 수
AS단위 당 단어 수
절 당 단어 수
문장 당 복문 수
문장 당 절 수
문장 당 대등절 수
문장 당 내포절 수
문장 당 종속절 수
문장 당 성분절 수
복문 당 절 수
문장 확장성
(대등‧내포)
C단위 당 절 수
AS단위 당 절 수
AS단위 당 대등절 수
AS단위 당 내포절 수
절 당 대등절 수
절 당 내포절 수
절 당 종속절 수
대등접속 지수(CI)
문장 확장 유형
문장 확대 표지별 빈도51)
(다양성)
내포절 유형별 빈도52)
정교성
C단위 당 굴절접사 수
사용된 총 측정 지표 수

②
◎

◎
◎
◎

연구*
③
④
◎
◎
◎
◎
◎

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8

5

8

10

9

* 연구 색인: ① 이영근(2005), ② 박지순‧서세정(2009), ③ 서세정(2009), ④ 음승민(2012),
⑤ 남주연(2015), ⑥ 남주연‧김영주(2015)

영어권에서의 통사 복잡성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
어, 어떠한 지표가 통사 복잡성 측정에 가장 적합한지, 혹은 유용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편의 연구에서 총 44개의 측정 지표가 활
51) 연결어미‧전성어미 문법표지별 빈도로, 연결어미는 ‘–고, -아서/어서, -지만, -니까,
-도록’ 등의 문법표지로,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 ‘-ㅁ, -기’,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을, -던’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52)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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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으므로 연구 1편 당 사용한 측정 지표는 평균 7.3개이며, 이는 불테와 하
우센(Bulté & Housen, 2012)이 종합‧정리한 영어권 40편의 연구에서 사용한 평
균 2.7개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단일한 복잡성 측
면 측정을 위해 많게는 6개까지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여, 동일한 것을 측정하는
유사한 지표들을 중복 사용한다는 불테와 하우센(Bulté & Housen, 2012)과 노
리스와 올테가(Norris & Ortega, 2009)의 지적은 한국어 습득 연구들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L2로서의 한국어 복잡성 발달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지표들의 또 한 가지 특
성은 T단위를 활용한 측정 지표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T단위
의 대안으로서, 문어 발달을 연구한 서세정(2009), 박지순‧서세정(2009), 음승민
(2012)은 문장을, 구어 발달을 연구한 이영근(2005), 남주연(2015), 남주연‧김영
주(2015)는 AS단위를 기본적인 분석 단위로 활용하였다. 문어 발달에 관심을 둔
연구들 모두가 T단위 대신 ‘문장’을 기본 분석 단위로 삼은 것은 영어 산출 분
석에서 유의미한 T단위 분석이 한국어 산출 분석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국내
연구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에 관한 논의는 뒤이은 Ⅲ장 3절의 통사 복잡
성 측정 지표 선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얻을 수 있는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선정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성은 학계에서 그 조작적 정의가
아직 불명확한 만큼,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
가 요구된다. 둘째, T단위 분석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성 측정 지표 선
정에 앞서 분석의 기본 단위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 문장, T단위, AS단위 등
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통사 복잡성을 살피기 위해 1-2개의 지표만을 활용하
기보다는 통사 복잡성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도록 각 측면마다 유용한
지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
L2 습득 연구자들은 L2 학습자의 목표 언어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지
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 왔다. L2 습득 과정이 L1 습득 과정과 과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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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분분하나, L2 발달도 L1 발달과 마찬가지로 특
정한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Cazden et al., 1975:3).
코더(Corder, 1967:164)는 L1과 L2 학습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는 가정 하에 L2 학습자의 오류를 아동의 L1 오류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
하고, L2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L2 관련 오류를 종단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셀린커(Selinker, 1972:214)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중간언어
(interlanguage)’라고 명명하였다. 오류분석이 학습자의 오류 현상에 집중한다면,
중간언어적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오류 그 자체보다는 학습자의 언어 체계를 연
구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학습자의 오류는 이 언어 체계의 일부를 보여준다는
입장이다(이해영, 2011:311). 학습자의 오류 분석만으로는 비(比)오류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렵고, 학습자가 회피 전략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중간언어’는 L2 습득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본고에서 재미동포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을 살피는
데에 이 중간언어 이론은 필수적이다.
이때부터 학습자 오류를 대하는 연구자들의 관점은 크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의 언어 산출을 통해 발달 양상을 연구하는 여러 방법들이 고
안‧활용되어 왔다. 엘리스(Ellis, 1994:68-69)는 이 중 필수 문맥 공급 분석, 목표
언어적 사용 분석, 함축적 평가, 빈도 분석 등을 대표적인 발달 양상 연구 방법
이라고 소개하였다.
우선 필수 문맥 공급(Suppliance in Obligatory Contexts; SOC) 분석53)은 브
라운(Brown, 1973)이 모어 화자의 언어 습득 연구를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 곧
이어 듈레이와 버트(Dulay & Burt, 1974)가 L2 습득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는
특정 문법항목이 요구되는 문맥에서 해당 문법항목을 사용했는지, 사용했다면
그 형태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계산하는 공식은 (3)과 같다.

53) 혹은 ‘필수 경우 분석(Obligatory Occasion Analysis)’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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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문맥 공급 비율  
필수 문맥에서의 정확한 사용 수 ×   필수 문맥에서의 부정확한 사용 수 × 
필수 문맥의 수 × 

(3)의 공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문법항목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학습자가 정확히 사용한 것에는 2점, 사용하였으나 부정확한 것에는 1
점,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Pica, 1983:70). 정확히 사용한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부정확하더라도
사용을 시도한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미(未)사용의 경우보다는 해
당 문법항목의 습득에 좀 더 가까운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약
80-90%의 정확성을 보이면 해당 문법항목이 ‘습득’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Ellis, 1994:68)54).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필수 문맥 공급 분석 방법은 특정 문법항목
이 부적절한 맥락에서까지 과잉 사용(over-suppliance)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Hakuta, 1976; Rosansky 1976). L2 학습자는
특정 문법항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맥에서 해당 문법항목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 문법항목을 필수적인 맥락 이외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는 않는지, 즉 ‘적절한 분포 패턴(appropriate distributional patterns)’을 보이는
지에 대해서도 포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
목표 언어적 사용(Target-Like Use; TLU) 분석 방법으로, 특정 문법항목이 사
용되지 말아야 할 곳에 과잉 공급된 경우를 분모에 포함하여 (4)의 방법으로 계
산된다(Pica, 1983:71).
(4) 목표 언어적 사용 비율 


필수 문맥에서의 정확한 사용 수
필수 문맥의 수  불필요한 문맥에서의 사용 수

이러한 계산 방식은 특정 문법항목의 형태적 정확성뿐만 아니라 분포적 정확성
54) 이 지표를 고안한 브라운(Brown, 1973)은 필수 문맥의 90%에서 정확히 사용되고,
이러한 90% 이상의 정확성을 최소 3회의 연속된 세션(session)에서 유지하여야 해
당 문법항목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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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필수 문맥 공급(SOC) 분석과는 달
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형태에 오류가 있는 것(오(誤)형태 사용)과 아예 사용
하지 않은 것(무공급)을 구분하지 않는 만큼, 학습자가 완전한 습득이 이루어지
지 않은 문법항목을 사용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
는 분석 방법이다.
필수 문맥 공급 분석과 목표 언어적 사용 분석은 학습자의 오류를 찾아 그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처치 방안을 강구하려는 기존의 오류 분석과 달리, 사
용과 오류를 동시에 고려하고 습득 여부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언어 발달
연구에서 한 걸음 진보한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성이 높을수록
이른 시기에 습득한 문법항목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문법항목 사용
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문법항목 간 습득의 순서를 확인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55)
특정 문법 범주(예를 들어, 부정, 시제, 높임법 등)에 속하는 문법항목들의 발
달 혹은 습득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함축적 평가
(implicational scaling)이다. 이는 학습자 말뭉치에서 특정 문법 범주에 속하는
다수의 문법항목들의 학습자 간 변이(variability)를 확인하고, 어느 하나의 문법
항목 습득 여부가 동일 범주에 있는 다른 문법항목의 습득 혹은 미습득을 함축
(imply)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문법항목들이 습득되는 위계(hierarchy)를 함축
적 도표(implicational table)를 통해 나타내는 분석 방법이다(Ellis, 1994:69). 사
회심리 연구를 위해 고안된 이 함축적 평가가 언어 발달 연구에 처음 사용된
것은 드캠프(DeCamp, 1971)의 연구였는데,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이해영
(2003)이 시제 표현 문법항목 발달 패턴 연구를 위해 최초로 도입하여 최근까지
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함축적 평가 방법은 습득 순서를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문법항목
을 연구 참여자가 반드시 산출해 내도록 목적형 자료를 실험 형태로 수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해영(2003:280)은 기존의 비커튼(Bickerton, 1973)의 연구
55) 듈레이와 버트(Dulay & Burt, 1974)를 비롯한 일부 연구자들은 문법항목들의 정확
성 순서가 습득 순서와 일치한다(즉, 특정 시점에서 볼 때 정확성이 높은 문법항목
일수록 먼저 습득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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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심을 갖는 문법항목 중 연구 참여자들의 산출 언어에 출현하지 않은 문
법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그 연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문제시하였다. 그리고 이같이 학습자가 연구자의 관심 문
법항목 중 일부의 사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문법항목들을
유도하는 질문지를 만들고 목적형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강남욱(2013:48)의
주장처럼 L2 학습자의 회피는 학습자 언어의 한 양상이며, 따라서 학습자의 중
간언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까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
한 견지에서 질문지를 통한 목적형 자료 구축은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언어 산
출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L2 발달 양상 연구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이
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이 학습자의 언어를 목표어 사용과 비교하여 정답률(혹
은 오류율)을 계산하는 것56)과는 달리, 학습자가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생성한
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발달 단계에 따라 더 우세하게 사용하는 문법항목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환언하자면, 다른 분석 방법들이 궁극적으로는 각
문법항목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빈도 분석 방
법은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가, 즉 그 빈도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엘
리스(Ellis, 1994:69)는 이러한 대표적인 연구로 캐즈딘 외(Cazden et al., 1975)를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연령 단계에 따른 L2 발달 양
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사용 가능한 맥락 중 해당 문법항목이 차지하는 비
중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택한 분석 방법을 (5)와
같이 소개하였다(p.27).
(5) 우리가 우리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브라운의 기준처럼 고상
하거나 가중치 방법처럼 정교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단순명료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숨기거나 매장시키지
않고 언어 발달과 변이형에 대한 정확한 척도를 제공한다.57)

56) 함축적 평가 방법은 정답률을 측정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으나, 함축
적 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학습자가 특정 문법항목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타
난 정답률을 계산하여 반영하게 된다.
57) ‘The method we have opted to use in describing our data is not as elegant as
Brown’s criteria nor as sophisticated as a weighting system. Our method h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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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에서 엿볼 수 있듯이 빈도 분석에서는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에 대
해 오류와 비오류를 구분하지 않고 특정 문법항목의 사용 여부를 더욱 중요시
하며, 그 분석 절차가 간단명료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직접적이고 직
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강남욱(2011, 2013)은 이러한 빈도 분석 방법을 채택한 한국어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로, 시간 표현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을 발현 지점 빈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시간 표현과 관련된 문법 표지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문법 표
지들이 각 숙달도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산출 언어에 몇 회 출현하였는지, 그
빈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오류를 별도로 분석하기보다는, 오
류로 판단되는 문법항목의 사용58)은 사용 빈도에 산입하지 않고 제외시킴으로
써 각 문법항목의 사용을 곧 습득으로 간주한다는 논리 전개가 가능하였다. 숙
달도별 사용 빈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발현 비율(Emergernce Rate;
ER)과 급간 성장비(Growth Rate; GR)라는 지표를 고안하여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언어 발달 분석 방법들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
는 만큼, 어떠한 연구 상황에서든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선의 분석 방법
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연구 목적과 대상에 따라 가장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세심하게 선택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advantage of simplicity, and it gives an accurate gauge of linguistic development
and of variability from session to session without burying any of the data.’
58) 오자(誤字)와 오류(誤謬)를 구분하여, 오자는 빈도 계산에 산입(算入)하고 오류는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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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사 복잡성 발달 및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
하는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이다. 그러나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의 목표어 규준(target norm)을 설정하기 위하여 같은 또래의 모어 화자인
국내 청소년 집단을 참조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크게 재미
동포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1.1. 재미동포 학습자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참여자인 재미동포 학습자 집단(Heritage Speakers, HS)
은 미국 남가주 지역(로스엔젤레스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한 남가주한국학원
(Korean Institute of Southern California) 산하 11개 지역 한글학교에 재학 중
인 재미동포 청소년 74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가주한국학원은 1972년 설립된 ‘무궁화학원’을 전신으로 하며, 산하에 1개의
정규 사립 초등학교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Los Angeles County), 오렌지 카운
티(Orange County), 샌베르나르디노 카운티(San Bernardino County) 등 남가주
전역에 걸쳐 위치한 11개의 지역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일개의 한글학교라
기보다 일종의 한글학교협의회의 성격을 갖는다. 각 지역 한글학교의 운영은 각
학교 교장이 책임지나, 11개 지역 한글학교 전체를 총괄‧감독하는 교육감이 존
재하여 각 지역 학교에서 공통된 교육 체계가 반영되도록 돕는다. 2015년 현재
남가주한국학원 산하 한글학교 학생 수는 약 1천8백 명으로, 미국 남가주 지역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총 학생 1만3천여 명 중 약 14%가 남가주한국학원에 소
속되어 있을 정도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한글학교 중 하나이다. 남가주한국학
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재미동포용 교재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2012년 표준교육과정에서 추천한 유일한 현지 교육기관 개발 교재이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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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남가주한국학원은 캘리포니아 교육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과정의
제2 외국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이기도 하다(재외동포재
단, 2012:33). 재미동포의 계승어 교육에 있어서 남가주한국학원의 이러한 규모
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 연구에서 이 집단을 연구 대상
으로 삼는 것이 양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남가주한국학원은 각 지역 학교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
치반에서 레벨12까지 숙달도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운영되는데, 이때 숙달도를
나타내는 ‘레벨’ 기준은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기준 1-6급 체계
와는 상이하다. 남가주한국학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재미 주말 한글학교에서는 1
개 레벨의 교육과정이 1년(2학기, 총 30주) 총 90시간의 한국어 및 문화 수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미국 내 한글학교의 ‘레벨’ 개
념을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급’ 기준으로 치환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글학교에서의 2개 레벨이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1개 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59)60) 그 세부적인 비교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미국 한글학교와 국내 교육기관의 숙달도 비교
미국 내
한글학교

유치반
-레벨1

레벨
2-3

레벨
4-5

레벨
6-7

레벨
8-9

레벨10
이상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TOPIK 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Ⅱ장 1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다수의 소규모 한글학교에서는 별도의 반 편성
59) 대부분의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정규 교육과정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수준에 맞추어 1-6급으로 구분되며, 1개 급의 교육과정은 10주, 총 200시
간으로 구성된다. 정규과정은 일반적으로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
수업을 포함한다.
60) 물론 두 교육기관의 학습자 연령, 학습 목적, 목표어 노출 환경 등에 큰 차이가 있
기 때문에 한글학교의 ‘레벨’과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급’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
는 무리가 따른다. 연구자가 재미 한글학교의 ‘레벨’을 국내 교육기관의 ‘급’과 비교
하여 제시하는 것은 둘 사이의 한국어 숙달도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용어 사
용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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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나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편의상 연령(학년)별로 반 편성이 이루어
지고, 반 편성 기준이 존재하더라도 각 한글학교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가 많다. 게다가 공립학교에서 일정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급 의사결정을 위한 별도의 평가
없이 다음 레벨로 진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남가주한국학원 산하의
모든 한글학교들은 신입생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숙
달도를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고, 매년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점에 실시하는 진급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만 진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통된 반
편성 기준 및 진급 기준과 더불어 총괄 교육감의 감독 활동, 자체 교사 지침서
개발‧활용 등 지역 한글학교 간 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덕분에 남가주한국
학원 산하 11개 학교 학생들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부연하자면, 지역 학교 간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어 다수의 학교에 재학
중인 7백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 대상을 확보하면서도 학습자의 급수(반 편
성)를 한국어 숙달도 변인으로 활용하여 유사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 한글학교 기준 레벨4 이상의 학습자들을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의 대상으로 삼되61), 집단의 수를 줄여 양적 분석의 효율을 높이고 숙달도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TOPIK 기준의 숙달도 구분에 따라 재미동포
학습자 집단을 재편성하였다. 즉, 한글학교 기준 레벨4-5는 3급, 레벨6-7은 4급,
레벨8-9는 5급, 레벨10-12는 6급으로 구분하여 이후의 모든 숙달도 논의는 한글
학교 기준 ‘레벨’이 아닌 TOPIK 기준 ‘급’ 개념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1.2. 한국어 모어 화자

61) 연구자는 최초 연구 설계 과정에서 가장 숙달도가 낮은 유치반 혹은 레벨1까지 연
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한글학교의 유치반
에서 레벨3까지에 해당하는 재미동포 학습자들의 작문 중 상당수는 통사 복잡성을
논하기에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다음의 예시
는 한 레벨3 학습자의 작문이다.
예) 나는 한교학교 조아요. 나 는 하교학교는 조곰만 아라요. 나는 김치, 밥, 구리거
김 조이로. 나는 발이 부러초서요. 나 어마는 조곰만 대로오시오개요. 니는 X box,
PlayStaition, and Wii 조아요. (0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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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 중간언어 발달의 목표어 규준(target norm)을 설정하
기 위하여, 같은 또래의 한국어 모어 화자인 청소년 집단(Native Speakers, NS)
을 참조 집단으로 삼았다. 이 모어 화자 집단은 <표 9>에 보이는 것처럼 서울‧
경기 지역의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이
소속된 학교들은 모두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이 아닌 평준화된
정규 교육기관이며, 학생들 역시 특정 학업성취도 수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 내에서 무작위로 모집하였다.

<표 9>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구성
연령대
중학생
고등학생

지역

학교

학생 수 (명)

서울

S 중학교

12

경기

H 중학교

8

서울

D 고등학교

10

경기

P 고등학교

10

참조 집단에 속한 청소년 모어 화자들이 산출해 내는 한국어 역시 재미동포
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발달 중에 있는 중간언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한국어를 목표어 규준으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통사 복잡성은 언어 숙달도 측정에
서 함께 거론되는 정확성이나 유창성에 비해 언어 구사자의 인지 능력이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연하자면, 아무리 한국어 숙달도가 모어 화자
와 유사할 만큼 높은 재미동포 학습자라 할지라도 이 학습자가 청소년이라면
해당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산출 언어의 통사 복잡성 수준에는 보이
지 않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재미동포 청소년의 통사 복잡성 발달 연
구를 위한 목표어 규준을 서세정(2009)이나 남주연(2015)이 참조 집단으로 설정
하였던 서울 시내 대학생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재미동포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 간의 통사 복잡성 차이가 언어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이에 따른 인지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거나 각각의 효과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 중 재미동포 학습자 집단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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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의 학생들과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인지 능력 차이에
의한 통사 복잡성 정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순전히 언어 능력 차이에서 오는
통사 복잡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또래 모어 화자를 참조 집단으
로 설정함으로써 재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해 잠재적으로 달
성 가능한 통사 복잡성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분석 자료
2.1. 재미동포 학습자 자료
재미동포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발달과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자 말뭉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미동포 학습자
가 한글학교에서의 수업이나 과제를 통해 생산하는 다양한 작문 자료가 존재하
나, 해당 자료가 교재의 특정 단원과 연관된 쓰기 활동을 통해 생산되었을 경우
특정 문법항목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여 통사 복잡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
능성이 매우 높다(김호정‧강남욱, 2010:303).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을 고려할 때
학습자 자료는 특정 수업이나 교재와 독립적으로 수행된 자유 작문으로 구성되
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자는 기(旣) 수집되어 있는 대규모의 재미동포
학습자 작문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62), 이는 다른 연구자가
62)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은 종종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대신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활용한다. 여기서 ‘2차 자료’란 다른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위해 과거에
수집한 자료나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수집된 공식 통계, 행정 기록 등을 의미한다
(Hox & Boeije, 2005:593). 언어교육 분야에서는 연구기관에서 구축하여 일반에게
공개한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는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때 2
차 자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자료 수집은 직접 진행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해당 연구는 연구자의 주도 하에 독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가 있다. 2차 자료를 사용할 때 해당 자료가 특정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양질(良質)의 자료로 인정될 수 있을만한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수집된 자료의 종류, 자료 추출(sampling) 방법, 자료 수집 절차 등을
확인함으로써 2차 자료의 연구 방법론적 질(quality)을 평가할 수 있다(Hox &
Boeije, 2005:597-598). 연구자는 재미동포 학습자 자료를 수집한 연구자와 수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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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가주 지역에 수개월 간 체류하며 수집한 것을 본 연구를 위해 필자에게
제공한 것이다63). 가장 기본적인 분석 자료는 학습자의 작문 자료이나, 나이, 학
년, 출생 국가, 도미(渡美) 시기, 가정 내 사용 언어 등 추가적인 변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응답지가 연구에 함께 활용되었다.
2007년 11월 남가주한국학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작문 활동 및 설문조사
진행을 의뢰하는 공문이 남가주한국학원 산하 11개의 지역 한글학교에 전달되
었고, 실제 작문 활동 및 설문지 응답은 학교에 따라 2007년 11월에서 2008년 1
월 사이에 이루어졌다64). 학습자들은 사전 활용이나 교사 혹은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로 수업 시간 중 교사의 감독 하에 30-40분
간 작문하였다. 자료 수집자가 제공한 400자 원고지가 학습자 1인당 최대 4매까
지 제공되었다. 자료 수집자가 별도의 작문 과제를 지정하지 않고, 교사 재량에
따라 각 반별로 선택형 주제를 제시하거나 학습자 임의의 자유주제로 작문 활
동이 이루어졌다. 한글학교 교사들이 제시한 주제는 자기소개, 우리 가족, 나의
꿈, 나의 취미, 내 친구, 좋아하는 운동/음악, 기억에 남는 책/영화/드라마, 추수
감사절, 크리스마스, 겨울방학 등으로 일상적인 소재가 사용되었다.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 목적으로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고, 이와 함께 교사들이 학습자들을
적극 격려하도록 요청받았다. 설문조사 결과지와 작문 자료는 자료 수집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되었다.
걸쳐 직접 만나 연구 자료의 특성과 수집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해당 자료가 본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
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구성을 위해, 제공 받
은 자료를 4개 기준(<표 11> 참고)을 활용하여 다시 선별해 냄으로써 추가적인 변
인 통제 과정을 거쳤다. 또한, 본 자료는 타 연구에서 아직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
은 자료로, 당시 전혀 가공되지 않은 작문, 설문지, 평가 결과지의 원자료(raw data)
를 1만 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제공 받았고, 따라서 자료 정리, 문서 스캔, 작문 자료
전사, 설문지 응답 코딩 등의 가공 작업은 본 연구자에 의해 직접 진행되었다.
63) 자세한 사항은 주석9)에 기술하였다.
64) 재미동포 학습자 집단 자료의 수집 시점은 본 연구 수행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 표본 확보와 효과적인 숙달도 변인 설정의 측면에서 본 자료는 매우
큰 의미가 있고, 본 연구가 타 분야에 비해 언어의 통시적 변화가 더딘 문법 영역의
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의 자료라는 점이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특히 학습자 말뭉치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사례 수를 모아 대표성
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강남
욱, 2013:119) 연구 자료의 규모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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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학습자 각각으로부터 1편씩의 작문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1차
적으로는 작문 자료 744편이 재미동포 학습자 집단 분석 자료에 해당한다. 이
작문 자료의 한국어 숙달도별, 연령별 분포를 <표 10>65)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는데, 음영으로 표시한 x=y 직선 부근에 다수의 자료가 분포하는 만큼 대체로
숙달도와 학년 사이에 일정 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x=y 직선보다 위쪽에는 작문 자료(즉, 그 자료를 생산한 학습자)가 많이 분
포되어 있는 반면, 직선의 아래쪽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중고생들은 다수 존재하는 반면, 고급 수준의 초등학생은 거의 없다는 의
미이다. 이러한 자료 분포는 한글학교에 뒤늦게 입학한 중고생 학습자들, 혹은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비중이 비교적 낮아 한국어 노출이 적거나 성취도가
낮아 유급한 학습자들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10> 재미동포 학습자 작문 자료의 숙달도별‧연령별 분포 (선별 전)
157

