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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베트남 대학교 한국어 학과 정규과정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토대로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 발달을 측정하여 이들의 통사적 발달 양

상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에 베트남 북부에 있는 하노이국립외국대학교, 하노이대학교 및 남부에

있는 호치민인문사회대, 호치민기술대학교 네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부

터 4학년 대학생의 쓰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사적 복잡성, 정확성 측정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기존 제2언어 영어

교육 연구 및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통사적 복잡성 및 정확성을 어떤 방

법으로 측정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통사적 복잡성

과 정확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일반적 측정(general measures)과

특정적 측정(specific measures)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사적 복잡성을 일반적 측정 방법으로 문장 길이(문장당

형태소 수), 문장 확장(문장당 절 수,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문장당

대등절 수) 두 가지 측면으로 설정하였다. 통사적 복잡성의 특정적 측정

은 문장 확장에 관여하는 문법항목별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정확성은 역

시 일반적 측정, 특정적 측정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일반적 측정 방

법으로 ‘100어절당 오류 수’를 설정하였고 특정적 측정 방법으로 통사적

오류 중 문장 확장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항목에 한정하여 그 해당 문법

항목의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이에 더해 문장 확대 체계에 따라 내포문

을 한정해서 내포문별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내포문

을 한정해서 분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대등절보

다 내포절을 통한 문장 확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사적 복잡성 지표 중 문장 길이 측정 결과, 초-중급인 2급~3급 및

중-고급인 4급~6급 두 집단의 평균 개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장당 형태소 수가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 문장당 절 수에 있어서 2급-3급에 비해 5급-6급으로

가면서 문장당 절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4급 이후에는 문

장당 절 수가 미세하게 증가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문

장당 절 수’를 측정한 결과는 초급과 고급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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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인접 단계 차이는 변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 확장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장당 유형별 절 수를 측정한 결과,

모든 급에서 동일하게 관형사절, 부사절을 많이 사용하였고 대등절, 명사

절과 인용절의 사용률은 적었다. 통계적으로 급수별 관형사절과 부사절

사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문장당 대등절, 명사절과 인용절 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별 문당당 대등절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은 숙달도가 향상될수록 대등절보다

내포절을 더 많이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고급

수준으로 갈수록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에 기인하는 주요 요소는 관

형사절과 부사절이다. 숙달도별 문장당 명사절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는 것은 2급부터 6급까지 명사절의 사용이 거의 동일한 양적

수준으로 유지됨을 뜻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내포문 중에서도 명사

절 사용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명사절 사용을 피하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

복잡성 측정 결과를 다른 논문과 비교를 해서 베트남 학습자가 어느

단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베트남인 6급 학습자는 토

픽 중급 수준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픽 등급은 과락 점수가 없

으며 듣기, 읽기, 쓰기 세 영역의 합산 점수가 등급별 합격선에 해당하는

지 여부로 판단한다. 즉, 외국인 학습자들은 토픽 6급을 취득하였음에도

쓰기 능력이 고급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베트남인 6급 학습자는 토픽 6급을 취득하였음에 불구하고 문장 길이 측

면에 보면 아직까지 토픽 고급 모범 텍스트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

다.

복잡성의 특정적 측정은 숙달도에 따라 통사적 발달과 관련된 문법항

목 출현 빈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63% 이상을 차지하는 연결어

미의 목록을 보면, 토픽 모법 답안을 쓴 한국어 모어화자는 ‘-고, -게, -

어/아야, -(으)면, -아/어/여, -아/어서’의 6개를 사용하였으나 베트남 학

습자는 ‘-고, -아/어서, -(으)면, -(으)며’ 4개만을 사용하였고 심지어 ‘-

고, -아/어서, -(으)면’ 3개 항목의 누적비율이 60%였다. 연결어미 중 사

용을 회피하고 있거나 습득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 문법항목들은 ‘-게,

-어/아야, -아/어/여, -(으)며, -ㄴ다면, -라, -고자, -(으)므로, -(으)나,

-(으)려고, -더라도, -(으)나, -듯’ 이 있다. 이 문법항목들은 문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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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문법인데도 6급 학습자가 여전히 기피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개선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상은 정

규과정 학습자, 즉 학문 목적 학습자인데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한국어

로 논문을 쓸 수도 있고, 졸업한 후 한국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

으며 또는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한국어 구사

수준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문법항목들을 특별하게 교육적 처방이 필

요하다.

정확성 측정 결과, 100어절당 오류 수는 2급에서 높은 오류율이 보였

으며 4급까지도 정확성이 개선되지 않았다가 5급에 올라가야 비로소 정

확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러한 정확성은 6급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급의 평균 오류 어절 수는 5급보다 약간 높

은 점수가 나왔으며 5급부터 6급까지 정확성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았다

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잡성(문장길이 및 문장확장)은 숙달도에 따

라 발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확성은 숙달도에 따라 향상되지 않았

다. 즉 정확성과 복잡성은 반비례의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사 발달 관련 문법항목의 정확도는 ‘필수 경우 분석(Obligatory

Occasion Analysis)’의 방식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정확도와 빈도의 변화

가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문법항목을 그룹별로 묶어서 발달패턴이 비슷

한 문법항목의 특징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교육적 진단이 필요한 문법

항목들은 [그룹 1]과 [그룹 4]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그룹 1]의 문법항

목은 학습자가 어려워해서 사용을 회피하거나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들이고 [그룹 4]는 6급에 올라가면 발달이 정체되면서 정확성이 떨

어지거나 역 U자형의 발달 노선을 따르는 항목이다. 정확성과 복잡성 측

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베트남 학습자는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한 여

러 연결어미 중에서 대표적인 몇몇의 문법항목만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정확성을 측정하는 마지막 지표인 내포문별 학습자가 범

하는 부사절, 관형사절 및 명사절 오류 양상은 ‘어미 미사용 오류, 어미

과잉 사용 오류, 같은 범주 내 어미 사이에서 혼용 오류와 다른 범주 어

미와 혼용 오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오류 중에서 가장 많이 범한 오류 유형은 범주 내 혼용 오류

이다.

복잡성과 정확성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 학습자의 통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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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 단계별로 연결어미의 범주에 기

반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것과 (2) 전성어미로 형성된 내포문 구조

에 대한 인식을 제고 (3) 대조 분석을 통한 언어 간 오류에 대한 고찰하

는 교육적 접근을 제안하며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적 없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

및 정확성 발달을 양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복잡성 발달을 일으킨

문법항목들의 사용률과 정확도를 계측하였으며 이를 종합해서 교육적 제

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주요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학습자 말뭉치, 언어 발달, 통사

적 복잡성, 정확성, 문법항목 사용 양상, 빈도 분석, 오류 유형

* 학 번: 2015-3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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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습자의 제2언어 체계는 습득 단계를 거치며 수많은 변화를 반복하면

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한다. 이 체계는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언

어 체계이면서도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만의 고유하고 독

특한 창조물이다. Selinker(1972)는 학습자의 제2언어 체계를 '중간언어'

라는 용어로 부르며, 이는 모국어 체계도, 목표어 체계도 아니고 구조적

으로 모국어와 목표어의 중간에 위치한 독립적 체계라고 한 바 있다.

Nemser(1971)는 ‘근사 체계’(approximative 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학습자 언어가 목표어에 계속적으로 닮아 가는 것을 강조했다. 즉 학

습자의 언어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발달하는 것이다. 학습자

의 언어 발달 양상을 탐구해야 학습자가 어떤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정체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학습자의 언

어 능력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복

자(2016)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 연구를 통해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변이

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교수 과정에 적용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밝

혔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습자 언어 변화의 요인을 파악하고 학습자들

이 안정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외적 입력과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학습자의 언어 발달을 관찰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은 학습자의

언어 산출, 즉 학습자의 발화와 쓰기를 연구하는 방법이다(Lightbrown

& Spada, 1993; C. James, 1990). 학습자의 언어 능력은 학습자의 내면

에 내재화되어 있어서 관찰하기 쉽지 않지만 겉으로 표출되는 말하기와

쓰기 자료를 통해서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가늠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

들은 중간언어의 상당 부분이 여러 요인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그간 제2언어 습득(SLA) 주된 연구 목표 중

하나였다(Stefania Ferrari, 2012).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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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발달을 간접적이면서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Ortega, 2003). Skehan(1998)을 비롯한 많은 연구들은 학습자 언어의 복

잡성, 정확성, 유창성(CAF: Complexity, Accuracy, Fluency)을 제2언어

수행과 숙달도를 측정해 주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중간언

어의 발달을 설명하고자 하였다(Skehan, 1998; Robinson, 2003; Tavakoli

& Skehan, 2005; Larsen-Freeman, 2006; Hilton 2008; Housen &

Kuiken, 2009).

Skehan(1998)은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의 세 기준이 ‘특정 과제에 대

한 생성물을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복잡성은

학습자가 생성하는 언어의 정교한 정도이다(Ellis & Barkhuizen, 2005).

언어의 정교함은 다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복잡성은

학습자가 더 도전적이고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지(Skehan, 2001)

이다. 둘째, 복잡성은 다양한 구조를 사용하려는 학습자의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 복잡성의 정도는 언어적 실험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학습자

의 능력에 달려 있다. 원어민 화자와 같은 언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교하면서 세련되고 복잡한 구조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하다(Foster, Tonkyn & Wigglesworth, 2000; Ortega, 2003; Iwashita,

2006; Norris & Ortega, 2009). 정확성은 '목표어 규칙 체계와 관련하여

목표어 규칙에 부합하는 언어를 얼마나 잘 생성하는지'를 나타낸다

(Skehan 1996b: 23). 정확성을 우선시하는 학습자는 언어를 사용할 때

이미 내재화된 요소에 대한 통제력의 영향을 받아 L2 사용에 있어서 조

심스러운 입장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유창성은 발화 시 과도한 중단이나

망설임 없이 실시간으로 언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유창

성은 학습자가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처리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문어에 나타난 숙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잡성과 정확성 두

구인을 사용하는 반면 유창성은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활

용되고 있다.

