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한국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교육 연구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서   만



國語敎育硏究

第 385 輯

한국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교육 연구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서   만



한국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교육 연구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서  만    

서 만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
부위원장 ㊞

위    원 ㊞





- i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을 사용할 
때 나타난 다양한 중간언어 변이 양상을 주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중간언
어는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목표 언어를 말한다. 중간언
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모습들은 중간언어 변이라고 한다. 학습자
들의 변이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무체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
유와 근거에서 생긴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문법 항목을 사용할 때 내적으로 적
용되는 결합 규칙이 있다. 본고는 그러한 변이 양상과 학습자들이 문법을 사용하
는 데 내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은 다양하고, 동사와의 결합 규칙은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도 다르다. 또한 ‘-던’과 ‘-았던’이 시제, 서법, 상과 밀접하게 얽혀 있어 학
습자들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의 형태적 복잡성과 의미적 다양성
에 비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그만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다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학습자들이 실제로 ‘-던’과 ‘-았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학습자들이 ‘-던’과 ‘-았던’에 대한 인식조사, 문법성판단테스트, 번역테스
트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중급, 고급, 초고급 학습자 각 20명씩에게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지가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에 학습자들
의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얻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는 학습자들
의 쓰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자료들을 통해 알아본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변이는 미사용, 과사용, 혼동, 단
순 활용 오류 및 실수 등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변이들을 보이는 요인을 세 가지
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먼저 언어적 요인으로는 받침의 유무, 상대 시제, 특수 
어휘 등이 있었다. 고급과 초고급 학습자에 비하여 중급 학습자들의 언어에 단순 
형태적인 변이와 실수가 더 많이 나타났다. 고급 학습자들의 언어에는 퇴행
(backsliding) 현상이 일어났지만 초고급에 올라가서는 올바른 형태로 구성된 목표 
언어 자료의 입력, 스스로 수정을 통하여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해 유창성과 정확성
을 갖추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 수행 상황적 요인으로는 그들이 번역 



- ii -

테스트에서 보이는 변이 양상이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보이는 변이 양상보다 훨
씬 다양했다. 심리언어적 요인으로는 전략 사용, 모국어에 의한 전이 등이 있었다. 
그 중에 회피 전략의 사용 현상이 나타났다. 한 중 대조분석을 통해 예측한 학습
자들의 변이 양상이 다시 확인되었다. 학습자들이 ‘-던’, ‘-았던’의 의미 기능, 그
들의 차이, ‘-(으)ㄴ’과의 구별, 결합 규칙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하는 경향, 적절한 맥락에서 의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유
창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추면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변이의 이유를 확인하면서 학습자들의 내적 적용 규칙을 알아보
았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교수･학습을 설계하였다. 학습자들의 요구, 변이 양상, 목표 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던’과 ‘-았던’의 교수･학습 내용을 형태, 의미, 통사적으로 나
누어서 구성하였고 내용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위계화 시켰다. 중급과 고급, 초고급 
학습자들의 변이 양상을 보이는 데 나타난 차이를 고려하여 중급에서는 형태에 초
점을 맞출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고급 내지 초고급 단
계에서는 올바른 형태로 구성된 자료의 입력, 그리고 해당 문법 항목에 대한 입력 
강화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에 
따라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대조분석이나 오류 분석 연구에 비해 중간언어 변이 관
점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아직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언어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나아갔지만 그들의 내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교수･학습 하
는 데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
록 사후 점검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내면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교
수･학습 모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한 위
계화를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 한국어교육, 중간언어 변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맥락, 전이, 입력 강화, 중간언어 변이의 요인
* 학  번 : 2009-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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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면서 과연 문법 교육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에서 유창성을 지나
치게 강조한 나머지 정확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어교육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가 아무리 유창하다고 하더라도 정확성이 떨어지
면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주는 신뢰성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가 목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기저에는 문법 지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의사소통 능
력이 언어로 된 정보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언어 사용자가 내재화한 지식
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한상미, 2006:48). 여기에는 문법적 규칙에 대한 지
식을 포함하는 언어적 능력과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
는 지식을 포함하는 화용적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Ellis, 1994). 즉 성공적으로 의
사소통하기 위해서 문법적 규칙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
현식(2003)에서는 문법 지식의 교수 학습이 성인 학습자의 세련된 고급 언어 능
력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1). 학습자로 하여금 더 이상 기본적인 의사소
1) 민현식(2003)에서는 손베리(Thornbury, 1999)를 참고하여 문법교육 찬반론을 점검하여 

정리하였다. 문법교육의 유용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첫째, 문법은 정치한
(fine-tuning)규범 언어를 만드는 기준이 된다. 둘째, 문법이란 ‘문장 제조
기’(sentence-making machine) 역할을 한다. 셋째, 문법교육이 없으면 언어 오류를 교정 
받지 못하여 오용 언어 습관이 고착되어 화석화(fossilization)한다. 넷째, 문법 학습에서 
강조된 것은 일상생활에서 주의 환기(noticing)하면서 자기 언어 사용 능력을 강화하게 된
다. 다섯째, 언어 학습이나 이해에는 개별 문법 항목(discrete item)을 교수 학습하는 것
이 효율적이다. 여섯째, 다양한 계층, 성격의 청소년, 성인 집단에게 언어를 교육할 때는 
문법 규칙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곱째, 학습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문법 학
습에 학습자 기대(learner expectation)를 거는 학습자들이 있어 이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여덟째, 외국어 학습 시에는 모어 문법 지식이 유용하다. 아홉째, 모어 문법에 대한 
이해 학습 자체가 개인의 인지 능력 발달에 기여한다. 문법교육의 무용론에는 다음과 같
은 논의가 있다. 첫째, 언어 학습은 기능(skill) 학습이므로 문법의 노하우
(knowledge-how) 지식은 무용하다. 둘째, 언어 능력은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지 문법 지식 능력이 아니다. 셋째, 언어 학습과 학습은 다르다. 넷째, 문법
보다도 어휘 뭉치(lexical chunks) 학습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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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만 되면 된다는 소극적이고 낮은 목표가 아니라 적절한 맥락에서 자신의 뜻을 
정확히 표현하는 적극적이고 높은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법은 한 번의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지속적인 생성과 교사의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고급 학습자일수록 오류 문법이 화석화(Fossilization) 되는 
현상을 종종 보인다. 많은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인 한국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
면서도 실제 의사소통 하는 데 배운 문법 요소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
다. 또한 입력된 수많은 정확한 형태를 모두 내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
습자가 입력된 언어 자료를 내재화시킬 수 있느냐는 학습자 언어 수준에 비해 난
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학습자의 주의력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
다. 입력 자료가 학습자의 언어 배경에 맞게 제공되었을 때에만 습득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학습자 자신의 언어 지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언어 입력이 제공되어
야 학습자가 그 언어 입력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학습자의 언어가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2).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주의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는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 즉, 학습자가 입력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 대화할 때는 의미에 더 많이 집중하고 모어 화자가 사용하
는 정확한 형태에 대해 주목을 덜 한다. 반 패턴(VanPatten, 1996)에는 학습자는 
형태를 처리하기에 앞서 의미를 입력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3). 학습자가 입
력을 처리할 때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형태와 

2) 크라센(Krashen, 1984)의 입력 가설에 의하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
으로 현재 학습자의 언어 능력 수준을 ‘약간 상화하는’ 수준의 언어 구조를 가진 언어 입
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이 어떤 중간 언어(i)의 상태라고 하면, 학습
자가 이해하는 언어 입력은 i+1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원칙1. 학습자는 형태를 처리하기에 앞서 의미를 입력 처리하려 한다.
    a. 학습자는 내용어를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b. 학습자는 의미 정보를 빨리 얻기 위하여 문법 항목보다 어휘 항목을 긴급하게 처리하

다.
    c. 학습자는 의미 가치가 낮은 형태보다 의미 가치가 높은 형태를 우선 처리한다.
  원칙2. 학습자는 의미 가치가 낮은 형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가치가 높은 내용에

는 주의력의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즉 어휘적 요소보다는 문법적 요소일수록, 또 문법적 요소 중에서도 이미 부담량이 적을

수록 학습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원칙2에서 제시하였듯이 이는 역으로 문법적 요소
에 둘 주의력 요소가 남아 있지 않으면 문법적 요소는 입력되더라도 학습자들의 주의를 
얻지 못하며 따라서 입력을 통해 습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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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모두 집중하기 어렵다. 학습자가 입력 자료의 형태보다 전달된 의미를 먼
저 처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에 대한 주의력을 덜 준다. 학습자의 주의력을 
한국어의 특정한 언어 형태에 집중시킬 수만 있다면 학습자가 한국어의 형태를 습
득하는 데 크게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문법 항목 중의 하나인 한국어 과거 회상 관형사
형 어미 ‘-던’과 ‘-았던’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국어학적으로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연구 중에는 ‘-(으)ㄴ’ 과 ‘-는’, ‘-(으)ㄹ’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
다. 그에 비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던’과 ‘-았던’은 관형사형 어미로서 단순히 회
상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제, 상, 서법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고, 문장
을 구성할 때 단순히 형태적인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
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습득이 쉽지 않다. 그 의미와 기능이 또한 다양하여 학습자
가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고급 수준에 있는 학습자가 '-던'과 '-
았던'을 이미 학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문법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오류를 보인다.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업에서 목표 문법 항목을 배운 직
후 교사의 설명에 따라 그 당시에 목표 문법 항목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지만 실
제 의사소통에서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형태적, 의미적 오
류를 보인다. 

가: 내가 _______ 커피가 어디 갔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혹시 못 보았어요?
나: 커피요? 그만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내 배에 들어갔으니까.
    1) 마신   2) 마시던   3) 마셨던   4) 마시는  
정답: 2)
“原因：因为是过去时，所以选择了第三个。我觉得'-았던'是'-던'的过去式，这里

是过去时态，所以选择了第三个。”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3)을 선택했어요. '-았던'이 '-던'의 과거형으로 생각해 

왔거든요. 이 문장은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던'의 과거형인 '-았던'을 써야 된
다고 생각해서 '-마셨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다 마신 것 아니었네요. 그러면 
4)번 '마시는'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GJT#2_A1)

                            ⟦A1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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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의 예에서 학습자가 정답인 2번 '마시던'이 아니라 3번 '마셨던'을 정답
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았던'은 관형사형 어미 '-던'과 과거를 나타
내는 형태소 '-었-'과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던'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던'과 '-았던'은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데 뜻을 같이 하
고 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부분도 있다. 하지만 학습자는 "'-았
던'이 '-던'의 과거형이다"라고 흔히들 이해한다.　A1학습자는　또한 맥락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의 대답을 보면 ‘가’가 커피를 다 마시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이 발
화 시점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완료를 나타내는 ‘-았/었/였-’과 
결합하여 ‘마셨던’을 산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학습자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대답이다.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보이더라도 그 오류에 대한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 학습자가 생성한 오류가 교육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그의 이
유를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4).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것을 오류로만 부정
적으로 보지 않고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할 때까지 거치는 중간언어
의 변이로 보고자 한다. 

앞에 제시한 설문조사 내용만 보면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왜 이런 오
류를 생성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라이트보운(Lightbown, 1991, 2000)에서는 학습
자가 배운 문형들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체계적인 중간언어를 생성해낸다고 지적하
였다(Wynne Wong, 2004; 서종학 외 역, 2011). 학습자의 원인 진술 없이 연구자
가 겉으로 보이는 양상만을 보고 오류 분석을 하면 학습자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학습자 언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오류 분
석에 치중하여 이루어졌다. 오류 분석은 학습자가 발생시킨 오류라는 결과에 관심
을 두었기 때문에, 목표 언어에 접근해 가는 중에 생산하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4) 코더(Corder, 1981; 심승용외 역, 2011)는 오류의 중요성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
하였다. 첫째, 교수자가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교수자에게 오류는 학습자가 목표
에 얼마나 나아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
다. 둘째, 연구자에게 오류는 언어가 어떻게 학습되는지 또 습득되는지, 그리고 학습자가 
언어 습득에서 어떤 전략과 어떤 과정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셋째, 
오류는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스스로의 가설을 시험하고 있
는 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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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anguage)5)를 체계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이해영, 2005). 그에 비해 
변이 연구를 통해 학습자 언어를 밝혀내는 것은 개별 학습자의 발달 과정을 파악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사가 교수 내용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간언어 변이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학습자가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을 사용하는 데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 학습자의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그
리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던’과　‘－었던’의 복잡성,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 등 이유
로 중국인 학습자들 ‘-던’과 ‘-았던’의 학습에 있어서 어려워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육적인 부족과 기존에 있는 교재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
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한국어 시제, 서법, 상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속에서 과거 회상 관형사
형 어미 ‘-던’과 ‘-았던’의 위상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한국어교육에서 ‘-던’과 ‘-
았던’을 연구할 필요성을 밝힌다.

둘째,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을 살피고 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가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에 대한 중간언어 변이 양상을 살
피고 원인을 밝힌다.

셋째, 첫째와 둘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적 목표 항목을 위계화하고 연계성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5) 이는 근사 체계(approximative system, Nemser 1971), 개인 특유의 방언(idiosyncratic 
dialects, Corder 1971)라고 불리기도 한다. 코더(Corder, 1981; 심승용외 역, 2011)에서 
학습자 언어를 특별한 종류의 방언이라고 보는 관점은 두 가지 고찰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특별한 종류의 방언’등 용어를 ‘중간언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논의하겠다. 그의 두 가지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화자에 
의해 의도된 임의의 발화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고, 결과적으로 규칙들의 조합에 의해 원
리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제2언어 학습자의 임의의 발화도 언어이
고, 문법을 갖고 있다. 둘째, 제2언어 학습자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수의 문장들은 목표어
의 문장들과 형태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동일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적어도 제2언어 학습
자의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규칙들은 목표어를 설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규칙
들과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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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검토

이 절에서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에 대한 연구와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중간언어 변이에 대한 연구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1.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던'과 '-았던'에 대한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또한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연구 
중에 '-던'과 '-았던'을 다루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던’과 ‘-았던’에 대한 연구를 정
리하기보다는 관형사형 어미에 관련된 연구를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교육적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다룬 연구는 성지연(2002), 이은기(2005), 
이진경(2006), 정소희(2007), 정대현(2008) 최해주(2009) 등이 있다. 

정대현(2008)에서는 ‘-던’은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행동상태가 중단되어 다른 
행동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즉 과거 동작의 진행 중 미완
료 된 일, 과거 동작의 일상성 등을 나타내면서 회상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
던’에 시제형태소 ‘-었’이 결합되면 완결의 의미가 추가되어 과거의 일이 이미 완
료되었음을 나타내거나 과거 동작의 일상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목표 
문법의 시각적 강화와 본문의 간소화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법 형태 습득과 
본문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목표 문법은 ‘-던’과 ‘-았던’뿐만 아
니라 관형사형 어미로 설정하였다. 그는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기존 교수·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해결 방안은 
서법, 동작상, 양태에 관련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에게 다루지 말아
야 한다는 것은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문법 항목이 교육 내
용이 될 것이지 되지 못하는지는 단순히 학습자에게 어렵거나 어렵지 않은 것만으
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해주(2009)는 교육 문법이 학습의 용이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더
-’ 결합형 어미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현재 목표 문법 항목에서 ‘-더-’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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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항목의 수를 줄이고 예문을 통해 다양한 결합형 어미를 제시하는 것과 함께 형
태 분석의 방법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승혜(2009)는 기존에 나와 
있는 한국어 교재와 문법책에 나타난 ‘-더-’와 관련된 문법 항목을 분석하고 각 
항목들을 해당 기관 교재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
국어교육 현장에서 ‘-더-’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순서를 제안하였다. 

성지연(2002)에서는 22명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문어 자료 중에 
나온 관형사형 어미의 쓰임을 분석하여 언어 간 오류와 언어 내적 오류로 분석하
였다. 연구 대상의 등급은 중급 학습자로 제한하였다. 연구자가 학습자들이 생성한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에 대한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는 모두 
학습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추측에 의한 것도 있
는 데서 아쉬움이 남았다.

이은기(2005)은 57명의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관형절 시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는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고급 학습자에게 답을 
쓰게 하였다. 하지만 고급 학습자라 해도 목표 언어인 한국어로 문법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을 제대로 기술할 수 있냐는 점에서 연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또한 고
급 학습자들의 인식은 모든 수준의 학습자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점을 지
닌다.

위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관형사형 어미, 특히 ‘-던’과 ‘-았던’에 대
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더-’나 관형사형 어미에 관련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왔
지만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의미나 기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대부분은 시제로만 다루고 있는 
상태이다. 

2.2. 중간언어 변이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한국에서 영어교육 분야에서 중간언어 변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영역에서는 중간언어 변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변이에 대한 연
구로는 이정란(2004), 정소아(2004), 신현정(2005), 이해영(2005), 노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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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동근(2007), 황선영(2007), 위햇님(2009) 등이 있다. 
이해영(2003)에서는 시제표현 문법 항목을 대상으로 함축 도표(implicational 

table)를 이용한 함축적 평가(implicational scaling)을 활용하여 학습자 언어의 동
적인 발달을 보여 주고 있다. 김재욱(2003)에서는 언어권별 학습자에 따른 한국어 
시제의 여러 형태들을 용법에 따라 대조분석하여 그 중간언어 체계를 보였다. 주
은경(2004)에서는 ‘-에’의 여러 용법을 분류하여 여러 기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어 말뭉치에서 나타난 중간언어 양상을 분석하여 용법별 발달 순
서를 제시하였다. 

이정란(2004)은 일본어권, 중국어권,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서’와 ‘-니까’
의 변이 양상과 원인, 각 원인들 간의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았다. 문법성 판단 테
스트와 인터뷰가 모두 사용되었다는 것에 기존의 작문 자료만 사용된 연구와 구별
되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하여 구어 자료를 얻어 냈다. 이를 통하여 언어권, 과제
의 종류별로 변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학습자 언어를 오류의 측면만이 
아니라 정확한 발화를 포함한 변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를 지니고 있
다. 또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어서’와 ‘-니까’를 교수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해영(2005)은 문법 시험과 인터뷰 두 가지 종류의 과제를 통하여 과제 유형
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표현 변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4개의 기관에서 
영어를 제1언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 총 16명을 피험자로 삼았다. 피험자의 한국
어 숙달도가 서로 다르나 모든 시제 표현을 기학습한 단계에 있다. 이 연구는 개
개인 자료의 특성을 처리하는 함축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습득 순서에 나타난 
과제 유형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변이 양상을 분석한다는 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신현정(2005)은 오류 분석에 그치거나 양태나 시제 연구의 일부만 다룬 기존 
연구들을 비판하면서 과제 유형에 따른 변이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는 중국어권 
학습자 26명, 일본어권 학습자 39명, 영어권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한 다음에 언어적 맥락에 의한 변이, 과제 유형에 의한 변이, 모어에 의한 변이의 
세 가지 가설을 세워 변이 양상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분석 결과는 세 언어권 학
습자 모두 언어적 맥락에 의한 변이, 과제 유형에 의한 변이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는 언어권별, 과제 유형별로 변이 양상을 밝혀 ‘-겠-’과 ‘-(으)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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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수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5급의 수준에 있는 학습자에게만 조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
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소아(2004)는 과제의 유형에 따른 언어 변이에 주목하여 고급 수준에 있는 
일본어권 학습자의 대용어 습득을 연구하였다. 그는 국내 언어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5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 49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용어 사용할 때 나타난 
중간언어 변이를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한국어 능력 시험 5급 문제로 구성
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구어 인터뷰 과제를 제시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많은 구어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
러나 그가 문법성 판단 테스트 구성하는 데 인용한 1999~2001년의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는 난이도나 적절성의 측면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노아실(2007)은 한국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로 말
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보았다. 그는 한국어 3급, 5급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가는 정확성, 유창성, 적절성의 세 가지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는 학습자가 관심 주제에 대하여 말할 때 정확성은 낮지만 유창성이 높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관심이 덜한 주제가 관심 주제에 비해 정확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
왔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김현지(2008)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바탕으로 한국어 조사 선택의 
단서(cue)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기존에 있던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유형
을 확인하고 학습자가 중간언어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에 대한 논
의와 달리, 중간언어를 통해 학습자들의 문장 생성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
였다. 그는 27명의 학습자에게 19문항으로 구성된 문장 완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어 조사에 대한 교육과 한국어 의미 교육의 단위가 고려된 의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인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제
안은 ‘생성 후의 수정’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중간언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 의
미가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한국어 습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변인에 대한 모
든 고려를 하지 못한 점과 학습자 모국어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
에서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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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중간언어 변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오류 분석과의 구
분이 명확하지 않다. 학습자들이 생성한 실제적인 언어 자료보다는 조사를 통해 
얻은 조작된 언어 자료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중간언어를 통한 교육적 시사
점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설문지를 통해 학습
자들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습자
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후 점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 외에 학습자들이 평소에 생성한 실제적인 언어 자료도 수집하여 연구 자료
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고는 한국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에 주목하여 연구 대상
으로 삼았다. ‘-던’과 ‘-았던’은 시제뿐만 아니라, 서법, 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문법항목이다. 또한 
그들의 의미 기능이 다양하여 형태와는 일대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여 학습자들
에게 혼란스러움을 안겨준다. ‘-던’과 ‘-았던’의 문법적 제약도 어려움 중의 하나
이다. 

한편으로 ‘-던’과 ‘-았던’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사용 빈도가 높은 문법 항목으
로서 이에 대한 문법 교수⦁학습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나
온 <21세기 세종계획 세종 성과물 자료(2009)> 말뭉치 빈도수를 보면 ‘-던’과 
‘-았던’이 ‘-더-’와 관련된 문법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6). 

항목 빈도 항목 빈도
더구나 106 더라면 584
더구만 12 더만(요) 20
더구먼 30 더이다 26
더군(요) 879 던 25310
더냐 104 았던 37825

6) ‘-더-’결합형 어미의 말뭉치 빈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오로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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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의 사용 빈도가 높은 ‘-던’과 ‘-았던’을 학습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여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고에서 ‘-던’과 ‘-았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3.2. 연구 방법

3.2.1 조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째는 시제라는 범주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생소한 분야라 목표어인 한국어를 사용
하는 데 시제, 특히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사용에 있어서 많
은 변이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
로 삼으면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 의사소통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적이고 구
체적인 진술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 연구의 의미 
자체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언어권인 중국어권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환경, 교수적 영향, 거주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학습자에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배경에 있는 중국인 학습자를 선정하
였다.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중급, 고급 학습자 각 20명씩, 그리고 한
국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중급, 고급 학습자 각 20명씩, 마지막으로 중국에
서 한국어교육을 받다가 한국으로 온 학습자 20명이 있다. 이는 목표어인 한국어 

더니 4151 던(종결어미) 18
었더니 2363 던가 1297
더니(종결어미) 60 던가요 165
더니만 50 던걸(요) 28
더라 635 던고 7
더라고(요) 398 던데 266
더라니 7 던데요 502
더라니까(요) 57 던들 73
더라도 4361 던지 566
더라며 70 던지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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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습자와 제1언어 환경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1언어 환경에 있다가 제2언어 환경에 와서 생활
하고 공부하면서 자연스러운 입력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응답자에서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배제하였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나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을 중급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학교와 기관에서 초급부터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만, 초급에
서 가르치는 의미나 기능이 매우 단순하다. 또한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교사의 설
명을 듣고 그 당시에 정확히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이를 보이
는 것이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연구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3.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인 설문 조사와 질적 연구인 사후 점검 인터뷰를 순차
적으로 진행하였다. 양적 연구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수량화
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의 정확성과 반복 가능성을 중시하는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주어진 상황과 맥락 속에서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의 전문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Ⅱ장에서는 기존 문헌을 정리하면서 이 연구에 맞는 이론을 모색하고
자 한다. Ⅲ장에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사용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 양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사후 인
터뷰와 다양한 해석까지 나갈 것이다. 또한 앞 절에서 언급하였던 학습자들의 쓰
기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쓰기 자료 중에 나온 ‘-던’과 ‘-았던’의 사용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1) 문법성 판단 테스트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학습자들이 문법 형태나 구조에 대한 파악 상황을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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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진행되는 테스트이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문어 형식이고 알맞은 문법 
형태를 고르는 유형의 과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제시된 문항의 언어적 맥락에 
의해 어떤 변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형태에 주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
게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부담을 덜어준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평가 시간, 접근성, 수의적 규칙, 학습자의 추측 등으로부
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비얄리스톡(Bialystock, 198)에서는 한과 엘리스(Han 
and Ellis, 1998)가 테스트에 시간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7)을 반대하며, 학습
자들의 목표 언어 지식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하는 데 
시간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설계할 때 어휘 사용, 측정 대상 문법 외의 문법 사용을 
최대한 단순화하였다. 이는 어휘나 다른 문법의 어려움 때문에 목표 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문법성 판
단 테스트 문항을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면서 구성하였다.