고등학생

16

21

29

91

307

중학생

68

118

111

10

239

초등학생

170

66

2

1

41

미응답

18

11

10

2

합계
744

구분
합계

3급

4급

272

216

5급
152

6급
104

그러나 재미동포 학습자 집단의 경우에는 <표 10>에 나타난 744편의 모든 작문
65) 미국은 각 교육구 혹은 각 학교에 따라서 동일한 학년이라도 초‧중‧고 구분이 달라
질 수 있어, 본고에서는 편의상 국내 학제와 동일하게 1-6학년은 초등학생, 7-9학년
은 중학생, 10-12학년은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작문 자료 수가
중학생의 자료 수보다 적은 것은 한글학교 재학생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낮기 때문
이 아니라 2급 이하의 낮은 숙달도 학습자들의 작문을 연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
시킨 데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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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독
립 변인 중 하나인 연령 정보를 확인하고 독립 변인 이외에 통사 복잡성 측정 결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란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일
부 자료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분석 자료를 선별해 내었다.
우선 독립 변인 중 하나인 ‘연령(혹은 학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학습자의
작문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자료 수집 당시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설문지에 개인 정보를 기재하고, 이와는 별도의 용지에 작문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에 작문 자료는 존재하나 설문 응답지가 미처 수집되지 않아
학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였다. 혹은 설문 응답지는 수집되었으나
학년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학년 정보가 누락되어 있더
라도 출생년도를 기재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년 정보를 추정
하여 사용하였다. 확인 결과, 작문 자료를 제출한 744명의 재미동포 학습자 중
5.5%인 41명은 학년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들의 작문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만 5세 혹은 그 이후에 도미(渡美)한
학습자의 작문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미동포 학습자는 미국으로
이주한 시점의 연령에 따라 한국어 숙달도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학령전기라고
볼 수 있는 만 5세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성장하는 아동들도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서 성장한 아동과 한국어 발달 측면에서 큰 차이
가 없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 5세 이후 학령기에 들어서면서66) 주요하게
노출되거나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로 전환된다. 따라서 재미동포 학습자의 도미
시기를 확인함으로써 만 5세 이후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로 인한 통사 복
잡성의 차이를 통제하였다. 재미동포 학습자들에게 제공된 설문지에는 출생 국
가, 미국으로 이주한 연도, 이주 당시의 학습자 나이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설문 응답지가 수집되지 않았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아 도미 시
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확인 결과, 작문 자료를
제출한 744명의 재미동포 학습자 중 20.3%인 151명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만 5
세 혹은 그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고 응답하여 이들의 작문 자료는 분석
66) 미국의 공교육은 유치원이라고 볼 수 있는 Kindergarten부터 시작된다. 공립 유치원
은 공립 초등학교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 5세가 되면 입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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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작문의 장르가 일기, 기행문, 소개문, 감상문과 같은 생활문인 경우에만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고, 소설, 대본, 설명문, 논설문과 생활문 중 편지 장르는
제외하였다. 재미동포 학습자 자료 수집 당시, 특정한 글의 장르나 주제를 요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문 자료 중에는 다양한 장르가 발견되었다. 직접 인용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소설 장르, 구어를 그대로 옮기는 대본, 특정한 독자를 상정
하는 편지 장르는 구어적인 성격이 특히 강하고 인사말, 감탄사, 조각문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생활문에 비해 통사 복잡성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날 것이
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설명문과 논설문은 더 높은 수준의 사고 처리
를 요하는 장르인 만큼 산출된 언어에도 생활문에 비해 높은 통사 복잡성이 드
러날 것이므로, 장르 변인은 편지를 제외한 생활문으로 통제하도록 한다. 물론,
재미동포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에 한계가 있고 성인이 아닌 청소년으로 구성
되어 있어 작문 자료 대부분은 생활문에 속하였다. 확인 결과, 744편의 작문 자
료 중 11.0%에 해당하는 82편은 생활문으로 분류되기 어렵거나 편지 장르에 속
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작문 자료의 질(質)이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지나치게 낮은 경우
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여기서 의미하는 작문 자료의 질이란 한국어
숙달도와는 별개로 학습자가 작문 과제 수행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여부와 관련
된다. 작문 자료의 질을 판단한 기준은 (6)과 같다.
(6) 가. 포함된 문장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나. 의미적 연결 없이 무의미하게 문장을 나열한 경우
다. 일부 단어만 교체하여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 나열한 경우
라. 전체를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문한 경우
마. 노래 가사, 교과서, 소설책 등 타인의 글을 표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바. 작문 내용의 대부분이 이해 불가능한 경우

(6가-바) 중 한 가지 기준에라도 해당할 경우 해당 작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확인 결과, 744편의 작문 자료 중 14.1%에 해당하는 105편은 상기한 6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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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논의한 재미동포 학습자 작문 자료 선별을 위한 자료의 제외 기준과 제
외 목적, 그리고 각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작문 자료의 수를 정리
하여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재미동포 학습자 작문 자료 선별 기준 및 목적
자료의 제외 기준

제외된
작문 수

제외 목적

(가) 학습자의 학년(혹은 출생년도/나이) 정보 누락
(나) 만 5세 이후 도미(渡美)

독립변인 확인
교란변인 통제

(다) 생활문 이외의 장르
(라) 작문의 질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 문장 5개 미만, 무의미한 문장 나열,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 나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문, 표절, 내용 이해 불가

작문 자료의 질
통제

41
151
82

105

이러한 선별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재미동포 학습자
집단 작문 자료는 총 407편이며67), 이들 자료의 한국어 숙달도별, 연령별 분포
를 <표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재미동포 학습자 작문 자료의 숙달도별‧연령별 분포 (선별 후)
96

고등학생

10

16

15

55

163

중학생

34

72

52

5

148

초등학생

104

43

1

-

합계
407

구분
합계

3급

4급

148

131

5급
68

6급
60

67) 744편의 작문 자료 중 42편은 <표 11>의 선별 기준 (가-라) 중 2개 이상에 해당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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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어 화자 자료
모어 화자 집단의 작문 자료는 본 연구자가 국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요
청하여 직접 수집한 것(<부록> 참고)으로 2016년 2-3월 중 각 학교의 1-2개 학
급에서 무작위로 모집된 학생들이 생산한 작문이다. 재미동포 학습자 대상 자료
수집 과정과 최대한 유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9개 주제68)를 제시하고 이 중 택일하여 최대 4매의 400자 원고지에
30-40분 간 교사 감독 하에 작문하도록 하였다. 모어 화자에게도 동기 유발 목
적의 선물 혹은 간식이 제공되었고, 작문 자료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우편 혹은 스캔한 전자 파일의 형태로 전달받았다. 재미동포 학습자와 마찬가지
로 모어 화자 각각으로부터 1편씩의 작문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작
문 자료는 총 40편이다.
모어 화자 집단이 산출한 작문 자료 역시, 자료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표
11>의 기준 (라)를 적용하여 선별 과정을 거쳤으나, 모어 화자 집단의 작문 자
료 전수(全數)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분석을
실시한 모어 화자 집단의 작문 자료는 총 40편이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작문 자료의 크기를 집단별,
숙달도별로 구분하여 문장 및 어절 단위로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분석 대상 작문 자료의 크기
집단 구분

총 작문 수

총 문장 수

총 어절 수

3급

148

2,115

10,614

4급

131

1,839

10,741

5급

68

986

6,460

6급

60

808

5,901

소계

407

5,748

33,716

모어 화자 집단 (NS)

40

801

9,022

총계

447

6,549

42,738

재미동포
학습자 집단
(숙달도별)

68) 제시된 작문 주제는 나의 소개, 우리 가족, 내 친구, 우리 선생님, 나의 꿈, 내가 좋
아하는 운동, 기억에 남는 영화, 겨울방학, 크리스마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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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도구
3.1.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Ⅱ장 2절에서 통사 복잡성 관련 선행 연구들에 활용되었던 측정 지표들로부
터 얻은 시사점을 통해 이제 본고에서 재미동포 학습자의 한국어 통사 복잡성
발달을 살피기 위하여 활용할 측정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우선, 통사 복잡성 분석을 위한 기본 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어권에서 문어의 통사 복잡성을 연구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단위는 T단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T단위 분석이 한국어 분석에서도 유용한
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서세정(2009:30)에서 지적한대로 한국어에서는 한 문장
내에 주절이 여러 개 있더라도 각 절의 서술어들은 마지막 절 서술어의 통사적
기능 표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69) 엄격한 의미에서 한 문장 안에 2개 이상의
T단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실제로 연구자가 재미동포 학습자 작문
자료 중 21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T단위 분석을 진행한 결과, 평균 문장 수는
13.8개, 평균 T단위 수는 14.4개로, 그 차이가 미미하였다. 김영주 외(2013:216)
에서도 한국어의 특성상 T단위 분석이 쉽지 않고 낮은 숙달도의 학습자를 위한
작문 분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작문에서는 구두점을 주요 분석
단위로 삼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본고
에서는 T단위가 아닌 문장을 기본적인 분석 단위로 삼도록 한다.
Ⅱ장 2절에서 살핀 것처럼 통사 복잡성 관련 선행 연구들은 너무 적은 수의
지표(measure)를 사용하거나, 혹은 동일한 복잡성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지나치
게 많은 수의 지표를 중복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
분야의 일부 연구들은 단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지표를 무
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의 측면을 (1)
문장의 길이, (2) 문장 확장의 양, (3) 문장 확장의 유형, 이상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측면에서 가장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1-2개의 지표를 선정하도록 한다.
69) 서세정(2009:30)은 ‘어머니는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버지는 수조 청소를 하고 계셨었
겠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면서, 이 문장은 2개의 주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선행절은
후행절의 과거시제, 완료 상, 추측의 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2개의 T단위로 분
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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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 문장의 길이 측면에서는 문장 당 무엇의 빈도를 살펴볼 것인가를 결
정해야 하는데,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지표들로는 문장 당 어절 수, 문장
당 단어 수, 문장 당 형태소 수 등이 있다. 우선,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로 교
육적 관점에서 유용하고 빈도 계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통사론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개념이 아니다(구본관 외, 2015:207). 또한 ‘단어’는 영어권 연구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고영근·구본
관, 2008:31-33) 빈도 계측이 쉽지 않다. 반면, ‘형태소’의 경우, 영어에서 일반적
으로 별개의 단어로 표현되는 시제, 상, 서법 등이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등 별
개의 형태소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박지순‧서세정, 2009:171)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본고의 연구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장의
길이 측면에서는 ‘문장 당 형태소 수’를 그 지표로 삼는다.
다음으로 (2) 문장 확장의 양 측면에서는 문장 당 복문 수, 문장 당 절 수, 문
장 당 대등절 수, 문장 당 내포절 수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문장 당 복문 수의
경우, 같은 복문이라도 해당 문장이 몇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복문이 몇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학습자 자료의 복잡성을 민감하게 포착하
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문장 당 대등절 수나 문장 당 내포절 수는 (2) 문장 확
장의 양 측면이 아닌 (3) 문장 확장의 유형 측면에서 다른 지표로 측정할 수 있
는 요소이므로 제외하도록 한다. 따라서 문장 확장의 양 측면에서는 ‘문장 당
절 수’를 그 지표로 삼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3) 문장 확장의 유형 측면에서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문장 당
대등절 수, 문장 당 내포절 수를 비롯하여 대등접속 지수, 문장 당 유형별 내포
절 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문장 당 대등절 수와 문장 당 내포절 수는 대등
접속 지수로 통합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여기에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를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대등절-내포절의 사용과 유
형별 내포절 사용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문장 확장의 유형 측면에
서는 ‘대등접속 지수’와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70)를 그 지표로 삼고자 한다.
70) 사실 (3) 문장 확장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빈도(frequency)가 아닌
각 유형별 비율(ratio) 혹은 지수(index)를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 것이다. 특
히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대등보다는 내포를 통한 문장 확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직
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만큼, 바도비-할리그(Bardovi-Harlig, 1992)가 고안한 대등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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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의를 통해 통사 복잡성 발달 양상을 살피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 목록을 정리하여 보이면 <표 14>와 같다.71)

<표 14>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선정 결과
분석 측면

번호

측정 지표

계산 식

문장의
길이

[지표1]

문장 당 형태소 수

(총 형태소 수) / (총 문장 수)

문장
확장의 양

[지표2]

문장 당 절 수

(총 절 수) / (총 문장 수)

[지표3]

대등접속 지수 (CI)

(총 대등절 수) /
[(총 절 수) - (총 문장 수)]

[지표4]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

(총 OO절 수) / (총 문장 수)

문장
확장의
유형

속 지수(Coordination Index, CI)는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
단되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통사 복잡성 관련 선행 연구에서 이 지표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내포절의 하위 분류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등으로 그 수효가
많고 각 유형 사이에 통사 복잡성과 관련한 위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을 종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비율 혹은 지수 지표를 무
리하게 고안하기보다는, 문장 당 각 유형별 내포절 수를 빈도 개념으로 확인하고 필
요할 경우 유형별 내포절의 상대적인 사용 양상을 논의에 추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도록 한다.
71) 본고에서 사용된 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용어에 대해 부연하고자 한다.
우선 ‘측정 지표’ 혹은 ‘지표(measure)’는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의 정도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즉 그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도구를 의미한다. 이영근(2005), 음승민
(2012)에서는 ‘분석 도구’, 박지순·서세정(2009), 서세정(2009), 남주연(2015)에서는 ‘지
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지표’로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것이 ‘빈도
(frequency)’, ‘비율(ratio)’, ‘지수(index)’이다. 이 중 ‘빈도’는 ‘OO의 수(the number
of OO)’와 동일한 개념이다. 또한, ‘지수’의 사전적 정의는 ‘물가나 임금 따위와 같
이, 해마다 변화하는 사항을 알기 쉽도록 보이기 위해 어느 해의 수량을 기준으로
잡아 100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해의 수량을 비율로 나타낸 수치’로, ‘비율’과
유사한 개념이다. 단, ‘비율’이 일반적으로 퍼센트(per cent, %) 단위로 표기되는 것
과 달리 특정한 단위가 없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본고의 [지표3]은 ‘대등접속 지
수’ 대신 ‘대등접속 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주석70)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등접속 지수(Coordination Index, CI)’는 이미 많은 국내외 복잡성 관련 선행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 용어를 수정 없이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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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
본고의 주요한 연구 목적 중 하나인 재미동포 학습자의 한국어 통사 복잡성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통사 복잡성의 측정 기준과 함
께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법적

표지,

즉

문법항목

(grammatical item)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통사 복잡성을 남주연(2015:2)의 입장에 따라 ‘통사적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구
조를 사용함으로써 모어 화자와 같이 원숙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
고 정의할 때, 통사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법 요소는 문장의 확장, 문장의
유형, 사동과 피동, 시제와 동작상, 높임 표현, 양태, 피동과 사동, 부정 등의 기
능을 하는 모든 문법항목을 포함하므로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 그러나 본고에
서는 절 이상 단위의 통사 복잡성과 관련하여 문장의 확장 기능을 담당하는 문
법항목만을 그 연구 범위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양적으로 분
석한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의 문장 확장 관련 복잡성 발달 양상을,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와 긴밀히 연결시키고 의미 있는 교육적 함의를 도
출해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문장72)은 절로 구성되는데(구본관 외, 2015:254),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경우 ‘단문(홑문장, simple sentence)’, 둘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경우 ‘복문(겹문장, complex sentence)’이라고 하며, 후자인 ‘복문’
이 문장의 확장과 관련된 개념이다. 한국어에서 단문에서 복문으로의 문장의 확
장은 접속 혹은 내포로 이루어진다. 접속을 통해서는 접속문(이어진 문장)이, 내
포를 통해서는 포유문(안은 문장)과 내포절(안긴 절)73)이 만들어진다.
(1) 접속

72) 여기서 ‘문장’이란 구본관 외(2015:209-210)에서의 ‘체계문(system sentence)’으로 ‘한
국어의 문법 원리에 따라 구성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무주어 문장과 같이 오
직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절로 이루어진다.
73) 전통적으로 ‘포유문(안은 문장)’과 ‘내포문(안긴 문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
나, 복문의 일부분인 절을 문장으로 부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구본관 외(2015:206)
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긴 문장(내포문)’ 대신 ‘안긴 절(내포절)’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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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확장의 첫 번째 기제인 접속을 통해 접속문이 만들어진다. 접속문은 전
통적으로 그 문장을 이루는 절들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지, 혹은 종속적으로 이
어 주는지에 따라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구분된다. 대등접속은 두 개의
1

1

절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 ‘-고 , -며 ’(순접), ‘-지만, -나’(역접), ‘–거나 –거나,
-든(지) –든(지)’(나열) 등과 같은 대등적 연결어미가 그 기능을 담당하며, 종속
2

2

2

1

접속은 두 개의 절을 종속적으로 이어 주는 ‘-면서 , -며 ’(동시), ‘-고 , -어서 ’
1

2

2

(선후), ‘-니까 , -어서 ’(이유‧원인), ‘-ㄴ/는데, -니 ’(배경), ‘-러, -려(고)’(목적‧
의도) 등과 같은 종속적 연결어미가 담당한다. 그러나 종속적 연결어미로 실현
되는 종속접속문의 종속절과 안은 문장에 내포된 부사절을 구별할 것인가의 문
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74). 그러나 특히 최근에는 구본관
외(2015:269-270)에서처럼 종속절을 포함하는 종속접속문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부사절로 통합하여 기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종속
적 연결어미에 의한 종속접속문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접속문에는 대등접속
문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접속문을 구성하는 문법항목
은 순접, 역접, 나열의 의미를 갖는 대등적 연결어미만으로 제한되며, ‘접속’과
‘대등’, ‘접속절’과 ‘대등절’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내포
문장 확장의 두 번째 기제인 내포를 통해 포유문과 내포절이 만들어진다. 포
유문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등 한 개 이상의 내포절을 안
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포절의 구분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법 표지를 통해 가능한데, 각 문법 표지를 통해 어떤 종류의 내포절이 이끌어
진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고 연구 목적에 따라 그
74) 고영근‧구본관(2008:506-507)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가진 안은
문장의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문장
내에서의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
장은 시제 관련 선어말어미의 결합이 자유로운 반면 부사절을 가진 안은 문장은 시
제 관련 선어말어미가 결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이 정도성
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그 구분이 명확치 않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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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재미동포 학습자의 작문 자료 분석에
앞서 각 내포절의 문법 표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ㄱ. 명사절

명사절은 기본적으로 ‘-ㅁ, -기’와 같은 명사형 전성어미에 의해 실현되며, 이
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ㄴ/는 것’과 같이 의존명사 ‘것’을
포함하는 절과, ‘-ㄴ/는지, -ㄹ지, -느냐, -ㄴ/는가, -ㄹ까’와 같이 의문형 종결어
미를 포함하는 절까지도 명사절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엄밀한 의미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의존명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ㄴ/는 것, -ㄹ 것, -던 것’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의존명사 ‘것’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기심‧고영근(2014:385)의 견해에 따라 명사절
의 표지로 분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어학적 관점에서 내포절의 유형을 엄
밀하게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보다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분석을 통해 언어 발달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관형
사형 어미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의존명사 ‘것’의 결합을, 영어의 ‘the thing
which’로 이끌어지는 관계대명사절의 개념보다는 ‘동사+ing’의 동명사 형태로 이
끌어지는 명사절 개념으로 유추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구어체에
서는 ‘-음, -기’ 대신에 ‘-ㄴ/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고영근‧구본관,
2008:500), 문어체와 구어체 구분이 불명확한 재미동포 학습자의 작문 자료 분석
이라는 연구 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ㄴ/는 것, -ㄹ 것, -던 것’을 명사절 표지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ㄴ/는지, -는지, -ㄹ지, -냐/느냐, -ㄴ/는가, -ㄹ까’ 등
의문형 종결어미를 포함하는 절 역시 재미동포 학습자들에게는 ‘whether’ 혹은
‘if’ 로 이끌어지는 명사절의 개념에 더 가까울 수 있어 남기심‧고영근(2014:386)
과 구본관 외(2015:261)의 입장과 같이 명사절로 인정한다.75)
위에서 논의한 명사절 인정 기준을 근거로 명사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
고의 흐름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6>과 같다.
75) 문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구어적인 성격이 강한 학습자 작문 자료의 특성 상, 의존
명사 ‘것’과 주격조사 ‘이’가 축약된 ‘게’, 의존명사 ‘것’과 목적격조사 ‘을’이 축약된
‘걸’ 등도 의존명사 ‘것’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 명사절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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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명사절 판단을 위한 사고 흐름도

ㄴ. 관형사절

관형사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ㄴ/는, -ㄹ, -던’과 같은 전성어미를 그 문법
표지로 삼으며, 여기에는 관형사절의 하위 부류인 관계절(관계관형사절), 보문절
(동격관형사절), 연계절이 모두 포함된다. 이 중 관계절의 경우 본고의 연구 목
적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국어학의 통사론에서 인정하는 관계절 모두를 통사
복잡성과 관련된 절 구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
(7) 가. 우리 엄마는 까만 머리 있어요. (010433)
나. 매일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021023)
다. 내 친한 친구는 이름은 엘피입니다. (050411)
라. 수업 시간에 호준이는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웃기는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
다. (021017)
마. 사랑하는 식구를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0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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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의 밑줄 친 ‘까만’은 ‘머리가 까맣다’, (7나)의 ‘새로운’은 ‘아이들이 새롭다’,
(7다)의 ‘친한’은 ‘(내가) 친구와 친하다’라는 형용사 서술어 구문이 관형사형 전
성어미와 결합하여 관계절로 변형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7라)의 ‘웃기는’은 ‘얘
기가 웃긴다’, (7마)의 ‘사랑하는’은 ‘(내가) 식구를 사랑한다’라는 동사 서술어
구문이 관계절로 변형되었다. (7가, 나, 라)에서는 내포절의 주어가 피수식 명사
와 공통되어 생략되었고, (7다, 마)에서는 문맥상 내포절의 주어를 명시하지 않
아도 짐작할 수 있기에 생략되었다. (7가-마)의 모절(母節)과 내포절이 공통 명
사인 피수식 명사를 매개로 하여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내
포절의 주어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구본관 외, 2015:267). 그러나 재미동포 학습자 입장에서 (7가-마)의
밑줄 친 관형어들은 각각 영어의 ‘black, new, close, funny, dear’과 같은 형용
사가 뒤따라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단순한 구조로 인지하고 해당 문장들을
산출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76).
이와 달리, ‘형용사/동사의 어간 +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구조 앞에 추가적인
수식어나 논항이 결합할 경우에는 그 복잡성의 정도가 확연히 높아진다.
(8) 가. 한국 음식은 많이 다른 맛이 있습니다. (060815)
나. 나에게 아름다운 인생은 평화, 우정, 그리고 사랑이다. (070914)
다. ‘작은나라’는 제가 다니는 학원의 이름입니다. (021108)
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도묘지예요. (040705)

(8가-라)의 밑줄 친 관형어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단어 앞에 또 다른 논
항이나 부가어가 결합되어, 위에서 보인 (7가-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가-마)처럼 주어 등이 생략되고 ‘형용사/동사의
어간 + 관형사형 전성어미’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로 체언을 수식하는 경
우는 본 연구에서 관형사절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반면, (8가-라)와 같이 ‘형
용사/동사의 어간 + 관형사형 전성어미’ 구조와 연결된 또 다른 논항이나 부가
어77)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한 통사 복잡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관형사절을
76) 실제로 연구자가 분석한 재미동포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OO’라는 표현 대신에 ‘나의 제일 좋아하는 OO’라는 표현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
한 오류는 ‘My favorite OO’라는 영어식 표현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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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것으로 인정한다.78)
다음으로 연계절 중 일부는 특이하게도 부사절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연계절’이란 피관형어와 공통되는 논항이 없어 관계절로
간주하기 어렵고, 동시에 피관형어와 동격의 내용도 아니어서 보문절로 간주하
기도 어려운 특수한 관형사절을 일컫는다(고영근‧구본관, 2008:308-310). 이 용
어를 처음 제안한 김지은(2002)은 연계절의 수식을 받는 특수한 명사들의 예를
나열하였는데, 결과, 대가, 보람, 뒤, 다음, 가운데, 냄새, 소리, 표정 등이 있다
(pp.165-167). 그런데 학자에 따라 ‘연계절+명사’ 구조의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수의적으로 결합하여 부사어 기능을 할 때, 그 명사구를 부사절로 기술하는 경
우가 있다79). 연구자는 ‘통사적 구성에 대한 엄격한 형식적 분석을 다소 희생하
고 교육적, 기능적으로 접근한다면 해당 명사구 전체를 부사절로 기술할 수도
있다.’라는 구본관 외(2015:274)의 입장에는 동의하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부사
절 성격을 가진 명사’를 총망라한 목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사를 수
식하는 절까지를 관형사절의 하위분류인 연계절 대신 부사절로 인정할지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사어 기능을 하는
이러한 ‘연계절+명사’ 구성도 관형사절로 처리하도록 한다.
위에서 논의한 관형사절 인정 기준을 근거로 관형사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고의 흐름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7>과 같다.