Bulte & Housen(2012)에서는 언어적 복잡성의 하위 범주를 어휘 복

잡성, 형태 복잡성, 통사 복잡성, 음운 복잡성으로 구분하였다. 제2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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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을 탐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사적 복잡성에 초점을 두어 왔다

(Foster, 1996; Foster & Skehan, 1996; Iwashita, McNamara & Elder,

2001). 통사적 복잡성은 문장의 복잡한 정도를 의미하며 문장을 정확하

게, 풍부한 문법 형태를 사용하여, 체계를 제대로 갖춘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

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현재 언어 능력이 어디까지

도달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고 적절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한

국어 사용자와 학습자 수가 늘어가고 있어 한국(어)학과 수도 증가하고

있다. Le Hai Yen(2020)과 Tran Thi Huong(2020)은 베트남의 한국(어)

학과가 개설된 전문 대학이 2017년 23개교에서 2019년 29개교로 증가했

고, 2019년에는 한국(어)학과 학생 수도 1만 5천 명을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프엉마이(2019)의 ‘베트남 내 대학 한국(어)학과 현황 연구’에서는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어학과에 지원하는 동기가 단지 한류의 영향에 의

한 것이나 취미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기 때문이기보다 한국의 전반적

인 문화와 사회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취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일상적 의사소통에서의 능숙함을

넘어 학문과 직업 관련 의사소통에서의 능숙함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

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하는 목적은 대학에서 강의

를 듣고 이해하고, 학문적인 연구를 할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다. 성공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험 답안지 작성, 보고서, 발표

문이나 리포트 작성, 노트 필기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담화 상황

에 맞는 텍스트를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때 문장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글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

소이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아도 오류가 있는 문장을 구사하는 경

우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표현할 수 없다. 반대로 명확하고 정교한

문장을 구사한다면 의도와 주장을 잘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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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은 쓰기 능력이나 한국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대부분

문장상의 오류를 보였다(장미라, 2006). 글의 장르에 맞지 않는 문법 사

용, 격식-비격식체 혼동, 문어체-구어체 구별에의 혼동, 어휘력 결핍, 모

어 영향으로 인한 베트남식 문장 전개 등과 같은 오류들이 빈번하게 나

타났다.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부분의 베트남 대학교에서는 학문 목적이나

취업 목적을 가진 베트남 학습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국어교

육과정을 주로 기능 교육 위주로 구성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절반 정도

는(평균 약 40%)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어학 기능에 집중되어 있

다(Nguyen Thi Hien, 2017). 문장 교육은 문법 수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본 문장 구조를 연습하거나, 연결어미를 활동하여 문장을 확대해 보는

등의 활동에 그치고 있다. 이는 문장 구성 능력이 문법 규칙을 익히고

어휘력을 키우면 저절로 향상되는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문장 교육

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에서 교육 대상으로서

관심을 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보다 효과적인 문장 교육 방안을 제안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산출해 낸 텍스트의 통사적 특징이 무엇인지

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베트남 학습자가 산출한 문장의 특징과 문제점

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의 한국어교육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베트남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쓰기-구어 능력 분석, 문법 습득

양상 및 오류 분석에 중점을 두어 학습자의 단편적인 언어 능력에만 논

의해 왔다. 숙달도에 따른 통사적 발달(syntactic proficiency)을 체계적

으로 측정한 연구가 부재하며 한국어 문장 사용 양상을 조사한 종합적인

연구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통사적 발달을 측정하

기 위해서 통사적 복잡성(syntactic complexity), 정확성(accuracy)의 개

념 위에 베트남인 학습자의 통사적 발달 양상을 밝히고, 이를 위한 교육

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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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학습자의 통사적 발달 측정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한다.

2) 베트남 학습자의 쓰기에서의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 양상을

숙달도에 따라 분석한다.

3)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장 교육에 관한 연구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는 2017년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베트남인 학습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베트남 내의 한국어교육

기관의 교육 현황 및 실태’, ‘베트남 관련 한국어교육과정, 정책, 프로그

램’, ‘한국어교육 내용, 교수법’, ‘대조 분석’, ‘한국어와 베트남어 통-번역

교육’ 등 그 주제가 다양하며 외연이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는 베트남 내 한국어교육 현황이나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대조,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차이에 주목한 발음 교수 학습 방안 등이 주

류를 이루었다. 안경화(1996)는 최초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을 대

조하여 제시한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 후 언어 대조 연구는 조명숙

(2003), 이지선(2005) 등 베트남에서 발표된 박사 논문들이 있다. 특히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어 대조(조명숙, 2003; Le Tuan Son, 2009;

Luu Tuan Anh, 2011 등)와 발음 교육을 위한 음운 대조 분석(도옥루엔,

2015; 김지영, 2018; 박정태, 2018 등) 관련 박사 학위 논문이 다수 발표

되었다. 조명숙(2003)은 한국어 한자어와 베트남어 한자어의 대조 연구

인데, 해당 연구는 양국 언어 한자어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 체류 베트남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학

문 목적 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

자의 작문에 나타난 오류와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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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작문의 특성을 파악하여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딩티투히엔(2014), Nguyen Thi

Huong Sen(2015), Phan Hoang My Thuong(2020) 등이 있다. 베트남에

서는 2019년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제1외국어로

승격되었다. 즉 한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선택과목으로 가르치는 외

국어가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다룬 한국어교육 연구와 관련된 박사 논문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나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베트

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장 교육 연구, 통사적 발달 연구, 중간언어

연구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딩티투히엔(2014), 당홍반(2015)의 석사 논문

은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문장 교육을 다룬 연구 중 초기

성과라 할 수 있다. 딩티투히엔(2014)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에 나타나는 내포문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당홍반(2015)은 베트남

인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내포문의 교육 방안을 연구

하였다. 이들 연구는 학습자 작문의 오류를 문법형태소 오류, 문장 구조

적 차원의 오류, 어휘적 차원의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연

구에서는 내포문 성분 불일치, 모문의 주어 생략, 어색한 표현 등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여러 가지 내포문 구성 문제들을 발견하였

다. 그러나 학습자의 오류를 현상만 나열해 놓고 그 오류의 원인에 대해

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들 연구는 또한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

국어 내포문 구성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으나, 베트남 학습

자의 종합적인 문장 사용 양상의 특징을 밝히는 것은 연구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이후 정진희(2017)에서는 해석문법이라는 분석 도구를 통해서 베트남

과 중국 출신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구어 문장의 통사적-어휘적 복잡

성과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구어 특징을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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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와는 그 관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박연숙(2019)은 베트남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문장 구성 교육 방안을 연구하면서 한국어 문장을 유형화하여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논항과 격조사를 함께 제시하는 문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대조를 통해 모

국어 간섭을 받아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가 쉽게 혼동하는 한국어 문형

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인 학습자의 글쓰기 텍

스트를 살피거나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학습자

들이 빈번하게 범하는 문장 구성 오류는 어떠한 오류 유형인지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된 교육 방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는 한계를 지닌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김수정(2021)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

치를 분석하여 숙달도와 언어권(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과 오류 양상 및 원인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학

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관형사형 어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형사형

어미 오류의 양상은 누락, 범주 내 대치, 범주 간 대치, 첨가, 오형태로

나눠 분석하였으며 오류의 위치에 따라 관계관형사절, 동격관형사절, 관

용구, 고정표현으로 나누어 학습자들의 관형사절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언어권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 오류 양상에서 크게 두드러지

는 점은 없었으나, 일본어 학습자는 ‘범주 내 대치’ 오류율(52%)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어와 베트남어 학습자는 누락 오류율이 다른 언어권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베트남어-중국어가 보이는 고립어의

특성이 오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범주

간 대치 오류’와 관련해서, 중국어와 베트남어는 같은 고립어지만 베트남

어권의 오류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중국어권은 가장 낮은 양상을 드러냈

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모국어가 제2언어를 학습하는 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언어권의 간섭이 학습자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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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오

류 양상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니나 한

언어의 특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언어권에 따른 차이점에 주목하였으며

언어권에 따라 한국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은 기술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 베트남인 학습자가 보이는 통사적 복잡성, 정확성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에 대한 선

행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둘째, 베트남인 학습자의 언어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규모 자료를 수집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전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측정 지표들이 가지는 장단점 및

타당도를 다시 종합-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복잡성과 정확성 측정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2.2. L2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 지표를 측정하는

연구

2.2.1. 통사적 복잡성에 관한 연구

영어권의 통사적 복잡성에 대한 대표적인 초기 연구로는 Hunt(1965)

를 들 수 있다. Hunt(1965)는 모국어 화자 학생 작문의 통사적 특징을

연구하였는데 이때 T-단위라는 단위로 통사적 완성도를 관찰하였다. T-

단위는 주절과 모든 종속절1)로 구성되어 있다. 통사적 완성도를 측정하

는 몇몇 측정 지표들이 T-단위를 이용하여 개발됐는데 T-단위당 단어

수, 문장당 T-단위 수, T-단위당 절의 수, 절당 단어 수 등이 이에 해당

한다. Hunt(1965)는 이러한 지표들을 적용하여 모국어 화자의 작문 자료

의 통사적 완성도를 평가하여 4학년, 8학년 그리고 12학년 학생들 간에

통사적 발달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1) T-단위: “main clause plus all subordinate clauses and nonclausal

structure attached to or embedded in it" (Hunt 1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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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Homburg(1984)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제2언어 학습자의 작

문 분석과 관련하여, T-단위를 사용한 측정 방법이 낮은 숙달도의 학생

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Ney(1966)는 통사 발달 측정 척

도로서의 T-단위가 학습자의 쓰기 능력과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측정하

는 데 적절한 지표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Gaies(1980)은 T-단

위의 길이는 구문 복잡성의 척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Homburg(1984)는 낮은 숙달도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T-단위만 단독으로 측정하는 것은 충분

하지 않으며, 구두점을 통한 테스트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

구에서 사용된 길이 측정 지표는 1) 작문당 단어 수, 2) 작문당 T-단위

수, 3) 작문당 문장 수, 4) 문장당 T-단위 수, 5) 문장당 단어 수, 6) T-

단위당 단어 수이다. Homburg(1984)은 문장을 “첫 번째 단어를 대문자

로 시작하고 마지막 단어의 끝에는 마침표나 다른 문장 끝 부호가 있는

일련의 단어들”이라고 정의했다. T-단위 및 무오류 T-단위를 포함한 통

사적 복잡성 측정 지표들은 ESL 쓰기 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Ishikawa(1995)의 연구는 낮은 숙달도의 EFL 학생들에게 무오류 T-

단위 분석을 적용한 연구 중 하나이다. Ishikawa는 영어 숙달도가 낮은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쓰기 과제를 제시하고 어떤 과제 유형

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

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객관적인 척도는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24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EFL 학습자들의

작문 통사적 완성도를 구별해내는 가장 좋은 척도는 총 단어 수를 총 무

오류 절 수로 나눈 값(total words in error-free clauses)이고 그다음으

로 좋은 척도는 작문당 무오류 절의 수(error-free clauses per

composition)라는 것을 발견했다.

T-단위 분석은 쓰기 숙달도 판단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Grabe-Kaplan(1996)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2언어 작문에서 ‘형용사 사용의 증가, 복잡한 명사구 사용의 증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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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식어 사용의 증가, 문장 부사어구 사용의 증가, 관계절 사용의 증

가, 한정 부사절 사용의 증가, 문체적으로 다양한 어순의 증가, 수동태

사용의 증가, 복합 명사구를 사용한 주어의 증가, 시제와 조동사 사용 범

위의 증가, 수식어가 없는 명사구 사용의 감소’와 같은 발전적 변화를 볼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ESL 학습자의 통사적 숙달도를 판단하기 위

해 여러 가지 특징을 연구한 최근의 연구에는 Hinkel(2003)이 있다.