첫째, 동작 동사, 상태 동사, ‘이다’류 동사와 결합하는 데의 적당한 비율.
둘째, 해당 문법 요소의 각 의미 기능에 대해 골고루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비

율.
셋째, 통사적 제약(1회적 동사, 순간적 동사)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활용.
넷째, 상대 시제(시간 부사, 서술어의 시제)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활용.
다섯째, 용언의 받침 유무.

2) 번역 테스트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학습자가 제시된 형태 중에 선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구문 능력을 알아보기에 한계점을 갖고 있다. 즉 학습자가 목

7) 한과 엘리스(Han and Elllis, 1998)에서는 시간이 테스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테스트는 중간언어 지식 체계 중 제2언어 학습자의 명시적 지식
(explicit knowledge)을 조사하는 데 유리하며, 시간에 제한을 두는 테스트는 주로 제2언
어 학습자의 함축적 지식(implicit knowledge)을 조사하는 데 유리하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학습자의 함축적 지식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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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문법을 사용해서 적절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국어 문장을 제시하여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
는 번역 테스트를 설문 조사의 일부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중국어 문장에 쓰인 어휘는 모두 중급 학습자가 알고 있는 쉬운 것으로 구성하
였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어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적절한 형태를 산출하
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3) 사후 점검 인터뷰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에 학습자들의 내성8)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후 점검 인
터뷰(Follow-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위햇님(2009)에서는 판(Fan, 2002)을 
참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5가지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
다.

1) 참가자: 기본적으로 조사자와 피조사자 일대일로 실시된다.
2) 시간과 장소: 본 조사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1주일 내

에 실시해야 한다. 장소는 피조사자가 편안하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피조
사자의 자택이나 잘 아는 곳이 좋다.

3) 사후 점검을 위한 자료: 조사 당시 행동의 기록을 시청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이다.

4) 사용 언어: 피조사자가 표현하기 쉬운 언어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5) 사후 인터뷰의 질문: 사후 인터뷰의 유효성은 질문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

된다.

워커(Walker, 1985)는 인터뷰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 관한 몇 가지 실용적인 제
안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Nunan, 1992; 안미란 외 역, 2009 재인용). 

1) 물리적인 위치에 관해서는 인터뷰 진행자와 대상자가 얼굴을 맞대고 안기
보다는 옆자리에 앉아서 인터뷰할 것을 제안한다.

8) 내성은 자신의 생각, 감정, 동기, 추론 과정과 정신적 상태가 어떻게 행동을 결정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이다(Nunan, 1992; 안미란 외 
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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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는 면접을 녹음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언어적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해서 테이프 녹음, 받아 적고 받아 적은 것을 나중에 재정리하는 방법 등
이 있다9).

본 연구의 인터뷰는 설문조사를 응하였던 학습자 중에서 수준별로 5명씩 무작위
로 뽑아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1주일 내에 인터뷰 대상자들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장소는 대상자들이 익숙하다고 느끼는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녹음에 관해서 그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정서를 보여서 녹음을 실시하지 않고 받아
쓰는 방식으로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였다. 인터뷰는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
히 표현할 수 있는 중국어로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나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얻은 자료는 어
느 정도나 연구자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조작적인 자료만 가지
고 연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수집하였
다. 15명의 고급, 초고급 단계에 있는 학습자가 2~3년간 한국어를 배우면서 모은 
쓰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에 한국 친구에게 쓴 편지, 선생님께 보내 드린 편

기 록 
방식 장점 단점

녹음

생동감 있는 언어가 기록된다. 쓸데없는 자료가 너무 많이 기록
될 수 있다.

자연스럽다. 전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객관적인 기록이다. 상황은 수록되지 않는다.
면담자의 말이 기록된다. 기계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
자료를 재분석하기 쉽다. 주요 논제가 중요하지 않은 말 때

문에 감추어질 수가 있다.

메모

주요 논제나 사실이 기록된다. 기록자의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
상황이 기록된다. 생동감 있는 언어가 기록되지 않

는다.
경제적이다. 기록이 면접을 방해할 수 있다.
쓸데없는 진술을 기록하지 않

는다. 자료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

9) 누난(Nunan, 1992; 안미란 외 역, 2009)에서 테이프 녹음과 받아쓰기 두 가지 방법의 장
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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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국 친구와의 채팅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이는 학습자가 실제로 사용한 언어
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동
의하에 이는 본 연구의 또 다른 연구 대상 자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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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던’과 ‘-았던’의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

1. 한국어 시제, 서법, 상 체계 및 ‘-던’과 ‘-았던’의 위상

1.1. 한국어의 시제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은 시제, 서법, 상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어 시제, 서법, 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의 시
제는 크게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제는 발화시
(utterance time)와 사건시(event time)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다. 

과거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시제이다.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전형적
인 형태는 ‘-었-’이다. 이는 종결형에도 적용되며 비종결형의 연결형인 ‘-다가’, 
‘-(으)니까’, ‘-(으)면’등과도 결합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 가. 그는 아침을 먹었다.
     나. 준호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다. 철수는 작년만 해도 매우 건강하였다. 
     라. 새벽에 떠났으니 곧 돌아오리라 믿는다.
     마.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1가)는 동작동사가 ‘-었-’과 결합되어 과거시제를 나타낸 것이다. (1나)는 상
태동사가 ‘-었-’과 결합되어 과거시제를 이룬 것이다. (1라)와 (1마)는 종결어미 
‘-(으)니까’와 ‘-다가’가 ‘-었-’과 결합되어 과거시제를 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관형사형에 나타나는 과거시제를 살펴보겠다.

 (2) 가. 어릴 때 말수가 적던 철수는 크면서 말이 많아졌다.
     나. 고향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머니께서 해 주시던 음식

이 생각난다.
     다. 어릴 때 말수가 적었던 철수는 크면서 말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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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나, 다)는 ‘-던’과 ‘-았던’에 의해 표시된 과거시제이다. ‘-던’이 동사에 
붙이면 과거미완, 곧 진행이나 지속의 동작상이 파악된다. ‘-었-’과 결합되면 동
작의 완결을 더 구체화시키는 의미를 줄 수 있다(고영근⦁구본관, 2008). ‘-던’과 
‘-았던’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현재시제는 발화시와 일치하는 시제이다. 현재시제는 종결형과 연결형, 그리고 
관형사형에서 표시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3) 가.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나. 조 교수는 요즘 매우 바쁘다.
    다. 그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예문 (3가)는 종결형에 의한 표시된 것이다. (3나)와 (3다)는 사건시를 명시하
는 시간부사가 활용형과 공존하여 사건시가 발화시에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준다.

(4) 가. 나는 집으로 가지만 철수는 학교로 간다.
    나. 그때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다. 그들은 일하던 손을 놓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예문 (4가)는 연결형에 의한 표시된 것이다. (4나)는 직설관형사형 어미이고 (4
다)는 회상관형사형 어미 ‘-던’에 의해 현재시제가 표시된다. 

미래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 뒤에 오는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선어말어미 ‘-겠/(으)리-’와 같은 형태가 있고, ‘-ㄹ/을 것’과 같은 통사적 구성이 
있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5) 가. 내일도 비가 오겠다.
    나.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의 시제는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로 나눌 수 
있다. ‘-던’에 의해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를 표시할 수 있다. ‘-았던’에 의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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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법

의지적 서법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 경계접

무의지적 서
법

기본서법 서실법
회상법
비회상법 직설법

부정법
서상법 추측법

부 차 서 법
(강조법) 원칙법 확인법

시제를 표시할 수 있다. 

1.2. 한국어의 서법

서법은 듣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활용 형태로 표현하는 
문법 범주이다. 고영근⦁구본관(2008)에 따르면 서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1> 한국어의 서법 체계

본고에서는 기본서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던’과 ‘-았던’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직설법은 화자가 발화시점에서 사태를 단순히 파악할 
때 사용된다. 이는 종결형, 비종결형에 다 실현될 수 있다10). 

회상법은 거의 모든 존비법과 동사, 형용사, 명사에 걸쳐 다 나타난다. 회상법은 
종결형, 연결형, 관형사형에서 다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6) 가. 철수가 어제 제주도에 가더라.
    나. 바람이 불더니 비가 온다.
    다. 어찌나 바쁘던지 세수할 새 없었다.
    라. 저기서 아까 일하던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마. 그것이 내가 읽던 책이다.

(6가)는 종결형, (6나, 다)는 연결형에 의해 회상법을 나타냈다. (6라, 마)는 관
형사형에서 회상법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을 통하여 ‘-던’이 회상법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구체적인 내용은 고영근⦁구본관(2008)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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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어의 동작상

동작상이란 동사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진행이나 완료와 같이 개별 시제에 종속
되어 있는 동작의 양상을 가리킨다. 동작상은 크게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
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눌 수 있다. 미완료상에는 진행상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 외에 예정상도 포함될 수 있다. 

진행상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상으로 ‘-고 있다, -고 계시다, -는 중이다, 
-는 중에 있다, -는 중에 계시다, -아/어 가다, -아/어 오다, -지 마라’ 등으로 
표시한다. 완료상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상으로 선어말 어미 ‘-았/었-’이나, 
관형사형 어미 ‘-(으)ㄴ’, ‘-아/어 있다, -아/어 계시다, -고 나다’, ‘-아/어 내다, 
-아/어 두다, -아/어 버리다, -아/어 놓다’ 등으로 실현된다. 예정상은 동작이 예
정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상이고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나, ‘-게 되다, -게 하
다, -려고 하다, -고자 하다’ 등으로 실현된다.

문숙영(2009)에서 ‘-던’이 ‘지속, 진행. 반복’ 등 비완결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 그러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7) 가. 우리가 하던 일
    나. 매일 배달오던 친구가 오늘 안 왔다.

위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던’은 시제로 보면 과거시제, 서법으로 보면 회
상법, 상으로 보면 미완료상, 지속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았던’은 시제나 서
법의 면에서 보았을 때 ‘-던’과 같다. 그러나 상으로 보았을 때 완료상에 속한다. 
‘-던’과 ‘-았던’은 시제, 서법, 상과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던’과 ‘-았던’은 형태적으로 복잡하고 의미적으로 다양하여 학습자들이 습득하
기 어려운 문법항목이다. 하지만 ‘-던’과 ‘-았던’의 모든 의미 특성을 학습자들에
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던’과 ‘-았던’에 관한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어디까지 가
르쳐야 할지, 어떻게 가르치면 효과적일지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다음 절에서 ‘-던’과 ‘-았던’의 의미 특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한
국어 교육 문법 내용을 추출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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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에 대한 교육 실황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던’과 ‘-았던’의 의미 특성 연구

관형절에 쓰이는 ‘-던’과 ‘-았던’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선어말어미 ‘-더-’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는 최현배(1937)에 의해 회상 시제, 나진석
(1971)에 의해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로 다루어졌다. 그밖에도 학자에 따라 ‘과거
의 경험’, ‘의식의 단절’, ‘무책임성’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그
런데 관형절의 ‘-던’을 살펴보자면 ‘-던’에 나타나는 ‘-더-’가 동질적인지 이질적
인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즉, 관형절의 ‘-던’이 ‘-더-’와 같은 기
능을 가지는지, 같은 형태소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기심(1972)을 비롯하여 서정수(1979), 신현숙(1982), 장경희(1985), 최동주
(1998), 이재성(2001) 등에 의해 ‘-던’과 ‘-더-’가 기능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반면, 최현배(1937), 고영근(1971), 이익섭⦁임홍빈(1982), 왕문용
(1986), 김창섭(1987) 등은 ‘-던’과 ‘-더-’가 형태나 의미적으로 유사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고영근(2004)에서는 관형절의 ‘-던’과 ‘-더-’를 별개로 보는 관점
을 비판하며 관형절의 ‘-던’의 ‘-더-’를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고
영근(2004)에 따라 관형절에서 쓰이는 ‘-던’을 ‘-더-’와 동일한 형태소로 보고자 
한다.

‘-던’은 형태상으로 선어말어미 ‘-더-’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형성
된 것이다. 실제로 ‘-던’에는 ‘-더-’의 의미 요소가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
던’과 ‘-았던’을 살펴보기 앞서 ‘-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던’에 대해서는 시제나 상의 요소로 보는 견해와 서법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왔다. 문숙영(2009)에서 다음과 같이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ㄱ. 시제: 회상시제(최현배 1937), 과거시제(이석규 198311), 김창섭 

11) 이석규(1983:288~9)은 ‘-던’이 시제상으로는 과거를 표시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던’
의 범주를 ‘상’으로 할 것인지 ‘법(mood)'으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
다. ‘-던’은 상으로는 (과거에만 쓰이는) 지속상 혹은 단속상이 될 것이고, 법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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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ㄴ. 상: 과거 미완료(이희승 1970, 나진석 1978, 최동주 1995), 지속상(서

정수 1979)
  다. 서법: 중단법(남기심 1976)12), 단절의 인식 양상(임홍빈 1982)

위의 분류는 오로지 ‘-던’의 의미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던’의 ‘-더-’
와 ‘-더라-’의 ‘-더-’ 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는 반영하지 않
은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던’의 의미가 아니라 ‘-더라’의 ‘-더-’의 의미
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최현배(1937)에서는 ‘-더-’가 ‘도로 생각 때매김’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그 
이후로 고영근(1965), 남기심(1972), 허웅(1975) 등에 의해 ‘회상’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왔다. 이익섭(2007)13)에는 ‘-더’의 용법에 대해 ‘자리 옮김, 직접 체득, 
현장감’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더’의 기능에 대해서 보고, 전달 등의 기능으
로 이해하려는 학자도 있었지만 본 연구에는 이익섭(2007)에 따라 과거 회상의 
기능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더’는 시제와 서법을 복합적으로 담당하는 문법 형
태소로서 서법 형태소로 분석되기도 한다. 

고영근(1965, 1971), 허웅(1975), 남기심(1972, 1976)에 따르면 ‘-더-’는 보
고의 의미도 나타낸다. 손호민(1975)은 ‘-더-’의 의미로 보고자, 지각과 함께 과
거를 들고 있다. 서정수(1977)는 ‘-더-’를 시제가 아닌 보고의 서법으로 주장하
였다. 회상은 보고의 하위 개념으로 보았다. 송재목(1998)은 ‘-더-’에 대한 종래
의 견해들이 ‘-더-’의 의미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더
-’의 중심의미를 ‘과거의 감각적 관찰(past sensory observation)’로 보고, ‘-더-’
가 가지는 시제적, 양상적 의미는 이 양태적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 주
장하였다. 또한 ‘-더-’가 보여 주는 주어 제약 현상이 양태적 의미에 기인하는 것
으로 설명하였다. 이 외에 ‘-더-’를 단절의 의미로 보는 임홍빈(1982, 1993), 경
험으로 보는 최성호(1987), 무책임성으로 보는 김영희(1991) 등도 있다. 다음으

회상법, 재생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상으로 보느냐 법으로 보느냐 하는 것
은 동작의 양태에 중심을 두느냐 화자의 심적 태도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에 불과한 것
으로 보고 있다.

12) 남기심(1981)은 “일하던 사람도 손을 멈추겠지.”처럼 ‘-던’이 미래 상황에도 쓰일 수 있
으므로, ‘-던’을 회상 시제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13) ［한국어문법］2007, 서울대학교출판부, 248-25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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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특질 -더-
기본 의미 자질 현실성
인식의 방법 지각
인식의 주체/관점 발화자
인식의 시점 발화시 이전

로 한국어교육에서 ‘-더-’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한국어교육에서는 ‘-더-’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김호정(2006)은 ‘-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해주(2009)는 ‘-더-’의 특징을 살펴보고 조사를 통해 학습자가 ‘-더-’ 결합
형 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더-’를 써야 할 자리에 ‘-었더-’
를 사용한 오류가 많았다는 것과 ‘-었겠더-’의 사용이 거의 없어 부족하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새로 배우는 목표 문법 항목의 수를 줄여 한 단계 상위 범주로 묶
어 제시하고 예문을 통한 다양한 결합형 어미 제시와 함께 형태 분석의 방법을 활
용한 교육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더’와 ‘-던’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던’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에 대해 깊이 살피지는 않기로 한다. 하지만 ‘-
던’을 설명하면서 ‘-더-’와의 비교가 필요할 때 ‘-더-’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2.1. ‘-던’의 의미 특성 연구

‘-던’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일에 쓰이기 때문에 먼저 과거 담당의 ‘-은’과 구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기도 하다. ‘-던’과 ‘-
은’은 과거의 일에 쓰인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다른 독자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으)ㄴ’은 단순히 과거 사실의 표현에 불과하
지만 ‘-던’은 과거 회상의 의미에 첨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표현하거
나 완료되지 않은 행위나 상태의 중단을 표시한다고 한다. ‘-던’의 경우, 일반적인 
‘-더-’와는 달리 1인칭 주어와도 그 결합이 가능하고, 행위의 완료나 반복적인 일
을 회상할 때는 ‘-었-’과의 결합도 가능하다. ‘-더-’는 화자가 과거의 경험이나 
느낌, 생각 등을 현재에 떠올려 표현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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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던’이 지속, 진행, 반복 등 비완결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
다.14) 다음으로 ‘-던’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의미에 대하여 ‘-(으)ㄴ’과 비교해 보
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8) 가. 내가 마시던 커피
       나. 내가 마신 커피

(8가)과 (8나)의 차이는 행위가 종료된 것이냐 종료되지 않은 것이냐에 있다. 
(8가)는 커피를 마신 행위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면서 커피가 아직 남아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8나)는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끝났음을 나타낸다. 

   (9) 가. 노래를 부르던 사람
       나. 노래를 부른 사람

(9가)에는 해당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습관성이 드러난다. 즉 ‘노래를 부른다’
는 행위는 어느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9나) 문장에는 ‘노래를 부른다’는 행위가 이미 끝났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송창선(2006)에서는 인식시 기준으로 ‘-던’과 ‘-았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였
다. 그가 ‘-던’과 ‘-더-’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면서 ‘-던’의 의미 기능에 대해 설
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쓰인다. 둘째, 인식시를 기준으로 볼 때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석규(1983)는 ‘-던’이 시제상으로는 과거를 표시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던’
의 범주를 ‘상’으로 할 것인지 ‘법(mood)’으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고 하였다. ‘-던’은 상으로는 과거에만 쓰이는 지속상이 될 것이고, 법으로 보면 
회상법, 재생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상으로 보느냐 법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동작의 양태에 중점을 두느냐 화자의 심적 태도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

14) 서정수(1976), 이석규(1983)에서 ‘-던’에 지속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리고 이효상(1991)은 ‘-던’이 ‘과거, 진행, 습관’ 등 과거 비완결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가 있다. 최동주(1995)에서는 ‘-던’이 ‘진행, 지속, 반복, 중단’ 등 의미들을 지시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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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3가지로 설명하
였다. 첫째, ‘-던’은 과거시제에만 쓰인다. 이석규(1983)에 따르면 ‘-던’이 과거시
제로 쓰일 때, 일반적으로 발화시로 기준점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으나 특히 주절이 
미정의 경우는 주절의 사건 등을 기준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던’의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든지, 주절의 사건시(동작시)를 기준으로 하든지 무조건 과
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문의 
동작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하였다. 즉 하나의 시간선상에서 주
절의 사건시(동작시)보다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던’은 시간의 지속을 나타낸다. 동사의 어간에 ‘-던’이 붙으면 어간 어
간의 동작이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된다. 이석규(1983)에서 예문을 제시하면서 문
장에서 쓰이는 ‘-던’을 과거시제나 현재시제로 고쳐서 분석한 결과, 그 문장이 비
문이 되지 않지만 과거시제로는 시간의 폭을 전연 느낄 수 없으며, 다만 완료된 
상태라는 것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시제로는 짧은 시간이나마 지속
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15). 그러나 과거시제나 현재시제보다도 ‘-던’이 가장 시간
의 지속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던’은 현재시간과 단절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즉 과거에 일정한 시간 동
안 지속되다가 현재에는 이미 그 일이 끝나 버려서 그러한 일이 없는 상태에서 발
화할 때 쓰는 것이다.

김은혜(2010)에는 ‘-던’이 회상 의미, 과거 미완, 단절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
였다. ‘-던’과 ‘-(으)ㄴ’을 비교하면서 의미 차이를 설명하였다. ‘-(으)ㄴ’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던’은 과거에 발생했던 나의 행동을 
다시 떠올리며 이야기한다고 본다. 관형사형 어미 ‘-던’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의
미는 과거 동작의 중단이며 현재와의 단절이다. 

   (10) 가. 내가 보던 신문이 어디에 있지?
        나. 자주 가던 가게가 없어져 버렸다.

15) 이석규(1983)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면서 ‘-던’이 과거시제나 현재시제보다 시
간의 지속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b. 메아리같이 울리던 사슴의 울음소리
   b-1. 메아리같이 울린 사슴의 울음소리
   b-2. 메아리같이 울리는 사슴의 울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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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옷은 작년에 유행했던 스타일이다.

위에 제시된 예문 (10가)에서는 ‘-던’이 상태가 아니라 보다가 중간에 잠시 멈
춘 상태를 나타낸다. (10나)는 과거에 자주 갔지만 현재는 가지 않는다는 중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10다)는 작년에는 유행을 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미완과 중단 역시 과거에 발생한 일을 의미
하기는 하지만 ‘-던’의 경우 발화시 기준으로 늘 과거를 가리키지만은 않는다.

    (11) 가. 밖에서 놀던 아이들도 어두워지면 모두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 퇴근 시간이 되면 일을 하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갈 것이다.

(11가)에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미래로, 화자의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작이 멈춤을 표현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던’은 결합하는 동사 부류에 따른 의미 해석의 차이가 큰데, 이는 흔히 상의 
속성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던’은 동사에 따라 비완결, 혹은 중단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읽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의미가 전혀 부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2) 가. 강을 건너던 사람들은 모두 피해를 입었다. 
        나. 우리가 다니던 학교는 재정적 상태가 안 좋았어.

(12가)는 해당 상황이 끝점에 이르지는 않았음, 즉 상황이 완성되지는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반면에 (12나)에서는 이런 중단이나 미완의 의
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던’이 결합되는 동사가 끝점을 보유하
는 동사인가 아닌가에서 비롯된다. ‘-던’이 끝점이 있는 한계 동사(telic verb)에 
결합될 경우에는 대체로 비완결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드러나지만, 끝점이 내재되
지 않는 비한계 동사(atelic verb)에 결합될 경우에는 대체로 비완결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위의 예문을 ‘-았던’으로 바꿔 보면 비교할 수 있다. 

   (13) 가. 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모두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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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가 다녔던 학교는 재정적 상태가 안 좋았어.