77) 논항(argument)이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을 뜻하며, 논항이 아닌 성분은
부가어(adjunct)라고 한다(고영근‧구본관, 2008:558).
78) 관형사절 인정 기준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남주연(2015)의 그것과 유사하다. 남주연
(2015:98-100)은 ‘빨간 차를 샀다’와 ‘빨간색 차를 샀다’, 그리고 ‘다른 차를 샀다’, ‘어
떤 차를 샀다’ 사이에 통사 복잡성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철수는 부서진 차
를 보았다’보다 ‘철수는 문짝이 부서진 차를 보았다’, ‘완전히 부서진 차를 보았다’가
더 높은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79) 예를 들어 ‘철수가 온 다음(에) 영희가 왔다.’(김지은, 2002:166)라는 문장에서 밑줄
친 ‘철수가 온 다음(에)’를 부사절로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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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관형사절 판단을 위한 사고 흐름도

ㄷ. 부사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고에서는 종속접속문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종속
적 연결어미로 이끌어진 절을 모두 부사절로 인정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통
2

2

2

1

적으로 종속적 연결어미로 일컬어지는 ‘-면서 , -며 ’(동시), ‘-고 , -어서 ’(선후),
1

2

2

‘-니까 , -어서 ’(이유‧원인), ‘-ㄴ/는데, -니 ’(배경), ‘-러, -려(고)’(목적‧의도) 등
1

2

을 학교 문법에서의 부사형 전성어미 ‘-이80), -게 (목적·의도), -게 (방식·정도),
-도록, -듯(이), -ㄹ수록’ 등과 함께 모두 부사형 전성어미로 간주하기로 한다81).
80) ‘-이’는 전통 문법에서 부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로 여겨져 왔으나, 통사적으로 볼
때 ‘-와 달리, -와 같이, - 없이’에서처럼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적인 성격이 강하고
(구본관 외, 2015:272), ‘황금을 돌과 같이 보아라’와 같이 ‘-이’를 용언의 어간에 결
합한 부사형 전성어미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존재한다(이익섭, 2003:164-166).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부사형 전성어미로 다루도록 한다.
81)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부사형 전성어미에 대한 구분 역시 학자들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이선웅, 2012:71). 어미의 구분을 문장의 종류
와 일치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본고에서 종속접속문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이상, 종속적 연결어미와 보조적 연결어미를 모두 부사형 전성어미로 분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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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이 중 전통적으로 부사형 전성어미로 분류되던 ‘-이, -게 , -도록’이
결합된 부사어에 대해서는 관형사절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부사절의 인정
기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9) 가. 저녁 때 스시 맛있게 먹었어요. (010430)
나. 규영이가 웃기게 생겼어요. (080411)
다.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020610)
라. 수학 없이 일을 못 가집니다. (040719)
마. 친구들과 나누는 이 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후략).
(070915)

(9가,나)의 밑줄 친 ‘맛있게’와 ‘웃기게’는 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성상 부사처럼 보인다. 재미동포 학습자 입장에서도 (9가,나)에서의 ‘-게
2

’의 쓰임은 (9다)에서처럼 모절의 주어와 다른 주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 비해 단순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러므로 본고의 연구 목
적을 고려할 때 (9가,나)의 밑줄 친 부분은 절의 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1

2

타당하다. 반면, (9다-마)처럼 용언 어간에 ‘-이, -게 , -게 , -도록’이 결합한 단
어 앞에 추가적인 논항이나 부가어가 있는 경우 통사적으로 훨씬 복잡한 구문이
산출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관형사절 인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부사절로 인정하도록 한다. 단, 남주연(2015:103)의 논의처럼 사동의 의미와 관련
3

하여 사용되는 ‘-게 ’의 경우에는 내포절의 주어와 모절의 주어가 필연적으로 달
라지므로 추가 논항이나 부가어가 없더라도 부사절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1

2

이와 함께 본동사가 ‘-아, -게 , -게 , -지, -고’ 등을 통해, 혹은 관형사형 전
성어미와 의존명사를 통해 보조용언과 결합하여 합성서술어를 형성할 경우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 않다/못하다, -고 있다, -아/어 있다, -ㄹ 수 있
다’ 등에서 보듯이 보조용언은 본용언이 갖는 기본 의미에 부정, 진행, 완료, 가
능 등의 의미를 더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한다82). 국어학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타당하다.
82) 박기덕 외(2003:94)에서는 보조동사는 시제나 상, 양태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선어말어미의 의미와 비슷한 점이 있고, 따라서 의미나 기능을 중시하는 입
장에서는 보조동사를 어미와 같은 단계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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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별도의 부사절(혹은 관형사절)로 인정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이를 별도의 부사절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보조용언은 독자
적인 논항을 갖지 않고(고영근‧구본관, 2008:291) 일반적으로 재미동포를 대상으
로 할 때를 포함하여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합성서술어를 하나의 문법항목
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성서술어의 사용으로 통사 복잡성이 높아
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위에서 논의한 부사절 인정 기준을 근거로 부사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
고의 흐름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부사절 판단을 위한 사고 흐름도

이 때 보조용언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능의 분류와 보조
용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진행(-고 있다, -고 계시다), 완결 및 결과 지속(-어 있
다), 상태 변화(-어 지다, -어 가다, -어 오다), 행위의 결과 보유(-어 두다, -어 놓
다), 시행·경험(-어 보다), 성취(-어 내다), 부정(-지 않/못하다), 바람(-고 싶다, -었
으면 싶/하다), 추측(의문형어미+싶/보/하다), 시혜·봉사(-어 주다, -어 드리다), 부담
의 제거(-어 버리다), 예정(-게 생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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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인용절

인용절은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이)라고, 고’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인
경우에 ‘(이)라고, 하고83)’, 간접 인용인 경우에 평서문은 ‘-다고/(이)라고84)’, 의문
문은 ‘-냐고’, 명령문은 ‘-라고’, 청유문은 ‘-자고’로 이끌어진다. 학자에 따라 이러
한 문법적 표지를 부사격 조사 혹은 부사형 어미로 보아 명사절 혹은 부사절로
포함시키기도 한다(구본관 외, 2015:277). 그러나 ‘인용’의 의미 기능은 명사절이
나 부사절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고 본고에서 내포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이
론적 분류보다 학습자가 활용하려고 하는 의미 기능을 구별하려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용절을 명사절‧부사절과 별개로 인정하도록 한다.85)
ㅁ. 서술절

한 문장에 주격 조사 ‘이/가’를 가지는 명사구가 두 번 이상 출현하여 주어가
2개 이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러한 문장을 흔히 이중주어문이라고 한
다. 학교 문법은 이중주어문을 서술절 포유문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나 학자
에 따라 대주어와 소주어로 나누거나, 주제-설명으로 보거나, 심층에서의 다른
격조사가 표면에서 ‘이/가’를 취한 것으로 보는 등 의견이 갈린다(고영근‧구본
관, 2008:513). 게다가 서술절은 그 절을 이끄는 문법적 표지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내포절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관규(2002:257)의
입장과 같이 서술절의 존재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절의 종류별
문법적 표지, 즉 문법항목을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86).
83) 구본관 외(2015:275)에 따르면 직접 인용을 이끄는 ‘하고’는 아직 문법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 조사나 인용 어미가 아닌 인용 동사 ‘하다’의 활용형으로 본
다.
84) 평서문이 ‘이다’ 서술어인 경우에는 ‘-(이)라고’가 사용된다.
85) 또한 ‘-다고 하면’이 줄어든 ‘-다면’은 인용절과 부사절이, ‘-다고 하는’이 줄어든 ‘다는’는 인용절과 관형사절이 동시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다.
86) 각 절을 이끄는 문법항목을 이관규(2002), 박기덕 외(2003), 고영근‧구본관(2008), 허
용 외(2008), 구본관 외(2015) 등을 참고하여 1차적으로 나열한 후, 학습자 작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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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 목록
구분

접
속

대등
접속절

문법항목
대등
적
연결
어미

순접

-고 , -며 , -면서1, -자

역접

-지만, -나, -어도 , -건만, -다마는/다만

나열

-거나 -거나, -든(지) –든(지), -다(가) -다(가)

종속
접속절

1

1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부사절로 통합)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절

1

의존명사 ‘것’
의문형 종결어미

-ㅁ, -기
-ㄴ/는 것, -ㄹ 것, -던 것
-ㄴ/는지, -ㄹ지, -냐/느냐, -ㄴ/는가, -ㄹ까

관형사절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는, -ㄹ, -던
2

-면서 , -며

선후

-고 , -고서 , -어서 , -어 , -여 , -자, -자마자,
-다(가)

이유‧원인

-어서 , -어 , -여 , -니까 , -니 , -느라(고),
-므로, -기에/길래, -다고, -라, -라서, -라고1

2

1

2

내
포

부사절

부사
형
전성
어미

2

2

1

1

1

1

-고3, -고서2, -어서3, -어3, -여3

배경

-ㄴ/는데, -니까 , -니

2

2

목적‧의도

-러, -려, -려고, -게1, -도록1, -고자

조건‧가정

-면, -려면, -자면, -다면, -어야(지)

방식‧정도

2

-어도 , -라도, -더라도, -ㄹ지라도, -어야
-이, -게2, -도록2

선택

-든(지), -거나

비유

-듯(이), -다시피,

기타

-게3(사역), -ㄹ수록(증가), -고는/곤(반복)

합성서술어

서술절

1

수단

양보

인용절

2

동시

(인정하지 않음)

직접인용

(이)라고, 하고

간접인용

-다고/(이)라고, -냐고, -라고2, -자고
(인정하지 않음)

석 과정을 통해 첨가‧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자세한 연구 절차는 Ⅲ장 4
절에 기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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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의 틀
여기에서는 Ⅱ장 3절에서 확인했던 다양한 문법항목 사용‧발달 양상 분석 방
법 – 필수 문맥 공급(Suppliance in Obligatory Contexts) 분석, 목표 언어적
사용(Target-Like Use) 분석, 함축적 평가(implicational scaling), 빈도 분석
(Frequency Analysis) - 중 본고의 연구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한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모든 분석 방법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과 대
상을 고려하여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의 틀을 선택하며, 필요할 경우 기존의
방법을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본고에서 연구자가 앞서 선정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들을 통해 통사 복잡
성 발달 양상을 양적으로 살피는 것 이외에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을 추가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느 문법항목의 어떠한 사용상의 특성이
학습자 산출 자료의 통사 복잡성 정도에 차이를 일으키는지를 파악하고 학습자
의 통사 복잡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적 함의를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학
습자가 특정 문법항목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 또는 어
떠한 오류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통사 복잡성과 관련한 어떠한 문
법항목을 얼마나 많이,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수 문맥 공급 분석 방법이나
목표 언어적 사용 분석 방법은 특정 문법항목 사용에서의 정확성을 분석함으로
써 해당 문법항목의 습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을 둔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함축적 평가 방법의 경우에는 관심을 갖는 모든 문법항목들, 혹은 가능
한 한 많은 문법항목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자료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여야
만 신뢰도 높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함축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에서는 목적형 자료를 실험 형태로 수집한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문법 범주에 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 모두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형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형 전성어미만 하더라도 동시, 선후, 이유‧원
인, 수단, 배경, 목적‧의도, 조건‧가정 등 수많은 의미 범주의 문법항목들이 포함
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목적형 자료보다는 학습자가 자유롭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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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개방형 자료가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 연구의 분석 자료
형태가 함축적 평가 방법에 부적합하므로 함축적 평가 방법 역시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문법항목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빈도 분석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복잡성을 그 범위로 하는 본고의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용 지점 중심의 빈도 계량 방법87)이 유아의 모어
습득 연구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어와 제2 언어의 중간 성격을
띠는 계승어 교육 연구에 가장 타당한 분석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주요 연구 참
여자 집단인 재미동포 학습자 대부분은 출생 직후부터 학령전기에 걸쳐 가정에
서 부모를 통해 한국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88) 이들에게 있어서 (설사 학령
기에 진입한 이후 영어로의 언어 전환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한국어는 제1
언어, 즉 모어(mother tongue)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본 연구가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빈도를 계측할 때에는 정
확히 사용된 것뿐만 아니라 오류를 포함하는 사용까지도 산입(算入)하도록 한
다. Ⅱ장 2절에서 밝힌 것처럼 복잡성의 정의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와 관
련되기 때문에, 사용한 문법항목에 비록 형태적‧의미적 오류가 존재한다 하더라
도 문장을 통사적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시도하였다면, 시도하지 않은
학습자(혹은 전략적으로 회피한 학습자)에 비해 언어 복잡성 측면에서는 더 높
은 발달 수준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학습자 언어의 복잡성과 정확성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경쟁관계가 존재
한다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복잡성이 발달하더라도 정확성이 크게
낮아진다면 복잡성의 발달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본고에서는 관련 문법항목 사용에서의
의미적 오류에 한하여 자료 분석 및 코딩 단계에서 별도로 표기한다.

87) Ⅱ장 3절에서 강남욱(2011, 2013)에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서 소개하였듯이, 연구 참
여자의 연령, 숙달도 등 발달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이다.
88) Ⅱ장 1절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고의 주요 연구 참여자인 재미동포 학습자
들 중 40.2%는 가정에서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오직 한국어를, 42.5%는 주로 한
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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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 우리 형아는 어떨 때 나쁜대(√나쁜데) 좋을 때도 있습니다. (080401)
나. 맨날 보고 싶으고(√싶고) 그리워요. (080413)
다. 저녁 일곱 시 쯤에 먹고 샤워해서(√샤워하고) 텔레비전 보고 자요.
(080607)
라. 한국말을 배우는지(√배우든지) 안 배우는지(√배우든지) 다 너의
생각이에요. (060409)
마. 거기 도착했(√도착했을) 때 할로윈 복장로 갈아입고 트릭오어트릿
하러 동네에서 다녔습니다.

(10가)는 ‘-ㄴ데’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맞춤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고, (10나)
1

는 ‘-고 ’의 사용을 시도하였으나 매개모음 ‘으’를 불필요하게 삽입한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사용한 어미 자체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의미적 오류로 간주하
2

지 않는다. 반면 (10다)와 (10라)는 각각 ‘-고 ’와 ‘-든지’를 사용해야 하는 문맥
에서 ‘-어서, -는지’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어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도 문장의 확장은 시도하였으므로 복잡성 발달
양상 분석에서는 빈도에 포함되나, 명백한 의미상의 오류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10마)에서처럼 용언의 어간, 혹은 선어말어미까지는 나타났으나 필수적으
로 공급해야 하는 어미를 생략한 경우에도 오류로 처리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표기된 오류들은 그 정확한 수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복잡성과 정확
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참고하고, 필요시 논의 단계에서 함께 다루도록
한다.

4. 연구 절차
통사 복잡성 발달 및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을 위한 연구 절차를 개
괄적으로 정리하여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이어서 각 절차별 연구 과정을 상
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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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 절차의 개요

(1) 자료 수집
재미동포 학습자 및 모어 화자 자료의 수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Ⅲ장 2
절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Ⅲ. 2. 1. ‘재미동포 학습자 자료’ 참고). 연구자가
종이 형태로 전달 받은 모든 재미동포 학습자 및 모어 화자 자료는 추후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하였으며, <그림 10>에 그 예시를 보였다.

<그림 10> 학습자 작문 자료 이미지 예시

HS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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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4급

HS 5급

HS 6급

- 70 -

NS

(2) 자료 입력
자료 입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그림 11>과 같은 설
문 응답 입력으로, 학습자별로 고유 번호(ID)를 부여한 후 학습자 집단, 소속 학
교, 숙달도(반 편성), 성별, 학년 등의 개인 정보와 작문의 장르 및 제목 정보를
포함하여 설문 결과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하
였다. 모어 화자 집단의 경우에는 별도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개
인 정보만 입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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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학습자 설문 응답 입력 예시

두 번째는 <그림 12>와 같이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분석 가능한 전자 파일
형태로 변환하는 전사 작업으로, 한글 201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차에 걸쳐 이
루어졌다. 1차 전사에서는 철자, 띄어쓰기, 문장부호, 문단 구분 등 학습자의 표
기를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최대한 동일하게 전사하였다. 이후 2차 전사에
서는 한글 2014의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올바른 철자와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수정하였는데89), 이는 추후 통사 복잡성과 관련한 분석 작
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90). 이 과정에서 문장 끝에 문장부호가 없는 경
우에는 문맥에 알맞도록 마침표 혹은 물음표를 추가하고, 서술어가 없는 완전하
지 않은 문장, 한국어 이외의 언어(주로 영어)로만 구성된 문장은 삭제하였다.
89) 그러나 문법적 오류나 어휘 오류는 수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나는 여름방학에서
유럽을 갓습니다’에서 ‘갓습니다’는 맞춤법 오류에 해당하므로 형태소 분석기의 분석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갔습니다’로 수정하였으나, ‘여름방학에서’의 조사 교체 오류
는 수정하지 않았다.
90) 특히, 지능형형태소분석기를 통해 형태소의 수를 최대한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맞춤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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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학습자 작문 1차 전사 및 2차 전사 예시

(3) 분석 대상 자료 선별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변인 정보를 확인하고 통사 복잡성 측정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교란 변인 통제하기 위하여 분석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
요하였고, 구체적인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Ⅲ장 2절에서 상세히 다루었다(Ⅲ. 2.
1. ‘재미동포 학습자 자료’ 참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4의 필터 기능을 활용
하여 학습자의 학년 정보 유무, 도미(渡美) 시기, 작문 장르, 작문의 질(質) 등
선별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784편의 작문 중 447편의 자료를
선별해 내었다.
(4) 작문 자료 분석 및 코딩

- 73 -

작문 자료 코딩은 한글 2014의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을 활용하여 작문 자료
텍스트에 연구자가 직접 코딩 기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문장의 확
장을 일으키는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에 절의 유형에 따라 코딩 기호를 부
착하였으며, 부사절의 경우에는 그 하위 분류의 수가 많고 동일한 형태의 문법
항목으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사절 코딩 기호 뒤
에 하위 범주를 함께 코딩하였다91). 사용 문법항목에 의미상 오류가 있을 경우
에는 절의 종류를 나타내는 코딩 기호 뒤에 ‘ERR’ 기호를 추가하고 괄호 안에
√ 기호를 사용하여 오류를 수정하였다. 코딩 대상별 코딩 기호 목록은 <표
16>과 같다.

<표 16> 코딩 대상별 코딩 기호 목록
코딩 대상

코딩 기호

코딩 기호 출처

대등절

/EC

Equivalent Clause

명사절

/NC

Noun Clause

관형사절

/MC

Modifying Clause

부사절

/AC

Adverb Clause

인용절

/QC

Quotation Clause

의미상 오류

ERR

ERRor

코딩 작업은 실제로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선, 관련 문법항목의 목록과
절의 인정‧분류 기준을 대략적으로 정하고 1차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후
1차 코딩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문법항목 목록 및 기준을 확정하고
이에 맞추어 2차 코딩 작업을 진행하여 확정된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이었
다92). 학습자 작문 자료에 코딩 기호를 부착한 방식은 <그림 13>과 같다.
91) 예를 들어, 동일한 ‘-어’ 형태의 부사형 전성어미라 하더라도 ‘/AC선후, /AC이유,
/AC수단’ 등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92) 이후 수차례의 검토 과정을 거쳐 코딩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으나, 학습
자의 의도를 알 수 없거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종종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판정이 불가능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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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작문 자료 코딩 기호 부착 예시

코딩 작업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연구자 본인 외 1명을 섭외하여 교차 분
석을 수행하였다. 교차 분석 연구자는 수 년 간의 한국어 교육 경험을 가진 한
국어교육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으로, 총 447편의 작문 자료의 약
10%에 해당하는 45편에 대해 본 연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코딩 작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약 30분에 걸쳐 유형별 절 인정 기준과 코딩 방식을 구두
로 설명하고 본 연구의 원고 중 이와 관련된 부분(Ⅲ장 3.2.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을 발췌하여 참고자료로 전달하였다. 교차 분석 결과, 연구자의 코딩
결과와 교차 분석 연구자의 코딩 결과 간 95.5%의 일치율을 확인하였다.