Ishikawa(1995)와 Hinkel(2003)은 작문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트의 특징을 파악하고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단조롭고 덜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는 어떤 어휘적, 문법적 특징들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지표를 활용하였다. 제2언어 학습자가 겪고 있는 어휘 선택 제약과

통사구조의 문제점을 알아내는 것은 차후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교육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한국어를 분석 대상으로 복잡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대부분 문어 산출

에 관심을 두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지순·서세정(2009),

김의수·김태성(2009), 김의수·채문숙(2010), 김선정·김목아(2011), 김의수·

김은실(2012),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등이 있고 그 밖에 김현아

(2016), 최예슬(2018), 최수완(2020)이 있다. 또 최근 구어 복잡성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져 구어 산출에서 통사적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의 발달 양

상을 밝힌 연구인 남주연(2015), 복잡성(complexity), 정확성(accuracy),

유창성(fluency)의 세 지표를 모두 활용해 구어 발달 양상을 측정한 우

성숙(2021) 등이 등장하고 있다. 강현화 외(2019)는 통사적 복잡성과 관

련된 연구 중에는 유형론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는 발음이나 어휘에 연구

가 상당히 활발하며, 최근에는 억양이나 어휘의 다양도, 중간언어 화행에

대한 연구 등 문법 외에 담화나 언어 습득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 범위

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먼저 박지순·서세정(2009)은 한국어 쓰기 텍스트에서 통사적 숙달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EFL 연구에서 측정 단위로 활용되는 T단

위를 한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

석 자료로 2008년 백일장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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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서양어권 학습자의 작문을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눠 각각 38편씩 총

114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습자 작문의 통사적 숙달도 측정은 작문,

문장, T-단위의 세 층위에서 18개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

국어에 맞게 ‘겹문장 및 복합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작문

당 내포절과 종속절의 개수, 문장당 내포절과 종속절의 개수, 전체 절 중

에서 내포절과 종속절이 차치하는 비율’의 기준 4개를 추가로 설정하였

다. 분석 결과 학습자의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장당 평균 단어 수,

문장당 평균 절의 수, 전체 절에서 무오류 절이 차지하는 비율이 선형적

으로 증가하여 이 세 가지 지표가 통사적 숙달도에서 유창성, 복잡성, 정

확성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밝힌 것처럼 각 지표들이 발달 정도를 변별하는 데 타당한지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김선정·김목아(2011)는 중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살펴보기 위해 학

습자 작문에 나타난 복문 사용 양상, 연결어미와 전성어미 사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초, 중급 중국인 학습자 30명과 한국인 대

학생 15명의 작문 자료이다. 문장의 길이는 문장당 어절 수로 측정하였

고, 복문 사용 양상은 총 문장 중 복문의 사용 비율로 나타내었으며, 문

장당 절 수 또한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미 범주별 연결어미 사용

양상, 전성어미 ‘-는, -(으)ㄴ, -던, -았던/었던, -(으)ㄹ’의 사용 양상을

빈도와 비율로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은 복문 사용

률이 현저히 낮았으며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경우 제한된 형태를 반복

해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는 숙달도에 따라 통사적 복잡성이 어떤

발달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면서 복잡성 측정 기준의 적합성을 통계적

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급 수준의 4개국 학습자 55명과 한국

인 모어 화자 10명을 대상으로 10분 길이의 ‘미스터 빈’ 비디오를 보고

줄거리를 쓰게 하고 이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사

적 복잡성 측정 기준을 크게 1) 산출 길이에 따른 복잡성 2) 문장 확장

에 따른 복잡성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1)에서는 문장당 단어 수, 문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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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절 수, 문장당 절 수, 2)에서는 내포절에 의한 종속 관계, 부사절 사용

이 복잡성의 향상을 견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최예슬(2018)은 선행연구들에 제시된 통사적 복잡성 측정 기준들이 학

습자 숙달도에 따른 통사적 복잡성을 판단하기에 적합한지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연구 자료는 2016 백일장 자료로 2급에서 6급까지 각

각 20편씩 총 100편의 작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2급에

서 5급에 해당하는 학습자의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은 없었

다. 초급-중급-고급 간의 변별이 가능한 기준은 작문당 절의 수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포절을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로 분리하여 추

가로 살펴보았는데 이들 중 각각의 급을 변별해 주는 기준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작문당 관형사절의 수를 기준으로 초급-중급-고급을

변별할 수 있었다.

김의수·김태성(2009), 김의수·채문숙(2010), 김의수·김지혜(2010), 김의

수·김은실(2012) 등은 해석문법에 기반하여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복잡성은 한 문장 안에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몇 개의 문

장 성분이 있는가를 통해 구하고, 다양성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성분들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통해 측정하였다. 김의수·김지혜

(2010)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작문의 경우에는 모문이 내포문보다 훨씬

많이 발견되고 한국인 학생들의 작문에서는 그 반대로 내포문이 모문을

수적으로 크게 앞선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의수·채문숙(2010)은 문장

의 통사적 복잡성 관련, 세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 모두에서

모문의 수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

없이 일정하지만 내포문의 수는 언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그와 비례하

여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은 한국어 텍스트에 대

한 상세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해석문법이라는 기제를 활용하여 한국

어 문장의 쉽고 어려운 정도와 글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문장들이 사

용되었는지를 객관적 수치로 보여준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2000년대 후반부터 통사적 복잡성의 발달과

관련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통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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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발달을 논의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L2 학습자가 생성

한 한국어 문장의 통사적 복잡성을 알아내는 데는 특정 단위 내에서 여

러 문법적 요소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베트남 학습자들이 쓰기 자료의 통사적 복잡성

측정을 위해 선정해야 하는 문법적 요소의 목록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

2.2.2. 정확성에 관한 연구

영어권에서는 학습자의 언어의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 측정 단위에 관

한 연구를 이른 시기부터 시작하여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중에는 정확성보다 유창성이나 복

잡성, 다양성의 측면에서 언어 발달의 과정과 습득 순서를 밝힌 연구들

이 훨씬 더 많다. 제2언어 학습자의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측정 연구

중 정확성만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확성은 학습자가 언어를 산출할 때 오류를 피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

다(Foster & Skehan, 1999). 오류 없이 ‘정확하게’ 말하고 쓰는 것은 학

습자의 실제 언어 체계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해 주지 못한 채, 단지

학습자가 이미 습득한 목표어 체계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준다.

Corder(1967: 167)에서는 학습자의 오류는 학습자가 언어를 어떻게 학습

또는 습득하는지, 즉 그 언어를 발견해나갈 때 학습자가 어떤 전략이나

절차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연구자에게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오

류 분석은 정확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오래전부터 계속 사용되어 왔다

(Ellis & Barkhuizen, 2005). 예를 들면 Bardovi-Harlig & Bofman(1989)

은 학습자의 작문 오류 분석을 통해 숙달도가 다른 두 그룹의 학습자가

범한 오류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Foster & Skehan(1996: 310)은 정확성

을 측정하기 위해 ‘무오류 절 수’ 외에 오류율도 측정 지표로 활용하였

다. 따라서 정확성 연구는 오류 연구와 분리될 수 없고 정확성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류 분석 연구의 경향을 검토해야 한다. 강

현화 외(2019)에서는 오류 분석 연구는 모국어 규칙 적용의 정확성 분석

에 초점을 두므로 조사, 어미, 시제 등과 같은 문법 항목 연구가 주를 이

루며, 문법 형태소에서 문장 구조까지 다양한 단위에 대한 연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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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고 하였다. 오류 분석 관점에서 문법 항목 오류를 분석한 연구의

수는 대단히 많으므로 모두 검토하기 힘들며 본 연구는 숙달도에 따른

정확성, 복잡성 발달 양상을 살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숙달

도에 따른 언어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류 분석을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Ellis & Barkhuizen(2005)에서는 학습자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습자’, ‘언어‘, ‘산출 관련 조건’ 세 가지로 분류한다. 학습자 오류에 영

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은 언어 숙달도, 언어권, 언어 학습 배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원미진 외, 2019). 숙달도와 언어권에 따라 학습자 언어

의 발달 단계, 습득 양상, 오류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피려면 대규모의 언

어 자료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숙달도와 언어권에 따라

학습자의 발달 단계, 습득 양상, 오류 양상을 살핀 연구로는 한송화

(2015), 한송화(2016), 한송화(2018), 한송화(2019), 유민애(2018), 전영민

(2020) 정도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들은 보조사 ‘은/는’, 접속부사, 부

사, 종결어미, 연결어미 ‘-는데’, 전성어미, 용언 등과 같은 특정한 문법

항목을 선정하여 그 문법 항목의 사용률과 오류율, 그리고 사용 양상에

대해 다루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해당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

자들의 중간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성어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형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에 관한 오류와 교수 방안을 다룬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성지연, 2002; 유승섭,

2010; 성지연, 2010; 함미령, 2012; 서만, 2012; 장춘뢰, 2012; 이빙청,

2013; Kesmanee, 2013; 김형주, 2014; 다시 울찌우타스, 2014; 장천,

2014; 장미, 2015; 소문경, 2015 등)가 실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숙달도별, 언어권별 분석은 한송화(2015)의 두 편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한송화(2015)는 163,245어절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활

용하여 명사절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명사절 미사용 오

류와 관련해서는 학습자의 등급이 올라가면서 오류율이 유의미하게 줄었

으나 명사절의 과잉사용 오류는 고급 학습자까지 범하고 있으며 순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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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의사명사절 형태와 결합 오류는 고급 학습자까지 정확성이 향상되

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일본어권 학습자가 유럽어권이나 중국어권 학습자보다 관형사형 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관형사형 어미 사용은 초급에서는 매

우 부정확하나 3급부터는 정확성이 다소 높아지고 3급 이후 고급까지는

유의미하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형사절의 오류 유형의

측면에서 형태 기능 오류는 중급 혹은 고급 단계에 이르면 정확성이 향

상되었으나, 시제 인식은 고급까지도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언어권별 학습자 언어 발달을 연구한 논문의 수는 많지 않고 한국어

학습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곽수진-김영주, 2010; 박영희-의희원, 2014; 김정선, 2017; 이금

영, 2017; 윤은경, 2018; 조민하, 2017 등)가 대부분이었다. 곽수진·김영주

(2010)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문장 성분과 성분 간 호응

관계에 나타난 오류 양상을 정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박영희·이희

원(2014)은 중국인 학습자의 어순에 따른 글쓰기 오류 분석을 통하여 한

국어 문장 구성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장 표

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본문이나 읽기 텍스트를 활용하는 기본

적인 방안과 핵심 어휘 및 표현을 제시하여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 방안

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언어 학습 배경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국내 대학 부설 어학

기관이나 국내 대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들

이었다(이명화, 2017; 지현숙, 2017; 최은지, 2017; 정주리-유해준, 2018

등). 이를 통해 언어권과 언어 학습 배경을 다루는 연구들은 편중된 경

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학습자 외

에 한국어교육이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

습자의 특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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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의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다룬 연구는 이영근

(2002), 이복자(2006), 서세정(2009), 장미미(2017)가 있고 최근의 연구로

는 주월랑(2018), 주우동(2019) 등이 있다. 이 논문들에서는 통시적 연구

방법을 응용하여 소수의 화자를 대상으로 문어와 구어 자료에 나타난 복

잡성, 정확성, 유창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개별 학습자의 발달 경로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들은 단순히 오류만을 논의하는 오류 연구에서 벗어나 언어 발

달 습득의 측면을 밝혔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

들의 통사적 복잡성 발달 과정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나 소수를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복자(2006)에서는 세 명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중국인, 싱가포르