(13가)는 한계 상황으로서 비완결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았던’으로 바꾸면 완
결의 의미로 해석된다. (13나)는 ‘-던’을 ‘-았던’으로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한계 상황인지 비한계 상황인지에 대한 결정은 문맥에만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던’ 절에 후행하는 명사나 주절의 상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던’은 동사 부류에 따른 결합 제약을 받는다. 서정수(1976)에서 ‘-던’은 
순간 동사, 1회적 동사와 잘 결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14) 가. 여기는 내가 ＊결혼하던 곳이다. 
         나. 한국에 ＊도착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결혼하다’는 그 의미의 특수성 때문에 과거에 자주 일어나거나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던’과 결합할 수 없다. 때문에 (14가)가 비문이 된다. ‘도착하다’는 시
작점과 끝점이 붙어 있는 순간 동사인데, ‘-던’과의 결합이 제약되고 있다. ‘결혼
하다’ 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자주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라, 1회적 동사에 속
하기 때문에 ‘-던’과 결합할 수 없다. (14나)에 나온 ‘도착하다’과 같은 순간 동사
도 ‘-던’과 결합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 ‘-던’이 붙어서 피수식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결합이 어렵지만 피수식 명사가 시간 명사인 경우에는 결합이 가능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15) 가. 머리를 다치던 날 
         나. 친구들이 도착하던 날

‘-던’의 사용이 피수식 명사와도 관련이 있다. 피수식 명사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지고 ‘-던’의 사용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15가, 나)에 나온 ‘다치다, 도
착하다’ 등이 분명히 순간 동사이다. 그러나 뒤에 피수식 명사에 따라 ‘-던’과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수식 명사가 시간 명사인 경우에는 순간의 상황이 아
닌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던’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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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피수식 명사가 시간 명사인 경우에는 ‘-던’과 ‘-았던’이 상호 대치되어도 

의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15가, 나) 문장에 나온 ‘-던’
을 ‘-았던’으로 바꾸어 보면 의미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6) 가. 머리를 다쳤던 날 
         나. 친구들이 도착했던 날

위와 같이 피수식 명사가 시간 명사인 경우에 ‘-던’을 ‘-았던’으로 바꾸어 보았
다. (16가, 나) 문장이 (15가, 나) 문장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던’이 기본적으로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나 현재 지시의 부사와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았던’의 의미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2. ‘-았던’의 의미 특성

최동주(1992)에 따르면 ‘-았던’은 ‘-던’과 특별한 의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았던’이 기준 시점 이전의 상황을 표현하되, 언급되는 상황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에서 ‘-던’과 차
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았던’은 ‘-던’과 비슷한 의미를 표현한다
고 하였다.

송창선(2006)에 따르면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았던’과 ‘-던’이 특별한 
의미 차이가 없지만, 분명한 의미 차이가 나타날 때도 있다고 하였다. 바로 인식시
를 기준으로 볼 때 동작이 완료되었는지의 차이이다. 인식시를 기준으로 볼 때 ‘-
던’은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았던’은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낸
다.  

이석규(1983)에서는 ‘-았던’에 관하여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았던’
은 ‘-았+던’이 만큼 ‘-았-’이 이루는 의미에 따라 관점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았던’을 ‘-았+던’으로 보고, 따라서 ‘-았-’은 완료와 
상태(지속)를 나타내며 ‘-던’은 과거시간의 지속, 현재와의 단속을 나타내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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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았던’은 지속 후의 완료, 또는 완료된 후의 지속을 나타냄으로써 ‘-었-’과 
‘-던’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낸다고 정리하였다.

1.1절에서는 한계 상황인 경우에 비완결의 의미를 내포하는 ‘-던’을 ‘-았던’으
로 바꾸면 완결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또한 형용사가 전형적인 
비한계 동사이므로 용언이 형용사일 경우에 ‘-던’과 ‘-았던’의 의미 차이가 발생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에 관형사형 어미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시간 명사인 경우에는 ‘-았던’이 ‘-던’과 의미 차이가 없다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 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았던’이 ‘-던’에 비해 더 먼 과거를 지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16) 하지만 본고에서는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던’과 ‘-았던’이 시제적인 차이가 없다는 견
해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기 마련이다. 외국인으로서 모국어가 아
닌 한국어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던’과 ‘-았던’이 과
거 회상을 나타내는 데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그 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어느 정
도로 차이가 드러나는 예문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았던’과 ‘-던’의 과거 회상 기능에 있어서 김창섭(1987)을 참조하
여 정리하기로 한다. 김창섭(1987)에서는 ‘-던’과 ‘-았던’이 결합한 어간의 종류
에 따라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동작동사 어간 + 던: 지난적 나아감
d. 동작동사 어간 + 았던: 지난적 끝남; 지지난적 나아감

본고에서는 그가 동작동사가 ‘-던’, ‘-았던’과 결합되는 경우에 대한 견해를 받
아들여 ‘-았던’이 시제적으로 ‘-던’보다 더 먼 과거를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면 ‘-
던’이 나타내는 과거 회상과 어느 정도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헷갈
리지 않게 교육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으)ㄴ’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작이나 
행동을 말할 때 쓴다. ‘-았던’은 과거에 일어나고 이미 완료된 동작이나 행동을 

16) 최동주(1995), 박재연(2003), 문숙영(2005)에서 ‘-던’과 ‘-았던’이 시제적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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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의미 비고

‘ -
던’

과거 회상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남아 있음
특별한 의미를 가지

고 있는 동사, 명사와 
같이 사용됨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음
과거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 1회적인 동사와 같

이 사용될 수 없음
‘-았

던’
이미 행위가 완료된 사실을 회상
과거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일을 

회상

형태 의미 기능 비고

‘-던’
과거 회상 시간적으로나 심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현재 상태

와 가까운 경우에 쓰임
미완료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음
과거 지속 1회적 동사와 같이 사용될 수 없음

‘-았던’ 과거 회상 시간적으로나 심리적 거리가 현재와 상대적으로 멀
고 단절된 경우에 쓰임

완료 이미 행위가 왼료된 사실을 회상

말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으)ㄴ’과 구별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던’
과 ‘-었던’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던’과 ‘-았던’의 의미 특성에 대한 정리

본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좁혀서 ‘-던’과 ‘-았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
다.

  

<표3> ‘-던’과 ‘-았던’에 대한 연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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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의미 기능 제 시 
여부 제시 내용 예문

‘ -
던’

과거 회상 X X 우리가 살던 동네는 아
주 깨끗하고 조용했다.

미완료

O

表示过去持续的状态,
在动词后加‘-던’作定
语，即定语所修饰的动
作 、状 态 持续 一 段时
间，中断后过渡到另一
动作、状态。

아버지가 보시던 신문을 
어디에다 두었어요?

과거 지속 많이 듣던 노래가 라디
오에서 나온다.

‘-았
던’

과거 회상 X X X
완료 X X X

3. ‘-던’과 ‘-았던’에 대한 한국어교육 현황

3.1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던’과 ‘-았던’에 대한 설명 및

기술

본 연구는 학습자 언어를 여러 측면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국어 교
재에서 ‘-던’과 ‘-었던’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교재에 나타
난 설명이나 예문들을 통해 문법을 어떤 의미로 교수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학
습자 언어의 이유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개 학교의 교
재17)를 선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선정한 교재에서는 ‘-던’과 ‘-았던’이 대체로 중급3급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연
세대학교에서는 초급2급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제 각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학교별로 표로 정리하고 분석하
였다.

<표4> 서울대학교 중급3급 제20과 제시 내용
17) 서울대학교 중급3급
    고려대학교 중급3급
    연세대학교 초급2급
    서강대학교 중급3급
    경희대학교 중급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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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출판된 교재 중에는 ‘-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다. 구
체적으로 미완료, 과거 지속의 기능을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 과거라는 의미가 자
연스럽게 포함되었지만 자신의 ‘경험’에 대한 ‘회상’을 강조하지 않았다. ‘-았던’에 
대하여 다룬 내용이 없었다. 또한 기존에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과거 관형사형 어
미 ‘-(으)ㄴ’과의 구별도 하지 않았으므로 학습자가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시하는 방법은 먼저 본문에서 ‘-던’이 쓰인 문장이 나왔다. 
뒤에서 몇 개의 예문을 제시하면서 ‘-던’이라는 문법 항목에 대해서 따로 다루고 
문형 연습을 통해 형태를 익히도록 한다. 문형 연습에서는 용언과 ‘-던’의 결합뿐
만 아니라 ‘-았던’과의 결합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던’과 ‘-았던’이 한번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심적 부담을 준다. 또한 ‘-았던’을 요구하는 문
형 연습은 학습자들에게 ‘-았던’이 ‘-던’의 과거형이라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다분했다18). 또한 다양한 예문을 통해 여러 가지 맥락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습자들에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학습자가 ‘-던’과 ‘-았던’을 사용하여 스스로 문장을 
출력하는 연습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느 정도로 해당 문법 요소를 이해했는지
를 확인하기 어렵다. 문형 연습에서 정확한 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학습자
가 해당 문법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형 연습에서는 학습자가 ‘-던’의 의미 기능이나 통사적 제약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여도 ‘-던’과 ‘-았던’의 결합 규칙만 알면 정확한 형태를 산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습자가 나중에도 적절한 맥락에서 해당 문법 요소를 사
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18) 문형 연습은 두 개의 문장을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연
결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 이러한 문항이 있다.

   
   형이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내가 요즘 입어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답: 형이 입었던 옷을 내가 요즘 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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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의 미 
기능

제 시 
여부 제시 내용 예문

‘ -
던’

과 거 
회상 O ‘-던’ is attached to a verb, an 

adjective or 'noun+이다‘, modifying a 
following noun. It indicates a past 
event or a behavior which used to 
happen continuously, repeatedly for a 
long time. It also indicates an 
uncompleted event.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던 애잖아.

미 완
료 O X

과 거 
지속 O

제가 옛날부터 따
라다니던 사람이에
요.

‘ -
았
던’

과 거 
회상 X X X
완료 X X X

<표5> 고려대학교 중급3급 제9과 제시 내용

고려대학교의 교재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보였다. ‘-던’과 ‘-았던’, 그리고 ‘-
(으)ㄴ’과의 구별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았던’에 대한 제시 내용이 없었다. ‘-
던’이 나타내는 세 가지 의미 기능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
을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예문을 제시하는 양도 많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 배경 
하에 학습자가 ‘-던’에 대해 직관적인 인식을 가질 수 없다.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제시된 제한적인 맥락에서 ‘-던’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의사소통 맥락
에서 사용하게 되는 데까지 아직 거리가 멀다.

  그 외의 학교 교재 중에 ‘-던’에 대해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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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급 초급2급 중급3급 중급3급

제
시

It is used with a verb to 
express reflexly the fact in 
the past which continuou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r 
that are ongoing and not yet 
completed to the present.

X

1. 과거에 오랫동안 계속
한 일이나 반복한 일을 이
야기하려고 한다. 2. 누군
가 하다가 중간에 멈춘 일
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려고 
한다.

예
문

1. 언니가 입던 옷을 제가 
입고 있어요. 

2. 너무 재미있어서 울던 아
이도 웃고 있어요.

학교에 다닐 
때 자주 가던 
곳이 어디에요?

1. 몇 년 전에 공부하던 
한국어 교재예요.

2. 어제 보던 영화를 계
속 볼까요?

<표6> 각 학교 교재 중에 ‘-던’에 대한 제시 내용

각 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던’과 ‘-았던’에 대한 제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문
제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나온 문제는 교재에 명
시적으로 제시된 의미 기능과 제시된 예문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미완료’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는데 제시된 예문 중에 ‘미완료’를 나
타내는 예문이 없는 현상이 있었다. 또한 ‘과거 회상’이라는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고만 설명하였는데 예문 제시 부분에서 ‘-던’의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나타내도
록 다양한 예문을 제시한 교재도 있었다. 또한 ‘-던’의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한 
번에 골고루 다 제시하였는데 해당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예문은 하나씩만 나열한 
교재도 있었다. 

학습자들이 목표 문법 항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나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 맥락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결합 규칙이나 의미 기능을 기존에 학습한 ‘-(으)ㄴ’과 구별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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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예문 설명
과거의 사건이나 행

위 회상
당신이 떠나던 날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떠올려 

말하는 것
과거의 사건이나 행

위 중단
착하던 아이가 왜 이리 

부모 속을 썩이지?
전에는 아이가 착했는

데 지금은 그렇지 않음

서 두 가지 문법 항목을 대조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진경(2006)에서 대부분의 교재가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로서 다루기만 한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 ‘-던’과 ‘-았던’은 회상 시제뿐만 아니라 서법, 동작상과 복
잡하게 얽혀 있어 이러한 의미 기능들을 두루 고려해야 사용되는 문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던’과 ‘-았던’을 제시할 때 처음부터 서법, 동작상, 시제
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 주면서 수업 직후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상황에 맞게 적절한 문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해야 할 과제이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내용을 고려해 보았다. Ⅳ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할 것
이다.

3.2. 한국어 문법서에 나타난 ‘-던’과 ‘-았던’에 대한 설명 및

기술

한국어교육에서 ‘-던’과 ‘-았던’에 대한 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앞서 먼저 일반 
한국어 문법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2>(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에서 제시된 ‘-던’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7> ‘-던’에 대한 설명 및 예문 제시

  여기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데 구별하기 어려운 ‘-던’과 ‘-은’에 대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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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예문 설명
과거 상황을 회상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살았

던 민수를 어제 만났다.
과거의 사실을 떠올려 

말하는 것

과거의 사건이나 행
위 중단

어렸을 때 예뻤던 순이가 
지금은 아줌마가 다 되었다.

과거의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사실이 현재와 단절된 
것, 이미 지나 버린 것
임을 나타냄

차이도 설명하였다. 동사 어간에 붙는 ‘-던1’과 ‘-은2’의 공통점으로는 과거의 사
실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던1’은 과거에 완료되지 않
은 행위, 미완의 의미, ‘-은2’은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 과거에 완료된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다. 

  <표8> ‘-았던’에 대한 설명 및 예문 제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은 전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책
이며 국립국어원에서 출판된 것으로 외국인 학생 사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던’과 ‘-았던’에 대한 설명은 보다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던’과 ‘-았던’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인 ‘과거의 사실을 떠올려 
말하는 것’, ‘어떤 사건이 완료되지 않고 중단된 것’만 설명하였다. 또한 ’-던‘이 
과거에 반복적이나 자주 일어나는 행동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던’과 ‘-았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던‘과 ’-았던‘을 공부할 때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본다.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백봉자,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던’을 관형사형 어미로 보아 과거 회상의 
시상어미 ‘-더-’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로 ‘-던’의 구조를 분석하
였다.

 ‘-던’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37 -

의미 예문 설명
화자가 문장 주어의 과거 

동작 진행을 회상함
지갑을 두고 가서 가던 길

을 되돌아왔다.
동작이 끝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을 나타냄

과거에 주어가 습관적으
로 하는 동작을 화자가 경험
하고 이를 회상하여 말함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
책이니 어머니의 손때가 묻
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주 
읽으시는 성경책임
을 나타낸다.

의미 예문 설명
과거 시간에 완료된 동작

을 화자가 보거나 경험하고 
그것을 회상하며 보고함을 
나타낸다.

우리가 갔던 산은 아주 높
았습니다.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상대방에게 
말해줌

‘-(으)ㄴ’ ‘-던’ ‘-았던’
동작이 일어난 

시간 과거 과거 과거
동작의 과정 완료 상태 진행 상태 완료 상태

화자의 태도 사실을 그대로 보
고함.

경험한 것을 회상
하여 보고함.

경험한 것
을 회상하여 
보고함.

  <표9> ‘-던’에 대한 설명 및 예문 제시

이 책에서 ‘-았던’을 완료형 시상어미 ‘-었/았-’과 회상 시상어미 ‘-더-’와 관
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로 보아 동사와 결합하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
한다고 설명하였다. ‘-았던’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표10> ‘-았던’에 대한 설명 및 예문 제시

이 책에서는 ‘-던’과 ‘-었/았/였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학
생들이 사용하는 데 혼란스러워하는 ‘-(으)ㄴ’, ‘-던’, ‘-었(았, 였)던’의 비교까지 
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1> ‘-던’, ‘-았던’, ‘-(으)ㄴ'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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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예문 설명

‘-던’

과거 회상 여기가 내가 살
던 집이다.

과거에 산 적이 있
는 집이란 의미를 나
타냄

완료되지 않고 중단
조금 전까지 많

던 사람이 다 사라
져 버렸다.

형용사나 ‘명사-이
다’에 결합한 ‘-던’은 
과거에 그랬으나 현재
는 상태가 달라졌음을 
뜻함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나타냄

이것이 내가 어
릴 때 쓰던 책상이
다.

과거의 어느 시기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
로 사용한 책상을 나
타냄

제한 - 순간적인 행위, 
특정한 시점의 행위나 상
태, 되풀이되지 않는 일회
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
사나 형용사 뒤에 쓸 수 
없다.  

이곳이 내가 결
혼하던 곳이다.(x)

이곳에서 결혼한 일
이 한 번뿐이라면 ‘결
혼하던 곳’이라는 표현
이 부적절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 관형사형 어미들의 의미와 쓰임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법서 설명의 한계는 ‘-던’과 ‘-었(았, 였)던’이 동
작 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예만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상태 동사와의 결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에게 상태 동사와의 결합에 대한 지식을 제
공하지 않아 학습 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임호빈, 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에 제시된 ‘-던’과 ‘-었던’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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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지 않고 남아 있
음을 회상해 나타냄

내가 먹던 사과 
어디 갔니?

아직 다 먹지 않은 
사과를 의미함

‘-았
던’

이미 행위가 완료된 사
실

내가 먹었던 사
과는 참 맛이 좋았
다.

이미 먹은 사과의 
맛을 나타내므로 행위
가 완료된 것을 의미
함

과거에 반복적으로 발생
한 일을 회상해 나타냄

대학 다닐 때 자
주 만났던 친구를 
오랜만에 다시 만
났다.

과거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일을 회상하여 
나타냄

<표12> ‘-던’과 ‘-았던’의 의미 비교 및 해당 예문 제시

여기서 ‘-던’의 미완성 의미를 하나는 완료되지 않고 중단됨, 다른 하나는 완료
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다 세분화하였다. 또한 ‘-
던’이 순간적이거나 일회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연결될 수 없
다는 사용 제한 조건을 설명하여 학생들이 ‘-던’을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았던’에 대한 설명이다. ‘-던’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예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았던’이 나타내는 과거 회
상과 ‘-던’이 나타내는 과거 회상 간에 공통점, 그리고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
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문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한 형용사나 ‘이다’ 류 동사가 ‘-던’, ‘-았던’과 연결할 때의 결합 규칙 등을 언급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서상규 외, 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도 ‘-던’과 ‘-었던’에 대해서 자세히 설
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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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의미 예문

‘-던’

화자가 경험한 일을 다시 생
각하면서 말할 때 씀.

3년 전에 봤던 영화를 기억할 
수 있니?

(회상의 의미 없이)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타냄.

이 영화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
건을 다루고 있다.

과거의 어느 때로부터 계속
되어 온 사실임을 나타냄.

내일이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
로 돌아가는구나.

과거에 계속된 행동이나 상
태 등이 바뀔 때 씀.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 친구와 
헤어졌다.

‘-았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 이
전까지 계속된 것이 끝났음을 
나타냄.

봄이 되니 꽁꽁 얼었던 눈이 녹
기 시작했다.

과거에 계속된 행동이나 상
태 등이 멈추거나 다른 행동이
나 상태로 바뀜을 나타냄.

어제까지만 해도 더웠던 날씨가 
오늘은 제법 시원하다.

  

<표13> ‘-던’과 ‘-았던’의 의미 비교 및 해당 예문 제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는 ‘-던’과 ‘-었던’에 대한 설명은 보다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은 예문을 많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
다. ‘-던’과 ‘-었던’의 여러 가지 의미를 나열하고 해당된 의미에는 예문을 하나씩
만 제시해 주고 있다. 의미에 대한 설명이 아무리 명확하다 하더라도 형태가 사용
되는 여러 가지 맥락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학습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던’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에 해당된 예문에는 ‘-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었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
던’과 ‘-었던’의 의미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현재까지 한국어교재나 한국어 문법서에 나타난 
‘-던’과 ‘-았던’에 대한 설명이 학습자의 요구에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을 발견할 수 있다. 각 학교 교재나 문법서에서 ‘-던’과 ‘-았던’의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제시해야 할지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던’과 ‘-았던’을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 구별 시킬 필요가 있다.



- 41 -

4. ‘-던’과 ‘-았던’에 대한 한 중 대조분석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 변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던’
과 ‘-었던’에 대한 중국어와 한국어 대조분석도 할 것이다. 대조분석은 제2언어 
습득 연구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으로서 제1언어와 제2언어를 비교한 다음 유사점
과 차이점을 토대로 학습자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조분
석 가설에서는 제2언어 습득의 핵심적인 방해 요소를 제1언어 체계가 제2언어 체
계에 가하는 간섭이라고 보았다(브라운 Brown, 2000:266). 대조분석의 목적은 제
2언어 교수와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본질 면에서 일차적으로 교육적이
었다(Gass & Selinker, 2002:44-45). 대조분석에서 기인한 교육적 자료는 많은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게스와 셀린커(Gass & Selinker, 2002)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대조분석은 언어는 습관이고 언어학습은 새로운 일련의 습관을 확립하
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언어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제2언어의 생성 그리고/또는 수용에서의 오류의 주요 원인은 모국어이
다.

  3. L1과 L2간의 차이점을 고려함으로써 오류를 설명할 수 있다.
  4. 3번에 대한 추론은 차이점이 크면 클수록 발생하는 오류가 더 많아진다

는 것이다.
  5. 제2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차이점을 학습하는 것이다. 유사

점은 새로운 학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간과될 수 있다. 환언하면, 두 언어 간
의 다른 점이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

  6. 학습에서의 어려움과 용이함은 대조분석 하는 두 언어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의해 각각 결정된다.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중국어와의 대조는 교육적으로 시
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중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처럼 어미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데 나타난 변이 양상의 요인을 분석하려면 중국어에 해당되는 문
법 체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록 형태적으로 비슷하지 않지만 의미나 시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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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해당 문법 항목과 대조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기로 한다.
라도(Lado, 1957)에 의하면 제2언어 학습의 난이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

다. 제2언어에서 가장 쉬운 구조는 제1언어에서 똑같은 형태, 의미, 그리고 분포를 
보이는 것들이다. 이것은 라도가 주장한 첫 번째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인 제1언
어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를 가진 제2언어의 구조는 어떤 것이 되었든 학습될 필요
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1언어에서 ‘상용 어구’와 똑같은 의미와 분포를 보일 
경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인 가장 어려운 구
조는 형태, 의미 및 분포 면에서 부분적으로 겹치지만 상응 어구는 없을 경우로서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 ‘-던’과 ‘-었던’에 있어서 중국어를 모어로 하
는 학습자는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강혜옥(2006)에서는 개념의 친숙성에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즉 목표 문법의 의
미, 기능이 언어 보편적이거나 모국어와 유사할 때는 학습자들은 좀 더 쉽게 이를 
수용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는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게 된다. 본고의 연구 주제인 ‘-던’과 ‘-았던’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친숙성을 
느끼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어에 해당 문법 요소를 담당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중국어의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품사로는 주로 형용사와 명사이다. 동사, 
여러 가지 유형의 구에 ‘的’자를 첨가하면 관형어가 될 수 있다(손득금 저 ･ 이영
희 역, 2010). 하지만 ‘的’를 통하여 시제나 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的’는 오
직 명사를 수식하는 동사나 구를 명사와 연결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중국어는 상 중심 언어로 시제 형태보다 상이 더 발달되어 있다. 중국어에는 한
국어의 ‘-던’과 ‘-았던’처럼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존재하지 않
다.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태19)를 들 수 있다. 중국어의 태는 리와 톰슨(Lee 
and Thomson, 1996)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20). 

1) 완료: 了와 완료화 표현, 
2) 미완료/지속: 在，着
3）경험: 过  

19) 태는 ‘일정한 시점에 나타나는 동작의 상태’로 정의된다(허성도, 2005).
20) 여기에 제시한 3가지 외에 '잠시'의 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중첩'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

서 연구하는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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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의미 기능 중국어와의 대조

‘-던’
과거 회상 동사+过的+명사(시간적, 심리적 거리와 상관없음)
미완료 해당　문법　항목　부재
과거 지속 동사+过的+명사(지속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함)

‘-았던’
과거 회상 동사+过的+명사(시간적, 심리적 거리와 상관없음)
완료 동사+过的+명사(과거의 경험을 강조)

동사+了的+명사(완료의 의미를 내포함)

이 중 '-던'의 '미완료', '과거 지속'과 대응될 것으로는 '在'，'着'가 있다. '과거 
회상'이라는 의미 기능과 대응될 것으로는 경험을 나타내는 '过'와 '的'를 연결시키
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국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 '-았
던'이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목표 문법 항
목이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중국어와는 부분적으로만 대응을 이룰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7) 잃어버렸던 만년필을 도로 찾았다.
     丢了的自来水笔又找到了。

위에 예문에서 중국어의 '丢了的'가 한국어의 '잃어버렸던'과 같은 뜻을 전달하고 
있다. '동사+了+的'로 완료를 나타낼 수 있다.  