인정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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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별 빈도 계측
단위별 빈도 계측은 우선 각 작문 자료의 문장 수, 유형별 절 수, 어절 수, 형
태소 수 확인부터 진행되었다. 형태소 수 계측은 지능형형태소분석기 2.0을, 문장
수, 유형별 절 수, 어절 수 계측은 한글 2014의 ‘모두 찾기’ 기능을 활용하였으며,
빈도 계측 결과는 설문 응답 결과가 입력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3
파일에 각 학습자(작문)별로 추가 입력되었다. 이후 코딩 기호가 부착된 문법항
목들을 확인하여 작문별로 나타난 각 문법항목의 빈도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3 파일에 입력하였다. 본고에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로 삼은 문장 당 형태
소 수, 문장 당 절 수, 대등접속 지수,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는 각 문법항목
의 빈도 정보로부터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해당 셀(cell)에 수식 및 함수를 입력하
여 두었다. 단위별 빈도 계측 결과 입력 화면의 예시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단위별 빈도 계측 결과 입력 화면 예시

(6) 통계 분석
재미동포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발달 양상을 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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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참조 집단인 청소년
모어 화자 집단의 자료 분석도 포함시켰다. 우선, 재미동포 학습자 집단은 각각
의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에 대해 숙달도(3-6급)와 연령(초‧중‧고)을 독립변인
으로 하는 이원분산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고, 집단 평
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사후검정(post-hoc)으로

본페로니

(Bonferroni) 방식93)의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하여 차이를 보이
는 집단을 확인하였다. 이후, 숙달도가 가장 높은 6급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통해 두 집단 간 통사 복
잡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 분석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3이, 자료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보
이기 위한 상자그림 작성과 이원분산분석, 사후검정, 독립표본 t검정 등 추리통
계에는 R 프로그램 3.2.3이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상세히 기술한 통사 복잡성 발달 및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
을 위한 연구 절차를 <표 17>에 요약‧정리하였다.

93) 다중비교 방식에는 본페로니(Bonferroni) 이외에도 투키(Tukey), 피셔(Fisher), 쉐페
(Sheffe)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이 중 본페로니는 투키와 더불어 가장 널리 사용되
는 방식으로, 엄밀한 검증을 위해 충분히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본고의 분석 자료처
럼 집단 간 사례 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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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연구 절차 및 분석 도구
연구 절차


1

자료 수집

2

자료 입력

3
4

분석 대상 자료
선별
작문 자료
분석 및 코딩

5

단위별 빈도 계측

6

통계 분석











내용
HS: 미국 11개 한글학교 전체 학생의 설문 응답지 및
작문 자료
NS: 서울‧경기 지역 청소년 40명(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의 작문 자료
작문 자료를 작성한 학습자에 대한 설문 응답 입력
작문 전사 (학습자 표기 그대로 1차 전사 후 띄어쓰기
및 맞춤법 교정하여 2차 전사)
학습자의 학년 정보 유무, 도미(渡美) 시기, 작문의
장르, 분석 자료로서 작문의 질을 기준으로 선별
1차 코딩 후 관련 문법항목 및 절 인정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2차 코딩
문장, 유형별 절, 어절, 형태소 빈도 계측
측정 지표별 빈도 및 지수 계산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숙달도별‧연령별 집단 간 차이
검정 및 본페로니 사후검정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재미동포 6급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 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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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사 복잡성 발달 및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
1. 통사 복잡성 발달 양상 분석
재미동포 청소년의 통사 복잡성 발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Ⅲ장 3절에서
통사 복잡성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하여 총 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아래 <표
14>는 기(旣) 선정한 분석 측면 및 측정 지표를 요약한 <표 14>를 편의상 그대
로 다시 옮긴 것이다. 이제 각각의 측정 지표에 대하여 집단별 기술 통계 결과,
집단별 자료 요약 상자그림94), HS의 숙달도별‧연령별 이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
결과, HS 6급과 NS 간 차이 검정 결과 순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모든 추리통계
결과는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한다.
<표 14>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선정 결과
분석 측면
문장의
길이
문장
확장의 양
문장
확장의
유형

번호

측정 지표

계산 식

[지표1]

문장 당 형태소 수

(총 형태소 수) / (총 문장 수)

[지표2]

문장 당 절 수

(총 절 수) / (총 문장 수)

[지표3]

대등접속 지수 (CI)

(총 대등절 수) /
[(총 절 수) - (총 문장 수)]

[지표4]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

(총 OO절 수) / (총 문장 수)

1.1. [지표1] 문장 당 형태소 수
<표 18>은 집단별 문장 당 형태소 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문장
당 형태소 수는 HS 3급 학습자의 경우 평균 10.7개로 시작하여 숙달도가 높아

94) 상자그림(box plot)은 최댓값, 최솟값, 중앙값, 사분편차를 사용하여 자료의 측정값
들의 분포와 특잇값(outlier) 및 극단값(extreme outlier)의 유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이다(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상자의 위‧아래 선분은 위‧아래
사분위수를 나타내며, 상자 내부의 굵은 실선은 중앙값(median)을 나타낸다. 상자그
림을 통하여 자료 분포의 대칭성과 양측 꼬리 부분의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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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점차 올라가 6급 학습자는 평균 15.1개의 형태소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
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에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장 당 형태소 수가 초등
학생 11.1개에서 고등학생 14.1개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의
문장 당 형태소 수는 25.9개였다. 집단별 문장 당 형태소 수의 분포를 상자그림
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5>이다. HS는 숙달도별‧연령별 집단마다 소수의 극
단값(extreme outlier)들이 발견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를 시
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NS의 문장 당 형태소 수는 14-41개까지 그 분포가
매우 넓으나 중앙의 50% 범위는 HS의 어떠한 급수 혹은 연령 집단의 중앙
50% 범위와도 겹치지 않을 정도로 HS와는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18> [지표1] 문장 당 형태소 수 – 집단별 기술통계량
구분

HS 숙달도별
3급

4급

5급

HS 연령별
6급

초

중

고

NS

평균

10.7

12.5

14.2

15.1

11.1

12.8

14.1

25.9

표준편차

2.5

2.9

3.8

3.7

2.6

3.4

3.8

6.0

<그림 15> [지표1] 문장 당 형태소 수 – 집단별 상자그림

- 80 -

HS의 숙달도 및 연령이 문장 당 형태소 수의 차이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실시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표 19>와 같이 숙달도에 따라서는 문장
당 형태소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p=.000), 연령의 주효과(p=.754)나 숙달도연령 상호작용 효과(p=.507)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만을 고려할
때에는 연령에 따라 문장의 길이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숙달도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 연령 변인은 문장의 길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표 19> [지표1] 문장 당 형태소 수 – HS 이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자유도

F

Sig

숙달도

3

563.8

19.9691

4.509e-12

***

연령

2

5.3

0.2830

.7536

***

숙달도*연령

5

40.6

0.8619

.5067

***

396

3726.6

잔차
*

제곱합

p<.05,

**

p<.01,

***

p<.001

이러한 숙달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의 다중비교를 위해 <표 20>과 같이 본
페로니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HS의 3급과 4급(p=.000), 4급과 5급(p=.0015) 사
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5급과 6급 간 차이(p=.4195)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3급<4급<5급=6급). 이를 통해 5급까지는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장 당
형태소 수가 증가하나 5급 이후에는 그 발달이 정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지표1] 문장 당 형태소 수 – 본페로니 사후검정 결과
숙달도

*

HS 3급

HS 4급

HS 5급

HS 4급

1.2e-05

***

HS 5급

5.5e-13

***

.0015

***

HS 6급

< 2e-16

***

2.2e-07

***

p<.05,

**

p<.01,

***

.4195

***

p<.001

또한 HS 6급(평균 15.1개)과 NS(평균 25.9개) 사이의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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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10.169, p=.000), 재
미동포 중 최상급 학습자의 문장 길이는 청소년 모어 화자의 문장 길이와 분명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2. [지표2] 문장 당 절 수
<표 21>은 집단별 문장 당 절 수95)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문장 당
절 수는 HS 3급 학습자의 경우 평균 0.47개로 시작하여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점차 올라가 6급 학습자의 문장은 평균 1.26개의 절로 구성되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장 당 절 수가 초등학생 0.56개에서 고등학생 1.10개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의 문장 당 절 수는 2.84개였다. 집단별 문장 당
절 수의 분포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6>이다. HS 3급과 4급, 그리
고 모든 연령 집단에서 문장 당 절 수의 최솟값이 1로 나타나 문장의 확장을
단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학습자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지표1]에서처럼 숙
달도별‧연령별로 전체적으로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
으나, 5급과 6급의 중앙 50% 자료를 나타내는 상자가 거의 비슷한 범위에 겹쳐
있어 이 시기에 문장 확장의 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NS의
문장 당 절 수는 [지표1]과 마찬가지로 HS의 어떠한 급수 혹은 연령 집단의
50% 범위와도 겹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솟값도 1을 초과하여, HS와는 큰 차
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21> [지표2] 문장 당 절 수 – 집단별 기술통계량
구분

HS 숙달도별
3급

4급

5급

HS 연령별
6급

초

중

고

NS

평균

0.47

0.78

1.17

1.26

0.56

0.85

1.10

2.84

표준편차

0.38

0.46

0.70

0.63

0.42

0.61

0.65

0.95

95) 문장 당 절 수는 총 절 수를 총 문장 수로 나눈 것임을 <표 14>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서 총 절 수는 대등절과 내포절의 수를 합한 것이므로, 문장의 확장이 일어난
빈도와 동일한 값을 같게 된다. 따라서 특정 작문 자료에서 문장의 확장이 단 한 번
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장 당 절 수는 0이고, 문장 당 평균 1회의 확장이 일어났다
면 문장 당 절 수 역시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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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표2] 문장 당 절 수 – 집단별 상자그림

HS의 숙달도 및 연령이 문장 당 절 수의 차이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표 22>와 같이 숙달도에 따라 문장 당 형
태소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p=.000), 연령의 주효과(p=.899)나 숙달도-연
령 상호작용 효과(p=.811)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표1]에
서와 동일한 결과로, 평균만을 고려할 때에는 연령에 따라 문장의 확장 역시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숙달도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 연령 변인은 문장
확장의 양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표 22> [지표2] 문장 당 절 수 – HS 이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자유도

F

Sig

숙달도

3

20.383

25.8327

2.784e-15

***

연령

2

0.056

0.1067

.8988

***

숙달도*연령

5

0.596

0.4535

.8107

***

잔차
*

제곱합

p<.05,

**

p<.01,

39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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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숙달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의 다중비교를 위해 본페로니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23>에 나타난 것처럼 HS의 3급과 4급 이상(p=.000), 4급과 5
급 이상(p=.000)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5급과 6급 간 차이(p=1)는
유의미하지 않았다(3급<4급<5급=6급). 이를 통해 [지표1]과 마찬가지로 5급까지
는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장 당 절 수가 증가하나 5급 이후에는 그 발달이
정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지표2] 문장 당 절 수 – 본페로니 사후검정 결과
숙달도

*

HS 3급

HS 4급

HS 5급

HS 4급

3.8e-06

***

HS 5급

< 2e-16

***

3.9e-06

***

HS 6급

< 2e-16

***

1.5e-08

***

p<.05,

**

p<.01,

***

1

***

p<.001

또한 HS 6급(평균 2.26개)과 NS(평균 3.81개) 사이의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두 집단 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9.08, p=.000), 재미
동포 중 최상급 학습자의 문장 확장의 양은 청소년 모어 화자의 문장 확장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1.3. [지표3] 대등접속 지수
<표 24>는 전체 확장 중 대등접속에 의한 확장의 비율을 의미하는 대등접속
지수96)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숙달도별로는 HS 3급과 4급은
0.18이며, 5급에서는 0.24까지 증가하였다가 6급은 다시 0.15로 감소하는 것으로
96) Ⅱ장 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등접속 지수의 계산식은 (총 대등절 수) / [(총 절
수] - (총 문장 수)]로, 특정 작문 자료에서 문장의 확장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
아 (총 절 수)와 (총 문장 수)가 같아질 경우, 위 계산식의 분모가 0이 되어 대등접
속 지수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지표3]의 분석에서는 문장의 확장
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HS의 작문 자료 16편이 제외되었다. NS의 작문 자료 중에
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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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에는 초등‧중학생은 0.20이다가 고등학생은 0.16으
로 다소 낮아진다. NS는 HS의 어떠한 집단보다 대등접속 지수평균이 낮았다.
그러나 각 집단의 높은 표준편차를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추측되며, 동시에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집단별 대등
접속 지수의 분포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7>이다. 숙달도별로는
HS의 경우 5급까지는 대등접속 지수가 미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6급에
서는 다시 감소하는 반면, 연령별로 볼 때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앙값
(median, 굵은 실선)은 다소 증가하나 전체적인 분포 범위는 낮아지는 특이한
양상이다. NS의 대등접속 지수는 0.0에서 0.3까지 그 분포가 HS에 비해 비교적
좁고 0에 근접하게 분포하고 있다. 모어 화자의 여부나 HS의 숙달도와 관계없
이 모든 집단의 중앙 50%의 자료가 대등접속 지수 0.3 이하에 분포하여 대등접
속보다는 내포에 의한 확장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HS 3급의 중
앙값이 0인 것으로 보아 3급 학습자의 50% 이상이 대등접속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S 3, 4, 5급, 그리고 HS 초등‧중학생 자료 중에는
대등접속 지수가 1인 극단값들이 일부 나타나는데 이러한 자료들에서는 대등접
속은 1회 이상 나타난 반면, 내포에 의한 확장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을 뜻한
다.

<표 24> [지표3] 대등접속 지수 – 집단별 기술통계량
구분

HS 숙달도별
3급

4급

5급

HS 연령별
6급

초

중

고

NS

평균

0.18

0.18

0.24

0.15

0.20

0.20

0.16

0.13

표준편차

0.27

0.23

0.22

0.12

0.26

0.24

0.16

0.09

HS의 숙달도 및 연령이 대등접속 지수의 차이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표 25>와 같이 숙달도의 주효과(p=.151),
연령의 주효과(p=.326), 숙달도-연령 상호작용 효과(p=.664) 모두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장 확장의 기제 중 대등 확장(혹은 내포 확장)을
일으키는 비율은 숙달도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별도의 사후검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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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표3] 대등접속 지수 – 집단별 상자그림

<표 25> [지표3] 대등접속 지수 – HS 이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자유도

F

Sig

숙달도

3

0.2827

1.7785

.1508

***

연령

2

0.1191

1.1240

.3261

***

숙달도*연령

5

0.1715

0.6472

.6638

***

380

20.1337

잔차
*

제곱합

p<.05,

**

p<.01,

***

p<.001

또한 HS 6급(평균 0.15)과 NS(평균 0.13) 사이의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두 집
단 간 평균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855, p=.394).

1.4. [지표4]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
재미동포 학습자의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는 <표 26>에서 보이듯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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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서 숙달도와 연령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숙달도 기준
으로 살펴보면, 문장 당 명사절의 수는 HS 3급 0.04개에서 6급 0.25개로, 관형사
절의 수는 3급 0.10개에서 6급 0.23개로, 부사절의 수는 3급 0.21개에서 6급 0.54
개로, 인용절의 수는 3급 0.01개에서 6급 0.05개로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도 문장
당 명사절은 HS 초등학생 0.07개에서 고등학생 0.21개, 관형사절은 0.11개에서
0.21개, 부사절은 0.24개에서 0.46개, 인용절은 0.01개에서 0.03개로 절 유형에 따
라 2-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집단 간 평균치의 차이에 비해 표준편차가 커 실
제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이 필
요하다. HS 내 숙달도별‧연령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것에 비해 NS의 평균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는 HS 6급의 1.8-3.9배, HS 고등학생의 2.1-4.3배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집단별로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의 분포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8>로, 이를 통해 앞서 제시한 평균 및 표준편차 정보보다
자료의 분포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명사절과 부사절의 사용은 숙달도 혹
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관형사절은 HS 5급 이후에 다
소 정체되는 모습이다. 또한, 평균 정보로는 숙달도와 연령에 따라 상승하는 것
으로 보였던 HS의 인용절 사용은 실제로 그 평균치의 상승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HS 3-6급에 걸쳐 각 숙달도 및 연령 집단의 50% 이상의 작
문에서 인용절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HS의 유형별 내포절 사용
을 NS와 비교하면 관형사절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을 시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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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지표4]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 – 집단별 기술통계량
HS 숙달도별

구분
①
명사절
②
관형사절
③
부사절
④
인용절

HS 연령별

NS

3급

4급

5급

6급

초

중

고

평균

0.04

0.11

0.18

0.25

0.07

0.11

0.21

0.48

표준편차

0.09

0.14

0.20

0.24

0.12

0.15

0.22

0.27

평균

0.10

0.15

0.27

0.23

0.11

0.18

0.21

0.91

표준편차

0.13

0.15

0.30

0.23

0.15

0.23

0.20

0.45

평균

0.21

0.36

0.40

0.54

0.24

0.36

0.46

0.95

표준편차

0.21

0.29

0.25

0.30

0.23

0.28

0.30

0.52

평균

0.01

0.01

0.03

0.05

0.01

0.02

0.03

0.12

표준편차

0.05

0.04

0.06

0.08

0.05

0.05

0.06

0.12

<그림 18> [지표4]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 – 집단별 상자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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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의 숙달도 및 연령이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의 차이를 일으키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표 27>과 같이 내포절의 모든
유형에서 숙달도에 따라 문장당 내포절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명사절
p=.000, 관형사절 p=.000, 부사절 p=.000, 인용절 p=.002), 연령의 주효과나 숙달
도-연령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표1] 및
[지표2]에서와 동일한 결과로, 평균만을 고려할 때에는 연령에 따라 유형절 내포
절의 사용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숙달도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
연령 변인은 모든 유형의 내포절 사용에 차이를 일으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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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지표4]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 – HS 이원분산분석 결과
절유형
①
명사절

분산원

자유도

숙달도

3

1.0513

14.3930

6.43e-09

***

연령

2

0.0784

1.6101

.2012

***

숙달도*연령

5

0.0874

0.7176

.6105

***

396

9.6415

숙달도

3

1.1860

10.9706

6.187e-07

***

연령

2

0.0006

0.0081

.9919

***

숙달도*연령

5

0.1920

1.0654

.3790

***

396

14.2699

숙달도

3

2.3127

11.3939

3.502e-07

***

연령

2

0.1546

1.1428

.3200

***

숙달도*연령

5

0.2101

0.6212

.6837

***

396

26.7929

숙달도

3

0.04666

5.1529

.001666

***

연령

2

0.00042

0.0703

.932138

***

숙달도*연령

5

0.00208

0.1376

.983512

***

잔차
②
관형사절

잔차
③
부사절

잔차
④
인용절

잔차
*

p<.05,

**

p<.01,

***

제곱합

F

Sig

396

p<.001

이러한 숙달도에 따른 집단 간 내포절 수 차이의 다중비교를 위해 본페로니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28>에 정리하였다. 내포절의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우선 명사절의 경우, HS 3-6급 사이 모든 집단 간 비
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3급<4급<5급<6급). 따라서 재미동포 학습
자들은 숙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문장 당 명사절 사용 역시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형사절은 3급과 5급 이상(p=.000), 4급과 5급 이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
인된 반면, 3급과 4급(p=.152), 5급과 6급(p=1.000)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
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3급=4급<5급=6급). 앞서 살펴본 명
사절에 비해서 관형사절의 사용은 그 발달이 더뎌 4급에서 5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만 의미 있는 발달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장 당 부사절 수는 3급과 4급 이상(p=.000), 4급과 6급(p=.000), 5급과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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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92) 사이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4급과 5급(p=1.0000)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3급<4급=5급<6급). 이는 3급과 4급 사이, 그리고 5급과 6급 사이
에서 정체가 일어났던 관형사절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4급과 5급 사이에서
의미 있는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용절의 경우, 3급과 5급 이상(p=.038, p=000), 4급과 6급(p=.000)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3급<5급, 3급<6급, 4급<6급), 3급과 4급
(p=1.000), 4급과 5급(p=.135), 5급과 6급(p=.009)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3급=4급, 4급=5급, 5급=6급)97). 다시 말하면 인용절의 사용은 2개 급 이상의
다른 집단과 비교할 경우에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만, 1개 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그 발달이 더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8>
의 상자그림에서 확인했듯이 HS 6급 집단에서조차 50% 이상의 학습자들이 인
용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만큼, 재미동포 학습자들의 인용절 활용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8> [지표4]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 – 본페로니 사후검정 결과
내포절 유형

숙달도

①
명사절

②
관형사절

③
부사절

④
인용절
*

p<.05,

**

p<.01,

***

HS 3급

HS 4급

HS 5급

HS 4급

.005

***

HS 5급

4.2e-08

***

.013

***

HS 6급

2.4e-16

***

2.0e-08

***

HS 4급

.152

***

HS 5급

3.2e-09

***

7.1e-05

***

HS 6급

2.7e-05

***

.029

***

HS 4급

1.9e-05

***

HS 5급

1.2e-05

***

1.0000

***

HS 6급

9.3e-15

***

5.1e-05

***

HS 4급

1.00000

***

HS 5급

.03754

***

.13540

***

HS 6급

5.5e-05

***

.00041

***

.042

***

1.000

***

.0092

***

.65027

***

p<.001

97) 수학적 논리와는 달리, 분산분석의 사후검정에서는 a=b 이고 b=c라 하더라도 a≠c
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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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HS 6급과 NS의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유형의 내포절에서 두 집단
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명사절 t=-4.328, p=.000, 관형
사절 t=-8.826, p=.000, 부사절 t=-4.431, p=.000, 인용절 t=-3.472, p=.001). 모든
유형의 내포절에 있어서 재미동포 중 최상급 학습자의 내포절 사용 정도는 청
소년 모어 화자의 내포절 사용에 크게 못 미쳤다.