인, 러시아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월랑(2018)의 논문에서는 한국에

장기간 거주한 여성 결혼 이민자 7명(베트남 3명, 필리핀 2명, 중국 1명,

일본 1명)을 대상으로 문어의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 측정 지표의 발달

추이를 살펴보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는 서세정(2009)와 주우동(2019)가

있다. 서세정(2009)은 초·중·고급의 대학 기관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바

탕으로 학습자들의 중간언어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새로운 방

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우동(2019)은 숙달도와 장르에

따른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 양상을 밝히고 통계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숙달도와 장르를 판별할 수 있는 유효한 지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쓰

기 평가 문항에 응답한 쓰기 지표만을 연구 자료로 삼은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통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 다수의 학습자 자료

를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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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는 베트남인 2급부터 6급까지의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을 일반적 측정 방법과 특정적 측정 방법을 모두 적용하

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

다. 중간언어 자료를 고찰하는 방법으로는 유사-통시적 연구

(pseudo-longitudinal study) 방법을 선택하였다. 유사-통시적 연구란 통

시적 연구처럼 언어 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서로 다른 숙달 단계

에 있는 학습자들로부터 단일 시점에 자료를 수집한다(Gass, S.,

Selinker, L 1999:34-35).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베트남 내 대학교 정규과정 학습자로 베트남

북부에 있는 하노이국립외국대학교, 하노이대학교 및 남부에 있는 호치

민인문사회대, 호치민기술대학교의 네 교육 기관의 대학생 2학년부터 4

학년까지의 학습자들이 수행한 쓰기 자료이다. 베트남 내에 한국어 교

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 기관들은 많이 있으나 하노이국립외국

대학교, 하노이대학교, 호치민인문사회대학교, 호치민기술대학교는 한국

어교육과정 및 교육 체계가 명확하며 일관성이 있으므로 연구 선정 기관

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 급수에 따라 2급, 3급, 4급, 5급, 6급 5개의 그룹별로

연구 대상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소지자를 연구 대

상으로서 모집하였다. 1급 학습자를 모집하지 않은 이유는 초보 단계에

는 다양한 문법항목을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과

사용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의

통사적 발달에 관련된 문법항목을 학습한 뒤 사용을 시도해 보려는 의도

를 살피기 위해서는 2급 이상 학습자가 산출한 글을 수집해야 한다고 보

았다. 베트남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초·중·고등

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 본 연구가 모집한 참여자들은 모두

성인(만 18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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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앞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

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장 교육과 관한

연구와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문장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다. 이정희(2002)에서는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목표

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의 통사적 발달 특징과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의 분석과 한국어 문장 및 베트남어 문장의 통사적 특성 대조를 실

시해야 한다. 2장 1절에서는 조사 대상인 4개 베트남 대학교들의 교육과

정 및 교재 분석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문장 교육 현황과 문제점

을 파악하였다. 베트남 대학교에서의 문장 교육은 주로 문법 수업이나

쓰기 수업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한국어 쓰기 수업과 한국어 문법 수업에

서의 문장 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2장 2절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대조를 실시하였는데 통사적 복잡성,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어 문장 체계 구조와 문장 확대 개념을 살펴본 후 이에 대응하는 베트남

어 문장 구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2장 3절에서는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선행 연구들에서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떠한 지표를 선정하였는지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측

정 지표 선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발달 양상 연구 방법으로

는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필수경우분석(Obligatory Occasion

Analysis), 목표 언어적 사용 분석(Target-like use analysis)이 있는데 2

장 3절에서는 이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또는 본 연

구에서 적용한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 측정 지표 선정 및 판정 기준을 상

세히 기술하였다. 통사 복잡성 분석을 위해 한국어의 문장 확대 개념과

‘문장 길이’, ‘문장 확대’ 및 ‘문장 확대 유형’ 세 가지 측면을 설정하였고,

각 측면의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확성 분석을 위해서는 단위당 오

류 수를 측정하는 일반적 측정 방식을 선택하였다. 통사적 복잡성과 정

확성을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특정적 측면의 특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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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파악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문장 확장 기능을 담당하는 통

사 발달 관련 문법항목을 추출하여 해당 문법항목들의 빈도 수와 정확도

를 계측하였다.

4장에서는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 측정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학

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통사

적 복잡성과 정확성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통사적 발달

관련 문법항목 오류율, 정답률을 측정하여 발달패턴이 비슷한 그룹별로

분류한 후 통사적 복잡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한 교육 대상으로서의 문

법항목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문

장 확장 기제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포절을 이용하여 복문을 구성하

는 것이므로 베트남 학습자들이 문장을 생성할 때 내포절에 관해 보이는

오류의 양상을 밝혔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국어 복잡성과 정확성 연구에 대한 의

의와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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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 연구의 전제

1.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문장 교육 현황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하노이국립외국대학교, 하노이대학교, 호치민인

문사회대학교, 호치민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 정규과정 학습자이므로 해

당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관련 교과목 및 교재 현황을 분

석하고자 한다.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 하노이대학교 한국어학과

는 언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치민국립대

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학부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수단으로의 한국

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지향하

는 바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대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말하

기-듣기-읽기-쓰기 4가지 기능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Le Hai

Yen (2020)에서는 하노이국립외국대학교와 하노이대학교는 1학년부터 2

학년까지 즉 2년 만에 한국어교육과정이 끝나고 호치민인문사회대학교는

1학년 2학기부터 한국어 수업이 시작하여 7학기 동안 한국어를 강의하며

호치민기술대학교의 정규과정 같은 경우,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학기당

15주)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 통-번역

전공자에 대한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과정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맞춰지고 있다.

조사의 대상이 된 네 군데 대학교의 정규과정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한국어 기능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2)

2) 대학교 정규과정의 필수 과목은 프엉마이(2019)의 논문 참조 및 각 대학교에서 공개

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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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한국어 기능 필수과목명 전체 교

육 과 정

학점

한국어 기

능 필수과

목 학점

한국어 기

능 수업의

비증

하노이

국립외

국어대

한국어 1A, 1B

한국어 2A, 2B

한국어 3A, 3B, 3C

한국어 4A, 4B, 4C

131 36 27.5%

호치민

인문사

회대학

교

한국어 문법 1~6,

한국어-쓰기 1~6,

한국어-읽기 1~6,

한국어-듣기 말하기 1~6

고급 한국어(읽기-쓰기),

고급 한국어 (듣기-말하기)

121 52 43%

호치민

기술대

학교

한국어 문법 1~5,

한국어-읽기 1 ~6

한국어-읽기 쓰기 1~5,

한국어- 듣기 말하기 1~5,

TOPIK II 읽기 연습,

TOPIK II 듣기-쓰기 연습

139 60 43.2%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문법 1~5

154 52 33%

<표 1> 베트남 대학교 한국어 기능 필수 과목

<표 1>을 보면 한국어 기능 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하노이국립외대의 경우 27.5%, 호치민인문사회대학교는 43%, 호치민

기술대는 43.2%, 하노이대학교는 33%이며 교육과정의 절반 정도는 의사

소통 실력을 향상시키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기능 영역과 문법에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대학에서 졸업 조건으로

토픽 4, 5급에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각 대학교에서 한국어 필수

기능 과목을 위해 쓰는 교재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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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볼 때, 쓰기 교재의 수가 다른 교재들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

에, 어휘와 문법 영역과 달리 문장 교육은 다소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대학교 한국어 필수 기능 과목에서 쓰는 교재

1 하노이

대

한국어 읽기, 말하기, 듣기 수업의 주 교재:

� 한국국제교류재단,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8),『연세한국어』,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국어 쓰기 교재:

� 이정희 외(2007),『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기

초』, 하우출판사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8),『유학생을 위한 한

국어 읽기 쓰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정희 외(2010),『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실

제』, 하우출판사

2 호치민

인문사

회대

한국어 읽기, 말하기, 듣기, 문법 수업의 주 교재:

� 한국국제교류재단,『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 이정희 외(2019),『바로 한국어』, 하우출판부

3 하노이

국립외

국어대

한국어 읽기, 말하기, 듣기, 문법 수업의 주 교재:

� 이정희 외(2019),『바로 한국어』, 하우출판부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재미있는

한국어』, 교보문고

� 대학교 교사진이 직접 집필한 내부 교재 (한국어 3C,

4C, 한국어 토픽 능력시험을 위한 교재)
4 호치민

기술대

한국어 읽기, 말하기, 듣기, 문법 수업의 주 교재: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6),『연세한국어』, 연세대

학교 출판부

한국어 말하기 교재:

� 성균어학원 한국어교재 편찬위원회(2005), 『말하기

쉬운 한국어 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표 2> 베트남 대학교 한국어 필수 과목에서 사용한 교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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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장 교육 내용은 주로 문법 수업이나

쓰기 교육 내용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위의 교재들의 한국어 쓰기와 문법

교육 내용에서의 문장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1.1. 한국어 쓰기 영역에서의 문장 교육 관련 교재 및 교육 현황

조사 대상인 4개 대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쓰기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었다.

조사 내용
하노이대

학교

호치민인

문사회대

하노이국립

외국어대

호치민기

술대

쓰기과목 총 교육시간 400 시간 240시간 120 시간 120 시간

교육 학기
1 학기 ~

4 학기

1 학기 ~

4 학기

1 학기 ~

4 학기

1 학기 ~

4 학기

한 학기당 수업 수 40 교시 15 주 15 주 15 주

수업당 교육 시간 2.5 시간 2 시간 2 시간 2 시간

한 학기당 총 교육 시간 100 시간 60 시간 30 시간 30 시간

<표 3> 조사 대상 베트남 대학교의 쓰기 교육 현황

각 대학교는 전공과 교육목표의 차이가 있어 각 교육과정과 글쓰기 교

육 구성이 다르며 하노이대학교에서 배부하는 쓰기 시간을 보면 학생의

글쓰기 연습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에서 쓰기 수업 진행

시 주요 활동은 지난 시간 학습한 주제에 대한 숙제 점검 및 피드백, 학

생들의 빈번한 오류 분석 및 이에 대한 설명, 교사가 새로운 쓰기 주제

를 제시한 후 주제 설명과 관련 어휘 제공, 원고 구조에 대한 구성 활동,

쓰기 연습, 과제 배포로 진행하고 있다(Nghiem Thi Thu Huong, 2021).

베트남 대학교에서는 쓰기 교재로 주로 한국 대학교의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통합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하노이국립외국대학교는 경희

대『바로 한국어 쓰기』, 고려대 교재를, 호치민인문사회대학교는 경희대

『바로 한국어 쓰기』교재를, 호치민기술대학교는『연세한국어』교재, 하

노이대학교는『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교재 외에는『유학생을 위

한 한국어 글쓰기 기초』및『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실제』교재를



- 24 -

쓰고 있다. 통합 교재의 쓰기 유형을 조사한 결과, 작문 과제는 통제작

문, 유도작문, 조건작문 및 주제작문 (자유작문)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유형의 문장 교육에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 양상은 다음과 같다.