   <표14> ‘-던’과 ‘-았던’이 중국어와의 대조

본고에서는 ‘-던’은 ‘과거 회상’, ‘미완료’, ‘과거 지속’등 3가지 의미 기능, ‘-았
던’은 ‘과거 회상’, ‘완료’등 2가지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정하였다. 이것을　
중국어와　대조해　보았을　때　중국어에는　그　중에　３가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물론　중국어로도　같은　의미　기능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한국어처럼　일정한　문
법　항목이　없다．또한　한국어의　‘-던’，　‘-았던’의　기본　의미와　대응되는　중국어
는　‘동사+过的+명사’라는　한　가지 형태　뿐이다. 이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던’
과　‘-았던’의　구별을　하는　데　더　어려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중
국인　학습자가　회상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할　때　나름대로　구별해서　사용하려는　노
력이　보인다.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별　방법은　과거를　나타내는　맥락에서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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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었－’을　붙여서　과거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어의 관형어 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보다 일반적이

다. 화이트(White, 1991)에서는 모국어의 규칙이 대상어의 규칙보다 일반적일 때 
문제적 과잉 일반화(problematic overgeneralization)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는 
의사소통적 입력에서 제시되는 긍정적 단서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다. 긍
정적 단서만으로는 학습자들의 내적으로 작용되는 문법 규칙에 대해, 그러한 문장
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자들에게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문법 교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는 교착어라는 유형적 특정상 형태 부분이 중국어에 비해 많이 강조
된다. 교착어는 형태가 결합되면서 문장을 구성해 가게 되므로, 형태들 간의 결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태, 음운적 변화도 학습의 요소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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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던’과 ‘-았던’에 대한 학습자의 중간언어 변이

양상 및 요인 분석

1. 학습자 중간언어 변이 분석을 위한 개념적 이해

1.1. 중간언어의 개념 및 특징

중간언어는  학습자가 제2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불완전한 상태의 
목표 언어로 1972년에 래리 셀린커(Larry Selinker)에 의하여 도입이 되었다. 셀
린커(Selinker, 1972)에 따르면 중간언어는 모국어와도 다르며, 학습 대상인 목표 
언어와도 다른 학습자가 만들어낸 독자적인 발달도상의 언어 체계이다. 

넴서(Nemser, 1971)는 학습자의 언어가 목표어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학습자의 언어가 모국어와 목표 언어의 중간 단계
에 있기는 하나, 그 나름의 체계를 가진 독립된 언어로 보았다.

코더(Corder, 1971)는 개인 특유의 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습자 언어의 
규칙은 그 학습자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중간언어의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은 학습자 언어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였다. 각 용어의 시사점도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나 학습자가 자신의 
독립된 언어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중간언어란 학습자의 모국어도 목표 언어도 아니며, 학습자가 
목표어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언어적 자극을 정리하여 구조
화하려는 학습자 최선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셀린커(Selinker, 1972)에 의하면 중간언어에는 5가지의 과정이 있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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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설명
언어의 전이 제1언어에서 제2언어로.
훈련의 전이 제2언어가 어떻게 가르쳐지는가.
제2언어 학습 전

략
학습자가 제2언어 자료와 제2언어 학습 과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제2언어 의사소

통 전략
학습자가 제2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려고 노

력하는 방식.
목표 언어자료의 

과잉일반화
학습된 제2언어 규칙이 너무나 넓게 적용되는 경우(과

잉 일반화에는 이전 항에서 설명된 언어 내적 또는 발달
상의 오류 중 일부가 포함된다).

  <표15> 중간언어의 5가지 과정

중간언어의 특징에 대해 엘리스(Ellis, 1985)는 체계성(systematicity), 변화성
(permeability), 역동성(dynamic)을, 김진우(2002)는 독자성, 체계성, 보편성을, 
김정은(2003)은 독자성, 체계성, 보편성, 변화성, 안정성 5가지로 중간언어의 특징
을 정리하고 있다. 수산 엠 게스(SUSAN M.Gass, 1999)에서는 중간언어의 특징
을 ‘체계성, 역동성, 변이성, 형태와 기능 면에서 떨어진 체계성’으로 정리하였다.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중간언어는 체계성, 독자성, 변이성, 안정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 체계성: 학습자 발화의 오류가 어떤 내적 규칙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나
타난 것이다. 즉 학습자의 오류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학습자가 나름대로
의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언어가 자의적이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는 것이다. 학습자가 지배를 받
는 규칙들은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즉 학습자가 범
하는 오류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발화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발견
할 수 있다.

  • 독자성: 중간언어는 학습자의 모국어나 목표 언어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간언어는 학습자의 모국어의 전이나 목표 언어에 대한 
모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제2언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복합적이고도 창조적인 과정이다. 제2언어 학습자는 이러한 독자성에 기인하여 
위에 제시한 중간언어의 5가지 과정(언어의 전이, 훈련의 전이, 제2언어 학습 
전략, 제2언어 의사소통 전략, 목표어 언어자료의 과잉일반화)에 의해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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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언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 변이성: 변이성에 대해 김정은(2003)에서 제2언어 “학습자들은 목표어 

체계의 수용 가능한 표현과 수용 가능하지 않은 표현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하는 변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중간언어는 불완전한 유동적 상태에 
있는 언어체계이다. 

  • 안정성: 어떤 단계에서 틀린 언어 형태가 비교적 영구적으로 제2언어 학
습자 언어 능력의 한 부분이 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김정은
(2003)은 안정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불안전한 중간언어 상태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셀린커(Selinker, 1972)는 안정성을 화석화
(fossilization) 현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학습자가 제2언어의 규칙 체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습이 중단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학습자들
이 완전하지 못한 중간언어 상태에 머물러 잘못된 언어 체계가 고착화되지 않
고 완전한 제2언어 체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
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학습 과정의 일부로써 체계적인 것
으로 다루고, 오류가 아닌 것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학습자 언어를 보다 체계적으
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간언어를 실제로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문제
점도 있지만 학습자 언어를 이해하는 데 보다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중간언어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바라보는 연구는 오류 현상 자체에만 초
점을 맞추어 그 현상을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오류의 다양한 양상을 연구함으로
써 오류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과 그 체계를 밝힐 수 있다.

김정은(2003)에서는 기존에 있는 한국어교육 오류 분석 연구와 ‘오류 분석’이라
는 용어 대신 중간언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만 달라지고 오류 분석에 쓰이던 연
구 방법이 중간언어 연구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는 연구들을 비판하면서 중간언어
의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2언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들이 생산하는 비문(非文)을 오류(error)
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학습자들이 산출하는 중간언어의 발달 과정을 밝히고, 변화 양상의 
특징을 통한 중간언어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통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구어자료의 구축이 시급하다.
  넷째,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사용 양상의 실태를 관찰하여 그들의 중간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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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 과정을 밝혀야 한다.
  다섯째, 모국어도 아니고 목표어도 아닌 학습자의 중간언어가 지니는 언어

의 보편성을 밝혀야 한다.
  여섯째, 제2언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 그들의 중간언어 산출을 위해 사용한 언어 책략 유형은 무엇인지 
학습자의 개인적 차이, 언어학습 상황과 조건, 학습유형,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중간언어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언어를 오류로만 보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들의 언
어에 나타난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사후 점검 인터뷰를 통하여 이유를 확인
하였다. 통시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각 등급에 있는 학습자들의 언
어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언어 발달 과정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변이 양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언어적, 수
행 상황적, 심리언어적 요인 등 측면에서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1.2. 중간언어 변이의 개념 및 체계

엘리스(Ellis 1998, 김윤경 역)에는 중간언어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 언어에 천
부적인 변이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의 언어가 어느 정도로 체계적이
기는 하지만 그 체계성은 항상 갖추어진 것이 아니다. 학습자가 제2언어를 학습할 
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새로운 언어 규칙들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나 
학습자가 문맥, 상황,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제2언어를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학습자 언어에 나타나는 오류가 곧 변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오류는 변이의 일부분만을 보여 준다. 변이에는 정확한 발화와 
그렇지 못한 발화가 모두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발화 형태가 모
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정란(2005)에서 중간언어 변이는 학습자가 목표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이러한 언어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정의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기존에 있는 대조분석 연구나 오류 분석 연구와 달리 중간
언어 변이 연구는 학습자 언어의 오류를 잘못된 것이 아닌 학습 과정의 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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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것으로 다루고, 오류가 아닌 것도 다루므로 학습자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한다. 중간언어 변이 연구는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데, 변이를 연구함으로써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론적으로 학습자 언어가 어떤 모습들로 실현되는지 
알 수 있고, 학습자 언어가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 변이에 작용하는 원리를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학습자 언어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언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
라 할 수 있다.

중간언어 변이에 대한 연구로는 타론(Tarone, 1988)와 엘리스(Ellis, 1985), 엘
리스(Ellis, 1994)가 주목 받을 만하다. 엘리스(Ellis, 1994)에 의하면 중간언어 변
이는 크게 체계적 변이(Systematic variation)와 비체계적 변이(non-systematic 
variation)로 나눌 수 있다. 비체계적 변이는 학습자의 언어 체계가 아직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화자가 새로운 자질을 습득했을 때, 이를 기존에 이미 습득
했던 자질과 구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적 변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문법적 형태가 맥락적으로 변할 때 나타난다. 타론(Tarone, 
1988)에서는 ‘문맥적 변이성(contextual varia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엘
리스의 ‘체계적 변이’와 같은 개념의 용어로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변
이’로 사용하기로 한다. 

타론(Tarone, 1988)에는 체계적 변이를 사회적 맥락에 의한 변이, 심리적 처리 
요인에 의한 변이, 언어의 기능에 의한 변이로 나누었다. 비체계적 변이에 대해서
는 엘리스가 이는 체계적 변이 못지않게 습득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보았다. 그러
나 타론(Tarone, 1988)이 비체계적 변이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에 연구
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엘리스와 타론은 비체계적 변이에 대한 견해가 다르지
만 체계적 변이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 언
어의 체계적 변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황종배(2004)에서는 학습자 언어의 변이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크게 학습자 
언어의 변이형을 체계적인 변이형과 비체계적인 변이형으로 나누었다. 비체계적인 
변이형은 다시 자유 변이형(free variation)과 수행 변이형(performance variation)
으로 나누었다. 체계적인 변이형은 개인적(individual) 변이형과 환경적
(contextual) 변이형으로 나누었다.  

엘리스(Ellis, 1994)는 체계적 변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다시 언어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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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변이, 상황적 맥락에 의한 변이, 심리언어학적 맥락에 의한 변이로 나누고 
형태-기능 관계에 의한 변이를 따로 설정하였다. 중간언어 변이에 관한 개념이나 
범주 구분에 있어서는 타론(Tarone, 1988)에도 같은 뜻을 하고 있는 셈이다21). 
본고에서는 이 범주 구분을 받아들여 중간언어 변이의 언어적 맥락, 상황적 맥락, 
심리언어학적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언어적 맥락에 의한 변이는 음운, 형태, 통사, 담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음운, 형태, 통사, 담화 구조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는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언어 능력이나 특성보다는 학습자의 보편적인 언어 지식
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상황적 맥락에 의한 변이는 과제, 대화자, 대화 주제 등 상황을 통제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학습자 언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심리언어학적 맥락에 의한 
변이는 시간의 양이나 시간의 계획 여부 등 학습자의 주의 집중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 따라 학습자 언어가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지에 초점을 둔 것이다.  

2. 중간언어 변이의 양상

Ⅰ장 3절에서 밝혔듯이 설문조사를 통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
던’에 대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자료를 얻었다. 학습자 언어에 나타난 변
이를 분류하고 사후 인터뷰를 통해 변이의 이유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학습자가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 번역 테스트 4
개 문항, 문법성 판단 테스트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22).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학습자의 목표 언어 능력을 조사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언어 자료 추출법이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문어 형식이고 알맞은 문법 형태를 
고르는 유형의 과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제시된 문항의 언어적 맥락, 즉 서법
에 따라 어떤 변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으며, 형태에 주의를 가장 많이 기울이는 
과제이므로 다른 과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과제 간 비교도 용이하다. 본고에
21) 타론(Tarone 1988)에서는 체계적 변이를 언어적 맥락에 의한 변이, 심리적 처리 요인에 

의한 변이, 사회적 맥락에 의한 변이, 언어의 기능에 의한 변이로 나누었다. 엘리스와 타
론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용어들이 서로 같은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다. 

22) 자세한 내용은 Ⅰ장 3.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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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던 -았던 계
하위분류 과거 회상 미완료 과거 지속 과거 회상 완료

개수 2 6 10 2 5 25

서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의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사용의 형태적
인 변이를 파악하기 위해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이용하였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후 
점검 인터뷰는 조사 대상자의 실제 행동에 동반되는 인지 과정을 의식화하고 언어
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후 인터뷰는 대상자의 조사 당시의 의식이나 생각을 명확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며, 조사 자료를 질적으로 보충한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문항 구성에 있어서 각 문항에서 의도된 의미 형태의 분포
는 다음과 같다. 

 <표16> 문법성 판단 테스트 각 문항에서 의도된 의미 형태 분포

문항 구성에 있어서 ‘-던’의 문항 개수가 전체적으로 ‘-았던’보다 많다. 왜냐하
면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던’의 의미 기능 자체가 ‘-았던’의 의미 기능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미 기능의 면에서 따졌을 때 매칭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과거 회상에 있어서 ‘-던’과 ‘-았던’의 문항이 2개씩이 있다. ‘-던’이 
나타내는 ‘미완료’ 의미 기능이 ‘-았던’이 나타내는 ‘완료’와 매칭 되는 것인데 문
항 개수가 각자 6개, 5개이다. 그 외에 ‘-던’이 독자적으로 나타내는 ‘과거 지속’ 
기능을 동사별로 나타나는 양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10개의 문항을 설정하
였다. 10개의 문항을 세부적으로 ‘이다’류 동사, 상태 동사, 과정 동사, 결과성 완
성 동사, 비결과성 완성 동사 등 동사 분류에 따른 사용으로 다시 구분이 된다. 동
사의 분류와 구체적인 양상은 Ⅲ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 Ⅰ장 3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다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15명의 고급, 초고급 단계에 있는 학습자가 2~3년간 
한국어를 배우면서 산출한 문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에 한국 친구에게 쓴 편
지, 선생님께 보내 드린 편지, 한국 친구와 채팅 내용 등이 다양하게 들어 있다. 
이는 연구자의 의도나 과제의 의도에 영향을 받지 않은 학습자들이 실제적으로 사
용한 언어이다. 그 중에 ‘-던’과 ‘-았던’을 적절하게 사용한 예와 적절하게 사용하
지 못한 예, 그리고 그들이 나온 문맥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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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던’과 ‘-았던’에 대한 학습자 등급별 사용 빈도 조사

이러한 자료들은 연구 자료로써 다음에서 설문조사, 그리고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얻은 내용과 함께 분석될 것이다. 

먼저 ‘-던’과 ‘-았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 부분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
다. 이는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가 아니라 15명의 사후 점검 인터뷰 대상자
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초고급 학습자가 중급과 고급 학습자에 비해 ‘-던’과 ‘-았던’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잘 사용하지 않음’으로 답한 학습자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냈는데 관형
사형 어미로 과거를 나타내야 할 때 ‘-던’보다는 ‘-(으)ㄴ’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던’과 ‘-았던’이 비록 고급 학습자일지라도 여전히 비교
적 생소한 문법 항목이라는 것이다. ‘-던’과 ‘-았던’ 자체가 학습자의 주의를 이끌
기 힘든 문법 항목이어서 교육적으로 학습자에게 주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던’과 ‘-았던’이 공통적으로 회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형태가 회상을 동시에 나타낸다고 
할 때에 회상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후 점검 인터뷰 대상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이다. ‘-던’과 ‘-았던’
의 차이에 대해서 75%의 학습자가 ‘-았던’이 더 먼 과거를 말할 때나 과거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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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어떤 동작을 강조하려고 할 때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시간적 거리만 
고려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았던’을 더 많이 
쓴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러한 기준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언어적,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습관적, 감각적 사용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학습자 언어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번역 테스
트 4개의 문항에 대해서 60명의 학습자 중 1명이 그 중에 1개의 문항을 회피하였
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25개 문항에 대해서  중급 학습자 중의 3명이 문항을 1
개씩 회피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수집한 학습자 언어에 나타난 변이를 
분류해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1. 미사용

설문 조사 내용이나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학습자들이 ‘-
던’과 ‘-았던’ 등의 다른 관형사형 어미를 생략하는 변이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
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중급 학습자들이 이러한 변이를 고급이나 초고급 수
준에 있는 학습자보다 많이 일으키는데 역시 그 빈도가 아주 높은 편이 아니었다. 
‘-던’과 ‘-았던’내지 다른 관형사형 어미를 생략하는 변이는 회피 전략에 의한 것, 
문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에 의한 것 등 다양한 이
유에 의해 나타났다. 사후 점검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의 변이 이유를 확인하였
다.

 학습자들이 문맥에 맞는 정확한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지 못하여 아예 생략해 
버리는 회피 전략(avoidance)을 사용할 수 있다. 회피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
는 여기서 나온 것과 같이 구문적 회피(syntactic avoidance)이다. 번역 테스트 문
항에서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적절한 형태를 스스로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을 회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다음 예문을 통해
서 학습자들이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大家加把劲，把手头的事做完再出去吃饭吧。(번역 테스트 #4)
여러분 힘냅시다. 하던 일을 마저 하고 식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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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번역 테스트 4번 문항에 대한 학습자 등급별 대답 양상

  1) 다들 힘내, *일(하던 일)마저 끝내고 식사하러 가자.(번역 테스트 
#4_I2)23)

  2) 여러분 힘내세요! *(하던 일) 하고 나서 밥 먹자.(번역 테스트 #4_I5)
  
위에 제시한 예문은 번역 테스트 4번째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답들이다. 예문 

1), 2)와 같은 유형의 양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예문을 
뽑아서 분석하였다. '일'을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없어도 틀린 문장이라고 할 
수 없고 문맥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에서 제공된 중국어 문장에는 '手头的'가 있
기 때문에 '하던'을 사용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적절하다. 의미 전달을 하는 데
도 ‘하던’이 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학습자 등급별로 
대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고급과 초고급 학습자들에게는 관형사형 어미의 사
용을 회피하는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중급 학습자들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맥적으로 보다 더 어울리는 '하던'의 사용에 있어서 초고급 학습자의 비율이 중
23) 제시된 예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연구자가 학습자들이 산출한 문장을 수정한 가장 

적절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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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고급 학습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짐
에 따라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에 대한 사용도도 높아지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급 학습자 중에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습자에게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를 확인해 보았다. Ⅱ장 교재분석 부분에서 살펴보았듯
이 모든 관형사형 어미와 관련된 문법 항목은 초급 하부터 중급까지 다루게 된다. 
학습 순서는 대체로 ‘-(으)ㄴ’, ‘-는’, ‘-(으)ㄹ’, 그 다음에는 ‘-던’, ‘-았던’ 순으
로 나온다. 이러한 문법 항목들을 배우는 과정 중에 학습한 문법 항목들을 바로 
써 가면서 익히려는 학습자들이 있다. 그 반면에 ‘-(으)ㄴ’, ‘-던’, ‘-았던’ 세 가
지 문법 항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학습자들도 있
다. 그들은 오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회피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그들은 오류
가 나타나더라도 ‘-(으)ㄴ’, ‘-던’, ‘-았던’등 문법 항목을 의사소통에서 적용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나오지 않게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학습자들이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격
려해야 한다. 또한 오류를 범했을 때는 학습자들이 오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그 오류를 인식하고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피
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다. 

위의 문장에서 ‘以前’이라는 시간 부사가 제공되었다. 또한 명사를 수식하는 관
형어 ‘穿过的’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이러한 문맥적인 단서가 제공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3)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언니의 옛날 옷(언니가 옛날에 입었던 옷)이다.(번
역 테스트 #1_I7)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확인한 이유로는 학습자가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춘 나머
지 보다 적절한 형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학습자가 한국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목표

我穿的是姐姐以前穿过的衣服。(번역 테스트 #1)
나는 언니가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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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교
육을　시킬　때　학습자에게　의미에만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문맥을 잘 관찰하고 
맥락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을 생략하는 변이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회피 전략, 문맥에 대한 인식 부족,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 등이 있다. 이러한 변이는 대체로 중급 학습자에게 나타
난 것이고 다른 변이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습자
가 범하는 오류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야 할 것이다.

2.2. 과사용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의 과사용과 관련된 변이는 본고에서 살펴보는 변이 유
형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Ⅲ장 1.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습자가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을 어려워하여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 
문장은 조사 중에서 발견한 과사용과 관련된 유일한 변이이다.

4) 내가 *입으던(✓입고 있는) 옷은 예전에 언니 *입는(✓입었던) 것이다. 
(번역 테스트 #4_I9)

학습자가 ‘-고 있는’을 사용해야 할 부분에서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하였다. 이는 해당 학습자가 연구자가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연구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던’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 위와 같이 ‘-던’을 써야 할 자리에서 ‘-던’을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과사용 변이를 보였다. 

이러한 변이 유형은 전체적인 변이 양상 중에 아주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학습자들의 언어의 보편성보다 아주 극소수의 개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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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적절한 사용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언어를 중간언어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하였기 때문에 
‘-던’과 ‘-았던’에 관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사용 양상을 알아볼 것이다. 때문에 학
습자들이 목표 문법 항목을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서 생략하는 경우, 사용하였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한 경우를 
나누어서 분석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던’과 ‘-았던’을 사용하였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집중하여 살펴볼 것이다.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예문들을 뽑아서 크게 다른 관형사형 어미로의 대치, 
단순 형태적인 변이, 목표 문법의 과사용, 시제 오류, 의미 오류로 나누어서 분석
할 것이다. Ⅲ장 2절에서는 이러한 변이의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
다.

⑴ 다른 어미와의 혼동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을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 혼동하는 것

은 학습자의 중간언어 변이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급과 고급 학습자들의 이러한 변이는 초고급 학습자보다 더 많이 보였다. 다음
으로 이러한 혼동 변이를 보였던 요인을 분석하겠다. 

① 결합 규칙의 미숙지에 의한 변이

학습자들이 동사와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시킬 때 규칙을 잘 모르는 
이유로 변이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을 경우에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시키는 데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를 통
해 얻은 자료 중에 이러한 변이는 중급 학습자에게만 나타났다. 고급과 초고급 학
습자에게는 이러한 변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집된 학습자 실제 쓰기 자료
에서 이러한 변이가 보였다. 

5) 1년 만에 *그리우던(✓그립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학습자 쓰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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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24))
6) 이것은 내가 어릴 적 *즐겨먹으던(✓즐겨먹던) 음식이다.(학습자 쓰기 자

료)
7)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누나가　＊입으든(*입던 ￫ ✓입었던)　옷이다.(번역 

테스트 #4_I7)

위에 제시한 5), 6)번 예문은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러한 언어를 산출한 학습자들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때문에 학습자들의 언어를 산출한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5)번 예문과 6)번 예문에서 보이는 변이의 양상을 통해 그 이유를 
어느 정도로 추측할 수 있었다. 두 예문 중에 관형사형 어미 ‘-던’과 연결된 동사 
어간은 모두 받침이 있었다. 학습자들이 ‘받침이 있는 동사 어간 + 일반적인 연결
어미25)’에 쓰이는 결합 규칙을 여기서 적용시켰을 것이다. ‘-던’, ‘-았던’을 제외
한 다른 연결어미들은 받침이 있는 동사 어간과 결합할 때는 반드시 모음 ‘으’로 
연결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결합 규칙을 ‘-던’, ‘-았던’에까지 적용 시켰던 
것이다. 

 또한 5)번 예문 중에 보이는 변이 양상은 ‘ㅂ’의 불규칙활용과도 연관이 있다. 
이 문장에서 학습자가 위에서 기술한 잘못된 결합 규칙을 적용하였다면 ‘ㅂ’이 모
음 ‘으’와 만나 모음 ‘우’로 변해 ‘*그리우던’이라는 형태를 산출한 것이었다.  