1.5. 논의 및 소결론
Ⅳ장 1절에서는 숙달도와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재미동포 청소년의
통사 복잡성 발달에 대한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본고에서 사용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들 중 대등접속 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문장 당 형태소
수, 문장 당 절 수,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에서 재미동포 학습자의 숙달도
(3-6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 반면,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가 동일한 연령일 경우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문장 당 더 많은 형태소를 사용하여 긴 문장을 만들어 내고 더 많은 절을 사용
하여 문장을 확장시켜 나갔으나, 동일한 숙달도의 학습자들 사이에서는 연령 변
인이 그들의 통사 복잡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연
령이 높아지더라도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통사 복잡성이 향상되
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재미동포 청소년의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인 한
글학교 중 다수에서 숙달도가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는 현 상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며, 숙달도에 따른 반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보라
미(2009:108)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편성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을 고려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계승어
교육이 일반 성인 학습자 대상의 외국어 교육과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대
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98).
98) 이러한 이유로 남가주한국학원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일부 한글학교에서는 숙
달도가 낮은 중‧고등학생들이 동일한 숙달도의 초등학생과는 다른 학급에서 교육받
을 수 있도록 별도의 반을 편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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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숙달도와 연령은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지표4] 대등접속 지수에 유의미
한 차이를 일으키는 변인이 아니었다. 재미동포 학습자에게서 숙달도나 연령에
따른 대등접속 지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등접속보다는 내포에 의한 문장 확장이 더욱 높은 비율로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숙달도가 낮은 프랑
스어 L2 학습자들이 내포절보다 대등절 사용을 선호하였다는 먼로(Monroe,
1975:1026)의 연구 결과나 성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내포절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는 남주연(2015:147)의 보고와도 차이가 있다. 선행
연구 결과와의 이러한 차이는 본고 연구 대상 중 대등절의 사용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3급 학습자의 48.0%, 4급 학습자의 33.6%가 내포절은 1회
이상 사용하였으나 대등절은 단 1회도 사용하지 않아 3-4급의 대등접속 지수
평균을 5-6급의 대등접속 지수 수준으로, 혹은 심지어 그 이하로 낮춘 것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수의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낮더라도 가정
에서의 한국어 사용으로 간단한 내포절 사용이 익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99). 이들은 내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등에 의한 확장은 상대적으로
덜 일으키며, 이것이 일반 외국인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숙달도에 따른 대등
접속 지수의 감소 경향’이 본고의 연구 대상인 재미동포 학습자 집단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주된 원인이었다고 해석된다.
숙달도에 따른 통사 복잡성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숙달도 사이에서 나타
났는지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급에서 5급까지는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
라 문장의 길이와 문장 확장의 양이 비교적 뚜렷이 증가하였으나, 5급과 6급 사
이에서는 [지표1] 문장 당 형태소 수와 [지표2] 문장 당 절의 수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5급 이상에서 통사 복잡성 향상이 정체
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포절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사절의 사용은 3-6급 전체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나, 관형사절과 사용은 4-5급 사이에서만, 부사절은 3-4급 사
이와 5-6급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증가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반면, 인용절의 사
용은 어떠한 숙달도 사이에서도 1개 급 간 뚜렷한 증가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99) 이에 대한 근거는 이어지는 Ⅳ장 2절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4급 학습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포절을 많이 사용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이어지는 논의
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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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도가 2개 급 이상 증가하여야만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재미동포 학습자 중 숙달도가 가장 높
은 6급 학습자조차 청소년 모어 화자와 비교 시 그 차이가 매우 컸다(1.7-3.9
배). 청소년 모어 화자의 [지표2] 문장 당 절 수(2.84개)는 재미동포 학습자 6급
(1.26개)의 2.2배였는데, 재미동포 최상급 학습자의 복잡성 정도가 서세정(2009)
에서 보고한 외국인 초급 학습자의 수치(1.4개)보다도 낮은 수준100)이라는 점은
성인과 청소년의 인지 능력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문장의 확대와 관련하여 추가
적인 교육적 처치가 필요함을 확인시켜 준다101)(<그림 19> 참고).

100) 서세정(2009)에서는 유형별 절 인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므로
절 인정 기준이 본고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 결과를
수치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자성‧
김정미(2011:550)는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서 내포절과 관련된 일관된 분석 기준이
없어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언어 발
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논의를 더욱 의미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구문 분석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 김자성‧김정미(2011)의 주장에 동의하
는 바이다.
101) 서세정(2009)에서의 학습자 수준 구분은 TOPIK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초급 학습
자는 수업 시수 측면에서는 약 200-400시간을 수학한 학습자들이다. 반면, 한글학교
교육과정상 재미동포 학습자 6급은 900시간 이상 한국어를 교육 받았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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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선행 연구와의 ‘문장 당 절 수’ 결과 비교

마지막으로, 유형별 내포절 사용 측면에서 재미동포 최상급 학습자인 6급 학
습자와 모어 화자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관형사절(3.9배)이었다(<그
림 20> 참고).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재미동포 학습자의 관형사절의 사용은 4급
과 5급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숙달도가 높아지더라도 크게 증가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20>에 나타나듯이 관형사절은
모어 화자 집단이 부사절(문장 당 0.97개)과 함께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내포절
인 만큼(문장 당 0.91개), 재미동포 학습자 집단에서 관형사절의 발달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들의 전체적인 통사 복잡성 발달을 저해하고
모어 화자 집단과의 복잡성 정도의 차이를 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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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 비교 (HS 6급 vs NS)

2.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
Ⅳ장 1절의 통사 복잡성 발달 양상 분석 결과, 연령보다는 한국어 숙달도가
재미동포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차이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Ⅳ장
2절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은 학습자의 숙달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 문법항목별로 총 사용 빈도, 표준
화 빈도, 사용 증가율 순으로 기술하였다. ‘총 사용 빈도’는 각 숙달도에 속하는
작문 자료 전체에서 특정 문법항목이 사용된 횟수를 의미한다. ‘표준화 빈도’는
각 숙달도의 ‘총 사용 빈도’를 각 숙달도 작문 자료의 총 문장 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한 것으로, 100문장 당 해당 문법항목이 사용된 빈도를 나타낸다. 특정 문
법항목의 사용 빈도를 작문의 양이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비교하려는 목
적으로 표준화한 지표이므로 강남욱(2013)의 발현 비율(ER)과 유사한 개념이나,
어절 당 수치가 아닌 문장 당 수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용 증가율’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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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집단의 특정 문법항목 사용 빈도(표준화 빈도)가 직전 숙달도 집단 대비(NS
의 경우에는 HS 6급 대비)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배수 개념으로 나타낸 것으
로, 강남욱(2013)의 성장 비율(GR)과 동일한 개념이다. 단, ‘총 사용 빈도’의 절
대값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 높은 ‘사용 증가율’은 오히려 왜곡된 해석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 사용 빈도’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분석 결과, Ⅲ장 3절에서 선정한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 중 절반 이상이 재
미동포 학습자 및 모어 화자에 의해 전혀 사용되지 않았거나 그 분석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정도로 사용 빈도가 지나치게 낮
았다. 따라서 최소 1개 집단 이상에서 100문장 당 사용 빈도(표준화 빈도)가
1.00회 이상으로 분석된 경우에만 자세한 수치와 함께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1.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

우선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재미동포 학습자
1

1

작문에서는 ‘-고 , -며 , -지만’ 등 단 3개의 문법항목만이 사용되었다. 이 중 모
1

어 화자 집단에서조차 100문장 당 사용 빈도가 1.00회에 미치지 못한 ‘-며 ’를
1

제외하고 ‘-고 ’와 ‘-지만’의 총 사용 빈도, 표준화 빈도, 숙달도 간 사용 증가율
을 <표 29>에 정리하였고 이 중 표준화 빈도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
1

도록 <그림 21>에 제시하였다.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 중 ‘-고 ’에 의한 확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미동포 3급 93%, 4급 94%, 5급 93%, 6급 83%로 절대적으로
1

높은데, 모어 화자의 ‘-고 ’에 의한 대등접속 비율이 73%임을 고려하면 숙달도
와 관계없이 모든 숙달도의 재미동포 학습자에게 역접 의미의 문법항목 활용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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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문법항목별 사용 양상 – 대등절
문법항목

구분
1

순접

-고

역접

-지만

HS 3급

HS 4급

HS 5급

HS 6급

NS

총 사용 빈도(회)

170

200

211

123

180

표준화 빈도(회)

8.04

10.88

21.40

15.22

22.47

사용 증가율(배)

N/A

1.35

1.97

0.71

1.48

총 사용 빈도(회)

13

12

15

24

58

표준화 빈도(회)

0.61

0.65

1.52

2.97

7.24

사용 증가율(배)

N/A

1.06

2.33

1.95

2.44

<그림 21>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 - 대등절
-고1

-지만

35
30
7.20

25

표
준
화
빈
도

1.20

20

3.00

15
10
5
0

0.60
8.00

HS 3급

0.70

15.20

10.90

HS 4급

22.50

21.40

HS 5급

HS 6급

NS

1

‘-고 ’의 100문장 당 빈도는 HS 3급 8.0회, 4급 10.9회, 5급 21.4회로 꾸준히 증
1

가하다가 6급에서는 15.2회로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 ’의 사용
1

이 대등접속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고려하면, 6급에서의 ‘-고 ’의 사용
감소 원인은 Ⅳ장 1절에서 분석한 바대로 6급에서는 추가적인 내포절 증가(HS
5급 0.91개 → 6급 1.09개)에 집중하면서 대등접속에 의한 확장은 감소시켰기 때
문(HS 5급 0.26개 → 6급 0.18개)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앞에서 [지표2] 문장
당 절 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문장 확장을 훨씬 많이 일으키는 NS의 100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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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고 ’ 빈도는 22.5회로 HS 6급의 1.48배로 나타나 6급 학습자에게도 추가적
1

인 대등접속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 사용에서 오류는 해당 문법항
목을 사용한 총 239명의 재미동포 학습자 중 단 2명에게서만 발견되었을 정도
로, 사용의 정확도는 충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만’의 사용은 전 숙달 단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지만 100문장 당 사용
빈도가 HS 6급에서조차 3.0회에 불과하였고, NS는 이보다 2.44배 높은 100문장
당 7.2회의 사용을 보였다. ‘-지만’과 관련한 오류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작문자료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대등접속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에 있어 숙달도에 따라 양적 차이뿐 아니라 질적 차이를 드러냈다.

(11) 가. 텐트가 너무 추웠고 조그맸습니다. (3급/010426)
나. 민희 언니는 나와 세 살 차이가 나고, 사학년 더 많다. (4급/040703)
다.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고 농구도 하고 매일 행복하게 같이 놉니다. (5급
/060816)
라. 한국학교에서는 많은 도움도 받고 재미가 있어서 매주마다 갑니다. (6급
/021111)
마. 나는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 (6급/041107)

(11가)에서 보이듯이, HS 3급에서는 대체로 주술관계가 한 번씩 나타나는 유사
한 구조의 단문 2개를 대등하게 잇되 선행절의 주어를 후행절이 공유하면서 후
행절의 주어는 생략하는 구조가 가장 흔하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숙달도가 높아
짐에 따라 (11나)처럼 문장 구조가 서로 다른 문장들을 연결하거나, (11다)처럼
3개 이상의 절을 연결하였고, (11라,마)와 같이 HS 5급 이상에서는 내포절 안에
서의 추가적인 대등접속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쉽게 관찰되었다.
1

1

1

‘-고 , -지만’ 이외에도 모어 화자에게서는 ‘-며 , -면서 , -자’ 등 순접 연결어
미와 ‘-나, -다마는’ 등의 역접 연결어미가 소수 발견되었다. 그러나 논설문, 설
명문과 같은 장르가 애초에 제외된 분석 자료의 특성상, 비교적 높은 사용이 일
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나’와 같은 연결어미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 100 -

2.2. 내포절 관련 문법항목
(1) 명사절
명사절 관련 문법항목은 크게 전성어미, 의존명사 ‘것’, 의문형 종결어미로 구
분할 수 있다. Ⅲ장 3절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명사절 관련 문법항목들 중
최소 1개 집단에서 표준화 빈도가 100문장 당 1회 이상으로 나타난 문법항목들
만 선정하여 그 사용 양상을 보인 것은 <표 30>, <그림 22>와 같다.

<표 30> 문법항목별 사용 양상 – 명사절
문법항목

전
성
어
미

-ㅁ

-기

-ㄴ/는 것
의
존
명
사

-ㄹ 것

‘것’
-던 것

의
문
형
종
결
어
미

-ㄴ/는지

-ㄹ지

구분

HS 3급

HS 4급

HS 5급

HS 6급

총 사용 빈도(회)

-

-

1

1

14

표준화 빈도(회)

-

-

0.10

0.12

1.75

사용 증가율(배)

N/A

N/A

N/A

1.22

14.12

총 사용 빈도(회)

14

38

21

35

121

표준화 빈도(회)

0.66

2.07

2.13

4.33

15.11

사용 증가율(배)

N/A

3.12

1.03

2.03

3.49

총 사용 빈도(회)

53

111

113

122

183

표준화 빈도(회)

2.51

6.04

11.46

15.10

22.85

사용 증가율(배)

N/A

2.41

1.90

1.32

1.51

총 사용 빈도(회)

8

13

14

11

28

표준화 빈도(회)

0.38

0.71

1.42

1.36

3.50

사용 증가율(배)

N/A

1.87

2.01

0.96

2.57

총 사용 빈도(회)

-

3

1

-

10

표준화 빈도(회)

-

0.16

0.10

-

1.25

사용 증가율(배)

N/A

N/A

0.62

0.00

N/A

총 사용 빈도(회)

9

14

14

16

15

표준화 빈도(회)

0.43

0.76

1.42

1.98

1.87

사용 증가율(배)

N/A

1.79

1.87

1.39

0.95

총 사용 빈도(회)

-

1

1

3

11

표준화 빈도(회)

-

0.05

0.10

0.37

1.37

사용 증가율(배)

N/A

N/A

1.87

3.66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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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그림 22>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 - 명사절
-ㅁ

-ㄴ/는 것

-던 것

-기

-ㄹ 것

-ㄴ/는지

-ㄹ지

50
표
준
화
빈
도

1.87
3.50

40
30

22.85
1.98

20

1.42

10
0

2.51

6.04
2.07

HS 3급

HS 4급

11.46

15.10

15.11

2.13

4.33

1.75

HS 5급

HS 6급

NS

재미동포 학습자의 명사절 관련 문법항목 중 ‘-ㄴ/는 것, -ㄹ 것, -던 것’ 등
의존명사 ‘것’을 활용한 문법항목에의 의존도는 3급 73%, 4급 70%, 5급 77%, 6
급 70%로, NS의 57%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재미동포 학습자가
구어와 문어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ㄴ/는 거, -ㄴ/는 게, -ㄴ/는 걸’과 같은 구어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의존명사 ‘것’ 관련 표현 중 재미동포 학습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
은 ‘-ㄴ/는 것’으로, <그림 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사용 발달이 100문
장 당 HS 3급 2.51회, 4급 6.04회, 5급 11.46회, 6급 15.10회로 무리 없이 진행되
고 있다. HS 3급에서는 ‘(용언)+ㄴ/는 것’의 형태로 주어 혹은 목적어 자리에 쓰
이는 것이 대부분이나 4급 이후에는 ‘–ㄴ/는 것 같다’는 표현을 활용한 문장이
많이 나타난다. 반면, ‘-ㄹ 것’의 사용은 비교적 저조한데, 그 쓰임 역시 ‘-ㄹ 것
같다’라는 추측 표현에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던 것’의 경우는 NS에게서는 100
문장 당 1.25회 나타나는 반면, HS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의존명사 ‘것’을 사
용함에 있어서의 오류는 ‘-ㄹ 것’의 사용에서 극소수의 학습자에게서 나타났을
뿐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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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형 전성어미 중에서는 문어적 성격이 강한 ‘-ㅁ’보다 구어성이 강한 ‘-기’
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기’의 경우, HS 3-4급에서는 ‘-기 싫다, -기 전
(前), -기 때문-’의 맥락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다가 5-6급으로 올라가면서 그
쓰임이 ‘-기도 하다, -기 원하다/바라다, -기 위하여’ 등의 맥락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이하게도 ‘-기’는 다른 문법항목들과는 달리 HS 3-4급에서 오
류가 종종 나타났으나102) 숙달도가 높아지면서 정확성 역시 점차적으로 높아졌
다.
작문의 장르 변인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ㅁ’의 사용에서 재미동포 6급
과 모어 화자 간 차이가 14배 이상 벌어졌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
제로 재미동포 3-4급에서는 ‘-ㅁ’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5-6급에서는
각 숙달도에서 단 1회씩만 발견되었다. 실제로 모어 화자들이 생활문 장르에서
‘-ㅁ’을 활용하여 명사절을 구성하는 사례를 보면, ‘신선함, 답답함, 상쾌함, 어색
함, 감사함, 이상함’과 같은 감정 표현이나 ‘-ㅁ과 동시에’에서 사용되는 것이 높
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겠다.
마지막으로 의문형 종결어미 중에서는 ‘-ㄴ/는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숙
달도가 올라가면서 그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HS 6급의 표준화 빈도는 모
어 화자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ㄴ/는
지’보다 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ㄴ/는가’까지 고려한다면(100문장 당
0.5회) 모어 화자가 의문형 종결어미를 활용한 명사절 확장을 더 적극적으로 시
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3)
.

102) ‘-기’로 대치한 오류보다는 ‘-기’가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곳에 생략되어 일
어난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예) 유영은 느리게 먹었(√먹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날아갔어요. (3급/010527)
103) 빈도가 높지 않아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모어 화자 집단에게서는 ‘-냐
/느냐, -ㄴ/는가, -ㄹ까’와 같이 의문형 종결어미를 활용한 모든 명사절 관련 문법항
목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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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의존명사 ‘것’ 표현의 집단별 사용 빈도 비교
-ㄴ/는 것

-ㄹ 것

-던 것

25

22.85

20
표
준 15
화
빈 10
도
5
0

15.10
11.46
6.04
2.51
0.38
0.00

HS 3급

0.71
0.16

HS 4급

1.42
0.10

HS 5급

3.50
1.36
0.00

HS 6급

1.25

NS

(2) 관형사절
관형사절은 ‘-ㄴ/는, -ㄹ, -던’과 같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의해서 이끌어진
다. 이 중 ‘-ㄴ/는’이 차지하는 비중은 HS 3급에서 68%, 4급 59%, 5급 79%, 6
급 73%, NS 76%로 모든 숙달도와 집단에 걸쳐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ㄹ >
-던’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형사절 관련 문법항목별 사용 양상은 <표 31>, <그
림 24>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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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문법항목별 사용 양상 – 관형사절
문법항목

구분

-ㄴ/는

전
성
어
미

-ㄹ

-던

HS 3급 HS 4급 HS 5급 HS 6급

NS

총 사용 빈도(회)

143

160

182

140

514

표준화 빈도(회)

6.76

8.70

18.46

17.33

64.17

사용 증가율(배)

N/A

1.29

2.12

0.94

3.70

총 사용 빈도(회)

68

110

47

51

106

표준화 빈도(회)

3.22

5.98

4.77

6.31

13.23

사용 증가율(배)

N/A

1.86

0.80

1.32

2.10

총 사용 빈도(회)

-

2

2

2

60

표준화 빈도(회)

0.00

0.11

0.20

0.25

7.49

사용 증가율(배)

N/A

N/A

1.87

1.22

30.26

<그림 24>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 - 관형사절
-ㄴ/는

표
준
화
빈
도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ㄹ

-던

7.49
13.23

64.17
4.77

6.31

3.22
6.76

5.98
8.70

18.46

17.33

HS 3급

HS 4급

HS 5급

HS 6급

NS

‘-ㄴ/는’의 사용 발달은 HS 3-4급 간에는 그 증가율이 두드러지지 않으나, 5
급으로 올라가면서 사용이 2배 이상 늘고 일부 학습자에게서 나타났던 오류도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이후 5-6급 사이에서는 사용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
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ㄴ/는’의 발달 정체가 Ⅳ장 1절 분석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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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문장 당 관형사절 수가 5급과 6급 사이에서 증가하지 않은 것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반면, HS 6급과 NS의 ‘-ㄴ/는’ 표준화 빈도 차이는 3.70배로 대단
히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NS와의 차이는 5급과 6급 사이에서 ‘-ㄴ/는’ 사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2)의 학습자 예문을 통해 관형사절 사용에서의 집단별 차이는 단
순히 확장의 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으로 점점 더 깊이 있는 문장을
산출해 내는가와 관련한 질적인 부분에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2) 가. 나는 제일 좋아하는 동물을 강아지를이에요. (3급/010419)
나. 영화 극장에 사랑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였습니다. (4급/090717)
다. 뭐라고 하든, 숙제, 학교 문제, 남자친구의 문제 대해 도와주는 친구가 좋
습니다. (5급/050806)
라. 영화 감독이 되려면 사람들의 기분을 전환해 주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질을 갖추어야 한다. (6급/041017)
마. 나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에 대한 내용을 잡지에 싣고 싶
다는 생각을 했다. (NS/819916)

(12가)는 관형사절을 활용한 문장의 확장이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부사 + 용언
의 어간 + ㄴ/는’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구조가 사용되었다. 실제로 HS
3-4급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엄청 큰 사파이어, 가장 부드러운 모래, 가장
즐거운 할로윈, 제일 친한 친구들, 아주 소중한 할머니’처럼 가장 단순한 구조,
혹은 다소 관용적인 표현이 관형사절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숙달도가
증가하면서 (12나,다)와 같이 기초적인 관형사절 구조에 추가적인 수식어나 논
항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고, (12라)처럼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체
언을 또 다른 관형사절의 한 부분으로 구성하여 다른 체언을 수식하는 등 문장
의 깊이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물론 NS에서는 문장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
는 (12마)와 같은 구조 역시 어렵지 않게 발견되었다.
‘-ㄹ’은 HS 3-4급 사이에서 1.86배 증가한 후 6급까지 그 사용이 크게 늘지
않은 반면, NS는 HS 6급에 비해 해당 문법항목을 2.10배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ㄴ/는’의 사용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러한 양적 차이 못지않게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이 ‘-ㄹ’을 사용하는 맥락인데,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ㄹ’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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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13)에서 보이듯이 ‘-ㄹ 때’라는 표현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예외적인 경우는 모든 숙달도에서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104).
(13) 가. 카타리나 섬에 도착할 때 언덕 위에 걸어갔습니다. (3급/050519)
나. 나는 어렸을 때는 농구를 아주 좋았습니다. (4급/050614)
다. 한 날에는 아버지가 집에 올 때 진돗개 두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5급/
020812)
라. 내가 슬플 때나 그리울 때나 저한테 힘이 되어 준다. (6급/021008)

반면, NS의 작문에서는 (14)과 같이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ㄹ’을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14) 가. 내 인생 중 가장 소중히 기억될 선생님이시다. (NS/819901)
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밀려올 슬픔과 아픔에…(후략). (NS/829902)
다. 사실 학원을 다닐 계획이었으나…(후략). (NS/819906)

‘-ㄹ’ 사용에서의 이러한 질적 차이는 Ⅳ장 1절에서 복잡성의 양적 분석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교육적 함의를 제공해 준다. 사실 ‘-ㄹ 때’는 재미동포 학습
자들이 가정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표현인 만큼, 학
습자들은 ‘-ㄹ 때’를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암기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복잡
한 문장 구성 능력이 향상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더욱 의미 있는 교육적
접근을 위해서는 NS 작문에서 나타난 (14)와 같이 미래 표현을 위한 ‘-ㄹ’의 쓰
임을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던’은 일반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습득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고 따
라서 사용 빈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문법항목인데(한송화,
2015:502), 이는 재미동포 학습자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던’
은 HS 3급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4급에서는 100문장 당 0.11회, 5급 0.20
104) 재미동포 학습자의 ‘-ㄹ’ 사용에서 오류 역시 꽤 많이 나타났는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래의 예와 같은 ‘-ㄹ 때’에서의 ‘-ㄹ’ 생략 오류(혹은 (13가)와 같은
시제 오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을 통해 ‘-ㄹ’ 사용에서의 정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예) 나 하와이 갔(√갔을) 때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3급/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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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6급 0.25회 사용되어, NS에서 100문장 당 7.49회 사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HS 4-5급 사이, 5-6급 사이에서의 ‘-던’ 사용 증가율은 1.87배, 1.22배이지만 실
제 사용 빈도가 각 급에서 2회로 지나치게 낮아 이러한 증가율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단, (총 사용 빈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HS의 ‘-던’
사용에서는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데, 이는 완전한
습득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던’의 사용을 보류하는 것으
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3) 부사절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은 그 수효가 많아 그 의미 범주에 따라 ① 동시와 선
후, ② 이유‧원인, 수단, ③ 배경, 목적‧의도, ④ 조건‧가정, 양보, 방식‧정도, 사
역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한 후 그 분석 결과를 종합‧정리하도록 한다.
ㄱ. 부사절 ① 동시, 선후