통제

작문

문장 어미 바꿔쓰기

문장 연결하기

유도

작문

베트남어 문장을 한국어로 바꾸어 쓰기

주어진 단어나 구절로 문장 만들기

<표 4> 문장 교육에 관한 쓰기 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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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상황이나 그림에 맞는 문장 쓰기

예시문을 보고 일부를 바꾸어 쓰기

조건

작문

질문에 자유롭게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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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작문은 초급 수준에 주로 제시되어 있고 중-고급 수준은 주로 유

도작문과 조건작문, 자유작문을 중심으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유도작

문의 경우, 구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적절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정확한 문장을 스스로 생성해야 한다. 통합

교재의 쓰기 교육 내용 외에 쓰기만을 다루는 교재들에서 문장 교육에

관련된 활동으로는 문장 확장하기, 틀린 문장 고치기, 단락 완성하기, 바

꿔 표현하기 등이 있다. 또한 베트남인의 한국어 쓰기에 대한 연구인

Nguyen Thi Huong Sen(2015)에 따르면 베트남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쓰기 과제 유형은 교사로부터 쓰기의 주제(제목)를 제시

받아 숙제로 집에서 글을 쓰고 추후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과

제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피드백이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베트남 현장에서 교사의 피드백은 주로 완성된 글의 전

체적인 구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학습자가 산출한 개별 문장

읽고 요약하거나 관련된 내용 쓰기

자유

작문

주어진 주제/상황에 자유롭게 작성하기

예시글을 보고 유사한 주제의 글을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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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Nghiem Thi Thu

Huong(2021)에서는 쓰기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유로 등급별 요구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것과 학생들이 어

휘나 문법적인 교육에 비해 문장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대부분 시간에는 쓰기 주제나 장르에 따른 학습자의 원고

구조 구성과 전개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수 학습하여서 문장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한국어 문법 영역에서의 문장 교육 관련 교재 및 교육 현황

베트남 대학교에서는 쓰기 교재와 마찬가지로 문법 교재도 모두 한국

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Tran Thi Huong, 2020). 하

노이국립외국대학교는 경희대『바로 한국어 문법』,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교재를, 호치민인문사회대학교는 경희대『바로 한국어 문법』,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호치민기술대학교는 연세대『연세한

국어』 교재, 하노이대학교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교재를

쓰고 있다. 본고에서 조사한 4군데 대학교는 한국어 기능 수업 외에는

모두 문법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Le Hai Yen(2020)에 따르면

문법 수업을 개설된 베트남 대학교들은 문법 수업을 2~6교시까지 교육하

고 있으며 주당 문법 교육 시간과 총 한국어교육 시간의 비중은 15%부

터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문법 수업 자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

니라 문장 교육-학습에 관련된 교육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고자 한다.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법 요소들을 제시하는 순서와

시기, 연습 유형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이 된 네 대학교에서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연

세대『연세한국어』,『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와 경희대『바로

한국어 문법』교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장 교육에 관련된 문법

항목은 2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기본 문장 구조, 기본 문

장 어순 및 문장을 구성하는 종결어미와 표현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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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장 확장 차원에서 절과 절을 이어 복문을 만드는 연결어미, 전성

어미와 복합 연결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은 각 교재에서 두 가지

영역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법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리한 표이

다.

문장 기본 구성 문장 확장

초

급

(1

-2)

° 주어+명사+이다

° -에 가다, -이/가 있다

° 기본 문장 어순/ 보어 문형

° 한국어 단순문 구조 기초적인 구어 종

결어미

° 격조사 (보격조사 ‘-을/를’, 부사격조사

‘-에/에서’, 주격조사 ‘-이/가’ 등)

° ‘-(으)러 가다’ 기본 문형

° 관형형으로 수식을 받은 말이 수식하

는 말의 뒤에 온 한국어 특징 (관형형)

° ‘-는데’+ 명령형, 문장 순서

° ‘-고,-아/어서, -으면, -을수

록, -덕분에’

° ‘-에 대해서, -에 비해서, -

는 동안’과 같은 기초적인 연

결표현

° 접속사의 문장 안에 위치와

역할

중

급

(3

-4)

° 추측, 감탄, 강조, 확인 등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의 중급 문장 종결어미

° 간접인용(예: ‘-는다고 할 수 있다,

-는다고’ 등)

°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나타낸 말을

결합하며 구성된 문장 문형

° ‘-을 뻔하다, -는 법이다, -는 축에

들다, -는 수가 있다’와 같은 관용구

(문장 종결의 기능)

° ‘-는다고 해서, -을 뿐만 아

니라, -는 대신에’ 등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

° ‘-으면서, -이라서, -고서’ 등

중급 연결어미

고

급

(5

-6)

° ‘-(으)ㄹ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을까 말까 생각중이다’ 등과 같은 구

어 문형

° 보조사 (예: ‘-도, -에다가, -까지’)

° ‘-(으)려고 들다’ 등 복합 종결 문형

° ‘-을 수가 없다, -을 법하다’와 같은

° 명사형 어미가 포함된 연결

표현 (예: -(으)ㅁ에도 불구하

고, -(으)ㅁ로써)

° 명사형 어미가 포함된 종결

문형 (예: -기에 망정이지, -기

나름이다)

<표 5> 『연세한국어』에 나타난 문장 교육에 관한 문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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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재를 살펴본 결과, 숙달도별로 문법항목을 배열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초급 단계에서는 기본 문장, 문장의 기본 어순, 기초적인

종결어미, 격조사(보격조사 ‘-을/를’, 부사격조사 ‘-에/에서’, 주격조사 ‘-

이/가’)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단순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다. 초급 단계에는 ‘-고’, ’-아/어서’, ‘-(으)면, -을수록, -덕분에’와 같

은 기초적인 연결어미를 활용해서 두 명제를 결합하는 것을 제시한다.

중급 단계에 올라가면 추측, 감탄, 강조, 확인 등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

의 중급 문장 종결어미를 배치하고 더 복잡한 문장 구조를 구성할 수 있

도록 ‘-는다고 할 수 있다’와 같은 복합 문형을 제시한다. 중급 단계에서

는 문장 확장과 관련하여 ‘-는다고 해서’와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

된 복합형식, 중급 연결어미를 기술하고 있다. 고급에서는 복합 종결 문

형과 문어적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연결어미(명사형 어미가 포함된 연결

표현) 그리고 사용 빈도가 낮은 고급 연결어미를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 교재의 경우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말하기 수업을 위한 ‘-으면 몰라도, -겠거니 하고, -을 테지만’과 같은

구어 복합 연결 구성, ‘-(으)ㄹ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을까 말까

생각중이다’, ‘-는 둥 마는 둥 하다’와 같은 구어 문형이 문어 문형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통합 교재의 특성상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네

가지 기능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말하기 기능을 위한 구어 표현과

쓰기 기능을 위한 문어 표현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학습자들

에게 문어 표현과 구어 표현을 구분해 주는 것이 교사의 몫으로 남게 된

관용구 (문장 종결의 기능)

° 고급 연결어미(예: -거니와,

-고 해서)

°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

합형식(예: -을 뿐더리, -는 만

큼, -는 탓에 등)

° 복합 연결 구성(예: -으면 몰

라도, -겠거니 하고, -을 테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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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재에서는 교육 내용을 문장 발달 단계별(기본 문장부터 이어진문

장, 안은문장까지)로 배열하는 것보다 숙달도에 따라 문법항목을 기초적

인 것부터 배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에 나타난 문장 교육에 관

한 문법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장 기본 구성 문장 확장

초

급

(1-

2)

°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인 구어

종결어미

° 격조사 (주격조사 ‘께서, 이/가’,

부사격조사 ‘에서, 으로’, 소유격조

사 ‘-의’)

° 기본 문형(예: -아/어도 되다, -으

면 좋겠다 등)

° 관형어 구성(예: A(으)ㄴ/ V는+

명사)

° 기본 문장의 종결 표현(예: -을

수 있다, -으려고 하다 등)

° 기초적인 연결 어미(예: -을 때,

-기 때문에, -는데 등)

중

급

(3-

4)

° 추측, 설명, 경험이야기, 강조, 희

망 표현하는 종결어미

° 부사격조사 (예: 으로, 에다가)

°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관용구

(문장 종결의 기능)(예: ‘-(으)ㄴ 편

이다, -는 중이다, -(으)ㄴ/는 모양

이다 등)

°중급 문형(예: -(으)ㄹ까 하다, ‘-

(으)려던 참이다 등)

° 연결어미(예: -고 나서, 다가, -

(으)려면 등)

°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합형

식(예: -는 동안, -(으)ㄹ 뿐만 아

니라, -(으)ㄹ수록 등)

° 관형사형 전성어미(예: -던, -았/

었던)

고

급

(5-

° 구어 문형(예:-(으)ㄹ걸, -(ㄴ/는)

다지요, -(으)ㄹ락 말락 하다 등)

° 격조사 ‘-으로서’

°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합형

식(예: ‘-(으)ㄴ/는 만큼, -는 통에,

-(으)ㄹ 바에야, -(ㄴ/는)다마는,

<표 6>『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에 나타난 문장 교육에 관한

문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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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교재는 다른 교재와 달리 문법 설명

은 베트남어로 되어 있으며 초급 교재의 경우, 문법 예문과 함께 베트남

어로 된 설명이 있다.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교재에서 제시하

는 문법항목의 순서는 연세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는 순서와 유사하다.

초급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인 구어 종결어미, 기본 문장의 필수

논항, 기초적인 연결어미를 다루고 이후 중-고급에서 관형사형 어미, 명

사형어미를 포함한 복합 연결 구성을 다룬다.

분석한 두 교재의 공통점은 문법 영역에 있어서 한국어 학습자가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이어가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주제와 기능에 맞게 목표

문법항목을 숙달도에 따라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문장

생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장 발달 단계별 문법항목을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며 장미라(2005)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한국어 문

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

닌다.