마지막 7)번 예문을 산출한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앞에서 기술한 받침 있는 동사가 어미와 결합할 때 반드시 ‘으’로 연결해야 한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이를 보인다는 가정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후 
점검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 외에 학습자들의 실제 쓰
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수집된 학습자 쓰기 자료 중에 나온 내용이다.

25) 여기서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 ‘-았던’을 제외한 다른 연결어미나 관형사형 어
미를 지칭한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어미는 받침이 있는 동사 어간과 결합할 때 적용
되는 결합 규칙이 ‘-던’ ,‘-았던’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적
인 어미’라고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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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예문은 ‘-입었던’이 정답이었다. 학습자가 ‘-던’과 ‘-았던’의 차이
를 알든 모르든 간에 받침 있는 동사 어간과 ‘-던’, ‘-았던’을 결합시킬 때 기본적
인 규칙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사와 ‘-(으)ㄴ’을 결합시킬 때 
적용되는 규칙을 과잉 일반화를 시켰다. ‘-던’과 ‘-았던’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으)ㄴ’과 의미 기능 면에서 구별을 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결합 규칙도 대조시
키면서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라는 유형적 특정상 형태 부분이 중국어
에 비해 많이 강조된다. 교착어는 형태가 결합되면서 문장을 구성해 가게 되므로, 
형태들 간의 결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태, 음운적 변화도 학습의 요소로 함께 다
뤄져야 한다.

위에 제시한 6)번 예문 중에 학습자가 ‘입던’을 산출하려고 하였는데 결합 규칙
의 미숙지로 인해 ‘*입으던’으로 산출하였다. 사실은 이 문장에서 학습자가 결합 
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여도 제대로 된 형태를 가진 언어를 산출하
지 못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맥락적으로 보았을 때 학습자가 산출하려고 했던 

IR: 在这里为什么用了‘입으던’？（왜 ‘입으던’을 사용하셨어요?）
IE: ‘-던’不是表示过去时吗？是‘입었던’吗？有点分不清啊。（‘-던’이 과거를 나

타내는 것 아니에요? ‘입었던’이에요? 많이 헷갈리네요. ）
IR: 如果正确答案不是‘-았던’而是‘-던’的形式，那么你认为应该是‘입으던’吗？

（가령 ‘-았던’이 아니라 ‘-던’이 정답이라면 ‘입으던’이라는 형태가 맞다고 생각
해요?）

IE: 啊，应该是吧。（네, 음... 그런 것 같아요. ）
IR: 那你这样认为的原因是什么呢？（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IE: 你是说认为‘입으던’正确的原因吗？嗯，因为‘입다’的下面有收音，有收音的时

候不应该用‘으’来连接起来吗？以前学‘-(으)ㄴ’的时候老师是那样讲的。所以我以为
这个也是一样的，对吗？（‘입으던’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 음... ‘입다’는 받침이 
있어서요. 받침이 있을 때 (관형사형 어미와 연결하는 경우에) ‘으’가 있어야 되
지 않아요? 옛날에 ‘-(으)ㄴ’을 배웠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던’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I1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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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던’보다는 ‘입었던’이 더 어울린다. 이는 맥락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이유에서 
산출된 것이다. 결합 규칙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른 절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8) 이것은 3년 전에 언니가 결혼했을 때 *입으던(✓입었던) 옷이다. (번역 
테스트 #3_ I4) 

9) 여기는 제가 중간 시험 끝난 후에 친구들이랑 같이 *와던(✓왔던) 식당입
니다.(학습자 쓰기 자료)

위에 제시한 첫 번째 예문은 번역 테스트 3번 문항에 대한 중급 학습자의 답이
다. 35%의 중급 학습자가 이와 같은 답을 하였다. 고급과 초고급 학습자에게서 
이와 같은 답을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변이는 언어적 맥락에 의한 변이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받침의 유무, 상대 시제와 관련이 있다.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가 받침 있는 동사 뒤에 어미가 붙을 때 반드시 모
음 ‘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즉 학습자가 동사와 ‘-던’, ‘-았던’
이 결합할 때 적용되는 결합 규칙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왜 ‘三年前’(3년 전)이라는 시간 부사가 제공된 상황에서 ‘입었던’이 아니라 ‘입으
던’으로 했던 이유에 대해서 첫째, 형태적 결합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려하지 못했
던 것과, 둘째, ‘-던’ 자체가 과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를 통해 학습자가 ‘-던’이나 ‘-았던’에 대해 시제로만 고려했다는 것도 알 수 있
다. 여기서는 결합 규칙의 미숙지에 의한 변이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요인과 변이 양상은 일단 다루지 않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습자
가 동사와 ‘-던’, ‘-았던’이 결합할 때 적용되는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변이를 일으킨 것이다. 먼저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모음‘으’로 연결해
야 한다는 학습자의 내적 결합 규칙이 적용되었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학습자가 실수로 ‘와던’이라는 형태를 산출하였을 수도 있고 
내적으로 적용되는 결합 규칙이 잘못 되어 변이를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 학습자
들의 내면을 알아내기 위해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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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진술을 통해 학습자가 해당 문법 요소에 적용되는 결합 규칙을 다른 
문법과 혼동하여 잘못 산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이 현상에 대해서는 
해당 문법 요소의 결합 규칙을 암기시키거나 형태에 대해서 강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발음에 따른 표기에 의한 변이

  발음에 따른 표기에 의한 변이도 역시 중급 학습자에게만 나타난 것이다. 고
급이나 초고급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변이가 보이지 않았다. 

10) 제가　 입은　 옷은　 누나가　 ❈입으든(✓입었던)　 옷이다. (번역 테스트 
#4_I11)

10)번 예문은 학습자가 ‘든’과 ‘던’ 발음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생
긴 변이로 볼 수 있다. 학습자가 평소에 ‘-던’을 ‘-든’으로 발음하여서 여기서 이
러한 변이가 보였다. 한국어 모음 ‘으’와 ‘어’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구별하기 힘든 
발음이다. 학습자가 이 두 가지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태적인 변이를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의 발음 교육은 초급에서만 강조할 것 아니라 고급 이르기
까지 학습자의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목표 

 
有点记不清当时学的时候老师是怎么说的了，记得这两个语法是什么意思，但是不知
道和动词怎么连接到一起。当时就是想起来比如动词和‘-아/어/여서’连接到一起时的
规则，有点弄混了，觉得这个应该也是差不多的，就在后面接了‘아던’.

이 문법을 학습한 당시에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두 가지 문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만 동사와 연결하는 규칙을 잘 
모르겠어요. 동사 어간과 ‘-아/어/여서’이 연결될 때의 규칙만 생각나요. 
그것(동사 어간과 ‘-아/어/여서’의 결합 규칙)과 헷갈렸어요. 같은 줄 알고 같은 
규칙으로 적용했어요.

                                     ［A6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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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발음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끊임없이 수정해 주어야 한다.  

③ 맥락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변이

  맥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변이는 여러 가지 변이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급 학습자부터 초고급 학습자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보였던 변이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이는 고급 학습자 A1외 9명26)의 학습자가 문법성 판단 테스트 4번 문항에 대
한 답이다.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그 이유를 확인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가 3)번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진술한 후에 연구자가 더 세부적으로 정보
를 얻기 위해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 중급, 고급, 초고급 학습자가 모두 포함된다.

가: 내가 _______ 커피가 어디 갔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혹시 못 보았어요?
나: 커피요? 제가 모르고 마셔 버렸는데 어떡하죠?
    1) 마신   2) 마시던   3) 마셨던   4) 마시는  
정답: 2)
문법성 판단 테스트#4

原因：因为是过去时，所以选择了第三个。我觉得'-았던'是'-던'的过去式，这里
是过去时态，所以选择了第三个。

이유: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3)번을 선택했어요. '-았던'이 '-던'의 과거형으로 
생각했어요. 이 문장은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던'의 과거형인 '-았던'을 써야 
돼서 '-마셨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다 마시지 않았네요. 그러면 4)번 '마시는'
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A1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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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학습자의 대답을 통해서 이러한 변이는 맥락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변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학습자가 ‘-던’이 미완료, ‘-았던’이 완료를 나타낸
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급 학습자인데도 불구하고 단순
히 시제만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맥락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다면 이러한 변이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문법 항목을 교수･학습 할 
때 형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을 제시하여 해당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 맥락에 따른 사용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IR: 从整个脉络上来看可以知道“咖啡还没有喝完”对吧？（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커피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IE: 嗯，不过一开始没有想过这些。通过问句可以了解到这个句子是过去时态，所
以觉得应该选择表达过去的选项，在第一项和第三项之中选择了第三项。不过好像也
不对啊。（네, 그런데 처음에 잘 몰랐어요. 묻는 사람의 말 통해서 과거 시제인 
줄 알고 과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답안을 선택해야겠다 싶어서 1)번과 3)번 중
에 고민하다가 3)번을 선택했어요. 이제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IR: 为什么说不对呢？（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IE: 因为咖啡还没有喝完，可是第四个选项好像也不对啊。（커피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4)번도 아닌 것 같아요. ）
IR: 为什么呢？（4)번은 왜 아닌 거죠?）
IE: 啊，如果是第四项的话说的应该是正在喝吧？可是上句说到他在找咖啡，所以

应该不是第四个选项。（음... ‘마시는’이면은 지금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
람이 커피를 찾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시는’이 아닌 것 같아요.）

IR: 是的，那么正确答案应该是第二项对吧？其实‘-던’本身就已经表达过去时态
了。而且‘-던’其实有好几种意思，在这里表达的是过去未完成的意思，所以在这里
‘-던’是正确答案。（그렇죠. 그럼 정답이 2)번 ‘마시던’이겠죠? ‘-던’에는 ‘-았-’
이 붙어 있지 않아도 과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
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IE: 啊，好像以前也学过这个内容啊。（아, 네, 옛날에 배웠던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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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5명의 중급, 고급 학습자가 4)번 ‘마시는’을 A1 학습자와 비슷한 이유
로 선택을 하였다. 즉 ‘커피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까지 파악해서 현재를 나타내
는 ‘-는’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급, 초고급 학습자 중에 각 1명이 ‘마신’
을 정답으로 선택하였다. 

그 외에 번역 테스트와 학습자 쓰기 자료에서 다른 관형사형 어미로의 대치 변
이는 더 많이 나타났다. 그 자료들을 통해 알아본 학습자들의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있어서 나타난 중간언어 변이와 관련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11) 여기는 내가 중간시험이 끝난 후 친구와 같이 ＊온(✓왔던) 식당이다. 
(번역 테스트 #2_A3)

12) 이것은 3년 전에 언니가 결혼할 때 ＊입은(✓입었던) 웨딩드레스이다. 
(번역 테스트 #3_A5)

13) 이것은　３년　전에　제　언니가　결혼식　할　때　＊입은(✓입었던)　것입니다. 
(번역 테스트 #3_A6)

14) 여기에 자주 ＊온(✓오던) 사람들도 이제 안 오네. (학습자 쓰기 자료)
15) 이건 언니가 3년 전에 결혼할 때 ＊입은 (✓입었던) 옷이다. (번역 테스

트 #3_A8)
16) 아버지가 ＊읽으셨던(✓읽으시던) 신문이 어디에 있지요? (학습자 쓰기 

자료)

학습자들이 ‘-던’이나 ‘-았던’을 써야 할 자리에서 ‘-(으)ㄴ’으로 대치시킨 것이
다. 위에 제시한 학습자의 다양한 변이를 통하여 학습자가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
미 ‘-던’, ‘-았던’,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는 ‘-(으)ㄴ’과의 구별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를 나타내는 ‘-(으)ㄴ’은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발화시 현재까지 영향을 미
치고 있는 동작을 수식할 때 쓴다. ‘-았던’은 이미 완료된, 현재와 단절된 동작을 
수식할 때 쓴다. 그러한 많은 학습자들이 ‘3년 전’, ‘옛날’ 등 시간 부사가 제공해 
주는 단서를 무시하고 단순히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으)ㄴ’을 
쓰는 변이가 보였다. 

문법 교수는 단순히 어떠한 문법 항목을 가르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형
태를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문법 항목도 맥락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때에야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의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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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형태의 정확성만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형태에
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맥락까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⑵ 단순 활용 오류 및 실수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의 실수나 용언의 기본형을 잘못 인식하여 생긴 변이를 다
룰 것이다. 이는 앞에서 다루었던 변이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의
미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이들은 앞에서 다루었던 변이들처럼 학습자들
이 어떠한 내적 문법 체계의 적용 규칙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형태에 관련된 
결합 규칙만 암기 시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그 
외에 학습자들의 실수나 용언의 기본형을 잘 몰라 일으킨 것도 있다. 학습자가 목
표 문법을 사용하여 언어를 산출하는 데 좀 더 신경 쓰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
이다. 

문법 요소 자체에 대한 미숙지, 어휘 기본형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실수의 
이유로 ‘*왔어던’, ‘*입었덧’ 등과 같은 변이도 보였다. 그 구체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17) 이번에 첨부파일로 보내는 것은 중간고사 때 언니한테 자기소개와 같이 
＊보냈던 적은(✓보내려고 적었던) 편지야. (학습자 쓰기 자료)

18) 여기는 내가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던(✓왔었던) 식당
이다. (번역 테스트 #2_I7)

 
위에　제시한　학습자들의　형태적으로　보이는　변이　중에　단순히　실수로　인한　변이

가　많이　있었다. 학습자들의 실수에 대해서 교사가 적절한 피드백을 주면서 스스
로 형태에 주목하게 하고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중간언어 
변이의 미사용, 부적절한 사용, 단순 형태적인 변이 등 3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 유형에는 학습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 결합 규칙의 
미숙지, 발음에 따른 사용, 맥락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변이 등을 나누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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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Ⅲ장 3절에서는 언어적, 언어 수행 상황적, 심리언어적 요인에 따른 중
간언어 변이를 살펴보겠다.

3. 중간언어 변이의 요인 분석

요인 분석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어적, 상황적 요인, 심리언어적 요
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중간언어 변이는 아무 이유 없이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어떤 내적 작용 규칙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본고에서는 
크게 세 가지 언어적, 상황적, 심리언어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언어적 요인은 언어의 음운, 통사, 형태와 관련된 변이이다. 본고에서는 용언의 
받침의 유무에 의한 변이, 불규칙활용 규칙 과잉 일반화에 의한 변이, ‘이다’ 등 특
수 활용 어휘에 의한 변이, 상대 시제에 의한 변이, 통사적 제약에 의한 변이, 핵
심 명사에 의한 변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상황적 요인은 언어 수행의 상황에 따라 학습자 언어에 일어난 형태적인 변화를 
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타론(Tarone, 1983)은 제2언어 학습자들의 습득 과정을 
주의의 정도에 따른 연속체로 보았다. 스타일의 한쪽은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일상어 스타일을 나타내고, 반대쪽 끝은 학습자가 가장 많은 신
경을 쓰는 문법성 판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번역 테
스트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2가지 수행 상황에 의해 학습자의 중간언어 변
이 빈도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학습자의 주의를 형태에 기울이게 하는 문법
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변이 빈도가 번역 테스트에서 나
오는 중간언어 변이 빈도가 낮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 테스트에서 학
습자가 1차적으로 해당 내용을 목표어로 의미 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
을 고민하고, 그 다음 단계에야 적절한 형태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보다는 의
미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되어 있다. 

심리언어적 요인과 관련된 변이는 학습자들이 목표언어의 산출을 계획하기 위해 
기회를 갖는지 갖지 못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목표언어의 산출을 계획
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할 때는 목표언어 형태를 사용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심리
언어적 요인은 언어 전이, 의식의 역할, 처리 작용, 의사소통 전략 등이 여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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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류 동사 상태동사 과정
동사

결과성 
완성동사

비결과성 
완성동사

중급 43.3% 40% 38.5% 46.7% 65%
고급 25% 45% 36.5% 68.3% 70%
초고급 30% 46.7% 45.64% 46.66% 80%

당한다. 본고에서는 모국어인 중국어의 전이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변이에 있어서 심리언어적 요인을 밝혀낼 것이다. 

3.1. 언어적 요인

(1) 동작류 유형에 따른 ‘-던’과 ‘-았던’의 사용

고영근(2006:287)27)에서 제시된 동작류(Aktionsart)28) 유형 분류에 따라 ‘-던’
과 ‘-았던’에 대한 학습자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7> 동작류 분류에 따른 등급별 정답률

위의 제시한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태동사, 비결과성 완성동사에 따른 학
습자들의 ‘-던’과 ‘-았던’에 대한 사용 정확률은 초고급>고급>중급 순으로 나타
났다. 그 외에는 어떤 특정한 변화 추세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이다’류 동사에 따
른 사용의 정답률은 중급>초고급>고급 순으로 나왔다. 그 중에서도 고급과 초고
급 학습자들의 비율은 비슷한데 이들은 중급 학습자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으

27) 고영근(2006:287)은 한국어 동작류 분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가. 상태동사: 높다, 낮다 등의 일반적인 형용사
    나. 과정 동사: (바람) 불다, 사랑하다, 미워하다, 걷다
    다. 완성동사
       결과성: 닫다, 열다, 눕다, 앉다, 입다
       비결과성: (편지) 쓰다, 먹다, 주다, (집)짓다, 만들다
    라. 순간동사
       결과성: 죽다, 가지다, (눈)뜨다, 감다, 도착하다.
       비결과성: 끝나다, 이기다, 차다, 때리다, 꼬집다
    마: 심리동사: 믿다, 느끼다, 알다, 바라다, 생각하다. 
28) 김창섭(1987)에서는 ‘동작류’라는 개념을 어간으로 보았다. 이는 동사의 상적 특성이라

도 불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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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고급 초고급
-던 32.5% 15% 12.5%
-았던 65% 45% 65%

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사후 점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에

는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을 학습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다. 그
들은 교실에서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실제 의사소통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다’
류 동사와 ‘-던’, ‘-았던’의 결합 형태를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어교재에 나
와 있든 없든 간에 ‘-던’과 ‘-았던’에 관련하여 설명할 때 교사가 ‘이다’류 동사와
의 결합 규칙까지 가르쳤을 것이다. 따라서 중급 학습자들이 설문지에서 ‘이다’류 
동사가 나온 문항도 문법적으로 정확한 답안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급이
나 초고급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던’과 ‘-았던’을 학습한 지도 오래되었고 실제 
의사소통에서 ‘-았던’이 ‘이다’와 결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도 ‘-던’이 ‘이다’
와의 결합 형태를 많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즉 이는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결합 
형태이다. 따라서 고급과 초고급 학습자들은 설문지에서 ‘이다’류 동사가 나왔을 
때 의미 기능과 상관없이 무조건 ‘-았던’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성 완성동사에 따른 사용에 있어서는 ‘고급>중급>초고급’ 순으로 나왔다. 
중급과 초고급 학습자들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에 고급 학습자가 68.30%의 아주 
높은 정답률로 나타났다. 

각 동작류 부류에 따른 ‘-던’, ‘-았던’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다’
류 동사의 ‘-던’, ‘-았던’과의 결합에 대한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표18> ‘이다’류 동사가 ‘-던’, ‘-았던’과의 결합에 대한 각 등급별 정답률

‘이다’류 동사가 ‘-던’과 결합하는 형태에 대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답률은 
중급>고급>초고급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앞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던’이 문
법적으로 정확한 형태이지만 실제 의사소통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고급이
나 초고급 학습자에게는 생소한 결합 형태로서 ‘이다’와 ‘-던’을 결합시키는 것을 
회피하여 다른 답안으로 대체하였다. 

‘이다’와 ‘-았던’의 결합에 있어서는 중급과 초고급 학습자들은 같은 정답률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 학습자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중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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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고급 초고급
-던 65% 50% 15%
-았던 27.5% 42.5 62.5%

중급 고급 초고급

해당 문법을 배운 후에 고급에 올라가면서 퇴행 현상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후에 올바른 형태의 입력을 통해서 스스로 수정하게 되고 초고급 단계에서 다시 
높은 정답률로 나타났다.

<표19> 상태 동사와 ‘-던’, ‘-았던’의 결합에 대한 등급별 정답률

상태 동사와 ‘-던’의 결합에 있어서는 정답률이 ‘중급>고급>초고급’ 순으로 나
타났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Ⅱ장에서 ‘-던’과 ‘-
았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서 ‘-던’과 ‘-았던’의 형태, 의미 기능에 대해서 다
시 정리한 바가 있다. 그 중에서 ‘-던’이나 ‘-았던’이 상태 동사와 결합할 경우에
는 ‘-던’과 결합하든, ‘-았던’과 결합하든 차이가 크지 않다고 논의하였다. 본 연
구를 하기 위해 진행된 조사에서는 상태 동사가 ‘-던’과의 결합이 정답인 문항은 
과거 미완료를 나타내기 때문에 ‘-던’을 사용하는 것은 정답이지만 ‘-았던’도 문
맥적으로 허용된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이다. 

둘째로는, 조사에서는 상태 동사가 ‘-던’과의 결합이 정답인 문항은 하나밖에 
없었고, 또한 조사를 참여하는 대상자 인원수의 제한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학
습자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후 점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였는데 초고급 학습자들은 상태 
동사가 ‘-던’이나 ‘-았던’과의 결합 형태를 선택하는데 ‘-았던’을 더 선호한다는 
선입견29)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 동사가 ‘-던’이나  ‘-았던’과의 결합에서는 정답률이 초고급>고급>중급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문법 요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9) 구체적인 내용은 Ⅲ장 2.1절 ⑵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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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38.18% 33.18% 42.58%
-았던 40% 55% 62.5%

중급 고급 초고급
-던 45% 55% 40%
-았던 47.5% 75% 50%

<표20> 과정 동사가 ‘-던’, ‘-았던’과의 결합에 대한 등급별 정답률

과정 동사가 ‘-던’, ‘-았던’과의 결합 형태에 대한 각 등급별 정답률은 위에 제
시한 표와 같이 나타났다. ‘-던’과의 결합에 대해서는 정답률은 초고급>중급>고
급 순으로 나타났다. ‘-았던’과의 결합에 대해서는 정답률은 초고급>고급>중급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어 학습에서 중간언어의 발전에 있어서 정상적인 현상
이므로 여기서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던’과의 결합 형태에 대해서 고급 학습자가 중급보다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여기서 U자형 발달(U-shaped development) 현상이 발
생하였다. 라이트보운(1985)에서 U자형 발달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
였다. 그는 학습자들에게 특정 형태에 관한 연습을 많이 시킬 경우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는 그 형태에 대한 정확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학습자들이 
그 형태를 잊어버리거나 형태의 사용을 과잉일반화하게 되어 결국에는 그 정확성
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학습자들이 발달 단계상으로 그 형태를 습
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형태에 대한 정확성의 정도는 다시 높아질 것이다
(Wynne Wong, 2004; 서종학 외 역, 2011). 

<표21> 결과성 완성 동사가 ‘-던’, ‘-았던’과의 결합에 대한 등급별 정답률

결과성 완성 동사와 ‘-던’의 결합 형태, 그리고 ‘-았던’과의 결합 형태에 대한 
정답률은 똑같이 고급>중급>초고급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언어의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정답률은 초고급>고급>중급 순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순서와 
다르게 나왔다. 본 연구는 ‘-던’과 ‘-았던’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학습자들의 습득 
양상을 골고루 살펴보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그 중에 각 기능에 대한 문항
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결과성 완성 동사가 사용되는 문맥
에서 ‘-던’이나 ‘-았던’의 사용이 통사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논의는 Ⅱ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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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았던
과거 회상 미완료 과거 지속 과거 회상 완료

등급/문항수 2 6 10 2 5
중급 57% 46% 38.5% 33% 46%
고급 61% 40% 33% 45% 60%
초고급 70% 68.91% 21.5% 60% 59%

중급 고급 초고급
-던 65% 70% 80%

다룬 바가 있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통사적 제약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변이를 일
으킬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뒤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표22> 비결과성 완성 동사가 ‘-던’과의 결합에 대한 등급별 정답률

비결과성 완성 동사를 ‘-았던’과 결합하는 문항을 설계하지 않았다. ‘-던’과의 
결합 문항만 설계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성이기도 하다. 비결과성 완성 동
사가 ‘-던’과의 결합 형태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대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률은 초고급>고급>중급 순으로 나타나 학습자가 수준이 발
전해감에 따라 해당 문법 요소에 대한 사용 정확도도 높아지고 있다.