우선 동시 관계, 선후 관계와 같이 시간 관련 부사형 전성어미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동시 관계 전성어미에는 ‘-면서2, -며2’, 선후 관계 전성어미에는 ‘-고2,
-어서1, -어1, -여1, -자, -자마자, -다(가)’ 등이 있는데, 최소 1개 집단에서 100
문장 당 최소 1회 이상 사용된 문법항목만을 선별하여 <표 32>와 같이 문법항
목별 총 사용 빈도, 표준화 빈도, 숙달도 간 사용 증가율을 정리하였다. 이 중
표준화 빈도는 집단별 발달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25>와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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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문법항목별 사용 양상 – 부사절 ① 동시, 선후
문법항목

구분
2

-면서
동시
2

-며

2

-고

1

-어서
선후
1

-어

-다(가)

HS 3급 HS 4급 HS 5급 HS 6급

NS

총 사용 빈도(회)

9

27

18

25

26

표준화 빈도(회)

0.43

1.47

1.83

3.09

3.25

사용 증가율(배)

N/A

3.45

1.24

1.69

1.05

총 사용 빈도(회)

-

4

3

3

30

표준화 빈도(회)

0.00

0.22

0.30

0.37

3.75

사용 증가율(배)

N/A

N/A

1.40

1.22

10.09

총 사용 빈도(회)

76

137

23

30

67

표준화 빈도(회)

3.59

7.45

2.33

3.71

8.36

사용 증가율(배)

N/A

2.07

0.31

1.59

2.25

총 사용 빈도(회)

69

90

31

53

34

표준화 빈도(회)

3.26

4.89

3.14

6.56

4.24

사용 증가율(배)

N/A

1.50

1.64

2.09

0.65

총 사용 빈도(회)

1

2

2

1

29

표준화 빈도(회)

0.05

0.11

0.20

0.12

3.62

사용 증가율(배)

N/A

2.30

1.87

0.61

29.25

총 사용 빈도(회)

2

15

7

4

19

표준화 빈도(회)

0.09

0.82

0.71

0.50

2.37

사용 증가율(배)

N/A

8.63

0.87

0.70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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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 – 부사절 ① 동시, 선후
-면서2(동시)

-고2(선후)

-어1(선후)

-며2(동시)

-어서1(선후)

-다(가)

25
표
준
화
빈
도

2.37
3.62

20

4.24

15

0.82
4.89

10
5
0

0.50

3.26
3.59

HS 3급

1.47

0.71
3.14
2.33
1.83

HS 4급

HS 5급

7.45

6.56

8.36

3.71

3.75

3.09

3.25

HS 6급

NS

HS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면서2’의 100문장 당 사용 빈도는 HS 3급 0.43회
에서 시작하여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6급의 3.09회는 NS의
3.25회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그러나 동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 가능
한 또 다른 문법항목인 ‘-며2’의 사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면서2’만이 사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그림 26>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NS는 ‘-면서2’보다 ‘-며2’를 더 자주 사용함으로써 문어적인
특성을 더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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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동시의 ‘-면서2’와 ‘-며2’의 집단별 사용 빈도 비교
-면서2

-며2

4.0

3.75

3.5
3.0
표
2.5
준
화 2.0
빈 1.5
도
1.0
0.5
0.0

3.09

3.25

1.83
1.47

0.43
0.00

HS 3급

0.22

0.30

0.37

HS 4급

HS 5급

HS 6급

NS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항목 중에서는 ‘-고2’와 ‘-어서1’의 사용이 가장 많
이 관찰되었다. 이 2개 문법항목은 조건을 나타내는 ‘-면’과 함께 Ⅲ장 3절에서
선정한 모든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중 가장 많이 쓰인 문법항목이었다. 특히
HS 4급 학습자들은 이들 문법항목을 모어 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혹은 더 높
은 빈도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통해 ‘-고2, -어서1’를 활용하여 시
간의 선후를 나타내는 능력은 재미동포 학습자들에게서 충분히 발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HS 5급에서 이 2개 문법항목의 사용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
과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찾는 데에 실패하였다.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글의 장르와의 관련성이다. 3-4급 작문 자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
하는 경험 이야기의 비중이 높으나, 5-6급으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서사적 성격
의 글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HS의 작문이 NS의 자료에 비해 더욱 구어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면서2’와
‘-며2’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서1’와 ‘-어1’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림
2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 숙달도에 걸쳐 꾸준히 사용된 ‘-어서1’에 비해 ‘-어1’
는 100문장 당 0.05-0.20회로 매우 드물게 사용되어, 모어 화자들이 ‘-어서1’와 ‘어1’를 대등한 수준(각각 4.24회, 3.62회)으로 활용한 것과는 뚜렷하게 다른 양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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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선후의 ‘-어서1’와 ‘-어1’의 집단별 사용 빈도 비교
-어서1

-어1

8
6.56

7
6
표
5
준
화 4
빈 3
도
2
1
0

4.89
3.26

4.24
3.62

3.14

0.05

0.11

0.20

0.12

HS 3급

HS 4급

HS 5급

HS 6급

NS

시간과 관계된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중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사용한 ‘-면서2, -고2, -어서1’에서는 HS 3-4급을 중심으로 오류가 종종
나타났다. 선후 관계로 표현해야 할 것을 동시 관계로, 혹은 동시 관계로 표현
해야 할 것을 선후 관계로 표현하거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범주 안에서 ‘-고
2

’와 ‘-어서1’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들은 6급에 올라가서는 대부분 사라진 만큼, 숙달도가 올라
가면서 복잡성 발달과 함께 정확성도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용 빈도
가 낮은 ‘-며2, -어1, -다(가)’에서는 숙달도와 관계없이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습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모험을 시
도하기보다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ㄴ. 부사절 ② 이유‧원인, 수단

다음으로 이유 및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들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표 33>, <그림 2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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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문법항목별 사용 양상 – 부사절 ② 이유‧원인, 수단
문법항목

구분
2

-어서

이유
‧원
인

2

-어

1

-니까

3

-고

수단

-어서3

3

-어

HS 3급 HS 4급 HS 5급 HS 6급

NS

총 사용 빈도(회)

67

82

69

68

68

표준화 빈도(회)

3.17

4.46

7.00

8.42

8.49

사용 증가율(배)

N/A

1.41

1.57

1.20

1.01

총 사용 빈도(회)

2

4

8

8

37

표준화 빈도(회)

0.09

0.22

0.81

0.99

4.62

사용 증가율(배)

N/A

2.30

3.73

1.22

4.67

총 사용 빈도(회)

13

19

13

11

3

표준화 빈도(회)

0.61

1.03

1.32

1.36

0.37

사용 증가율(배)

N/A

1.68

1.28

1.03

0.28

총 사용 빈도(회)

26

23

7

8

12

표준화 빈도(회)

1.23

1.25

0.71

0.99

1.50

사용 증가율(배)

N/A

1.02

0.57

1.39

1.51

총 사용 빈도(회)

9

9

7

16

23

표준화 빈도(회)

0.43

0.49

0.71

1.98

2.87

사용 증가율(배)

N/A

1.15

1.45

2.79

1.45

총 사용 빈도(회)

2

6

6

6

43

표준화 빈도(회)

0.09

0.33

0.61

0.74

5.37

사용 증가율(배)

N/A

3.45

1.87

1.22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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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 – 부사절 ② 이유‧원인, 수단
-어서2(이유)

-니까1(이유)

-어서3(수단)

-어2(이유)

-고3(수단)

-어3(수단)

25
5.37

20
표
준
화
빈
도

2.87

15

10

5

1.23
3.17

0

HS 3급

1.25
1.03
4.46

HS 4급

0.71
1.32
0.81
7

HS 5급

0.74
1.98
0.99
1.36
0.99

1.5
4.62

8.42

8.49

HS 6급

NS

HS는 인과 관계의 선‧후행절을 연결하기 위하여 ‘-어서2’를 가장 많이 사용하
였는데,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문법항목 중 ‘-어서2’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 숙달
도에서 72-80% 사이로 절대적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문법항목은 ‘니까1 > -어2’의 순서이다105). <그림 29>를 통해 시각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듯
이, ‘-어서2’는 HS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안정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어2’와 ‘-니까1’의 사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NS는 ‘-어서2’를 가
장 많이 활용한 것은 동일하지만 인과관계 표현의 부사형 전성어미 중 ‘-어서2’
에의 의존도는 56%로 비교적 낮았다. 또한, 구어적 표현인 ‘-니까1’보다는 ‘-어2’
105) 그러나 HS 작문에서 ‘-니까1’의 사용에는 오류가 자주 발견되었다. 좀 더 면밀히
2
살펴본 결과, 오류의 대부분은 아래 학습자 예문과 같이 ‘-어서 ’를 사용해야 하는
1
맥락에서 ‘-니까 ’를 사용하여 일어난 오류였다. 일반 외국인 학습자들이 후행절 제
약에 대한 인식 실패로 인해 흔히 범하는 이러한 동일 의미 범주 내에서의 대치 오
류는 일부 재미동포 학습자들에게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예) 내 아빠가 한국에 살으니까(√살아서) 많이 안 봐요. (5급/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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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를 더 많이 선택함으로써 ‘-니까 ’의 사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대신 ‘-어 ’의
사용이 HS에 비해 훨씬 많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2

2

1

<그림 29> 이유·원인의 ‘-어서 , -어 , -니까 ’의 집단별 사용 빈도 비교
-어서2

-어2

-니까1
8.42

9
8

7.00

7
표
준
화
빈
도

8.49

6
4.62

4.46

5
4

3.17

3
2

1.03

0.61
0.09

1

0.22

1.32
0.81

1.36
0.99

HS 5급

HS 6급

0.37

0
HS 3급

HS 4급

NS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중 분석이 유의미한 수준의 빈도로
3

3

3

3

3

사용된 것은 ‘-고 , -어서 , -어 ’ 등 3개 문법항목이나, ‘-어서 , -어 ’의 경우에는
HS의 숙달도별 100문장 당 빈도가 대체로 1회 미만이라 숙달도 간 양적 비교의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30>에서 보이듯이, HS 3-5
3

3

3

3

3

3

급에서는 ‘-고 > -어서 > -어 ’의 순으로, 6급에서는 ‘-어서 > -고 > -어 ’의
3

3

3

순으로 많이 사용한 반면, NS는 ‘-어 > -어서 > -고 ’의 순서를 보여, HS 작
문 자료는 NS에 비해 그 구어적 성격이 다소 높으나 숙달도가 높아지면서 NS
의 양상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이들 문법
항목을 사용함에 있어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완전한 습득을 이
루지 못한 학습자들은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절 활용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에 대
한 방증(傍證)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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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그림 30> 수단의 ‘-고 , -어서 , -어 ’의 집단별 사용 빈도 비교
-고3

-어서3

-어3

6

5.37

5
표 4
준
화 3
빈
2
도
1

2.87
1.98
1.23

1.25

0.43
0.09

0.49
0.33

HS 3급

HS 4급

1.50

0.71
0.61

0.99
0.74

HS 5급

HS 6급

0
NS

ㄷ. 부사절 ③: 배경, 목적‧의도

다음은 배경 및 목적‧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들의 사용 양상
을 분석하여 <표 34>,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표 34> 문법항목별 사용 양상 – 부사절 ③ 배경, 목적‧의도
문법항목

구분

-ㄴ/는데
배경
2

-니(까)

-러
목적
‧의도
-려(고)

HS 3급 HS 4급 HS 5급 HS 6급

NS

총 사용 빈도(회)

31

65

36

31

34

표준화 빈도(회)

1.47

3.53

3.65

3.84

4.24

사용 증가율(배)

N/A

2.41

1.03

1.05

1.11

총 사용 빈도(회)

4

7

9

4

21

표준화 빈도(회)

0.19

0.38

0.91

0.50

2.62

사용 증가율(배)

N/A

2.01

2.40

0.54

5.30

총 사용 빈도(회)

13

22

8

4

2

표준화 빈도(회)

0.61

1.20

0.81

0.50

0.25

사용 증가율(배)

N/A

1.95

0.68

0.61

0.50

총 사용 빈도(회)

3

6

2

6

8

표준화 빈도(회)

0.14

0.33

0.20

0.74

1.00

사용 증가율(배)

N/A

2.30

0.62

3.6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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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 – 부사절 ③ 배경, 목적‧의도
-ㄴ/는데

표
준
화
빈
도

9
8
7
6
5
4
3
2
1
0

-니(까)2

-러

-려(고)

1.00
0.25
2.62

0.33
1.20
0.38

0.20
0.81
0.91

0.74
0.50
0.50

0.14
0.61
0.19
1.47

3.53

3.65

3.84

4.24

HS 3급

HS 4급

HS 5급

HS 6급

NS

배경과 관련된 부사형 전성어미 중 분석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ㄴ/는데’와 ‘-니(까)2’106) 2개 항목이다. ‘-ㄴ/는데’는 HS 3-4
급 사이에서 2배 이상 사용이 증가한 후 그 빈도에 큰 변화가 없이 6급까지 안
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NS와 비교하여도 그 사용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류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 문법항목은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큰 어려움 없
이 사용하여 통사 복잡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문법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니(까)2’는 전체적인 사용 빈도가 낮고 HS 5급 이후에는 오히려 그 사용
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동일한 문법항목을 NS가 100문장 당 2.62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올라가더라도 ‘니(까)2’의 습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니2’와 ‘-니까2’를 구분
하여 살펴볼 경우, HS 3급은 ‘-니까2’의 사용이 지배적이나 숙달도가 올라갈수
록 ‘-니까2’보다는 ‘-니2’를 선택하여, ‘-니까2’보다는 ‘-니2’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NS의 사용 양상에 근접해 감을 알 수 있었다.
목적‧의도를 나타내는 부사형 전성어미 중에서는 ‘-러’와 ‘-려(고)’107)가 가장
106) ‘-니2’와 ‘-니까2’의 분석은 각각 이루어졌으나 그 총 사용 빈도가 낮아 두 문법항목
을 합쳐서 제시하였다.
107) ‘-려’와 ‘-려고’의 분석은 각각 이루어졌으나 그 총 사용 빈도가 낮아 두 문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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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되었다. 각 집단에서의 총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 집단 간 비교는 조
심스러우나, 6급을 제외한 HS 3-5급에서는 ‘-려(고)’보다는 ‘-러’는 많이 사용한
반면, NS에서는 ‘-려(고)’에 비해 ‘-러’의 사용이 훨씬 적었음을 <그림 32>를 통
해 알 수 있다. ‘-러’는 ‘오다, 가다, 다니다’와 같은 이동 동사와 주로 결합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나 과거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순히 기록한 HS의 낮
은 숙달도 학습자들에게 많이 나타난 반면, NS는 사고(思考)를 기술하는 과정에
서 의도나 욕망을 나타내는 ‘-려(고)’를 비교적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는 (18가-다)의 HS 예문과 (18라,마)의 NS 예문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그림 32> 목적·의도의 ‘-러, -려(고)’의 집단별 사용 빈도 비교
-러

표
준
화
빈
도

1.8
1.6
1.4
1.2
1.0
0.8
0.6
0.4
0.2
0.0

-려(고)

-러 + -려(고)

1.52
1.24

1.20
1.01
0.81

0.76
0.61

1.00
0.74
0.50

0.33
0.14

HS 3급

1.25

HS 4급

0.25

0.20

HS 5급

HS 6급

NS

(18) 가. 엄마가 데리러 왔습니다. (3급/090413)
나. 여름방학 동안 다혜랑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4급/090703)
다. 공원에서 나의 물건을 갖고 엄마를 찾으러 갔다. (5급/040807)
라. 할 일을 미루는 것이 단점인데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NS/929902)
마.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세무학이나 회계학 쪽으로 빠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S/919928)
을 합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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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느 문법항목을 사용했는가와 관계없이 NS의 목적‧의도 의미의 부사
절 사용 빈도가 HS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HS
0.76-1.52회, NS 1.25회, <그림 32> 참고). (19)에서 보듯이 모어 화자들은 재미
동포 학습자들이 ‘-러’ 혹은 ‘-려(고)’를 선택한 맥락(19가,나)과 유사한 상황에서
‘-기 위해/위해서/위하여’와 같은 한층 더 문어적인 표현을 사용(19다,라)하는 경
우가 많았고 이러한 문법항목들은 코딩 작업 시 목적‧의도 표현 부사절로 구분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NS의 목적‧의도 표현 부사절의 100문장 당 빈도는 HS
와 비교할 때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9) 가. 저의 아버지는 매일 아침에, 힘들게 돈을 버시려고 일을 다녀옵니다. (4
급/060603)
나. 니모의 아빠가 니모를 찾으러 바다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5급/040913)
다. 나도 그 잡지를 사기 위해 1월 1일부터 서점 문을 두드렸다.
(NS/819921)
라. 험난한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 년 간 함께 산을 타 오던 동료
들과 산에 오른다. (NS/919904)

ㄹ. 부사절 ④ 조건‧가정, 양보, 방식‧정도, 사역

마지막으로 조건‧가정, 양보, 방식‧정도, 사역을 나타내는 부사절 관련 문법항
목들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총 사용 빈도, 표준화 빈도, 숙달도별 사용 증가
율을 <표 35>,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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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문법항목별 사용 양상 – 부사절 ④ 조건‧가정, 양보, 방식‧정도, 사역
문법항목
조건
‧가정

구분

-면

양보

-어도

방식
‧정도

-게2

3

사역

-게

HS 3급

HS 4급

HS 5급

HS 6급

NS

총 사용 빈도(회)

86

84

71

74

76

표준화 빈도(회)

4.07

4.57

7.20

9.16

9.49

사용 증가율(배)

N/A

1.12

1.58

1.27

1.04

총 사용 빈도(회)

15

12

16

10

13

표준화 빈도(회)

0.71

0.65

1.62

1.24

1.62

사용 증가율(배)

N/A

0.92

2.49

0.76

1.31

총 사용 빈도(회)

13

14

17

13

84

표준화 빈도(회)

0.61

0.76

1.72

1.61

10.49

사용 증가율(배)

N/A

1.24

2.26

0.93

6.52

총 사용 빈도(회)

6

2

13

9

15

표준화 빈도(회)

0.28

0.11

1.32

1.11

1.87

사용 증가율(배)

N/A

0.38

12.12

0.84

1.68

<그림 33>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 – 부사절 ④ 조건‧가정, 양보, 방식‧정도, 사역
-면

-어도2(양보)

-게2(방식)

-게3(사역)

25
1.87

20
표
준
화
빈
도

10.49

15
1.32
1.72
1.62

10
5
0

0.61
0.71

0.76
0.65

4.07

4.57

HS 3급

HS 4급

7.2

HS 5급

1.11
1.61
1.24

1.62

9.16

9.49

HS 6급

NS

조건 혹은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면’은 부사절을 이끄는 모든 문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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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재미동포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문법항목이다. HS 3-6급 사이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사용 빈도가 증가하며, 사용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HS 6급은 ‘-면’을 100문장 당 9.16회 사용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이는 모어 화자의 9.49회와 유사한 수준이다. 단, NS의 경우 조건‧
가정 의미의 부사형 전성어미 전체에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78%로, HS 3
급 97%, 4급 90%, 5급 99%, 6급 86%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NS가 조건‧가정의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면’뿐만 아니라 ‘-다면, -자면, -려
면, 어야(지)’와 같은 다양한 어미를 함께 활용(100문장 당 2.62회)한 데에 기인
한다.
양보를 나타내는 ‘-어도’는 HS 3-4급에서는 그 사용이 비교적 적으나, 5-6급
에 올라가면서 모어 화자의 사용과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모든 숙달도에서 오
류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비교적 쉽게 사용하는 문법항목
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의미를 가진 ‘-라도, -지라도, -더라도’는 거의 사용
되지 않아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도록 한다.
2

방식‧정도의 의미를 지닌 ‘-게 ’는 HS 3-4급에서는 그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
나다가 5급으로 올라가면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HS의 이러한 사용 양상은
2

NS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S가 ‘-게 ’를
통해 방식‧정도를 표현한 것은 100문장 당 10.49회로, 이는 NS가 사용한 단일
부사형 전성어미 빈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HS 6급보다 무려 6.52배 높다.
2

NS가 사용한 모든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중에서 ‘-게 ’가 차지하는 비중은
11.4%에 달하는데, HS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2.1-4.5% 사이에 머물러 있다. ‘2

게 ’는 (20가,나)에서처럼 ‘되다’와 결합하여 ‘-게 되다’로 사용될 때를 제외하고
는 (20다,라)에서와 같이 문법적으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아니라 용언을 수식
‧한정하여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깊이 있게 하기 위해 수의적으로 선택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 가.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된 건 최근이었다. (NS/829901)
나.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사회를 좋아하게 되었고…(후략).
(NS/919956)
다. 아마 우리나라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가장 흔하게 들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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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 하나였을 것이다. (NS/819911)
라. 조금 더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한 번이라도
해 봤다면 1년에 한 번 뿐인 겨울방학을 더 보람차게 보낼 수 있었을 텐
데 말이다. (NS/829910)

HS는 ‘-게 되다’라는 표현을 NS에 비해 매우 드물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용
언을 부가적으로 수식‧한정하려는 시도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NS와의
‘-게2’ 사용 양상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사역을 나타내는 ‘-게3’는 HS 3-4급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5
급으로 올라가면서 그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상의
발달은 5급 이후에는 다시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역의 ‘-게’와 관련한 오
류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4) 인용절
인용절은 크게 간접인용절과 직접인용절로 나누어지는데, 간접인용절 관련 문
법항목 중에서는 평서문을 인용하는 ‘-다고’108)와 명령문을 인용하는 ‘-라고2’만이
분석에 의미가 있을 정도의 빈도를 보였다. 특히 ‘-다고’는 인용절 관련 문법항목
중 61-70%를 차지할 정도로 인용절 중에서는 평서문의 간접인용 비중이 높았다.
<표 36>과 <그림 34>는 인용절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108) 인용하는 문장의 서술어가 ‘이다, 아니다’인 경우에는 ‘-(이)라고’의 형태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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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문법항목별 사용 양상 – 인용절
문법항목

구분

-다고
간접
2

-라고

직접

라고

HS 3급 HS 4급 HS 5급 HS 6급

NS

총 사용 빈도(회)

18

23

22

32

87

표준화 빈도(회)

0.85

1.25

2.23

3.96

10.86

사용 증가율(배)

N/A

1.47

1.78

1.77

2.74

총 사용 빈도(회)

2

8

5

2

8

표준화 빈도(회)

0.09

0.44

0.51

0.25

1.00

사용 증가율(배)