문장 기본 구성 문법항목보다 문장 확장 차원에서의 문법항목들은 한

국어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의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끼치므로 문장 확

장 항목 중 관형사절, 명사절과 부사절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문법항목의

배열 순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관형사형 어미를 제시하는 시기를

6)

°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관용구

(문장 종결의 기능)(예: -(으)ㄹ 뿐

이다, -(으)ㄴ/는 법이다, -(으)ㄴ/

는 셈이다, -(으)ㄹ 수밖에 없다, -

(으)ㄹ 따름이다 등)

-(으)ㄹ 뿐더러 등)

° 고급 연결어미(예: -아/어다가, -

았/었더니, -자면, -(으)면서도,-

(으)ㄹ지언정, -거니와 등)

° 복합 연결 구성(예: -아/어서 그

런지, -(으)면 몰라도 등)

° 명사형 어미가 포함된 연결 표현

(예: -(으)ㅁ으로써, -기에, -기가

무섭게 등)

° 명사형 어미가 포함된 종결 문형

(예: -기 짝이 없다, -기 십상이다,

-기 일쑤다, -기 마련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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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관형사형 어

미

한국어 교재

베트남인을 위한 종

합 한국어
경희대 연세대

형용사-은 초급 2 초급2 1급

동사-는 초급 2 초급2 1급

동사-은 초급 2 초급2 1급

-은/는 관련

항목

-(으)ㄴ 적이 있다, -

(으)ㄴ 후에(초급2), -

는 길이다, -(으)ㄴ 덕

분에, -(으)ㄴ/는 대신

(에), -는 동안,-(으)ㄴ 

편이다, -는 바람에, -

는 중이다, -(으)ㄴ/는

/(으)ㄹ 줄 알다 (중급

1)

-(으)ㄴ 후에(초급

2), -(으)ㄴ 지, -

(으)ㄴ/는 만큼, -

는 데,-는 바람에,

-(으)ㄴ/는 데다다,

-는 대로, -(으)ㄴ

/는 김에(중급1)

-은 후에(1급); -은

지, -는 대로, -는

동안, -는 데다가,

-은 적이 있다, -는

줄 알다, -는 편이

다(2급); -는 대신

에(3급)

-(으)ㄴ/는 모양이다,

-는 데다가, -(으)ㄴ/

는 반면에, -(으)ㄴ 척

하다, -(으)ㄴ/는 만큼,

-(으)ㄴ 채로, -(으)ㄴ

/는 법이다, -는 통에,

-(으)ㄴ/는 셈이, -는

대로(중급2)

-(으)ㄴ/는 채, -

(으)ㄴ/는 탓에, -

(으)ㄴ/는 셈 치고,

-는 통에(중급2)

-는 법이다, -는 수

가 있다, -는 축도

들다, -는 김에, -

는 바람에, -는 셈

이다(4급)

-(으)ㄴ/는 만큼, -

(으)ㄴ/는 마당에, -는

김에(고급)

-(으)ㄴ/는 가운데,

-(으)ㄴ/는/(으)ㄹ 

바, -는 중, -(으)

ㄴ/는 마당에, -

(으)ㄴ/는 감이 있

다, -(으)/는 데(고

-는 듯싶다, -을 줄

만 알았지(5급)

-는 데,-은 채, -은

끝에, -는 가운데,

-는 셈치고, -는 탓

에, -는 날에, -는

<표 7> 한국어 교재의 관형사형 어미 제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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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3권의 교재에서 먼저 기본 형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모

두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 ‘-은’을 다른 관형사형 어미

보다 먼저 제시하고 있었다.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인 ‘-은/는/을’ 모두

초급2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중 동사와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먼저 제시하고 바로 다음 과에서 ‘동사-은’과 ‘동사-을’을 다루고 있다.

긴 관형사형 ‘–다는’의 경우,『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와 연세대

교재는 이를 목표 문법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6급에서 ‘-다

는’을 활용한 ‘-는/-ㄴ다는/다는 점에서’ 문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교재에서는 3급부터 읽기 영역에서 ‘-

급) 반면, -은 바(6급)

동사-을 초급 2 초급2 1-2급

-을 관련 항

목

-(으)ㄹ 때(초급2) -(으)ㄹ 때(2급)

-을 때, -을 수 있

다(1급), -을 뿐만

아니라, -을 뿐이다

(3급)

-(으)ㄹ 생각이다, -

(으)ㄹ 줄 알다/모르다

(중급1); -(으)ㄹ 뿐만

아니라, -(으)ㄹ 정도

이다,-(으)ㄹ 수밖에

없다(중급2)

-(으)ㄹ 뿐만 아니

라, , -(으)ㄹ 겸

(해서)(중급2)

-을 수가 있어야지,

-을 겸, -을 따름이

다, 그렇다고 –을

수는 없지요, -을

필요가 없다(4급)

-(으)ㄹ 바에야, -(으)

ㄹ 리가 없다,-(으)ㄹ 

줄이야, -(으)ㄹ 수 없

다(고급)

-(으)ㄹ 뿐(고급)

-을 수 없으리만치

(5급);

-을 바에야(6급)

-던 중급 2 중급1 2-2급

-았던 중급 2
따로 제시 없음

(-던 설명에 포함)
2-2급

-다는 × 고급 2 ×

‘-다는‘ 관련

문법

-(ㄴ/는)다는 점에서

(고급 2)

동사다는 명사, 동

사(으)ㄴ/는/(으)ㄹ 

명사

-는/-ㄴ다는/다는

점에서(６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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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과 관련한 문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의사소통

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형식을 통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는’은 문어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아서 ‘-다는’의 형태, 용법,

의미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는 관형사형 어미 문법 항목 중에는 ‘-

(으)ㄴ 후에, -(으)ㄴ 뒤에, -(으)ㄴ/는 만큼’과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포

함된 복합형식과 ‘-(으)ㄴ 적이 있다, -(으)ㄹ 수 없다’와 같은 관용구가 2

가지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자는 연결어미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후자는 문장 종결 기능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명사형 어미를 제시하는 시기를 다음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명사형 어미

한국어 교재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경희대 연세대

-기 × × ×

-기 관련 항목

-기 위해서, -기

전에, -기 때문에,

-기로 하다 (2급)

-기 전에, -기 때문에,

-기로 하다 (2급)

-기 전에(1급);

-기는 하지만, -기

때문에, -기로 하다

(2급)

-기 쉽다, -기 바

라다（３급)

-기는 하지만, -기만

하면, -기 위해서 (3

급)

-기란, -기 위해서,

-기는(요),

-기만 하다(3급)

-(는다)기에(는), -기

는(요), -기 마련이다,

-기에 달리다 (4급)

-(는다)기에(는),

-긴 하는데,

-기도 -지만（４급)

-기에, -기가 무

섭게, -게 마련

이다(5급)

-기란, - 기 십상이다

(5급)

-기는커녕,

-(는다)기보다(는),

-긴–나 보다(5급)

<표 8> 한국어 교재의 명사형 어미 제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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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하면, -기

일쑤이다, 기 마

련이다, -기 나름

이다 (6급)

-(는다)기보다(는), -

기에 망정이지, -기가

일쑤이다 (6급)

-기에 망정이지(6

급)

동사(으)ㅁ, 동

사기, 동작동사

(으)ㄹ 것

× 6급 ×

-음
×

-음 (종결형)
× ×

-음 관련 항목

-(으)ㅁ으로써, -

(으)ㅁ에 따라 (6

급)

×

-음에 따라(4급)

-음으로써, -음에도

불구하고 (5급)

-은지/는지 × × 4급

-은지/는지 관

련 항목

-(으)ㄴ지 알다/

모르다, 얼마나

-(으)ㄴ지(4급)

얼마나–은지/는지 모

르다, –은지/는지/을지

알다/모르다(3급)

얼마나–은지/는지

모르다 (2급);

–은지/는지/을지 알

다/모르다,

얼마나/어찌나–은지

/는지(3급)

-을지 -을지 × × 2급

-을지 관련 항

목
× ×

-을지 모르겠다(2

급), -을지도 모르

다(3급)

-은가/는가 × 없음 없음

-은가/는가 하

면
× 5급 4급

-는 것 × 2급 ×
-을 것 × 3급 ×

-을 것 관련

항목
×

-이나-이나 할 것 없

이(4급); -을 게 아니

라, -다고 할 것까지

야 없다(6급)

-을 게 아니라 (4

급); -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을 거라

고 생각조차 못했다

(5급)

-는 것 관련

항목

-는 게 좋다(3급)

-(으)ㄴ/는 것 같

-은/는 걸 보니까(3급) -는다-는다 하는게,

마치 –는 것처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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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명사형 어미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세 교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와

달리 기본 형태 항목만(-기,-음,-는 것, -을 것,-은가/는가 등)을 목표 문

법으로 거의 제시하지 않는다.『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교재는

‘-음’을 따로 다루고 있으나 문장 확대 기능이 아닌 종결형으로 제시하

고 있다. 둘째, 관형사형 어미와 같이 명사형 어미 문법 항목도 역시 ‘-

기 전에, -기 때문에’ 등과 같은 연결형 복합형식과 ‘-은/는/을 게 틀림

없다’, ‘얼마나–은지/는지 모르다’, ‘-기 바라다‘ 등과 같은 종결형 표현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제시 방법은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

서 학습의 용이성과 의사소통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그러나 김

혜원·김은호(2018), 장미라(2012)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명사형 어

미 ‘-(으)ㅁ’과 ‘-기’의 기능 및 특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명사형 어미의 본질적 기능, 즉 문장 확대의 역할을 이해하

기 힘들 수 있다. 셋째, 명사형 어미 ‘-(으)ㅁ’과 ‘-기’, ‘관형사형 어미+

것’은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사와의 결합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통사적 제약을 경희대 교재 6급에서는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다

른 교재들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베트남 대학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

는 내포문 문법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면, 교재마다 제시 항목, 제시 방법

과 배열 순서가 모두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명사형 어미 ‘-(으)ㅁ,

-기’는 결합할 수 있는 격조사, 보조사와 후행 서술어가 매우 다양하지

만 조사된 세 교재에 제시된 결합하는 서술어들이 ‘쉽다, 바라다, 알다,

모르다, 틀림없다’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

습자들에게 명사형 어미를 활용해서 문장을 확대하는 기능을 제대로 인

다(3급)
급); 설마 –는 건

아니겠지요? (4급)

-는다는 것이 × × 3급

-은/는/을 것

같다

-(으)ㄹ 것 같다

(2급)
2급

1급

-은/는/을 게 틀림

없다(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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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시키지 않고 몇 개의 서술어로만 교육 내용을 다루면 학습자들의 한국

어 통사적 복잡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반면에 세 교재에서 제시한

관형사형 어미 ‘-은/는/을’과 결합하는 후행 의존명사의 수는 상당히 많

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연세대 교재에서는 ‘-을 수 있다’를 1

급에서 제시하고 ‘-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을 수는 없지요’를 4급

에서 제시하고 5급에서는 ‘-을 수 없으리만치’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 형

태의 기능, 용법과 의미를 이미 학습한 학습자는 기본 형태가 의존명사

와 결합한 후에도 새로운 의미나 기능으로 변화가 없는 경우 별도의 문

법 항목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사절 어미를 제시하는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부사절 어미

한국어 교재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경희대 연세대

동시
-(으)면서(2급),-(으)

며(4급)

-(으)면서(2급), -

(으)며(3급)

-으면서(2급),-어 가

면서, -이며(4급)

계기적 사건

-아/어서 (시간 순

서), -고 나서 (2급)

-아서/어서(1급), -

자마자, -고 나서,-

고 나면(3급)

-어서(1급); -자마자,

-고서, -고나서(3급),

-고서는(4급)

-자마자(3급), -자(4

급)

‘-아/어서’ & ‘-고

나서’(3급);

‘-자마자’ & ‘-는

대로’(3급)

‘-고 나서’ & ‘-고

나니(까)’(4급)

중단-전환
-다가(2급), -아/어

다가(5급)

-다가(2급), -다가

는(4급)

-었다가, -다가(2급),

-다가는(4급)

양보

(아무리) -아/어도(2

급)
-아/어도 되다(2급)

-어도 되다, -아도(2

급)

-(으)ㄴ/는데도,-만

해도, -(으)면서도(5

-아/어도, -(이)라

도(3급), -더라도,

-이라도,-고도,-으면

서도, -다가도(3급);

<표 9> 한국어 교재의 부사절 어미 제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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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으)ㄹ지라도(4

급); -더라도 & -

(으)ㄹ지라도(4급)

-는다고 해도, -는다

더라(4급)

-(으)나 마나, -(으)

들(6급)

-다손 치더라도, -

는 한이 있더라도/

있어도(6급)