(2) 의미 기능에 따른 ‘-던’과 ‘-았던’의 사용

  의미 기능별 ‘-던’과 ‘-았던’에 대한 정답률은 다음과 같다. 

   <표23>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에 따른 등급별 정답률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던’의 과거 지속 기능에 따른 정답률 외에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답률이 대체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던’
이 갖고 있는 과거 회상 기능에 관한 문항에서 학습자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
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았던’의 과거 회상 기능에 관련된 문제의 정
답률도 ‘-던’과 비슷하게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던’의 미완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은 ‘초고급(68.91%)>중
급(46%)>고급(40%)’ 순으로 나왔다. 고급 학습자가 오히려 중급 학습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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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이 낮았다. 이에 대한 이유를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자가 중급에서 나오는 ‘-던’의 미완료 기능을 배운 당시에는 상황 맥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으면 ‘-던’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기능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맥락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목표 언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상황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올바른 목표 언어의 입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정되어 초고급 수준에 이르게 되었
을 때 ‘-던’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조사에서 반영된 
정답률도 높아진 것이었다. 

이는 화석화(fossilization)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석화는 정확
한 형태의 내재화와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의사소통에 결정적인 장
애가 되지 않고 그 형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이 내재화되어 굳어
진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해당 문법을 배운 직후에 정확히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
이 지나감에 따라 복잡한 언어적,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화석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화석화는 틀린 언어 형태가 비교적 영구적으로 학습자의 제2언어 능력의 한 부
분이 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불치병과 같은 것으로 간주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것이 많다는 가능성
을 열어 두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다수로 해당 문법 항목을 학습한 초기부터 고
쳐지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굳어져서 고치기가 어려
워진다. 학습자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교사가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가 중
요하며 올바른 형태로 조작된 언어의 입력도 중요하다. 특히 그 형태에 대한 입력
을 강화하여 학습자의 주의력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가 정확한 형태에 관
심을 기울이고 고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지속 기능을 나타내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중급>고급>초고급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 습득에서 이러한 현상을 퇴행(backsliding)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모든 학습자는 불규칙한 학습 진전도를 경험하거나, 많은 경우에 특히 
학습의 상위 단계에서 이러한 진전도는 상당 기간 동안 변화 없이 그 상태로 머물
러 있을 수도 있다. 때때로 이러한 안정기는 내재적이거나 외재적, 또는 내재적 및 
외재적 모두의 동기적 요인에 기인하기도 하며, 때로는 나이, 적성, 언어 입력, 주
의 집중, 사회적 맥락과 같은 다른 변인에 기인하기도 한다(Brow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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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변이 양상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기 위하여 교재분석,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연구자의 추측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이 설문지를 답하는 
상황을 보면 ‘과거 지속’ 기능과 관련된 문제들의 오답은 대부분 ‘-던’과 ‘-았던’ 
두 가지 형태를 혼용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 배경의 부재, 
모국어의 전이,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 시간 부사나 용언에 따른 사용 등 변인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확인하였다.

먼저 교육 배경으로 보았을 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교재 중에 ‘-던’
이 갖고 있는 ‘과거 지속’ 기능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았던’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았던’을 다루지 않은 교재도 
있다. ‘-았던’을 다루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았던’을 ‘-던’
의 과거형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가 ‘과거’나 ‘지속’을 강조
하려고 할 때 ‘-던’ 자체가 갖고 있는 ‘과거 지속’이 아닌 ‘-았던’을 사용하는 것
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앞으로 ‘-던’과 ‘-았던’의 교육 내용을 설계할 때 이
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서로 갖고 있는 의미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설
명하여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모국어와의 관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 학습자들의 대답
은 연구자의 가정과 다르게,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나왔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이 ‘-았던’을 ‘-던’의 과거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던’과 ‘-았던’의 발음도 학습자가 
설문지 문제들을 답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성
조가 있다. 1성부터 4성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발음
을 세게 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목표 언어인 한국어를 배울 때에도 해당 의미 
기능을 강조하려고 할 때는 ‘-았던’을 더 선호한다.

세 번째로는 문맥 속에서 제공된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다. ‘계속’, ‘2년 동안’, ‘그 동안’ 등 부사가 지속이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데 학
습자들이 그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형태는 하나의 독립적
인 것이 아니라 문장의 다른 부분과 맞게 어울려야 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비문이 되거나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질 수 있다. 때문
에 교육적으로 형태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맥락에서 형태를 바라보
는 시각을 갖게 돕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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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 시제에 의한 변이

상대 시제에 의한 변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에서 시간 부사와 서술어 시제의 
차이를 제공해 주어 학습자에게 단서를 제시하였다. ‘어제’, ‘3년 전’, ‘옛날’, ‘지금’ 
등과 같은 시간 부사 단서를 주어진 상황에서 학습자가 어떠한 변이 양상을 보였
는지 알아보았다. 

19) 나랑 결혼할 사람은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사귀던) 사람이야. 대학
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미 사귄지 8년 정도 되었어. (학습자 쓰기 자
료)

20) 이것은 3년 전 언니가 결혼할 때 ＊입던(✓입었던) 웨딩드레스다. (번역 
테스트 #3_A5)

21) 여기는 내가 중간시험 끝나고 ＊가던(✓갔던) 식당이다. (번역 테스트 
#2_A8)

22)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이제 안 그럴 거야. 
(학습자 쓰기 자료)

23) 지금 나랑 사귀는 사람은 옛날에 같은 학교에 ＊다니던(✓다녔던) 사람
이야. (학습자 쓰기 자료)

학습자가 시간 부사, 그리고 서술어 어미의 시제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가 제시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시제만을 고려
해서 목표 문법 항목을 사용하는 경향이 다수 나타났다. 물론 학습자가 목표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변이를 생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절에서는 그러한 요소를 제외하여 생성된 변이 양상에 영향을 미친 시
제 요소를 보고자 한다.

예문 19)에는 ‘대학 때부터’, ‘했으니까’, ‘8년 정도 되었어’ 등 시제적 단서로 인
하여 학습자가 관형사형 어미 사용할 때도 과거 시제의 형태로 사용해야겠다는 착
각을 한 듯하다. 즉 문장의 시제적 형태 일치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제뿐만이 아니다. 이 문장에서 나타낸 의미로는 대학교 때
부터 지금까지 사귀어왔다는 것이다. ‘사귀었던’은 과거 완료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사귀었다가 헤어졌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문맥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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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러나 ‘사귀던’으로 바꾸면 될 것이다. ‘-던’은 과거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
므로 문맥적으로 맞는다. 

예문 20), 21), 23)은 학습자가 ‘-던’이라는 문법 요소 자체가 과거를 나타낸다
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았-’과 결합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즉 문
장에서 제시된 시간적 단서를 무시하고 의미 기능만 고려했다는 것이다. 

예문 22)는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서 보았을 때 현재를 나타내는 ‘-는’을 사용하
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언어 변이를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발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때의 상황이 이미 완료되어 현재와 관
계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없었던’이 더 자
연스럽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습자들이 한국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
는 데 상대 시제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고려해야 할 시제 요소를 고
려하지 않는 경우 모두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던’과 ‘-았던’을 교
수･학습 하는 데 시제뿐만 아니라, 동작상, 서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
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어려운 문법 용어를 가지고 학습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것
이 아니라 학습자가 그러한 맥락 요소를 고려해서 목표 문법 항목을 활용하게 돕
는 것이다.

(4) 받침의 유무에 의한 변이

받침의 유무에 의한 변이는 언어적 요인에 의한 변이의 여러 유형 중에 가장 적
었다. 학습자가 용언과 다른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시킬 때 적용 되는 규칙을 과잉 
일반화하여 용언의 받침의 유무에 따라 ‘-던’, ‘-았던’을 결합시키는 데 영향을 받
는다. 예를 들면 ‘입다’, ‘먹다’, ‘외롭다’ 등 동사를 ‘-던’, ‘-았던’과 결합시킬 때 
모음 ‘으’로 연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30).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던’, ‘-았던’에 
대한 교수･학습 하는 데 결합 정보도 교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학습자
들이 기존에 학습한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규칙, 의미와 구별시키기 위해서 대조
하면서 교수･학습 하는 것이 필요하다. 

30) 구체적인 내용은 Ⅲ장 1.1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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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사적 제약에 의한 변이

‘-던’이 사용되는 데 그의 의미 기능, 결합할 동사 때문에 통사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던’이 ‘과거 지속’이라는 의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회
적, 순간적 동사와 결합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도착하다’라는 순간 동사나 ‘입학
하다’, ‘결혼하다’ 등 1회적 동사가 ‘-던’과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순간 동사가 
뒤에 수식하는 명사에 따라 ‘-던’과의 결합이 허용되기도 한다. 즉 시간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순간 동사가 ‘-던’과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이를 알아보기 
위해 피수식 명사를 달리한 두 문장에서 학습자가 순간 동사 뒤에 어떤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이 순간 동사나 1회적 동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또한 그것을 인지
한다 하더라도 ‘-던’과의 결합하는 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던’의 
‘과거 지속’ 기능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간 동사가 뒤에 수식
하는 명사에 따라 ‘-던’과의 결합이 허용되기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는 학
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재 분석에서도 확인하였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 문항을 보자.

위에 제시된 문항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 22번 문항이다. 이 문항은 ‘-았던’이 
나타내는 완료 기능, 그리고 통사적 제약에 대해서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살피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학습자 등급별로 답한 양상은 다음과 같다.

가: 이곳이 내가 _____ 곳이에요.
    나: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나도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요.
    1) 결혼한   2) 결혼하던   3) 결혼했던   4) 결혼하는
GJT#22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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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회피

<그림3> 문법성 판단 테스트 22번 문항에 대한 학습자 등급별 답한 양상

고급, 초고급 학습자가 이에 대한 정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급 
학습자는 ‘-던’, ‘-았던’의 기능이나 통사적 제약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다’는 그 특별한 의미 때문에 1회적 동사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 지속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던’과 결합할 수 없다. 여기서 완
료를 나타내는 ‘-았던’과 결합을 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던’이 과거 회상을 나타
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던’과 결합을 시키는 변이가 보였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문법 요소를 교수･학습 하는 데 해당 문법 요소의 의미 기
능, 결합 규칙을 교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의 화용에 대해
서도 충분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3.2. 언어 수행 상황 요인

언어　수행　상황적 요인은 언어 수행의 상황에 따라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형태적인 변화를 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디커슨(Dickerson, 1975), 슈미트
(Schmidt, 1977, 1980), 비브(Beebe, 1980), 로코코(Lococo, 1976)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여 언어 수행 상황적 맥락은 목표어를 사용하는 데 음운, 문법, 
어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하였다. 타론(Tarone, 1983)은 제2언어 학습자
들의 습득 과정을 주의의 정도에 따른 스타일의 연속으로 보았다. 스타일의 한쪽
은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일상어 스타일을 나타내고, 반대쪽 
끝은 학습자가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문법성 판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문
법성 판단 테스트와 번역 테스트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2가지 수행 상황에 
의해 학습자의 중간언어 변이 빈도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학습자의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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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기울이게 하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변이 
빈도가 번역 테스트에서 나오는 중간언어 변이 빈도가 낮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
냐하면 번역 테스트에서 학습자가 1차적으로 해당 내용을 목표어로 의미 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 다음 단계에야 적절한 형태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보다는 의미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도　수집하였지만　그　자료들의　수행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에는　일기, 작문
을 포함한 쓰기 숙제, 시험지를 통해 얻은 작문 자료, 한국인과의 채팅 내용, 한국
인에게 보내는 전자 우편 내용 등이 다양하게 있다. 구체적인 수행 상황을 알 수 
없는 자료들을 분서하면 신뢰도가 떨어져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그 자료들을 제외한 조사를 통해 얻은 번역 테스트,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
난 변이만 다루기로 한다.

(1)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변이

번역 테스트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중급, 고급, 초고급 학습자 각 20
명에게 실시하였던 번역 테스트 4개의 문항에 대해서 60명의 학습자 중 1명이 그 
중에 1개의 문항을 회피하였다. 

번역 테스트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형태보다 의미에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스스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공된 문장의 의미를 목표 
언어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들이 사용한 목표 언
어의 형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또한 연구자가 의도한 적절한 형태보다는 다른 
문법 요소를 사용하여 의미 전달하는 데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문법 요소 외에 다른 문법 요소나 어휘의 사용에 있
어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적절한 형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결합 규칙에 
대한 지식 부족 등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23) 이것은 언니가 3년 전에 결혼할 때 ＊입으던(✓입으셨던) 옷이다.
24) 제가　입은　옷은　누나가　＊입으든(✓입었던)　옷이다．
25) 이것은 3년 전 언니가 결혼할 때 ＊입던(✓입었던) 웨딩 드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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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것은　３년　전에　제　언니가　결혼식　할　때　＊입은(✓입었던)　것입니다．
27) 여기는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와　같이　＊오던（✓왔던）　식당이다．
28) 이것은 3년 전에 누나가 *입든(✓입었던) 드레스입니다.
29) 제가 *입던(✓입고 있는) 옷은 누나가 옛날에 *입던(✓입었던) 옷입니

다.
30) 여기는 제가 중간시험 끝난 후에 친구들이랑 같이 *와던(✓왔던) 식당입

니다.

  앞에서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변이 유형을 다루면서 각 예문에서 보인 변이의 
이유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다. 때문에 여기서 변이가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
지 않겠다. 하지만 이러한 변이를 보인 문장을 문법성 판단 테스트로 바꾸어서 학
습자들에게 보여주면 변이가 나타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다음 절에서 
번역 테스트와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 동시에 나온 예문에 대한 학습자들의 언어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변이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중급, 고급, 초고급 학습
자 각 20명에게 실시하였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집중하
고 테스트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번역 테스트나 학습자
들의 쓰기 자료에 비해 정제된 답이 많았다. 같은 학습자가 같은 어휘를 사용할 
때도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는 올바른 형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번역 테스트나 
수집된 쓰기 자료에서 올바른 형태를 산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는 학습자가 해당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스스로 목표 언어를 산출할 필
요가 없고 단지 제공된 3~4개의 답안 중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면 되기 때
문에 언어의 의미보다 형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문법성 판단 테스트 23번 문항과 번역 테스트 3번 문항을 비교해 보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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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에서  ‘30년 전’이라는 시간 부사를 통해 시간적으로 현재와 거리가 
멀다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또한 ‘드레스’라는 것은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자리에서만 입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의미의 특이성 때문에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던’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이러한 단서를 통해 가장 적절한 형태인 3)번 답안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번역 테스트에서는 이와 비슷한 단서를 제공하였지만 답안에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습자들이 답을 하는데 ‘입으던’, ‘입던’, ‘입은’, ‘입덧’, ‘입었덧’ 등 
다양한 변이가 보였다. 구체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31) 이것은 3년 전에 언니가 결혼할 때 ＊입은(✓입었던) 웨딩 드레스이다.
32) 이것은 3년 전 언니가 결혼할 때 ＊입던(✓입었던) 웨딩 드레스다.
33) 이것은　３년　전에　제　언니가　결혼식　할　때　＊입은(✓입었던)　것입니다．
34) 이것은 언니가 3년 전에 결혼할 때 ＊입으던(✓입으셨던) 옷이다.

그와 반대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 23)번에 대해 답한 양상은 다음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비슷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번역 테스트보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학습자들의 부적절한 사용은 아주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이 드레스는 누구 것이에요? 좀 오래 된 것 같아요.
나: 네, 30년 전에 어머니가 결혼식에서 _________ 드레스예요.
    1) 입으신   2) 입으시던   3) 입으셨던   4) 입으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 #23

这是三年前姐姐结婚时穿过的婚纱. 
이것은 3년 전에 언니가 결혼했을 때 입었던 드레스이다.
번역 테스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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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문법성 판단 테스트 23번 문항에 대한 등급별 답한 양상

3.3. 심리언어적 요인

  심리언어적 요인과 관련된 변이는 학습자들이 목표언어를 산출을 계획하기 위
해 기회를 갖는지 갖지 못한지에 관한 것으로, 언어 수행 상황적 요인과 구별하기 
애매한 면을 갖고 있다.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 형태를 산출하는데 계획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할 때는 더 쉬울 것이다. 본고에서 바라보는 심리언어적 요인에 있어
서 모국어에 의한 전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 학습자들의 인지에 의한 것 등
이 있다. 

모국어에 의한 전이는 앞에서 다룬 바가 있다. 고립어인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
는 학습자들이 교착어인 한국어의 형태적인 결합 변화에 대해 생소하다. 또한 의
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번역한 후 한국어로 생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의미
만 전달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목표 문법 항목의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Ⅱ장 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어에는 형태의 변화가 없다. 관형사형 어미 대
신 ‘동사+过的’를 사용한다. 따라서 실제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은 ‘的’31)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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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현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관형사형 어미라는 보다 생소한 문법 항
목에 부딪히게 될 때 ‘-던’과 ‘-았던’ 등 다른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보다 
중국어의 ‘的’와 대응되는 ‘의’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5) 제가　입는　옷이　제　언니의　옛날　옷입니다. (번역 테스트 #1_I15)
 36) 저는 언니의 옛날 옷을 입어요. (번역 테스트 #1_I16)
 37) 이건 언니 옛날의 옷이지만 제가 입고 있어요. (번역 테스트 #1_I14)

한국어의 ‘의’는 중국어의 ‘的’와 사용되는 상황 문맥이 다르다. 35)번 예문에서 
‘제 언니의 옛날 옷’도 문법적으로도 허용되고 의사 전달도 되지만 한국인 모어 화
자가 잘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모어 화자에게는 ‘제 언니의 옛날 옷’이 다소 어
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 문장을 ‘제 언니가 옛날에 입었던 옷’으로 바꿔 보면 자
연스러워진다. 

36)번 예문은 화자가 사용해야 할 두 개의 관형사형 어미를 모두 생략하였다. 
첫 번째 관형사형 어미는 회피 전략을 사용해서 생략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모국
어의 전이로 인해 생략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7)번 예문도 이와 비슷한 상황
에서 산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해당 문법 항목을 가르칠 때 무조건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번역하는 식으로 표현하게 하지 않고 학습자에게 목표어
의 자연스러운 표현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목표 언어를 사용할 때의 기대치도 높아진다. 모어 
화자처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목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
다.  

31) ‘的’는 의미적으로 한국어의 ‘의’과 대조를 이루는데 실제로 그 역할과 용법이 많이 다르
다.

我穿的是姐姐以前穿过的衣服。(번역 테스트 #1)
나는 언니가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고 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언니가 옛날에 입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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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던’과 ‘-았던’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

1. ‘-던’과 ‘-았던’에 대한 교수·학습의 목표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가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는 ‘-(으)ㄴ'과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구별해서 사용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이 나타내는 의
미 기능, 통사 제약, 결합 규칙의 미숙지 등 현상이 나타났다. 고급 학습자와 초고
급 학습자에게는 화석화 현상도 일어났다.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는 하나의 문
법 요소이기 전에 시제, 서법, 동작상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러한 의미 기능을 
골고루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고민을 할 때에야 문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학습 초기에는 해당 문법 요소에 대한 명시적 제시, 설명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각 의미 기능에 대한 
단계별 제시, 올바른 형태의 입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서법, 동작상에 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제시하면 학습자들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 맥락에 대한 제시를 통해서 학습자들로 하
여금 문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화석화 현상이 
암시하는 것은 목표 언어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모든 학습자가 단계적으로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교정을 교육적으로 
고안해야 한다.

브라운(Brown, 1995)은 외국어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의 고려 사항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목표는 학습 형태와 수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목표는 영구적이지 않다. 학습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3) 목표는 모든 교사들 사이에서 일치해야 한다.
4) 목표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제한하기 위

한 규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위의 사항들과 함께 목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해 구체화될 것이다. 그

것은 다른 프로그램의 목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채택･개발･조직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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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 내용
형태 동사와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시킬 때 기본적인 고려 사항을 점검

하면서 결합시킬 수 있다.

의 미 
기능

1.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을 단계별로 파악하여 맥락에 따
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시제, 서법, 상 요소를 골고루 고려하여 ‘-던’과 ‘-았던’을 구
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는 각 시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요구와 관점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6) 위의 요소와 관련하여 목표는 교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위에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을 상황,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교수･학습의 목표로 설정한다. 세부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표24> ‘-던’과 ‘-았던’에 대한 교수･학습 목표
   
2. ‘-던’과 ‘-았던’에 대한 교수·학습의 내용

   
라슨 프리만(Larsen-Freeman, 2001)은 효과적인 문법 교수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문법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맥락에서 벗어난 고
립적인 문법 항목 자체만의 학습에 그치게 되어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 맥락과 사
용 환경에 적합하게 문법을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던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교수나 구조주의적 문법 학습을 비판하였다. 또한 진정한 문법 학습을 위해서는 
문법의 형태, 의미, 화용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
한 문법 내용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시하였다.

                         형태(Form)  의미(meaning)

                
 
                 

                 
          화용(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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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측면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떤 형태를 갖는가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는 
발음, 형태 변화, 문장 내의 통사적 제약 등을 포함한다.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는 가장 기본적, 핵심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맥락 속에 실현되기 이전에 형태의 핵심적인 원뜻(denotation)을 가리킨다. 형태와 
의미가 문장 층위 내에서의 설명이라면 화용은 문장 이상의 담화 층위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인 맥락과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의 요구와 대상 문법 요소의 특징 
등 요인을 고려하면서 구성하였다. 이홍우(2006)에서는 교수･학습 내용을 다룬 바
가 있는데 이는 ‘기본 개념과 원리’ 또는 ‘핵심적 아이디어’라고 하였다. 즉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문법 중에서 ‘기본’이나 ‘핵심’이 되는 것만을 
골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Ⅱ장에서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에 관하여 국어학적으로 다
룬 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기에 나온 논의대로 ‘-던’과 ‘-았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던’과 ‘-았던’의 다양한 의미 기능, 그리고 교재 분
석 내용을 통해서 그 중에서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의미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 따라 설문지를 설계하여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변이 양상을 살펴보
았다. 또한 사후 점검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요구와 내적 적용 규칙들을 파
악하였다.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학습자들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하는 데 있어
서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해당 문법 
요소의 사용과 적용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맥과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문
맥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자들의 중
간언어 변이 양상으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를 단순히 
시제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고, 문맥에 대한 인식 부족하고,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로 인해 내적 문법 적용 규칙을 과잉일반화하고, 잘못된 발음에 따라 잘못 표
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를 학습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문맥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규칙을 암기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적 결합 규칙과 다
양한 맥락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통사적 제약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떠한 규칙이나 제약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유기시킬 필
요가 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맥락에 대해 파악하는 능력이 중
요하다. 그 외에 학습자들의 잘못된 발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 86 -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2.1. 형태에 관한 내용

‘-던’과 ‘-았던’의 형태 결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사 어간 + 던’, 혹은 
‘동사 어간 + 았던’이다”라는 내용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용언과의 결합에 있어서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뒤에 ‘-던’이나 ‘-았던’을 결합시키면 된다는 것을 
유념시킬 필요가 있다.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중국어는 형태적으로 많이 다
르다. 한국어의 형태적인 변화가 활발하지만 중국어는 그와 반대이다. 때문에 중국
인 학습자들에게 형태적 결합 정보를 명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어미는 동사 어간과 결합할 때는 모음 ‘으’로 연결하거나 불규칙활용 현상이 나타
난다. 또한 탈락 현상이나 모음 ‘아/어/여’와 결합하여 어미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
다. Ⅲ장에 살펴본 학습자들의 변이 현상 중에 이러한 결합 규칙들을 과잉 일반화
하여 동사와 ‘-던’, ‘-았던’을 결합하는 데까지 적용하는 학습자가 있었다. 학습자
들이 해당 문법 요소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에서 형태적 결합 정보
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던’과 ‘-았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서 Ⅱ장에서 한국어 교재 분석과 현재 나와 있는 한국어 문법책을 분
석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은 교재나 문법책에서 ‘-던’과 ‘-았던’을 
다루는 데 형태적 결합 정보에 대한 내용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사의 어간 뒤에 ‘-던’이나 ‘-았던’과 결합을 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나왔다. ‘-던’과 ‘-았던’을 바로 문장에서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형태
적 결합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학습자에게 해당 문법 요소를 학
습하는 데 부담을 준다. 