N/A

4.60

1.17

0.49

4.03

총 사용 빈도(회)

4

2

-

1

11

표준화 빈도(회)

0.19

0.11

-

0.12

1.37

사용 증가율(배)

N/A

0.58

-

N/A

11.10

<그림 34>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 – 인용절
-다고

-라고2(간접)

라고(직접)

14
1.37
1.00

12
표
준
화
빈
도

10
8
6

10.86
0.25

4
2
0

0.85

0.44
1.25

HS 3급

HS 4급

0.51
2.23

3.96

HS 5급

HS 6급

NS

간접인용절을 이끄는 ‘-다고’는 HS 3-6급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이 증가
하였고, 3급에서는 종종 발견되었던 오류도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
하여 6급에서는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NS에게서 나타난 ‘-다고’
의 100문장 당 사용 빈도는 10.86회로 HS 6급의 3.96회에 비해 2.74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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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문을 간접인용 할 때 사용되는 ‘-라고2’와 직접인용을 이끄는 ‘라고’는 HS
자료에서 확인된 총 빈도가 한 자리 수로 매우 낮아 숙달도 간 사용 증가율을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단지, 이 두 문법항목 모두에서 HS 6급과 NS
간 사용률이 간접인용 ‘-라고2’는 4.03배, 직접인용 ‘라고’는 11.10배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만은 언급하고자 한다.
인용절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에 있어서 HS와 NS 간 이러한 큰 차이가 발생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예문들을 (21)에 제시하였다.
(21) 가. 사람들이 산타가 진짜 아니라고 말씀해요. (3급/010428)
나. 학교에 갔다 오면 오빠는 미소를 지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얘기를
한다. (5급/010810)
다. 아무리 미국에서 살고 미국말을 해도, 너는 한국인으로 보일 거라고 말
을 해 주었습니다. (6급/021011)
라. 분명 방학 전엔 열심히, 성실하게 겨울방학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지만…
(후략). (NS/829910)
마. 오히려 역사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봤으면 그 인물들이 실존했다고
믿을 만한 연출이었다. (NS/919919)
바. 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다. (NS/919916)

(21가-다)에서 나타나듯이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실제로 내뱉어진 발화만을 간접
인용하는 경우가 다수인 반면, 모어 화자들은 (21라-바)처럼 간접인용의 대상을
실제 발화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의견에까지 확장시키고 자신의 주장을 부드럽
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간접인용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모어 화자
가 재미동포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용절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판단
되며, 교육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3. 논의 및 소결론
지금까지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
을 사용 중심의 빈도 분석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법항목별로 사용 빈도가 서로 다른 속도로 증가 혹은 감소하기도 하고,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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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우세하게 사용하는 문법항목이 변화하기도 하면서 재미동포 학습자들
의 한국어는 역동적으로 발달해 가는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에서는 이상에서 분
석한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을 Ⅳ장 1절에서 진행한 통사 복
잡성 발달 분석 결과와 관련지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우선, HS는 대등절과 관련된 어미 중 ‘-고 ’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
한 집중도는 6급에서 ‘-지만’의 사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다. 이
러한 양상은 NS의 대등적 연결어미 사용 양상에 근접해 가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대등적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는 5급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급에
서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내포절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역시 이와 비슷한
발달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Ⅳ장 1절에서 분석한 [지표3] 대등접속 지수는 숙달
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표4]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 수 분석을 통해 문장 당 명사절 수는
HS 3-6급 사이에 꾸준히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3급<4급<5급<6급), 이
는 기본적으로 ‘-ㄴ/는 것’의 사용이 전 숙달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가
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더하여 HS 3-4급 간, 그리고 5-6급 간에는 ‘-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 역시 명사절 활용을 늘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러한 꾸준한 명사절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Ⅳ장 1절의 분석에 따르면 NS의
문장 당 명사절 수는 HS 6급의 1.85배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관련 문법항
목의 사용에 있어서 두 집단 간 가장 큰 차이는 HS의 작문에서는 ‘-ㅁ, -던 것,
-ㄹ지’의 사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기, -ㄹ 것’의 사용 빈도 역시 두드러
지게 낮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 1절에서 문장 당 관형사절 수는 HS 4-5급 사이에서만 유의미하게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3급=4급<5급=6급), 이러한 결과는 관형사를 이끄는 주
요 문법항목인 ‘-ㄴ/는’의 100문장 당 빈도가 4-5급 간 2.12배 증가한 데에 기인
한다. NS의 문장 당 관형사절 수는 HS 6급의 무려 3.9배에 달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ㄴ/는’(3.70배)과 ‘-ㄹ’(2.10배)의 사용 빈도 차이에서 주로 비롯된 것이
나, HS 전체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던’ 역시 전체 관형사절 관련 문법항
목 사용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히 발견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ㄹ’의 사용에 있어서는 HS의 경우 ‘-ㄹ’이 수식하는 체언이 ‘때
[時]’에 한정되어 해당 문법항목 사용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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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드러났다.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은 그 의미 범주가 다양한 만큼 분석 대상이 된 문법항
목 역시 그 수가 매우 많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미동포
들은 여러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중 일부 문법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몇몇 문법항목들이 재미동포 학습자의 숙달도별 통사 복잡성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림 35>는 HS의 각 숙달도 집단 중 최소 1개 집단에서 100
문장 당 3회 이상 사용되어 통사 복잡성 발달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요 문법
항목들만 선정하여 집단별 사용 빈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5>
에 보이는 바와 같이, HS의 통사 복잡성 발달에 주로 영향을 미친 부사절 관련
2

2

1

2

문법항목은 ‘-면서 , -고 , -어서 , -어서 , -ㄴ/는데, -면’ 이상 6개이다109). 이 문
법항목들은 HS의 숙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사용 빈도 역시 높아지는 것
일반적이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HS 4-5급 사이에서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2

1

2

‘-고 ’와 ‘-어서 ’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특히 ‘-고 ’의
사용이 5급에서 현저히 줄어들어 다른 문법항목들의 사용 증가 효과를 상쇄시
킨 것이 Ⅳ장 1절의 문장 당 부사절 수 분석에서 HS 4-5급 간의 차이가 유의
미하지 않은 결과(3급<4급=5급<6급)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109) 이외의 관련 문법항목들은 HS의 숙달도에 따라 그 사용에 큰 변화가 없거나, 숙달
도별 사용 빈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빈도가 매우 낮아 재미동포 학습자의
전체적인 통사 복잡성 발달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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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주요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의 집단별 사용 빈도 비교 (1)
-면서2(동시)

-어서1(선후)

-ㄴ/는데

-고2(선후)

-어서2(이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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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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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HS 3급

HS 4급

HS 5급

HS 6급

NS

또한, 일부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들은 HS 6급에 이르기까지 발달이 거의 일
어나지 않았으나 NS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어 HS와 NS의 통사 복잡성 차이를
2

1

2

3

2

크게 벌리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며 , -어 , -다(가), -어 , -어 , -니 ’ 등
6개 문법항목이 이에 속하는데, <그림 36>는 이러한 문법항목들의 집단별 사용
2

빈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다(가)’와 ‘-게 ’를
제외한 5개 문법항목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구어적 표현이 존재한다
2

2

는 점이다. 부언하자면 동시 관계를 나타내는 ‘-며 ’는 ‘-면서 ’로, 선후 관계를 나
1

1

3

3

2

2

타내는 ‘-어 ’는 ‘-어서 ’로,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어 ’는 ‘-어서 ’로, 수단을 나
2

타내는 ‘-어 ’는 ‘-어서 ’로, 배경을 나타내는 ‘-니 ’는 ‘-ㄴ/는데’로 대체 가능하며,
이러한 구어적 표현의 대부분은 앞선 <그림 35>를 통해 HS에서 그 발달이 대
체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HS는 문어적 성격이 강한 부사
형 전성어미에 있어서 NS에 비해 그 발달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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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주요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의 집단별 사용 빈도 비교 (2)
-며2(동시)

-다(가)

-어3(수단)

-게2(방식)

-어1(선후)

-어2(이유)

-니(까)2(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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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용절 관련 논의이다. Ⅳ장 1절에서 문장 당 인용절 수는 HS 3
급과 5급 이상, 4급과 6급 사이에는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3급
<5급, 3급<6급, 4급<6급) 인접한 숙달도 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3급=4급, 4급=5급, 5급=6급). Ⅳ장 2절의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을 통
해, 비록 2개급 이상에서만 존재하는 차이라 하더라도 그 차이를 이끌어 내는
것은 주로 ‘-다고’의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선 Ⅳ장 1절의 분석에 따르
면 NS의 작문에는 HS보다 인용절이 2.6배 더 자주 등장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NS는 평서문 간접인용의 ‘-다고’를 HS 6급 대비 2.74배 더 많이, 더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였으며 (HS에서는 그 사용이 미미한) 명령문 간접인용의 ‘-라
2

고 ’, 직접인용의 ‘라고’ 역시 종종 활용하였다.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하였듯이 각 숙달도의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동일
범주 내에서 특정 문법항목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
1

어, 대등절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고 ’, 명사절을 이끌기 위해서는 ‘–ㄴ/는 것’,
2

2

1

동시 관계의 부사절에는 ‘-면서 ’, 선후 관계의 부사절에서는 ‘-고 ’와 ‘-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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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이유‧원인 의미의 부사절에는 ‘-어서 ’, 수단 의미의 부사절에는 ‘-고 ’와 ‘-어서
3

’, 배경 의미의 부사절에는 ‘-ㄴ/는데’, 조건의 부사절에는 ‘-면’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모어 화자 작문에서 나타난 동일 문법항목 사용에 대한 의존도와
비교함으로써 특정 문법항목에 대한 재미동포 학습자의 집중적인 사용이 필연
적인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그림 37>
이다.
<그림 37> 특정 문법항목에 대한 사용 집중도 (단위: %)
-고1(대등)

-고2/-어서1(선후)

-ㄴ/는데(배경)

것(명사절)

-어서2(이유)

-면(조건)

-면서2(동시)

-고3/-어서3(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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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
(40-78%)에 비하여 특정 문법항목에 지나치게 의존(70-100%)하여 문법항목 사
용의 다양성이 매우 낮으며 이러한 의존은 결코 필연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집중적인 사용이 일어나는 문법항
목들은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법항목들이다.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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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구어적 문법항목의 사용이 비교적 먼저 발달하여 우세하게 일어나고, 문어
적 성격이 강한 문법항목들은 더디게 발달하거나 발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1

1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등절은 ‘-고 > -며 ’, 명사절은 ‘-ㄴ/는 것
2

2

> -기 > -ㅁ’, 동시 관계의 부사절은 ‘-면서 > -며 ’, 이유‧원인의 부사절은 ‘2

2

3

3

어서 > -어 ’, 수단의 부사절은 ‘-어서 > -어 ’, 배경의 부사절은 ‘-ㄴ/는데 >
2

-니(까) ’의 순서로 사용 빈도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삼은 것
이 문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문어보다 구어 능력이 훨씬 더 뛰어
나고 쓰기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재미동포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에는 구어적인
성격이 다분히 강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문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법항목이
이처럼 소수에 국한된다면 통사 복잡성의 추가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들을 교육하여 문장
확장 도구의 선택 폭을 넓혀 줌으로써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한층 더 깊이 있고
세련된 문장을 산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교육적 함의 및 제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연구 목적은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들의
한국어 숙달도 및 연령에 따른 통사 복잡성의 발달 및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 분석을 통해 재미동포 대상 계승어 교육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내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자료의 분석 결과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종종 재미동포 학습자의
교육과 관련한 시사점을 함께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논의가 곳곳에 산재
(散在)하여 일목요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서 간간이 기술한 내용
을 포함하여 재미동포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발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교육 관
련 함의를 교육 내용, 교재, 교수·학습 방안 등 세 측면에서 상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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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육 내용 측면: 교수·학습 문법항목의 범위 확대
첫 번째로 재미동포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문장의 확장은 이 확장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항목을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데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에 비하여 이러한 문
법항목을 낮은 빈도로 사용하거나 특정 문법항목들만을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사용110)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극단적으로는 일부 학습자들은 한
편의 작문 전체에서 1-2개의 문법항목에만 의존하여 문장들을 확장시킨 것을
(22)의 학습자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가. 십일월 22 금요일에, 내 형 친구 생일이에요. 나 따뜻하게 입어서 파사디
나 가서 우리 아이스스케이트 타요. 너무 추웠어요. 내 친구들도 있었어
요. 우리 다 아이스스케이트 타고 하고 우리 다 넘어졌어요. 우리 다 힘
들었어요. 우리 다 앉아서 따뜻한 초콜릿 마셨어요. 하고 우리 올라가서
내 형 친구 생일 축하해야 돼요. 우리 다 생일 축하하고 다 먹었어요. 우
리도 먹어서 아이스스케이트 더 타고 하고 따뜻한 초콜릿 더 마셨어요.
우리 아이스스케이트 신발 뺐어요. 너무 시원했어요. 우리 다 형 친구 집
에 가서 우리 다 거기에 잤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침 일어나서 우리 다
바깥에 가서 트램플린 갔어요. 하고 개임도 놀았어요. 우리 아침 먹었어
요. 우리 다 차에서 가고 우리 교회 갔어요. 나 좋은 타임 가졌어요. (3급
/010406)
나. 어저께 저는 선물 만들기 했어요. 저는 선물 만들기 너무 재미있었어요.
학교에서 했었어요. 나는 귀걸이도 만들었어요. 하고 베개도 만들었어요.
나는 친구랑 갔어요. 나는 가방 만들고, 머니 파우치, 주얼리 케이스 하고
등 긁는 것을 만들었어요. 선물 다 만들 때 나 친구 아빠가 왔어요. 나는
친구랑 갔어요. 차 탈 때 친구 아빠가 집에 데려다줬어요. 집에 갈 때 엄
마하고 아빠 있었어요. 언니는 학원에 있었어요. 나는 엄마하고 아빠 선
물 보여 줬어요. 언니 집에 올 때 밥을 먹었어요. 카레라이스 먹었어요.
110)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
다. 이효정(2001:243-245)은 고급 일반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산출에도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진 여러 어미 중 대표적인 한 가지만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존재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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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먹을 때 텔레비전 봤었어요. (3급/010409)
다. 나는 바닷가를 너무 좋아해요. 바닷가에서 우리가 파도 안에 놀았습니다.
우리가 모래 안에 샌드크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래성을 만들었습니
다. 우리가 배고프면 라면도 먹고 타코도 먹었어요. 물이 너무 차가우면,
나는 책을 읽었습니다. 해가 너무 따뜻하면, 우리가 자요. 바닷가에서 많
이 할 수 있어요. 나는 바닷가를 가면, 맨날 재밌게 놀 거예요. (3급
/010410)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그 쓰임
을 충분히 알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앞서 진행한 문법항목별 사용 양상 분석에서 5-6급에 올라
가서도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모어 화자에 비해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문법항
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법항목들 이외에 모어 화자들이 빈번히
활용하는 추가적인 문법항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문장을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다양화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재미동포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
하여야 할 문법항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앞에서 상세히 기술한 각 문법항
목의 숙달도별 사용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한 사용 양상을 보이는 문법
항목끼리 묶어 그 발달 유형에 따라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문법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숙달
도별 사용 빈도, 사용 맥락, 오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들을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로 구분해 보도록 한다.
우선 [그룹1]에 속하는 문법항목은 재미동포 3급에서부터 이미 꽤 높은 빈도
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류도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재미동포 5-6급 혹은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그 사용이 감소하는 문법항목이다. 구어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무표(無標)적인 경우가 많아 학습자들의 체감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룹1]의 문법항목들이 해당 범주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법항목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용
하지만,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사용 가능한 문법항목의 대안이 많아지고 사용 맥
락에 더욱 적합한 문법항목(혹은 다른 표현 방식)들을 선택하게 되면서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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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인 사용 빈도나 상대적인 의존도가 낮아진다. ‘-어서 (선후), -니까 (이유·원인),
3

-고 (수단), -러(목적‧의도)’등이 [그룹1]에 해당한다.
[그룹2]로 분류되는 문법항목은 재미동포 3-4급에서부터 사용되고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사용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하거나 높은 사용 빈도가 유
지되는 문법항목이다. 오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3-4급에서 종종 발견되더라
도 5-6급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쉽게 습득하여 오류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6
급에서는 이미 모어 화자 수준의 빈도를 보이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1

2

현저한 수준은 아니다. ‘-고 (순접), -지만(역접), -ㄴ/는 것, -ㄴ/는지, -면서 (동
2

2

3

시), -고 (선후), -어서 (이유‧원인), -어서 (수단), -ㄴ/는데(배경), -려(고)(목적‧
2

의도), -면(조건‧가정), -어도 (양보)’ 등이 [그룹2]에 속한다.
[그룹3]에 해당하는 문법항목은 재미동포 학습자들로서는 일정 숙달 단계에
이르면 그 사용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법항목들이다. 모어 화자의 사용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발달의 여지가 충분
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서 그 발달이 정체되는 항목
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혹은, 양적 지표로는 모어 화자와 비교 가능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용된 맥락을 확인해 보면 그 사용이 질적
인 의미에서 모어 화자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거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
는 경우에도 이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기, -ㄹ 것, -ㄴ/는, -을, -다(가)(선후),
2

3

2

-게 (방식·정도), -게 (사역), -다고(간접인용), -라고 (간접인용)’ 등이 [그룹3]으
로 분류된다.
[그룹4]는 구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노출될 기회가
적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많거나, 혹은 단순히 난이도가 높아 재미동포 학습자
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법항목들이다. 이 그룹에 속하는 문법항목들 중 일
부는 소수의 재미동포 학습자들의 작문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 때 오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법항목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습득이 이루어지
지 않는 이상 학습자들은 모험을 시도하지 않고 사용을 회피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111). 이 [그룹4]에 해당하는 문법항목으로는 ‘-ㅁ, -던 것, 111) 환언(換言)하자면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에 이르
러서야 난이도가 높은 문법항목들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승어 학습자
들에게 있어서 복잡성과 정확성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보다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듈레이와 버트(Du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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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2

ㄹ지, -던, -며 (동시), -어 (선후), -어 (이유‧원인), -어 (수단), -니(까) (배경)’
등이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4개의 발달 유형 그룹에 속하는 문법항목들을 <표 37>에
정리하였다. 이 4개의 그룹은 서로 변별되는 발달 유형을 보이는 문법항목끼리
묶어 분류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표 37>의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1]
에 속한 문법항목들의 발달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룹4]에 속한 문법항목들
이 가장 나중에 발달한다는, 일종의 발달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도 가능하다.

Burt, 1974)가 정확성이 높은 문법항목이 먼저, 정확성이 낮은 문법항목이 나중에
습득된다고 보고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인데, 이것이 일반 제2 언어 혹은
외국어 학습자와는 다른 계승어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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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발달 유형에 따른 문법항목 분류
구분
접
속

대등절

문법항목
순접
역접
전성어미

명사절

의존명사
‘것’
의문형
종결어미

관형사절

전성어미

동시

선후
내
포

이유‧원인
부사절

수단
배경
목적‧의도
조건‧가정
양보
방식‧정도
사역
직접인용

인용절

간접인용

그룹1

1

-고
-지만
-ㅁ
-기
-ㄴ/는 것
-ㄹ 것
-던 것
-ㄴ/는지
-ㄹ지
-ㄴ/는
-ㄹ
-던
2
-면서
2
-며
2
-고
1
-어서
1
-어
-다(가)
2
-어서
2
-어
1
-니까
3
-고
3
-어서
3
-어
-ㄴ/는데
2
-니(까)
-러
-려(고)
-면
2
-어도
2
-게
3
-게
“ ”라고/하고
-다고/(이)라고
2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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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유형
그룹2 그룹3
◎
◎

그룹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37>은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들의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
상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이지만, 이 중 [그룹1]과 [그룹2]에 속하는 문법항목들
은 일반 외국인 학습자나 모어 화자 사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급 수준의 일반 외국인 학습자의 구어 담화를 분석한 이효정
(2001:238)은 ‘-고(29.4%), -ㄴ/는데(19.9%), -면(17.2%), -어서(15.5%), -니까
(6.0%), -지만(4.3%)’ 등 6개 문법항목이 전체 부사형 어미 중 90% 이상을 차지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만 3세 모어 화자의 언어를 연구한 장경희 외
(2015:63-64)에 따르면, ‘-고(36.0%), -면(25.2%), -어서(11.8%), -ㄴ/는데(6.1%),
-니까(6.0%), -다가(4.0%)’는 유아 언어에서 등장하는 접속어미의 88.2%를 차지
한다. 이는 성인 모어 화자 언어의 빈도를 조사한 국립국어원(2002)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토론 텍스트를 분석한 안경화(2001)의 보고112)와도 거의 일치한다.
반면, 재미동포 학습자 사이에서 그 발달이 정체되거나 사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표 37>에서 [그룹3]과 [그룹4]에 해당하는 문법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법항목들에 대한 교육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본고의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나113)
학습자들의 산출 언어를 분석한 결과 해당 문법항목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 학습자들이 표현 가능한 수준으로까지는
습득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법항목들과 관련한 추가적
인 교육적 처방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교육 내용 측면에서 짚어야 할 또 한 가지는 일부 문법항목들은 사용
빈도뿐만 아니라 사용 맥락의 범위나 깊이와 같은 질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예문과 문장 쓰기 훈련을 통해 현재형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는’의 미래형이 ‘-ㄹ’임을 명시적으로 교육하여 ‘-ㄹ’의 쓰

112) 국립국어원(2002)에 따르면, 성인 모어 화자의 언어에서 ‘-고(31.9%), -면(15.1%), ㄴ/는데(13.1%), -어서(10.0%), -니까(5.3%) -어야(3.9%), -다가(4.0%)’ 등 7개 문법
항목이 전체 연결어미 중 82.8%를 차지한다(접속어미를 추출하여 자료를 재구성한
장경희 외(2015:63-64)를 참고하여 계산한 수치). 또한, 안경화(2001)에 따르면, ‘-고
(34.7%), -면(19.8%), -ㄴ/는데(13.2%), -어서(13.2%), -니까(3.8%)’ 등 5개 문법항목
이 29,880어절의 방송 토론 텍스트에 출현한 전체 연결어미 중 84.6%를 차지한다.
113) 단, 교재를 통한 교육 실태는 이어지는 교재 측면의 논의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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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ㄹ 때’라는 표현에 국한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며, 관형사절의 수
는 동일하더라도 (23가)보다는 (23나)와 같은 문장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표현이
가능함을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23) 가.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도 있고,
Brazil에서 온 친구도 있습니다. (4급/010635)
나. 이제는 누군가가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기대만 할 뿐입
니다. (6급/021112)