-을지라도, -으면 몰

라도, -는다손 치더

라도, -는 한이 있더

라도(6급)

조건-가정

-(으)면, -(으)려면(2

급)

-(으)면(1급), -(으)

면 안 되다(2급)

-으면(1급)

-으면 안 되다, -지

않으면 안 되다(2급)

-다(가) 보면, -았/

었으면 좋겠다, -지

않으면 안 되다 (3

급), -아/어야, -다

면(4급)

-(ㄴ/는)다면(2급),

-아/어야, -았/었더

라면(4급); -(으)

면 & 거든(4급)

-아야, -는다면, -어

야지, -으면 되다, -

었다면(3급);

-었더라면, -(으)면

뭐해요?, -었다 하면,

-어야지 그렇지 않으

면, -었으면–고 얼마

나 좋았겠어요?, -

는다면야, -자면, -었

으면야, 이라야 (4급)

-자면, -았/었더라면

(5급)

-(으)면 몰라도,

-(으)ㄹ래야(6급)

-(으)면 & –다면;

-다(고) 치다 & –

자면; -다(가) 보면

& –다가는(4급)

-으련만, 이라도-을

라치면, -노라면(6급)

원인-이유

-아/어서(1급), -

(으)니까(2급)

-아서/어서, -(으)

니까(1급), -아/어

서 그런지, -(으)므

로, -길래(3급)

-으니까 (1급); -어

서 그런지(2급); -는

다니까, -고 해서, -

이라서,-느라고 (3급)

-아/어서 그런지(5

급), -느니 차라리,

-길래 (6급)

-느라(고), -고 해

서(4급);

-다(가) & –느라

-는다고 해서(4급),

-길래, -느라고, -으

므로(5급), -느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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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별 한국어 교재의 부사절 어미 목록은 동시, 계기적 사건, 중단

-전환, 양보, 조건-가정, 원인-이유, 목적-의도, 상황제시, 비유, 비례 10

가지 의미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표에 나타난 부사절 어미 목록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논의 사항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의미 범주별 각 교재마다 선정된 문법 항목, 어미의 개수, 순서와 제시

방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유-원인을 나타낸 연결어미는『베트남

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에서는 ‘-(으)니까(2급), -아/어서 그런지(5급),

-느니 차라리, -길래 (6급)’ 5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희대 교재에서는

‘-아서/어서, -(으)니까(1급), -아/어서 그런지, -(으)므로, -길래(3급)’ 5

개를, 그리고 연세대 교재에서는 ‘-으니까 (1급); -어서 그런지(2급); -는

다니까, -고 해서, -이라서,-느라고 (3급), -는다고 해서(4급), -길래, -느

(고)(5급) 급)

목적-의도

-(으)려고(2급), -게,

-도록 하다(3급)

-(으)려고 하다, -

(으)려고, (으)려다

(가)(2급)

-으려고 하다(1급),

-으려고, -게, -으려

면(2급),

-(으)려던 참이다(3

급), -도록(4급), -게

(5급), 도 -(으)려니

와,-(으)ㄹ래야(6급)

-도록, -(으)려던

참이다(4급); -고

자, -게/게끔, -도

록,-(으)니, -자(6

급)

-으려던 참이다, -도

록 하다(3급); -도록,

-게(4급), -도록(5급)

상황제시

-(으)ㄴ/는데(2급), -

다 보니까(4급), -았

/었더니, -더니(5급)

-거니와(6급)

-(으)ㄴ데/는데(2

급), -고 나니(까),

-다(가) 보니(까),

-더니(4급)

-는데/은데(1급), -더

니, -고 보니, -었더

니 (4급)

비유

-듯(이)(4급);

-듯(이), -(으)ㄴ/

는/(으)ㄹ 듯(이),

-(으)ㄴ/는/(으)ㄹ 

듯, -다는 듯(이)(6

급)

-듯이(3급),-는다는

듯이(6급)

비례 -(으)ㄹ수록(4급) -으면 –을수록(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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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으므로(5급), -느니(6급)’ 11개를 선정해서 제시하고 있다. 『베트

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는 이유-원인을 나타낸 ‘-(으)므로’를 목표 문

법으로 따로 선정하지 않았고 경희대 교재는 ‘-아/어서 그런지’, ‘-(으)므

로’를 3급에서 제시하는 반면 연세대 교재는 5급에서야 이를 제시한다.

‘-(으)므로’는 문어 성격이 강하므로 설명하는 글이나 논설문 등에서 활

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목표 문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급

에서 ‘-는다손 치더라도, -는 한이 있더라도, 이라도-을라치면, -노라면,

-(으)ㄹ래야’와 같은 빈도가 낮으며 난이도가 높은 연결어미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어미를 제시하는 것보다 이미

배운 같은 의미 범위 내 연결어미의 차이를 변별해주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학습자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으)면’

류의 연결어미는 ‘-으면/면, -ㄴ다면/다면, 자면, -으려면/려면’ 등의 이

형태를 갖는데, 이러한 형태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학습자들의 범주 내 연결어미 대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베트남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은 의사소

통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문법 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재에서 문어에서 활용되는 문법 항목과 구어 상황에서 활

용되는 문법 항목을 구별 없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교실 수업에서 교사의

설명이 없으면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문법 교육에서 정확

성보다는 용인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교사의 명확한 설명,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법항목들을 교수·학습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과제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장을 생성하는 연습을 하게 하는지를 함께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교재 분석 결과, 초급에서 고급으로 숙달도가 향상됨

에 따라 문법항목의 복잡도는 점점 높아지지만 문장 교육과 관련한 과제

의 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다. 문장 교육에 관련된 문법 연습 유형은 2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어미 변형을 통해서 문장 종결을 연습하는

유형이고 두 번째는 ‘-자마자, -는 대신에, -으면서, -고’ 등과 같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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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또한 전성어미를 통해서 문장 확장을 연습하는 유형이다. 구체적인

학습활동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문장 연결

연습 유형

문장 연결하기

목표 문법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기

문장 종결

연습 유형

목표 문법을 활용해서 대화 완성하기, 주어진 상황에 맞게

목표 문법을 활용해서 구어 문장 만들기 연습

제시된 단어로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들기, 보기의 문형과

같이 문장을 쓰기나 문법을 적용으로 문장을 쓰기

<표 10> 교재에 나타난 문장 연습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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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과제 유형은 기계적인 연습을 통해서 통사적 능력을 신장시

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통제적인 연습을 실행하는 활동을 위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

습자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문장의 어순이나 문장 성분

을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지시대로 문장을

생성하는 활동에만 집중하면 학습자들이 앞 절과 뒤 절을 결합하는 이유

는 무엇인지,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어떤 상황에서 결합하는 것이 적절한

지, 언제 독립적인 문장을 구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인식하기 어렵다

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대조

본고에서는 베트남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을 대조하여 두 언어의 문장

구조, 문장 어순 및 문장에서의 필수 논항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힘으

로써 학습자가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

고자 한다. 양국 언어의 유사점은 초급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학습에 용이한 요인이 되기도 하나 두 언어의 차이점은 중-고급 학습자

들에게는 학습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숙달

도가 낮은 학습자들은 종종 목표어 발화에 앞서 모국어로 문장을 생성하

고 그것과 대응되는 목표어 요소를 찾으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어 문장과 베트남어 문장 구조의 차이점을 밝히기 전에 두

나라의 기본적인 문법적 특징을 대조해 보고자 한다.

언어 유형론적으로 베트남어는 고립어에 속하고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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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어미, 조사가 없으므로 용언의 활용, 단어의 변형이 없이 사용되는

베트남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어미와 조사가 발달한 언어이다. 어순의 측

면에서,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을 가지는 SOV형 언어(강

현화 외, 2016)인 반면 베트남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가지

는 SVO형 언어이다. 또한 한국어의 수식 구성에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항상 선행하도록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더해 언어 유형론

적 관점에서 한국어는 핵이 반드시 최종 위치에 놓이는 핵-끝머리

(head-last 또는 head-final) 언어, 이른바 좌분지(left-branching

language) 언어에 속한다(장소원, 2011). 반면 베트남어의 경우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뒤에 있어야 한다. 즉, 베트남어에서 문장은 목적어와

관계절 등이 오른쪽으로 나열되는 이른바 우분지(right-branching

language) 구조로 구성된다.

또한 SOV 구조를 취하는 한국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

(으)ㄹ’와 같은 표지를 통해 명사와 관계어/관계절을 구별할 것을 요구한

다. 베트남어는 명사와 관계절 모두에 이러한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 언

어이다. 한국어는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자

유 어순(free word order) 또는 부분적 자유 어순(강현화 외, 2016)을 가

지고 있는 언어지만 베트남어는 어순을 바꾸면 뜻이나 문법적 기능이 완

전히 달라진다. 베트남어는 격조사와 같은 격 표지 대신 어순을 통해서

문장의 성분이 담당한 기능을 구별하는 것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순

을 비교하는 표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베트남어
SOV

주어+ 목적어+ 서술어

SVO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동사

예) 빨리 뛰다

깨끗하게 청소하다

동사+ 목적, 시간, 원인 등을 나타내는 부사

어

예) Chạy(뛰다) nhanh (빨리)

Quét dọn(청소하다) sạch sẽ (깨끗하다)

체언+ 부사격조사 (후치사) 부사격조사+ 체언 (전치사)

<표 11>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순 비교



- 44 -

양국 언어는 통사적 측면, 화용적 측면, 의미적 측면의 3가지 측면에서

대조 분석할 수 있다. 통사적 대조는 ‘문장성분’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을 중심으로 대조 분석하고, 문장성분들이 결합되어 구성되는 문장의 짜

임새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화용적 대조는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

내는 방식에 따라 분류된 문장의 유형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즉 의사소

통의 기본단위로서의 문장의 유형을 대조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문장의

유형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및 감탄문의 다섯 유형으로 구분

된다. 의미적 대조는 화자가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 의미

와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의미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의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

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통사적 복잡성을 잘 드러내는 문장 구조를

중심으로 양국의 언어를 대조 분석하기로 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어 겹문장을 구성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은 양국 언어의 문장 확장

체계와 특성의 차이점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먼저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문장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체계 대조

한국어 문장의 체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2005)에서는 ‘복문은 두 가지 방

식으로 만들어지며 첫째는 한 문장이 다른 문장들과 나란히 연결되는

예) 집에서, 친구에게 예) ở(에/에서) nhà (집)

cho(에게) bạn(친구)

명사+ 숫자+ 분류사

예) 고양이 두 마리

숫자+ 종별사+ 명사

예) Hai(두) con(마리) mèo (고양이)

수식어+ 피수식어

관형사절/관형어+ 명사

예) 나의 이상형

엄마가 사주신 옷

단순한 생각

피수식어+ 수식어

명사+ 관형사절/관형어

예) Thần tượng(인상형) của(의) tôi(나)

Áo(옷) mẹ(엄마) tôi(내) mua(사다) cho

(주다)

Suy nghĩ(생각) đơn giản(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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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연결’ 방식이고, 둘째는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는 ‘문

장의 안김’의 방식이다.’라고 하였다. 문장 확대의 체계는 다음 표와 같

다.