이러한 문제점과 학습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본고는 ‘-던’과 ‘-았던’의 형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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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았던
동사 모음어간 가던 갔던
동사 자음어간 먹던 먹었던
상태 동사 모음어간 예쁘던 예뻤던
상태 동사 자음어간 좁던 좁았던
이다 이던 였던
부정문 않던 않았던

<표25> ‘-던’과 ‘-았던’의 형태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

위와 같이 ‘-던’과 ‘-았던’의 형태에 대해 교수･학습 내용을 정리하였다. 학습 
초기에 학습자에게 이러한 형태적 결합 정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제시하면 학
습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형태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급이나 초고급 
학습자 중에 형태적 결합 규칙을 잘 모르는 학습자가 있으면 입력 강화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 외에 ‘-던’과 ‘-았던’의 발음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
이 모음 ‘이’와 ‘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워하고 있다. 때문에 ‘-든’과 ‘-던’을 음운
적인 구별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
다. 본고 앞 내용에서도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비록 ‘-던’과 ‘-았던’은 
중급에서 배우게 될 문법 항목이지만 교사로서 학습자들의 발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단계에서든 학습자들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
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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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의미 기능

-던

과거 회상 시간적으로나 심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현재 상태와 
가까운 경우에 쓰임

미완료 과거에 일어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다
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뀌는 경우에 쓰임

과거 지속 과거에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일
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임

- 았
던

과거 회상 시간적으로나 심리적 거리가 현재와 상대적으로 멀고 
단절된 경우에 쓰임

완료 과거에 이미 완료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임

2.2. 의미 기능에 관한 내용

<표26>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

‘-던’과 ‘-았던’에 대한 교수･학습에 있어서 의미 기능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은 동작 동사, 상태 동사, ‘이다’류 동사
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던’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할 때 쓰인다. 학습자들이 ‘-던’의 회상 
기능을 무시하고 과거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할 수 없게 되며 사
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고영근(2007)에서 ‘-던’은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전제로 하여 사태를 회상, 소급하는 데 쓰이는 데 반해, ‘-(으)ㄴ’은 경험 내용과
는 관계없이 사태를 직접 파악할 때 쓰인다고 하였다. 즉 화자가 경험한 일을 회
상해서 말하느냐 회상하지 않느냐에 따라 두 가지 관형사형 어미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던’을 학습자들에게 처음으로 제시할 때부터 가장 필요한 교수･
학습 내용이 될 것이다. 

과거 회상을 하는 데 있어서 ‘-던’과 ‘-았던’의 구별도 어느 정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던’과 ‘-았던’ 모두가 과거 회상할 때 쓰일 수 있지만 화자의 심적 
거리와 회상한 사건이 발화시와의 시간적 거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적 거리
나 시간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건을 회상하며 발화할 때는 ‘-던’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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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심적 거리나 시간적 거리가 멀 때는 ‘-았던’을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밝히면서 다양한 문맥을 제시해 주면서 설명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
던’과 ‘-았던’ 간에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회상을 나타낼 때 공통점도 
있다. 비한계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서는 ‘-던’과 ‘-았던’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
는다. 예를 들면 형용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던’과 ‘-았던’이 나타내는 의미가 비
슷하다. 형용사가 전형적인 비한계 동사이므로 용언이 형용사일 경우에 ‘-던’과 
‘-았던’의 의미 차이가 발생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계 상황인지 비한계 상황
인지에 대한 결정은 문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던’ 절에 후행하는 명사나 
주절의 상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던’과 ‘-았던’의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한 번에 모두 제시할 것이 아니라 ‘-았던’까지 학습한 다음에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가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제시 
단계는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시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경우에 쓰인다는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역시 ‘-(으)ㄴ’과의 차이
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경험’과 ‘회상’ 두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해야 한다. 

‘-던’의 미완료 기능에 대해서는 동작의 진행과 관련을 지으면서 설명해야 한
다.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의 동작이 진행 중이며 완료되지 않았
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던’이 동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과거 동작의 진행의 의미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동작이나 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자가 상대 시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던’을 정확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즉 전체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아까’, ‘보았어요’ 
등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단서로 인해 ‘-던’을 대신 ‘-았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던’이 ‘-았-’과 연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에서 쓰인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던’은 또한 과거에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일어난 일을 회상할 때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 기능으로 인해 통사적 제약을 받게 된다. 즉 1회적 동사나 순
간적 동사, 자주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는 데 제약을 받
는다. 예를 들면 ‘도착하던 곳’, ‘결혼하던 곳’ 등 결합은 의미적으로 허용되지 않
는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가 수식하는 명사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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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사는 뒤에 시간 명사를 수식할 때는 ‘-던’과의 결합이 허용된다. ‘-던’을 교
수･학습하는 초기 단계에서 과거 지속 기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가 통사적 제약 
받는 경우와, 통사적 제약을 받지 않고 결합이 허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시할 필요 없다.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부담감
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던’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된 다음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았던’의 과거 회상 기능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았던’은 
시간적이거나 화자의 심적 거리가 발화시와 거리가 멀 때 당시 사건을 회상하면서 
사용되는 것이다. ‘-았던’의 회상 의미 기능을 교수･학습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은 ‘-던’, ‘-(으)ㄴ’과 구별을 시키는 것이다. ‘-던’과의 구별은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심적 거리, 시간적 거리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또한 비한계 동사와 결합하는 데 있어서 ‘-던’과 ‘-았던’ 간에 의미 차이가 잘 드
러나지 않는다. ‘-(으)ㄴ’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
작이나 행동을 말할 때 쓴다. ‘-았던’은 과거에 일어나고 이미 완료된 동작이나 
행동을 말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으)ㄴ’과 구별된다.

‘-았던’은 과거 완료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데 역시 
‘-(으)ㄴ’과 구별된다. 발화시 현재까지 이미 완료된 그 동작이 영향을 미치고 있
느냐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던’이나 ‘-았던’은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 구별된 점은 한 가지가 더 있
다. 즉 ‘있다/없다’와의 결합이다. ‘있다/없다’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
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의 결합은 불가능하지만 ‘-던’이나 ‘-았던’과 결합하
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있다/없다’이 ‘-던’, ‘-았던’과 결
합된 예문을 제시하면서 ‘-(으)ㄴ’과의 구별을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던’과 ‘-았던’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에 쓰이거나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 부사와 같이 나타나는 것도 제약 받을 수 
있다. 하나의 문장에서 ‘아까’, ‘어제’, ‘3년 전’ 등과 같은 과거 시간 부사와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내일’, ‘다음 주’ 등과 같은 시간 부사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던’의 3가지 의미 기능, ‘-았던’의 2가지 의미 기능, 그리고 그들 
간의 구별, 그들이 ‘-(으)ㄴ’과의 구별, 통사적 제약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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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을 교수･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단계별로 제시하면 
구분하지 못하던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언어 자체의 이미지만
을 고려하거나 시제만을 고려하여 문맥을 해석하려 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던’과 ‘-았던’에 대한 교수 학습의 원리

3.1. 정확한 형태 및 사용에 대한 양적, 질적 입력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은 단순히 시제
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서법, 상과도 얽혀 있어 그의 복잡성이 뚜렷하다. 형태와 
기능이 투명하게 연결되어 형태와 기능의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문법 요소는 습득
하기 쉬운 언어 형태이다. 그러나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의 경우에는 ‘과
거 회상’, ‘미완료’, ‘과거 지속’, ‘-았던’은 ‘과거 회상’, ‘완료’ 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문법 요소는 형태에 부가되는 기능이 많음에 따라 형태가 나타
내는 기능의 현저성이 떨어지게 되고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이 가진 기능이 학습자들에게 익
숙한 내용이 아니다. 대상 문법 요소의 의미 기능이 모국어와 유사할 때는 학습자
들은 보다 더 쉽게 이를 수용하고 파악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더 복잡하
고 어렵게 느끼게 된다.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은 중국인 학습
자들에게 친숙한 개념이 아니며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한 문법 요소이다. 특
히 중국어에는 과거이든 과거 회상이든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과거 회상 관형
사형 어미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목표 문법을 파
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해 
가면서 한국어 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한국어 고유의 특징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학습자 나름대로 불완전하지만 목표어의 특성에 대한 직관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다룰 수 있는 문법 규칙의 수준과 내용도 달라지고 교사가 제
공해 주는 규칙 발견의 ‘안내’ 발문을 언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된
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법 요소이더라도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교수･학습하
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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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은 대체적으로 중급 수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의 다양한 의미 기능과 통사적 제약으로 인해 한 번에 교수･학습할 수 
없고,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학습자들의 수준이 발
전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해서 각 단계에서 새로운 기능과 형태를 제시하는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과 형태를 제시할 때마다 이미 학습한 
‘-던’과 ‘-았던’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익힐 필요가 있다. 이미 학습한 내용을 
익히는 방법과 새로 학습할 내용을 교수･학습 시킬 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문법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대체적으로 형태에 초점을 둔 활동과 보다 
의미 전달에 더 초점을 맞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누난(Nunan, 1999)은 외국
어 교수 방법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 언어를 교육 시킬 때 유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맥락 속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급 학습자에게는 해당 문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급 학습자들에게는 형태 초
점 과제를 통해 교수･학습 하는 방법을 구성하였다. 형태 초점 교육은 지나치게 
형태만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태에는 초점을 맞추되 의미의 생산도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Doughty and Williams, 1998).

다우티와 윌리엄스(Doughty and Williams, 1998)에서는 형태 초점 과제를 사용
하여 교수･학습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선택 1(Curriculum Option 1)
A. 규칙 제시 ￫ 선언적 지식 발달
B. 회상(reflection) ￫ 절차화
C. 통제된 연습 ￫ 선어적 지식의 정착(anchoring)
D. 유창성 연습 ￫ 자동화

선택 2(Curriculum Option 2)
A. 입력 ￫ 의미 처리
B. 입력 처리 ￫ 형식적 자질 흡수
C. 출력 ￫ 유창성

선택 3(Curriculum Option 3)
A. 전출현(Preemergence): 암시적 기술, 입력 향상 ￫ 인지
B. 출현: 적절한 기술/ 명시적 기술/ 집중된 피드백/ 과제 자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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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naturalness) 활동에 생산을 동반하는 메타 언어적 회상 중 선택 ￫ 인지
적 차이

고급과 초고급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변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임의대로 생긴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내적 적용 규칙이 있다. 손베리(Thornbury. 2004)에서는 
학습자들의 문법 오류를 다루는 방법을 논하면서 체계상의 오류(systematic 
error)는 임의대로 있는 오류에 비해, 수정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였다. 수정은 학
습자가 가설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기각하는 것을 돕거나 혹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칙들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고급과 초고
급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기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자기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입력 강화를 들 수 있다. 많은 학습
자들이 목표 언어인 한국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의사소통 하는 데 
배운 문법 요소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입력된 수많은 정확한 형태를 
모두 내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형태의 목표 언어 입력 자료가 학
습자의 언어 배경에 맞게 제공되었을 때에만 습득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주의력을 어디로 초점을 맞추느냐는 문제도 아주 중요하
다. 즉, 학습자가 입력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 대화할 때는 의미에 더 많이 집중하고 모어 
화자가 사용하는 정확한 형태에 대해 주목을 덜 한다. 반 패턴(VanPatten, 1996)
에는 학습자는 형태를 처리하기에 앞서 의미를 입력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하였
다32). 학습자가 입력을 처리할 때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유한하기 
때문에 형태와 의미에 모두 집중하기 어렵다. 입력 자료의 형태보다 전달된 의미
를 먼저 처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에 대해 주의력을 덜 준다. 학습자의 주의
력을 한국어의 특정한 언어 형태에 집중시킬 수만 있다면 학습자가 한국어의 형태
를 습득하는 데 크게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원칙1. 학습자는 형태를 처리하기에 앞서 의미를 입력 처리하려 한다.
    a. 학습자는 내용어를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b. 학습자는 의미 정보를 빨리 얻기 위하여 문법 항목보다 어휘 항목을 긴급하게 처리하

다.
    c. 학습자는 의미 가치가 낮은 형태보다 의미 가치가 높은 형태를 우선 처리한다.
    원칙2. 학습자는 의미 가치가 낮은 형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가치가 높은 내용

에는 주의력의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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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배운 문법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다양한 형태로 응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고급이나 고급 이상의 학습자에게는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를 통한 교수를 시키고자 한다. 학습자가 형태를 처리하기에 앞서 
의미를 입력 처리하려고 한다(VanPatten, 1996). 학습자들이 의미뿐만 아니라 목
표 형태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입력을 처리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학습
자에게 문어나 구어로 올바른 입력 자료가 주어질 때 형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다. 학습자가 이미 해당 문법 요소의 의미 기능이나 형태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입력된 자료의 형태에 집중만 하면 어느 정도의 자기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입력 강화를 통하여 학습자의 잘못된 내적 적용 결합 규칙을 수정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의미의 단계적, 변별적 제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은 단순히 시제
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서법, 상과도 얽혀 있어 그의 복잡성33)이 뚜렷하다. 형태
와 기능이 투명하게 연결되어 형태와 기능의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문법 요소는 
습득하기 쉬운 언어 형태이다. 그러나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의 경우에는 
‘과거 회상’, ‘미완료’, ‘과거 지속’, ‘-았던’은 ‘과거 회상’, ‘완료’ 등 다양한 기능으
로 사용된다. 이러한 다기능 형태소는 습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법 요소에 대해서 한 번에 제시할 수 없고 대표적인 기능부터 단계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문법 항목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내용 요소를 위계화 
할 필요가 있다. 

강현화(2007)에서는 문법 항목의 위계화를 설계하면서 ‘단순한 것, 난이도가 낮
은 것, 빈도가 높은 것’ 등을 먼저 가르친다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강혜옥(2006)
에서는 대상 문법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맥락의존성, 발견가능성, 고빈도 
오류 세 가지를 들었다. 김호정(2006나)에서는 언어 인식 고양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좁은 의미의 문법보다는 목표어 전반, 언어 전반에 대한 언어적 인식 및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문법 요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민현식(2009)에서는 

   33) ‘복잡성’이란 대상 문법 요소가 언어 내적, 외적으로 단순하지 않음을 말한다(이슬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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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내적 복잡성

형태-기능 투명성35)
복합적 처리 과정36)
규칙 예외성37)

외적 복잡성 보편 문법과의 관계
모국어 문법과의 관계

문법 항목의 위계화 결정 시 문법 내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학습자 요구, 교육과정
의 목적과 목표, 사용 맥락, 의미 선정, 교수법, 평가 등의 문법 외적 논리도 고려
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학습자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연구 대상 문법인 과거 회상 관
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학습
자 요인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대상 문법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학습자 요인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Ⅲ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습자의 인지 
능력의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 의미를 처리하는 데 이미 많은 주의를 빼앗기게 되
면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은 어려워진다(반 패턴 VanPatten, 1996). 또한 학
습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쉽다면 이는 학습자에게 어떤 도전도 안겨 주지 못할 것
이고 재구조화, 유창성 등 어떤 목표도 달성시키지 못할 것이다(Skehan, 1995).

이슬비(2010)에서 복잡성을 내적 복잡성과 외적 복잡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내적 복잡성에 대해서는 형태-기능 투명성(transparent)34), 복합적 처리 과정, 규
칙 예외성을 들었다. 외적 복잡성에 대해서는 보편 문법과의 관계, 모국어 문법과
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7> 교육 내용의 복잡성과 관련된 문법적 용인(이슬비, 2010)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은 하나의 형태에 보다 많은 기능이 
대응되어 있다. 즉 형태가 의미 기능과의 대응 관계가 명백하지 않고 학습자에게 

34) 형태-기능 관계의 투명성이란 하나의 형태가 하나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35) 이슬비(2010)에서는 형태와 기능이 투명하게(transparent)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 경우

에는 습득하기 쉽다고 설명하였다.
36) 이는 빈도가 아주 높은 문법이나 사용 원리가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고급 단계에 가서

도 형태에 초점을 두어 가르칠 필요가 있는 문법 요소이다. 
37) 이는 선행 지식이 많이 필요한 문법 요소이다. 예를 들면 불규칙 활용 중 ‘ㄹ' 탈락 용언

을 학습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조상민(2002)에서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음조화 현
상, 용언 어간 말음 유무에 따른 매개모음 개입 여부, ’ㄴ‘, ’ㅅ‘, ’ㅁ‘로 시작하는 어미에 
대한 지식, 일반 기타 용언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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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정의
1. 형태적 복잡성 구조가 하나 혹은 더 많은 요소를 포함하는 정도
2. 기능적 복잡성 구조에 의해 실현되는 의미가 투명한 정도
3. 신뢰도 규칙이 예외를 갖는 정도
4. 범위 규칙이 넓게 혹은 좁게 적용되는 범위의 정도
5. 메타언어 규칙이 최소한의 메타언어로 간단히 표현되는 정도
6. 제1언어/제2언어 

대조
제1언어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특징

보다 더 쉬움

목표 문법 요소의 여러 기능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형태와 결합 규칙을 교수･학습 시키는 데 
학습자가 기존에 배웠던 다른 관형사형 어미나 연결어미의 적용 규칙과 구별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용언의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어미와 결합을 시
킬 경우에는 반듯이 모음 ‘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던’과 ‘-았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결합 규칙들을 학습자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대조시키면서 명시적으로 교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던’과 ‘-았던’의 다양한 의
미 기능을 가르치기에 앞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던’과 ‘-았던’ 
이 갖고 있는 내적 복잡성과 관련된 것이다. 

Ⅲ장 2절에서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에 따른 변이를 다룬 바가 있다. 언어 외적 
복잡성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복잡성을 말한다. 모국어와 목표 언어의 문법 
체계가 다를 때 야기되는 학습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법 교수에
서 형태에 초점을 두어 교수할 필요가 있다. 

문법 요소는 하위 내용 요소로 형태, 의미, 기능적 내용을 지닌다
(Larsen-Freeman, 2003). 또한 이 안에 여러 가지 층위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한 번에 습득할 수는 없다. 김제열(2001)에서 나선형 교육
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엘리스(Ellis, 
1991)는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수의 위상에 관하여 문법 교수를 옹호하면서 문
법을 교수하기 위한 명시적 지식 접근법으로서 문법 구조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준
거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그가 복수접미사 ‘-s’의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예
를 생략하도록 하겠다.

<표28> 문법 구조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준거(엘리스 Ellis, 1991)



- 97 -

단
계

형
태 결합 형태 의 미 

기능 통사적 제약 관련 문법 
개념

1 -던
용언 어간+ 

던(동작 동사, 
상태 동사까지
만 제시)

과 거 
회상;

과 거 
미완료

없음
다른 관형

사형 어미에 
관한 지식

2 -던

용언 어간+ 
던 ( 이 다 / 아 니
다, 있다/없다, 
상태 동사와의 
결합 형태까지 
제시)

과 거 
지속

1회적 동사, 순간 동
사, 자주 일어날 수 없
는 특별한 사건을 나타
내는 동사와 결합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경우, 
허용된 경우에 대한 제
시 및 설명

다른 관형
사형 어미, 특
히 ‘-(으)ㄴ’
과의 구별

3 -았
던

용언 어간+
았던

과 거 
회 상 , 
완료

없음 ‘ - 던 ’ 과 의 
구별

4
-
던 , 
-았
던

위와 같음 위 와 
같음 위와 같음

‘-던’과 ‘-
았던’에 관련
된 내용을 정
리하면서 다
시 한 번 구
별시킴

 
앞에서 살펴본 것으로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을 형태, 의미 기능, 통사적 제약 세 가지 층위에서 
단계별로 제시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29>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의 교육 내용 위계화 

위와 같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을 교수･학습하는 데 단계
별로 대상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대상 문법의 다의미, 다기능, 통사적 
제약 등 요소로 인한 복잡성 때문에 정리한 것이다. 학습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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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능이 제시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핵심 의미부터 
순차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복합적 문법 제약 및 선행 지식이 요구되는 경
우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위에 제시한 내용은 아직 대부분의 교재에 반영되지 않
은 부분도 있지만 학습자들의 요구와 실제 의사소통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
수･학습 대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던’과 ‘-았던’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법 요소이든 교수･학습 하는 데 그 문법 
요소를 고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맥락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학습자
들이 이미 파악한 지식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학습자들이 해당 문법 요소를 이해
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연계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
습자들의 단계와 대상 문법 요소의 내용에 따라 교수･학습의 방법도 달리 할 필요
가 있다. 

4. ‘-던’과 ‘-았던’에 대한 교수·학습의 단계

외국어 교육에서 널리 알려진 교수⦁학습 모형에는 PPP모형(상향식 모형)과 
TTT모형(하향식 모형)이 있다. 상향식 모형은 제시(presentation), 연습
(practice), 생성(production)으로 구성되고, 하향식 모형은 과제(task), 교수
(teach), 과제(task)로 구성된다. 스콧 손베리(Scott Thornbury, 1999)에서 상향
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

PPP모형에서
언어는 조금씩, 그리고 단계적으로 학습된다.
유창성은 정확성으로부터 발달된다.
문법적인 지식은 연습을 통해 절차화된다.

TTT모형에서 
언어는 한꺼번에 비약적으로 습득된다.
정확성은 유창성이 발달된 다음에 발달된다.
내적 문법은 노출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다.

위와 같이 PPP모형은 ‘정확성에서 유창성으로’ 가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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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TTT모형은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 가는 수업 모형을 주장한다. PPP모형은 
문법 규칙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언어를 산
출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모형은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학습을 대표하고 
있다. PPP모형은 언어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학습된다고 본다.  그리고 유창성은 
정확성으로부터 발달한다고 본다.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학습을 반복
적인 연습을 통해 자동화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요즘에는 문법 자체에 초점을 두
는 것보다 문법의 맥락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문법이 사용되는 상황을 보여 주
는 도입 단계를 설정하여 약간 변형된 상향식 모형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교수･학습 모형은 정리된 결과적 지식을 가지고 학습자
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정리된 결과적 지식을 학
습자에게 전달하는 데 중심을 두는 것으로, 학습자들 스스로 문법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는 문법 교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민현식
(2006)에서는 리차즈(Richards, 2002)가 주장한 학습자의 문법 규칙 학습 과정을 
반영한 교수･학습 모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리차즈(Richards, 2002)에서 주장한 
학습자의 문법 규칙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력 자료
  ￬
주목
  ￬
규칙 발견
  ￬
조정과 재구성
  ￬
실험

위에 제시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문법 교수의 가장 큰 두 가지 방향을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고려한 
교수･학습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귀납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리된 결과를 학습자에게 주입하는 것처럼 가르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목
표 문법을 발견하고 규칙을 찾아낼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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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어 문법 교수 모형은 대개 연역적인 접근에 치우쳐 있다.  
귀납적 접근을 활용한 문법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모색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법 
교수의 다양화 및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귀납적 접근에 의한 교
수･학습 모형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귀납적 접근을 강조하는 제2언어 교수･학습 모형은 엠 루이스(M.Lewis)의 OHE
모형을 들 수 있다. 그는 PPP모형의 귀납적 절차와 언어 구조와 함께 담화의 이
해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었다. OHE모형은 다음과 같다.

O(Observe, 이해 및 관찰)
￬
H(Hypothesis, 발견 및 가설 형성)
￬
E(Experiment, 시도 및 활용)

OHE모형에서 개별적인 문법 항목보다는 담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담
화 속에서 학습자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어휘 지식이나 문맥과 함께 새로운 문법 
구조를 관찰한다. 그리고 해당 문법 항목의 의미와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게 동기부
여한다. 그러한 다음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발견한 규칙을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산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위에 제시한 모형을 ‘-던’과 ‘-았던’을 교수･학습 하는 데 적용해 
보고자 한다. OHE모형에 따라 이해 및 관찰 → 발견 및 가설 형성 → 시도 및 활
용 세 단계별로 진행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모색해 본다.

1) 이해 및 관찰 단계(Observe)

먼저 ‘-던’과 ‘-았던’이  포함되어 있는 입력 자료를 제시해 준다. 학습자가 1차
적으로 주어진 문장이나 담화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문법은 어휘와 함께 
담화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자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으며 주된 초
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맥락 속에서 목표 문법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목표 문
법을 주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학습자들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에
너지를 쏟아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된 입력 자료를 통제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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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를 쉬운 것으로 사용하는 것, 목표 문법인 ‘-던’과 ‘-았던’ 외에 다른 문법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 등을 통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던’과 ‘-았던’을 주목하게 
한다.