3.2. 교재 측면: 관련 문법항목의 조기 도입 및 나선형 배열
교재 측면의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기에 앞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에서 어떤 문법항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재외동포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는데, 최영환(2013:194-195)에 따르면 재미 한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가 바로 이 교육부 교재들이다114). 이 중
2010년 이후 편찬·사용되고 있는 『한글학교 한국어』 1∼6권(2008/2012)(이하
<한글학교>)115), 『맞춤 한국어 (영어권)』 1∼6권(2011)(이하 <맞춤>),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1-1∼6-1권(2015)(이하 <재미동포>) 등 3종의 교재와 교
사용 지도서를 검토하였고 이 내용을 토대로 재미동포의 통사 복잡성 향상과
관련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교재들에서의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별 교육 시기116)를 <표 38>에 정리하였다.
114) 최영환(2013)은 2011-2012년 한글학교 운영 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재미 한글학교
의 교재 사용 양상을 보고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재미 한글학교에서 주로 사용
하는 교재는 교육부가 개발·보급하는 교재(37.7%), 학교 혹은 교사가 자체 제작하는
교재(24.1%), 상업용 교재(20.4%), 재미 한글학교 협의회 혹은 대규모 학교 제작 교
재(9.3%)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5) 1-2권은 2008년에, 3-6권은 2012년에 출판되었다.
116) 『한글학교 한국어』와 『맞춤 한국어 (영어권)』는 재외동포 아동만을 대상으로
편찬되어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는 아동뿐만 아
니라 청소년까지 목표 학습자에 포함시켜 총 12권으로 구성되었다. 교재별로 각 문
법항목이 도입·교육되는 시기를 비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교재의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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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에 제시된 목표 학습자의 수준, 연령대, 단원별 권장 교육시수 등을 참고하여
본고의 ‘급’ 기준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환하였고, 이를 <표 38>에 반영하도록 한
다.
본고 ‘급’ 개념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4급
5급
5급
6급
6급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한글학교
한국어』
1
2
3
4
5
6

『맞춤 한국어
(영어권)』
1
2
3
4
5
6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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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6-2

<표 38> 교재별 문법항목 교육 시기
발달
유형

한글학교
한국어
(2008/2012)
-

맞춤 한국어
(영어권)
(2011)
3급 후반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2015)
2급 후반

-니까 (이유)
3
-고 (수단)
-ㄴ/는데
-러
1
-고 (순접)
-지만

3급 후반
3급 후반
-

3급 후반
3급 전반
3급 후반
3급 전반
-

2급 전반
2급 후반, 3급 후반
2급 후반
1급 후반
1급 후반

-ㄴ/는 것
ㄴ/는지

-

-

3급 후반
6급 후반

-면서 (동시)
2
-고 (선후)
2
-어서 (이유)
3
-어서 (수단)

3급 후반
3급 후반
-

3급 후반
3급 후반
2급 후반
-

3급 후반
1급 후반
1급 후반
-

-려(고)
-면
2
-어도 (양보)
-기
-ㄹ 것
-ㄴ/는
-ㄹ
-다(가)
2
-게 (방식)
3
-게 (사역)
-다고/(이)라고
2
-라고
-ㅁ
-던 것
-ㄹ지
-던
2
-며 (동시)
1
-어 (선후)
2
-어 (이유)
3
-어 (수단)
2
-니(까) (배경)
“ ”라고/하고

3급 후반
3급 전반
3급 후반
-

3급 전반
3급 전반
2급 전반
3급 전반
3급 후반
-

3급 전반
2급 전반
3급 후반
2급 전반, 후반
2급 후반
4급 전반
3급 전반
4급 후반
4급 전반
4급 전반
6급 후반
4급 전반
6급 전반
-

문법항목
1

-어서 (선후)
1

[그룹1]

2

[그룹2]

[그룹3]

[그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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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교재에 따라서는 문장의 확장과 관련된 문법
항목 중 다수가(일부 교재에서는 대다수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재별로 살펴보면, <표 38>에서 제시된 총 35개의 문법항목 중 <한글
학교>에서는 단 7개, <맞춤>에서는 13개만을 다루고 있으며, <재외동포>에서
는 24개 문법항목을 포함시켰다117). 특히 <한글학교>와 <맞춤>에서는, 또래 모
어 화자 집단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재미동포 학습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룹4]에 속하는 문법항목은 물론이고, 사용 빈도가 높고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그룹1-3]에 해당하는 문법항목 중에서도 누락되어 있는 것이 상당 수 존재한
다. <한글학교>와 <맞춤> 교재는 재미동포 학습자 1-3급 정도에 해당하는 수
준만을 대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그룹3-4]의 문
법항목이 교재 교육내용에서 제외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룹1]과 [그룹2]
의 문법항목들은 앞선 본고의 분석 결과 숙달도가 비교적 낮은 3급에서부터 빈
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118), 이러한 문법항목들이 교재
교육내용에서 애초에 제외되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19).
교육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법항목들도 그 교육 시기가 교재에 따라 상이
한데, 이는 재외동포 대상 문법 교육내용의 위계, 혹은 그 배열의 표준화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최영환, 2015:319-320). 그러나 교재별로
동일한 문법항목을 다른 시기에 교수한다는 사실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들을 도입하여 교육하는 시기가 전반적으로 다소 늦다는 점

117)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 중 다수를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재외동포>
에서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다소 특기할 만하다. 기본형 ‘-기’
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지 않고 2급 후반에 ‘-기 전에’, 3급 초반에 ‘-기 때문에’, 4
급 후반에 ‘-기(가) 쉽다’의 형태로 해당 문법항목이 출현한다. 그러나 민현식
(2009:100)의 논의처럼, ‘-기’는 시제성에서 자유롭고 적용 가능성이 높아 그 기본형
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18) 재미동포 3-4급 학습자 작문에서 다수 발견된 문법항목들이 실제로 교재를 통해
명시적으로 교육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가정이나 미디
어 등 교실 외의 환경에서 한국어에 노출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부분이 상
당함을 의미한다. 이는 다수의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가정에서의 한국어 노출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내포절 사용에 익숙할 것이라는 추정(Ⅳ장 1절)을 뒷받침한다.
3
3
3
119) 3종의 교재 어디에서도 ‘-고 , -어서 , -어 ’ 등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항목을
문법항목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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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미동포 3급 학습자들조차 (모어 화자와 사용 빈도에
1

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룹1-2]의 문법항목, 특히 ‘-고 (순접), -ㄴ/는 것, -ㄴ/는,
2

1

2

3

-ㄹ, -고 (선후), -어서 (선후), -어서 (이유), -고 (수단), -ㄴ/는데, -면’ 등을 비
교적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 문법항목도 어휘의 일부라고 본다면 이러한 문법
항목들은 다수의 3급 학습자에게 있어서 이미 수용어휘를 넘어 표현어휘의 지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학교>나 <맞춤>에서는
이러한 문법항목들의 대부분을 3급에 올라와서야 교육하고 있다. 언뜻 보아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기초적인 문법항목들에 대한 명시적이
고 직접적인 교육이 늦은 시기에 이루어질 경우, 부정확한 사용이 고착화되거
나120) 교실 밖에서의 한국어 노출이 적은 학습자들은 관련 문법항목에 대한 입
력이 동료 학습자에 비해 너무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수동적 지
식을 가진’(이정희, 2013:210) 재미동포 학습자 대상 교재에서는 가정 내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구어적 성격의 문법항목들이 다소 이른 시기인 1-2급 수준에
서 교육될 필요가 있으며121), 이에 따라 문법항목의 배열 및 교육 시기가 일반
외국인 학습자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Ⅳ장 1장의 분석에서 재미동포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이 5급 이후에 유의미한
발달을 보이지 않고 정체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시기의 추가적인 통사 복잡
성 향상을 위하여 [그룹 3-4]의 문법항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는 것 이외에의
몇 가지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내용의 나선형 배열122)이다. 재미동포 학습자
의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학습해야 할 문장 확장 관련 문법항목의 수가
급증하며 이 시기에 학습하는 문법항목들은 앞서 학습한 문법항목과 그 의미와
기능의 차이가 미묘한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나중에 입력되는 문법항목은 이
전에 학습하여 이미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문법항목의 존재로 인해 표현
120) Ⅳ장 2절의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법항목일지라도 통사적
제약에 대한 인식 실패 등으로 인한 오류가 종종 발견되었음을 언급하였다.
121) 가장 최근에 편찬된 <재미동포>에서는 [그룹1-2]의 문법항목들 중 다수가 1-2급
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122) 나선형 배열이란 동일한 문법항목을 교재의 여러 단계 혹은 단원에 걸쳐 단계적으
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문법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언어생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김재욱,
200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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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로까지 발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문법항목의 기본형을 제
시한 후에는 해당 문법항목을 활용하는 관용 표현들을 추가적으로 교육함으로
써 넓은 범위에서의 나선형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123). 앞선 분석 결과,
내포절 유형 중 관형사절의 사용에서 모어 화자와의 양상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점을 고려할 때, <재미동포>에서 2급 후반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는’
을 교육한 후 3급 전반에는 ‘-ㄴ 후에, ㄴ 다음에’, 4급에서는 ‘-ㄴ/는 바람에, ㄴ/는 대신에’, 5급에서는 ‘-는 동시에, -ㄴ/ㄴ 편이다’, 6급에서는 ‘-ㄴ/는 한편’
등을 교육한 것은 이에 해당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124). 작문 자료 분석
결과, 실제로 모어 화자들은 문법항목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문장을 확장하
기도 하였지만 ‘-를 통해, -기 위해, -ㄴ 후(에), -기 전(에), -에 의해, -기 때문
에’ 등 다분히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 통사 복잡성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흔히 발
견되었다.
(24) 가. 여러 경험을 통해 느낀 건 나는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행복했고, 나 스
스로도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가장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다. (NS/829901)
나. 그런데 가끔은 전학을 온 후, 시간이 좀 지나면 오기 전 친구와 연락하
기 힘들고 만나기 힘들어서 잊게 되는 건 좀 아쉬워요. (NS/929908)
다. 아마 그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엄마의 강요에 의해 학원을 다니
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으리라. (NS/819911)

따라서, 활용도가 높은 문법항목의 결합 형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확장시키
는 방식의 교재 구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125).
또한, 특정 문법항목을 교육할 때 기(旣) 학습했던 문법항목과의 차이를 명시
123) 최은규(2013)에서는 선수 학습한 표현과 비교하고 이를 확장시켜 교육하는 것을 나
선형 학습의 특징으로 보고(p.276), 나선형 교육이 교수법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
수요목에도 반영되어야 체계적, 반복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p.305).
124)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문법항목의 결합형을 먼저 제시한 후 기본형을 교수하는 방
식도 가능하다.
125) 이때 지나치게 통제된 형태로 문법항목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최은
규(2013:295-296)는 일반 목적 외국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재들을 분석하면서
여러 문법 요소의 결합형을 새로운 항목으로 제시할 때 그 형태를 과도하게 통제하
면 해당 항목의 적용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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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반복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때 문
어적·구어적 성격과 같은 화용적 특성이나 통사적 제약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
2

2

다. 예를 들어, ‘-며 ’나 ‘-는 동시에’를 제시할 때에는 앞서 학습한 ‘-면서 ’와 비
교하거나, ‘-기 위해(서)’를 설명할 때에는 ‘-려면’과의 차이를 언급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미동포 학습자의 문법항목 사용 맥락이 모어 화자에 비해 제한
적이었던 본고의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문
법항목을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문법항목을 도입하고
설명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간접인용절을 이끄는 ‘-다고/(이)라고’는 ‘하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뿐만 아
니라, 모어 화자의 작문에서 나타났듯이 ‘전하다, 알려주다, 듣다, 생각하다, 느끼
다, 믿다, 다짐하다’ 등 수많은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고
/(이)라고’를 교육내용에 포함시킨 유일한 교재인 <재외동포>에서는 예문과 연습
문제 전체에 ‘-다고 하다’와 ‘-다고 말하다’만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이 그 쓰임
을 다양한 맥락으로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재 개발 시 예문, 연습문제 등
의 선택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3. 수업 방식 측면: 문장 확장 중심의 피드백 및 퇴고 훈련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문장 확장과 관련된 다양한 문법항목
을 학습하고 교재 연습문제를 통해 2개 이상의 단문을 연결시키는 복문 구성
연습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 자신의 글에서(혹은 말에서) 이러한 문법항목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장을 구성해 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25)의 학습자 예문을 살펴보자.
(25) 가. 미국학교 전에 친구가 놀았습니다. 학교에 공부 많이 했어요. After
school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많이 놀았습니다. After we played,
우리 restaurant 갔어요. Restaurant에 짜파게티 먹었습니다. 맛있었다.
Restaurant에 많이 먹었습니다. (3급/020508)
나. 나는 여름 방학에서 유럽을 갔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내 가족 같
이 갔습니다. 잉글랜드 가고, 이태리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많이 봤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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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 제일 좋은 데는 스위스랜드입니다. 나무가 많고, 사람도 좋고 그
래. 가족 같이 갔으니까 좋았습니다. 내 아빠도 봤으니까 좋았습니다. 내
아빠가 한국에 살으니까 많이 안 봐요. 잉글랜드에서 런던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로 기차 타고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루
브르도 가고, 이거저거 봤습니다. 프랑스가 다 보고 이태리를 갔습니다.
이태리에서 많이 또 봤습니다. 이태리에서 많이 배우고, 다른 문화도 봤
고,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유럽 가는 거는 잃어버리지 말까요. 이 여름
방학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5급/020810)
다. … (중략) 하지만 그렇게 해도 여전히 힘들 때, 꼭대기까지 몇 분 남았
냐고 아빠한테 물어보면 항상 10분이 남았다고 한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10분만 가면 도착한다고 한 것을 실제로는 1시간이 걸리는 이 불편한 진
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툴툴대며 오르다 보면 어
느새 꼭대기까지 도착한다. 그 순간, 시원한 바람이 불며 모든 집들이 작
은 조형물로 보이고 옆에 이어진 산을 보면 모든 생각이 날아가고 포근
한 느낌이 든다. 올라올 땐 힘들지만 항상 올라와 보면 그런 것이 싹 달
아나고 기분이 좋아진다. 산 타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느끼고 오는 것 같
다. (NS/819936)

(25가)를 작문한 3급 학습자(초등학교 5학년)는 문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지
는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어에서의 문장 확장 도구를 직접 활용하는 데에는 실
패하고 내포절(밑줄 부분)을 영어로 표현함으로써 일종의 회피 전략을 사용했
다. (25나)는 한 5급 학습자(중학교 2학년)의 작문으로, 영문으로 표기한 부분은
없으나 전체적으로 문장 확장을 일으키는 빈도가 낮아 문장의 길이가 짧고, 따
라서 문장의 깊이 역시 매우 얕아 보인다. 유사한 소재로 글을 쓴 또래 모어 화
자 학습자(중학교 2학년)의 글인 (25다)와 비교하면 그 깊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직접 작문 과제를 수행하고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문장들을 교정해 나가는 방식의 퇴고 훈련이 강화되
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계승어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 교실 상황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작문에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한 후 학습자가 퇴고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에 걸
쳐 진행할 할 수 있는 기회는 현실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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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사 복잡성 향상을 위하여 작문에 대한 피드백과 퇴고 작업은 필수불
가결한 과정임과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L2 쓰
기 교육에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 접근법을 강조하는 최근의 L2 쓰기 교육 패
러다임(안경화, 2006:63)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교사의 피드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오류를 지적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그 피드백의 효과에 대해 크게 기대
하기는 어렵겠으나(김호정, 2007b:245), 피드백의 내용을 문장 확장에 초점을 맞
춘다면 학습자는 자신의 텍스트 성격과 맥락에 적합하게 문장을 재구성하는 것
에 대한 유의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지면(紙面) 피드백보다는 교사와
학습자가 일대일로 만나 진행하는 대면(對面) 피드백이나 교실에서 일대다(一對
多)로 진행하는 공개 피드백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통사 복잡성 향상을
위한 작문 피드백은 단순히 오류를 수정하거나 한두 개의 어휘를 교체하는 정
도에 그치지 않으며, 문장 재구성 방식이나 그 결과로 제시할 수 있는 새 문장
의 경우의 수도 무한하기 때문에 지면을 통한 피드백으로는 한계가 있다. 구민
지·김원경(2014:358)은 대면 피드백의 장점으로 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
해 의미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대면 피드백을 활용하면 재미
동포 학습자가 글로 전달하는 데에는 실패했으나 표현하고자 했던 바를 교사와
대면하여 한국어로,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영어로 직접 설명함으로써 교사는 학
습자 의도에 가장 적합하게 문장을 재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며, 그 피드
백을 학습자가 올바로 이해했는지를 교사가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
간의 제약을 고려하면 공개 피드백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몇몇 학습자 작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발췌하여 학습자들이
함께 교정 전략을 짜고 문장을 재구성해보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의
연습문제와는 달리 퇴고에서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
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이러한 동료 피드백을 통해 제시될 가능성
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교실 전체와 함께 토론해 보는 것 자체가 매우 유익한
훈련이 될 수 있다.
피드백 제공 후에는 학습자가 직접 자신의 작문을 퇴고하고 그 결과물을 초
고와 비교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시간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
과정을 두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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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재외동포 자녀들은 한국어를 제1 언어로 습득함에도 불구하고 곧 해당 사회
의 주류 언어로의 언어 전환 과정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한국어는 일정 수준의 어휘나 구문을 넘어서 더 이상 발달하기 어렵다. 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문에 노출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정교
하고 치밀한 구성의 문장 산출 능력이 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승어
학습자의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는 이들이 한층
더 깊이 있는 언어를 산출하도록 돕는 것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한국어 숙달도 및 연령에 따른 통사 복잡성의 발달 양상
과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을 유사종단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재
미동포 대상 계승어 교육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계승어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고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한 문헌 연구 및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미동포 청
소년들의 언어 전환이 매우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점, 미국 내 약 1천 개의 한글
학교가 이들의 계승어 교육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계
승어를 학습하는 데에는 대학 입학이나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요인도 크게 작
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후 본격적으로 재미동포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발달과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통사
복잡성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측정 지표의 선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영어권 연구와 한국어 교육 분야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의 지표 선
정 방법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법항목 발달 연구 방법으로서 필수 문맥 공급 분
석, 목표 언어적 사용 분석, 함축적 평가, 빈도 분석 등의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
았다.
이어 본고의 연구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설계하고 분석 도구를
고안하였다. 본 통사 복잡성 발달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계승어로서의 한국
어를 학습하는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이나 이들의 중간언어 발달의 목표어 규
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같은 또래의 모어 화자인 국내 청소년 집단을 참조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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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였다. 재미동포의 작문자료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수집된 2차 자료인
만큼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를 선별하
는 과정을 거쳤으며, 여기에 모어 화자 작문 40편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총 447
편의 작문(42,738어절)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통사 복잡성 측정
을 위해서는 문장의 길이, 문장 확장의 양, 문장 확장의 유형 등 3개의 측면에
서 총 4개의 측정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문장의 확장 기능을 담당하는 통사 복
잡성 관련 문법항목을 검토하고 유형별 절의 인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문법항목
사용 양상은 사용 지점 중심의 빈도 분석을 그 주요 분석 방법으로 하였으며,
정확성보다는 복잡성에 초점을 두는 만큼 오류가 있는 사용까지 포함하여 계측
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고안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작문 자료를 분석하
고 코딩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 단위별 빈도 계측과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사 복잡성 발달 양상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가 전체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연령 변인은 복잡성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낮은 숙달도(3-5급)의 재미동포 학습자
사이에서는 숙달도에 따른 복잡성의 증가 추세가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일정 수
준 이상(5급 이상)의 숙달도 집단에서는 통사 복잡성 향상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최상급(6급) 재미동포 학습자조차 모어 화자와 비교 시 통사 복잡
성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관형사절의 사용에서 특
히 두드러졌다.
이어서 숙달도에 따른 복잡성 차이를 일으키는 문법항목을 확인하고자 실시
한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법항목별
로 사용 빈도가 서로 다른 속도로 증가 혹은 감소하기도 하고, 숙달 단계별로
우세하게 사용하는 문법항목이 변화하기도 하면서 재미동포 학습자들의 한국어
는 역동적으로 발달해 가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재미동포 학습자들은 사용
맥락에 따라 다양한 문법항목을 활용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문법항목을 집중
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구어에서 흔히 사용되
는 문법항목들은 낮은 숙달도의 학습자 작문에서도 자주 발견되었으나 ‘-ㅁ, 며, -어, -니’와 같이 문어적 성격이 강한 문법항목, ‘던’ 관련 문법항목, 인용절
을 이끄는 문법항목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발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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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들의 통사 복잡성 발달 및 관련 문법항목
의 사용 양상 분석을 통해 재미동포 대상 계승어 교육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
다. 우선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교수·학습 문법항목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교재 측면에서는 관련 문법항목을 더 낮은 숙달도 수준에서부터 교
육하고 나선형으로 배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수업 방식 측면에서는 문장 확장
중심의 피드백 및 퇴고 훈련 방식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적 없는 계승어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발달을 대
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양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잡성 발달을
일으킨 문법항목들의 사용 양상까지 혼합 분석 방법으로 함께 연구하여 재미동
포 청소년의 한국어 발달 양상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고에서 고안하여 활용한 발달 연구 도구와 발달
양상 분석 결과가 후속 언어 발달 및 교육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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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atk.org/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https://www.naks.org/

재외동포재단

http://www.korean.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

한국어진흥재단

http://www.klacusa.org/

Modern Language Association

https://www.mla.org/

The Census Bureau (미국인구조사국)

http://www.censu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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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한 협조 의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현아
입니다. 우선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국어 쓰기 교육’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참조집
단으로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내 청소년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
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활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사 교수법 개
발 등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교육 현장에 계신 교사 여러분의 협조를 아래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1. 참여자: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을 쓰기 활동에 강제로 참여시키기 보다
는 10명 내외의 지원자를 모집하여 진행해 주십시오. 참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성별은 정확히 특정 비율을 맞추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지나치게 특정 집단에 집
중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쓰기 활동 (작문)
- 시간: 35-40분
- 원고지: 제공되는 원고지 양식에 자필로 작성 (학생 1인당 최대 4매 제공)
- 주제: 나의 소개, 겨울방학,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 나의 꿈, 내가 좋아하는 운동, 우
리 선생님, 기억에 남는 영화, 내 친구 중 택일 (제목은 학생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
- 교사의 태도와 격려가 수집 자료의 질을 좌우합니다. 학생들이 작문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하여 소정의 선물 혹은 간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작지만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쓰기 활동 이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해 주시면 학
생들이 더욱 성의껏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4. 작문이 끝난 원고지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거나 우편으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논의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라며,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2016. 2.
서울대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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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아

Abstract

Syntactic Complexity Development
of Korean Heritage Learners
Hyunah Kim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to analyze developmental patterns of syntactic
complexity and use of related grammatical items of Korean-American
adolescents based on their writing samples to draw its implications on
language education for Korean heritage learners.
As the first step, a thorough literature review as well as a
large-scale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eaning of heritage
language education and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heritage language
learners. Also an extensive examination on methodology for second language
development was performed to study a number of measures for syntactic
complexity. Major methods of exploring language development of language
learners were ‘Suppliance of Obligatory Context’ analysis, ‘Target-Like Use’
analysis, implicational scaling, and ‘Frequency Analysis.’
Subsequently, the appropriate research method and analytic tools for
this specific study were devised. Although the principal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Korean-American learners of Korean, native adolescent Korean
speakers were assigned to a reference group to establish the level of target
norm for Korean competency for that age group. After filtering the data, the
final data set was composed of 407 writing samples of Korean-Americans
collected by another researcher and 40 writing samples of native Korean
speakers. The level of syntactic complexity of each writing sampl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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