입력 자료의 수준에 대해서는 크라센(Krashen, 1984)의 입력 가설에 의하면 언
어 습득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현재 학습자의 언어 능력 수준을 ‘약
간 상화하는’ 수준의 언어 구조를 가진 언어 입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학습
자의 수준이 중간 언어(i)라고 하면, 학습자가 이해하는 언어 입력은 i+1을 포함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현재 학습자 자신의 언어 지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언어 입력이 제공되어야 학습자가 그 언어 입력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나머지 부
분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학습자의 언어가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할 입력 자료 구성에 있어서 ‘-던’과 ‘-았던’이라는 문법 항목에 
대한 사용은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다른 문법 
항목의 사용을 제한할 것이다. 또한 교수･학습 대상인 ‘-던’과 ‘-았던’의 의미 기
능이나 형태 결합 규칙을 잘 드러낼 수 있게 어휘를 적절하게 하되 학습자들이 어
휘에 대한 주의로 형태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어휘를 쉬운 
것으로 택한다.

2) 발견 및 가설 형성 단계(Hypothesis)

다양한 문장과 담화를 제시하면서 학습자들이 ‘-던’과 ‘-았던’의 결합 규칙이나 
사용되는 상황 맥락에 대해 파악하게 된다. 이 단계는 바로 목표 문법의 규칙을 
찾아내고 가설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맥락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문법을 초점화 
시키고 교사나 교재의 안내를 받아 학습자 스스로 목표 문법에 대한 가설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focus on form). 이 단계에서 교사가 바로 목표 문법
의 결합 규칙과 의미 기능을 제시하면 일방적인 교육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
지 못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입력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교사가 유도하는 방식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표 문법에 대해 정리하게 한다. 
학습자가 주어진 다양한 맥락 속에서 목표 문법에 대한 가설을 형성한 다음에 교
사가 그 가설들을 검증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가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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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 및 활용 단계(Experiment)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검증된 가설을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서 적용하
는 것이다. 이때는 학습자가 형성, 검증된 가설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목표 문법을 활용한 말하기, 듣기, 읽
기, 쓰기와 같은 기능 활동들이 포함된다. 이때는 목표 문법만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문표 
문법 항목을 포함하여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 한 번에 이러한 단계들을 걸쳐 교수･학
습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 자체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가
르쳐야 할 것이다. 즉 처음에 ‘-던’의 ‘과거 회상’이라는 의미 기능과 결합 정보에 
대해서 교수･학습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면 그 의미 기능과 결합 정보를 위
에 제시한 세 가지 단계를 걸쳐 교수･학습 하는 것을 제안한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올라간 다음에 ‘-던’의 다른 의미 기능에 대해서 가르칠 것인
데 역시 위에 제시한 단계들을 걸쳐 교수･학습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시 모형
은 다음 절에서 기술할 것이다.

5. ‘-던’과 ‘-았던’에 대한 교수·학습의 실제

Ⅱ장 1.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고에서는 ‘-던’의 ‘과거 회상’, ‘미완료’, ‘과거 
지속’, 그리고 ‘-았던’의 ‘과거 회상’, ‘과거 완료’ 등 의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였다. Ⅲ장에서는 이 다섯 가지 의미 기능에 따라 설계한 설문지를 통해 학
습자들이 해당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의 오류를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찾아내기 위해서 교수･학습 원리를 살펴보고 교육 내용
을 정리하였다. 앞 절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 중에서 ‘-던’의 ‘미완료’ 기능을 효과
적으로 교수･학습 모형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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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 및 관찰 단계

학습자가 이미 ‘-던’의 ‘과거 회상’ 기능과 기본적으로 ‘용언+던’의 결합 규칙을 
학습한 단계에서 ‘-던’의 ‘과거 미완료’ 기능에 대해서 배우는 상황으로 설정하였
다. ‘-던’이 포함된 텍스트들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 텍스트의 구성에 있어서 
‘-던’ 외에 다른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는 데 학습자들의 수준에 비해 쉬운 것으로 
택해야 한다. 

<대화 1>에서 ‘가’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 상황에서 ‘나’가 아침에 먹다 남은 빵
을 나누어주겠다고 하였다. 사건 발생 시가 발화시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지만 ‘-
던’을 사용한다. ‘-던’을 제외하여 대화를 구성하는 두 문장은 보다 쉬운 문법 항
목과 어휘로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화 2>도 역시 목표 문법의 의미를 보여 줄 수 

학습자 수준: 3급
목표 문법: 미완료를 나타내는 ‘-던’
‘-던’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배경: 
의미 기능 - 과거 회상 
결합 정보 - 용언 어간 +던

<대화 1>
가: 배가 고프다. 밥 먹을 시간이 없네. 
나: 밥 아직 안 먹었어? 아침에 먹던 빵 좀 있는데 좀 먹을래?

<대화 2>
가: 왔어? 많이 늦었네. 얼른 들어와.
나: 네, 죄송해요. 집에서 일찍 나왔지만, 지갑을 놓고 와서 가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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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준에서 짧은 대화문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입력 자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 학습

자들이 ‘-던’과 용언의 결합, 그리고 뒤에 나온 피수식 명사와의 결합을 통해 ‘미
완료’ 기능을 나타낸다. 이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목표 문법 문법을 위한 맥락을 
올바르게 형성해 가기 위한 과정이다. 

먼저 학습자에게 의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대화가 무슨 
뜻이었는지 말하라고 하거나, 쉬운 질문을 던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다. 예
를 들면, “<대화 1>에서 질문을 대답한 사람이 아침에 빵을 다 먹었어요?”, “지금 
빵 아직 있어요?”, “<대화 2>에서 대답한 사람이 왜 늦었어요?” 등과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습자가 제시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할 수 있다. 

2) 발견 및 가설 형성 단계

이 단계에서는 제시된 자료를 보면서 목표 문법의 의미와 결합 규칙을 주목하게 
한다. 밑줄 그은 부분을 가기키며 목표 문법이 포함된 부분을 초점화 시킨다. 

학습자에게 <대화 1>과 <대화 2> 중에 시간 부사, 서술어 어미, 관형사형 어
미가 수식하는 명사를 따로 표시해 놓았다. 그리고 ‘-던’의 결합 형태에 밑줄 그

<대화 1>
가: 배가 고프다. 밥 먹을 시간이 없네. 
나: 밥 아직 안 먹었어? 아침에 먹던 빵 좀 있는데 좀 먹을래?

<대화 2>
가: 왔어? 많이 늦었네. 얼른 들어와.
나: 네, 죄송해요. 집에서 일찍 나왔지만, 지갑을 놓고 와서 가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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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결합 정보
먹다 먹던
마시다 마시던
가다 가던
입다 입던

단어 결합 정보
좋다 좋던
예쁘다 예쁘던
외롭다 외롭던
맛있다 맛있던

단어 결합 정보
듣다 듣던
알다 알던
모르다 모르던
쓰다 쓰던

단어 결합 정보
있다 있던
없다 없던

은 상태로 학습자에게 다시 제시한다. 
그 다음에 학습자가 형태와 관련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한다. 용언의 어간에 받

침 유무를 관찰하게 하고, 받침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던’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관찰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1>과 <대화 2>
에서는 받침 있는 동사와 없는 동사 하나씩 예로 만들었다. 

학습자가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던’의 결합 규칙을 기존에 학습한 경험이 있
기 때문에 용언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용언 어간+던’의 결합 형태를 쉽게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사가 ‘-던’과의 형태적 결합 정보를 
품사별로 제시한다. 학습자들이 쉽게 헷갈릴 수 있는 받침의 유무, 불규칙활용, 특
수 어휘, 동사 분류 등 언어적 맥락에 따라 결합 정보를 제시한다.

 <표30> 받침의 유무에 따른 결합 정보
 

<표31> 상태 동사와의 결합 정보

<표32> 불규칙활용 동사와의 결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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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던
아니다 아니던

<표33> 특수 어휘와의 결합 정보

학습자에게 왼쪽에 있는 단어를 제시하며 오른쪽 빈칸을 채우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학습자들이 잘 모르거나 잘못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자들이 ‘-던’의 미완료 의미 기능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것
이다. <대화 1>와 <대화 2>에 제시된 의미적, 시간적 단서를 통해 ‘-던’의 의미
에 대해 정리한다. 학습자가 생성한 가설에 대해서 확인하고 유도하는 식으로 더 
체계화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담화를 제시하면서 더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해 준다.

그 외에 ‘-던’의 발음에 대해서 정확히 발음할 수 있도록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
다. 중급 학습자이지만 발음은 중간언어의 어느 단계에서든 끊임없이 연습과 훈련
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앞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음 ‘어’와 ‘으’의 발음을 제대
로 구별하지 못하는 관계로 ‘-던’과 ‘-든’을 혼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살펴본 
바가 있다. 이 단계에서 발음에 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도 및 활용 단계

시도 및 활동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목표 문법 항목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상황 맥락을 제시한다. 학습자가 목표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그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어휘 지식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학습자
들에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너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어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서 그림을 활용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표현을 하게 할 수 있다. 먼저 한 
사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커피를 들고 마시려는 그림을 보여준다. 다음 그림
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테이블 옆에 뭔가를 표정으로 서 있는 
그림을 보여준다. 상황 맥락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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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그림을 보고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
었어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대답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커피가 
없어진 그림을 제시해 준 다음에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목표 문법 항목을 사용하
여 대답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상황 맥락을 다양하게 만들고 제시해 주면서 학습자들이 목표 문법 
항목의 적절한 형태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이러한 단
계별로 다양한 예문과 상황 맥락을 만들어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가: 첫 번째 그림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가: 두 번째 그림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서 있어요?
나: 10분 전에 __________ 커피가 없어져서 찾고 있어요.

상황에 대한 설명:
이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중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10분 후에 다시 들어

왔는데 커피가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커피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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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데 보

이는 다양한 변이 양상을 주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목표 언어인 한
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목표 언어를 중간언어라고 한다. 중간언어를 산
출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모습은 중간언어 변이라고 한다. 그들의 변이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무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
를 갖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해당 문법 항목을 사용하는 데 내적 적용되는 결
합 규칙이 있다. 그러한 변이 양상과 학습자들의 내적 적용 규칙을 알아보기 위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Ⅰ장에서는 학습자들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하고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하여 
그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중간언어 변이와 
관련된 연구, 관형사형 어미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론으로는 한국어교
육에서 관형사형 어미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왔지만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 아직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연구도 드물다. 중간언어 변
이와 관련된 연구는 영어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아직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 자료가 조사를 통해 얻은 문어로 치중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소수의 학습자만 참여하는 조사는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

Ⅱ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간언어 변이에 대한 내용
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간언어, 중간언어 변이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의 특징에 대
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중간언어 변이가 언어적 요인, 언어 수행 상황적 요인, 심
리언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 과거 회상 관형
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 동사와의 결합 정보, 통사적 제약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던’, ‘-았던’ 간의 차이, 그리고 학습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으)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와 중국어를 대조분석하여 모국어
의 전이에 의한 변이를 예축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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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과 ‘-았던’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5가지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여 교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재 분석을 통하여 ‘-던’과 ‘-
았던’의 의미 기능, 결합 규칙에 대해서 단계별로 다양한 맥락 안에서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장에서는 번역 테스트 4개 문항, 문법성 판단 테스트 25개 문항, 그리고 ‘-
던’과 ‘-았던’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들의 중간
언어 자료를 얻었다. 설문 조사는 중급, 고급, 초고급 학습자 각 20명씩에게 실시
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얻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생성한 작문 자료, 이메일, 채팅 내용 등으로 구성
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자료들을 통해 알아본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변이는 미사용, 과사용, 단순 형
태적인 변이 등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변이들을 보이는 요인은 언어적 요인으로는 
받침의 유무, 상대 시제, 특수 어휘 등이 있었다. 고급과 초고급 학습자에 비하여 
중급 학습자에게 단순 형태적인 변이와 실수가 더 많이 나타났다. 고급 학습자에
게 퇴행 현상이 일어났지만 초고급에 올라가서는 올바른 형태로 구성된 목표 언어 
자료의 입력, 스스로 수정을 통하여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해 다시 유창성과 정확성
을 갖추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 수행 상황적 요인으로는 그들이 번역 
테스트에서 보이는 변이 양상이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보이는 변이 양상보다 훨
씬 다양했다. 심리언어적 요인으로는 전략 사용, 모국어에 의한 전이 등이 있었다. 
그 중에 회피 전략의 사용 현상이 나타났다. 한 중 대조분석을 통해 예측한 학습
자들의 변이 양상은 다시 확인되었다. 학습자들이 ‘-던’, ‘-았던’의 의미 기능, 그
들의 차이, ‘-(으)ㄴ’과의 구별, 결합 규칙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하는 경향, 적절한 맥락에서 의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유
창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추면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변이의 이유를 확인하면서 학습자들의 내적 적용 규칙을 알아보
았다. 

Ⅳ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교수･학습을 설계하였다. 학습자들의 요구, 변이 양
상, 목표 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던’과 ‘-았던’의 교수･학습 내용을 형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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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으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다. 그 내용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위계화시켰다. 중
급과 고급, 초고급 학습자들의 변이 양상을 보이는 데 나타난 차이를 고려하여 중
급에서는 형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고급 내지 초고급 단계에서는 올바른 형태로 구성된 자료의 입력, 그리고 해당 문
법 항목에 대한 입력 강화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
법을 사용한다. 그에 따라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대조분석이나 오류 분석 연구에 비해 중간언어 변이 관점
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아직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언어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나아갔지만 그들의 내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교수･학습 하
는 데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
록 사후 점검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내면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교
수･학습 모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한 위
계화를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문어 자
료만 분석하고 구어 자료를 연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후속 연
구에서 구어 자료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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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조사 도구

1.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___________
2. 나이는? ____________
3. 성별은? ____________
4. 한국에 언제 왔습니까? ________년 _________월
5. 한국어 공부를 얼마 동안 했습니까?
한국에서: ________년 _________개 월 ____________(기관 이름)
당신의 나라에서: __________년 _________개 월 ____________(기관 이름)
6.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셨습니까? _______급
7. 당신은 하루에 한국인과 몇 시간씩 대화합니까? _________ 시간
8. 당신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전공 ____________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현재 한국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
으로 사용됩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부담 없이 알고 있는 대로 써 주시기 바랍
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바쁘
신 가운데 협조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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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세요.
1. 我穿的是姐姐以前穿过的衣服。

2. 这是我期中考试结束之后和朋友一起来过的饭店。

3. 这是3年前姐姐结婚时穿过的婚纱。

4. 大家加把劲，把手头的事做完再出去吃饭吧。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 가: 명철이 아니니? 나 기억해?
   나: 아, 너 우리 옆집에 ____ 신애가 아냐? 당연히 기억하지.
   1) 산   2) 살던   3) 살았던   4) 사는

2. 가: 요즘은 자꾸 어릴 때 ______ 음식이 생각나요.
   나: 그래요? 고향에 가고 싶은가 봐요.
   1) 먹은   2) 먹던   3) 먹었던   4) 먹는

3. 가: 아까 나가지 않았어요? 왜 다시 왔어요?
   나: 지갑을 두고 가서 집에 ____ 길을 되돌아왔어요.
   1) 간    2) 가던   3) 갔던    4) 가는

4. 가: 내가 ____ 커피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혹시 못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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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커피요? 제가 모르고 마셔 버렸는데 어떡하죠?
   1) 마신   2) 마시던   3) 마셨던   4) 마시는 

5. 가: 엄마, 공책 하나만 사 주시면 안 돼요?
   나: _____ 것 다 쓰면 새 것 사 줄게. 
   1) 쓴   2) 쓰던   3) 썼던   4) 쓰는
 
6. 가: 정아 씨, 여기서 다 만나네요.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요?
   나: 네, ____ 도장을 잃어버려서 새로 만들려고 왔어요. 
   1) 사용한   2) 사용하던   3) 사용했던   4) 사용하는

7. 가: 준호 씨, 퇴근 안 하세요?
   나: ____ 일을 마저 끝내고 가려고요.
   1) 한   2) 하던   3) 했던   4) 하는

8. 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가 있어요? 추천 좀 해 주세요. 
   나: 이것 어때요? 이걸 보여 주니까 ____ 우리 아이도 금세 울음을 그치더라

고요.
   1) 운   2) 울던   3) 울었던   4) 우는

9. 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 그러게요. ______ 잔디밭도 어느덧 시들기 시작했네요.
   1) 푸르싱싱한   2) 푸르싱싱하던   3) 푸르싱싱했던   

10. 가: 지금 타고 있는 오토바이는 새 거예요?
   나: 아니오. 친구가 ____ 것을 내게 주었어요.
   1) 탄   2) 타던   3) 탔던   4) 타는

11. 가: 수미 씨, 새 원피스를 입었네요. 아주 예뻐요.
   나: 새 것 아니에요. 계속 _____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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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은   2) 입던   3) 입었던   4) 입는

12. 가: 대학교 때 같이 찍었던 사진 몇 장 보냈어. 잘 받았지?
    나: 잘 받았어. 사진 보니까 열심히 ____ 너의 모습이 기억나. 
    1) 공부한   2) 공부하던   3) 공부했던   4) 공부하는

13. 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나: 외국에서 ____ 아들이 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1) 유학한   2) 유학하던   3) 유학했던   4) 유학하는

14. 가: 요즘 어떻게 지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얼굴이 어둡네요.
    나: 2년 동안 ______ 사람과 헤어져서 마음이 아파요.
    1) 사귄   2) 사귀던   3) 사귀었던   4) 사귀는

15. 가: 오랜만이에요. 그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나: 나는 그 동안 ____ 학교를 다시 다녔어요.
    1) 쉰   2) 쉬던   3) 쉬었던   4) 쉬는

16. 가: 새로 이사하셨다면서요? 사진 보니까 집이 정말 넓고 예쁘던데요.
    나: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전에 ____  고향집 자꾸 생각나네요.
    1) 산   2) 살던   3) 살았던   4) 사는

17. 가: 방학 때 집에 갈 거예요? 짐이 많으면 내가 도와줄게요.
    나: 정말 감사합니다. 사용 중_____ 텔레비전을 집에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

하고 있었는데 도와준다고 하니까 정말 잘 됐어요.
    1) 인   2) 이던   3)이었던   4) 이는

18. 가: 고향 잘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가는 거라 좋았겠네요?
    나: 네, 겨울 추위가 한창___ 때에 돌아가서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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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   2) 이던   3)이었던   4) 이는

19. 가: 유학 생활이 어땠어요? 혼자 외국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나: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그리 외롭지 _____ 것 같아요.
    1) 않은   2) 않던   3) 않았던   

20. 가: 요즘 무슨 볼 만한 책이 있어요?
    나: 지난주에 내가 ______ 책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1) 읽은   2) 읽던   3) 읽었던   4) 읽는
21. 가: 혹시 저 사람 알아요? 계속 이쪽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나: 네, 아주 옛날에 파티에서 한 번 _____ 사람이네요.
    1) 만난   2) 만나던   3) 만났던   4) 만나는

22. 가: 이곳이 내가 _____ 곳이에요.
    나: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나도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요.
    1) 결혼한   2) 결혼하던   3) 결혼했던   4) 결혼하는

23. 가: 이 드레스는 누구 것이에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나: 네, 30년 전에 어머니께서 결혼식에서 _____ 드레스예요.
    1) 입으신   2) 입으시던   3) 입으셨던   4) 입으시는

24. 가: 몸매가 어쩌면 이렇게 예쁘세요? 타고난 거죠?
    나: 아니에요. 저한테도 아주 _____ 시절이 있었어요.
    1) 뚱뚱한   2) 뚱뚱하던   3) 뚱뚱했던

25. 가: 영수랑 화해했어? 둘이 같이 있을 때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더라.
    나: 네, 화해했어요. 상대방을 조금만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면 원수 _____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 인   2) 이던   3)이었던   4)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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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던’과 ‘-았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2. ‘-던’과 ‘-았던’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던’과 ‘-았던’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
까?

4.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늘었다
면 무엇을 통해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1) 한국어 수업   2) 한국인과의 대화   3) 한국어로 책 읽기   4) 한국 드라
마와 영화 보기   5) 기타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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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Past Recollection 
Adnominal endings '-deon' and '-assdeon' 

XU MAN(2009-22608)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interlanguage variation when Chinese learners 

use the past recollection adnominal endings. It studies the variation and 

finds its causes. Interlanguage is the target language generated when 

learners study the foreign languages. In the process of interlanguage 

generation, there appear various phenomena, which are accordingly called 

interlanguage variation. The variations made by the learners are systematic 

with adequate foundation, because they have their own principles when using 

target language grammar. This thesis is aimed to comprehend the principles 

the learners adopt while using the grammar, and then to find the solutions 

to the variations.

‘-deon’ and ‘-assdeon’ have a variety of meanings. The principles of them 
following verb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adnominal endings with 
verbs. ‘-deon’ and ‘-assdeon’ are closely related with tense, mood, and 
aspect, which causes great difficulty to the learners. These two grammatical 
points, with their complexity in grammatical morphology and diversity in 
meaning, don’t attract corresponding attention in Korean education field. 
Therefore, the learners are weak in this respect. In order to know well how 
the learners master these grammatical points, this research maked 
questionnaire and interview.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three parts: 
investigation for the learners’ awareness in these two grammatical points, 
Grammaticality Judgment Test, and translation test. Also, twenty from 
intermediate, advanced, and super learners are respectively investigated with 
the questions. What’s more, the  researcher collected the learners’ writings 



- 122 -

for analysis in case their personal intention misleads the learners, and then 
the collected information is untrue. 

It has been found out that, based on the analyses of these collected 
materials, language learners' classified into ellipsis, replace, addition, and 
simple morphological variation, etc.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ese 
variations. The first is linguistic context, which can be specifically divided 
into with or without stems, opposite tenses, special vocabulary and other 

reasons that bring about the variation. Compared with advanced and super 

learners, more simple morphological variations as well as more errors exist 

among intermediate learners.Similarly, the advanced learners’ interlanguage 

shows backsliding. However, for the super learners, with the input of target 

language with correct morphology and the learners’ self modification, the 

target language grammar is used with much fluency and correctness. The 

second reason is situational context. Variations in translation test appear 

more frequently than in Grammaticality Judgment Test. The third is reason in 

psychological context. It mainly refers to the variations produced when 

learners adopt 'avoidance strategy', or the variations affected by the 

learners’ mother tongue.

The questionnaire reflected that the learners don’t fully understand the 

meanings of ‘-deon’和‘-assdeon’, their differences, as well as the 

differences with other adnominal endings, the connecting principles, etc. 

The learners avoid this grammar, so they don’t express themselves with it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Even if they use it, the fluency and 

correctness are not achieved simultaneously. With the interview, the 

researchers confirm the principles for the learners to use grammar.

The researcher designed a teaching-learning model, which i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and takes Chinese learners as the objects. This design, fully 

considering the learners’ requirements, the variations, and the target 

language grammar features, classifies its contents according to three 

aspects of form, meaning, and rhetoric for different learners. Du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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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pancy between the intermediate, advanced, and super learners, the 

researcher allowed the learners at intermediate stage to focus on study of 

grammar, while pushing the learners to achieve self modification at advanced 

and super stages through input enhancement and achieve the goal of self 

modifying.

Compared with contrastive analysis and error analysis, there are fewer 

studies of interlanguage variation in the Korean education field. The former 

ways observe and analyze the learners’ language phenomena, but can’t 

understand their real ideas and the principles to use grammar, and then 

can’t feedback these problems to the teaching-learning model. By contrast, 

this research digs the inner heart of the learners through interview, 

inserts the problems into the model, and divide the target language grammar 

into several stages. From this point, this researcher is quite meaningful. 

However, it only studies the learners’ written language. It is a pity that 

the verbal data is not analyzed, and we wish it would be made up in the 

future research.

* Key words: Teaching Korean as s Foreign Language, Interlanguage Variation, 
Past Recollection Adnominal Endings, Context, Input Enhancement, Focus 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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