구본관 외(2015)에서는 문장에 대한 체계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한편 유현경 외 (2018), 『한국어 표준 문법』에서는 한국어 문장의 종

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문장

홑문장

겹문장
안은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이어진문장 (문장의 연결)

<표 12> 국립국어원(2005:1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문장

단문

복문
포유문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을 안은 문장

접속문 (대등적 접속문)

<표 13>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문장

홑문장

겹문장
포유문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을 안은 문장

이어진문장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

<표 14> 유현경 외(2018:440), 『한국어 표준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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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표준 문법』에서는 한국어 겹문장 체계의 경우, 이어진문장

(접속문)과 안은문장(내포문)으로, 다시 내포문을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에서는 연결어미를 연결되는 문장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나열, 시

간, 대립-대조, 이유-원인, 조건, 목적, 인정, 선택, 방법-수단, 배경’의 의

미 범주로 나눈다. 문장의 안김은 한 문장이 일정한 문장 성분의 구실을

하면서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명사

절, 관형사절, 인용절로 나뉜다.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을 기

술할 때는 무엇보다도 학습의 능률성, 의사소통상의 효율성을 고려야 한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에 따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문장

의 안김’의 부류에 부사절과 서술절을 구분해서 기술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에

서는 부사절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모두 문장의 연결에서 다룬다. 한편

구본관 외(2015)는 대등적 접속문만 접속문으로 인정하고 종속적 접속문

은 부사절에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단순히 대조 분석 관점에서 양국 언어를 비교하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인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 발달 추이

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언어 능력 측정의 관점에서 문

장 확대 체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문장의 확대는 접속과 내포라는 문법

적 기제를 통해 실현되는데, ‘부사절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서술절을 체계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에 따르면 안은문장의 부사절을 이어진문장의 종속절로 보고 대등과 접

속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문장의 연결’로 분류하는 것은 학습의 효율성

이라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복잡성의 측면에서는 안은

문장이 이어진문장보다 복잡도가 더 높고, 종속 관계가 대등 관계보다

복잡도가 더 높아서 대등과 접속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 복잡도를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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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따라서 ‘부사절을 인정해야 하는가’, ‘이어진문장의 종속절을 인

정해야 하는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사절이 표면적

어순은 두 개의 절이 접속된 형태로 주로 나타나지만(Pham Hong

Phuong, 2016) 의미상 주절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안은문장에 더 가깝다

고 보고, 부사절은 안은문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부사절

을 접속절로 보는 것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수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통사적 발달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

로 언어학적 논리에 따라 부사절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코끼리가 코가 길다’ 처럼 주어의 형식이 전체와 부분의 관

계를 보이는 이중 주어 문장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주제어+ 주어+ 서술어’ 구조를 가진 문장은 단

문보다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며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

는 문장이므로 서술절 안은문장으로 봐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서술절은 그 절을 이끄는 문법적 표지가 없으므로 다른 종류

의 내포절처럼 특정한 형태를 기반으로 복잡성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술절을 인정하지 않고 내포문의 하위 체계를 관형사

절을 안은문장, 명사절을 안은문장, 부사절을 안은문장, 인용절을 안은문

장으로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부사절, 관형사절, 명사절 구체

적인 인정 기준은 복잡성 판단 기준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베트남에서의 복문의 분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Nguyen Thi Thin(2001)은 베트남에서의 학교 문법에 따르면 베트남어

의 복문은 접속문 (câu ghép), ‘성분 내포문’ (câu phức thành phần) 두

가지로 분류되고 접속문은 대등적 접속문과 종속적 접속문으로 나뉜다.

또한 ‘성분 내포문’은 주어 내포절과 서술어 내포절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베트남어 내포문의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나 최근 Diep Quang Ban(1996), Diep Quang Ban(2009), Nguyen

Thi Ly Kha(2008), Nguyen Huu Quynh (2001), Hoang Trong

Phien(2008) 등 많은 연구에서는 내포문을 인정하고 복문을 접속문과 내

포문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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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p Quang Ban(2009)에서는 베트남어 문장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Diep Quang Ban(2009)에 따르면 베트남어는 겹문장/복문을 이어진문

장(접속문)과 안은문장(내포문)으로 일차적으로 분류한다. 이어진문장은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뉘며, 안은

문장은 절(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어절을 안은 문장, 서술어 내포절을 안은 문장, 관형어 내포절

을 안은 문장, 보어 내포절을 안은 문장, 부사어 내포절을 안은 문장으로

나뉜다. 다음으로 갈래별 베트남어 문장의 통사적 특성을 한국어 문장의

통사적 특성과 대조하면서 예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베트남어에서의 접속문의 정의를 확인해 보겠다. 베트남어 접속

문은 서로를 내포하지 않는 절 두 개 이상을 가진 구성이며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밀접하며 일정한 방식으로 그 의미 관계가 표현된다.

베트남어의 접속문은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분류되는데 베트남

어의 종속 접속문은 쌍접속사를 통해 두 절이 연결되고, 선-후행절이 의

미적으로 대등하지 않고 한 명제가 주절이 되며 한 명제가 종속절이 된

다. 다음 예문은 양보-결과 의미를 가진 쌍접속사 ‘Tuy(비록)+ 종속절

nhưng(지만)+ 주절’을 사용한 베트남어의 대표적인 종속 접속문이다.3)

3) 예문의 전형성을 담보하기 위해 Diep Quang Ban(2009)의 예문을 참고로 인용하거나

변형해서 제시하였다.

문장

단문

복문
안은문장

주어 내포절을 안은 문장

서술어 내포절을 안은 문장

관형어 내포절을 안은 문장
보어 내포절을 안은 문장

부사어 내포절을 안은 문장

이어진문장
대등적 이어진 문장

종속적 이어진 문장

<표 15> Diep Quang Ban(2009),『Ngữ pháp Việt Nam phần câ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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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uy tôi đã nói nhiều lần nhưng nó vẫn không nghe

비록/나/과거 허사/말하다/여러/번/ 지만/그는/여전히/아니다/듣다

비록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는다.

베트남어의 대등 접속문의 선-후행절은 의미적으로 대등하고 서로 수

식하거나 해설하지 않는다. 이 두 절은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

고 동사/형용사 앞에 붙은 시제 허사 또는 동작의 상태를 표현하는 동태

허사를 통해서 연결되기도 한다. 예컨대 2번과 같은 문장은 ‘vừa+ 동사

1…vừa+ 동사2’(동사1+ 기도 하고+ 동사2+ 기도 하다)와 같은 호응 허사

가 동사 앞에 놓이며 두 개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Họ vừa đi vừa hát.

그들/허사/가다/ 허사/노래하다

그들은 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위 예문은 ‘vừa mới+ 동사1… đã+ 동사2’(막+ 동사1+ 자마자+ 동사2)

와 같은 시제 허사가 동사와 결합하여 앞 절의 동작이 막 시작함과 동시

에 뒤 절의 동작이나 사실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낸다.

3. Chúng tôi vừa mới đến thì xe đã chạy mất.

우리/ 막(방금)/도착하다/베트남어 접속사/ 차/과거 허사/가버리다

우리가 막 도착하자마자 차가 출발해버렸다.

한국어의 접속문은 형태론적으로 연결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반면에 베

트남어의 접속문은 ‘vừa+ 동사1…vừa+ 동사2’ (동사1+ 기도 하고+ 동사

2+ 기도 하다) 혹은 ‘vừa mới+ 동사1… đã+ 동사2’(막+ 동사1+ 자마자+

동사2)와 같이 시제 허사 또는 동태 허사를 통해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베트남어 대등 접속문에는 접속표지가 사

용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명제가 나열되어 구성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때 문장의 선-후행절에 바탕해 의미적, 시간적 선후 관계, 정보 보충, 조

건-결과의 논리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접속 표지를 생략해도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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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뚜렷한 경우, 접속 표지를 수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어 접속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4. Mọi người khuyên bảo, nó không nghe.

사람들/ 타이르다/ 그는/ 아니다/듣다

사람들이 타일렀다, 그는 듣지 않았다.

위 예문처럼 베트남어에서는 두 절의 논리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 접속사가 없어도 무표 접속문이 형성될 수 있다.

베트남어 접속문과 내포문의 차이점은 접속문의 절들을 따로 떼어 놓

아도 그대로 독립된 문장이 되지만 내포문의 절들은 재구성하지 않는 이

상, 그대로 독립된 문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어 내포문은 비독

립적인 하위문이 독립적인 상위문의 한 성분으로 안긴 구조라고 정의되

어 있다(Diep Quang Ban, 2009). 일반적으로 안긴 문장이 안은 문장의

성분 자격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복잡한 문법 규칙을 요구하는 동시에,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한 언어의 특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안은절안긴절

[그림 1] 내포문을

구성하는 두 절의 관계

A 절 B 절

[그림 2] 종속절을

구성하는 두 절의 관계

베트남어 내포문의 예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5. Chuột chạy làm vỡ lọ hoa.

쥐/ 뛰다/ 깨뜨리다/ 꽃병

쥐가 뛰어서 꽃병을 깨뜨렸다.

위의 예문에서 ‘Chuột(쥐) chạy(뛰다)’는 안긴절이고 큰 문장 속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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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역할을 한다. 원문장을 직역하면 ‘쥐가 뛰는 것(행동)은 꽃병을 깨

뜨렸다’이지만 논리적 의미로 ‘쥐가 뛰어서 꽃병을 깨뜨렸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Chuột(쥐) chạy(뛰다)’ 안긴절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면 문법적

으로 어긋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어색하거나 의미적으로 독립하

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어 접속문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6. Trời mưa, đường trơn.

하늘/ 비/ 길/ 미끄럽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다.

위의 예문처럼 접속문은 ‘Trời (하늘)mưa(비), đường(길) trơn(미끄럽

다)’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며 두 명

제를 연결해 주는 접속사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으나 한국어로 옮길 때

인과 관계 연결어미 ‘-아/아서’를 활용하여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다‘로

번역해야 한다.

베트남어의 경우 안긴문장의 문법적 기능을 내포문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즉 그 절이 전체 문장 안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기

능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내포문의 종류를 구분한다. 반면 한국어의 내포

문은 안긴문장의 문장 내에서 문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안긴문장이 어떤

종류의 품사 자리에 들어가 있느냐도 내포문의 유형 분류에 기준이 된

다. 관형사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절은 관형절,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절은 명사절, 부사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절은 부사절로 나누는 것이다.

한국어 내포문은 어미에 의해 형성되는데, 명사절은 ‘-(으)ㅁ’, ’-기’ 등

의 명사형 전성어미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형사절은 ‘-은, -는, -을, -던

/-았던’ 등의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해서 관형사절을 형성한다. 이 전

성어미들은 어간에 결합하여 명사화 혹은 관형사화 절차를 거친다. 반면

에 베트남어는 한국어처럼 연결어미나 전성어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특정 성분이 어떤 문장성분인지, 가령 주어인지, 목적어인

지, 부사어인지, 서술어인지는 어순으로 결정된다. 베트남어는 어순에 따

라 성분의 문법적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베트남어 내포문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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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안긴 문장의 위치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는 양국 언어 통사적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장, 특히 복문을 구성할 때 어렵게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자주 틀린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따

라서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체계에 대응되는 베트남어 구문이 무엇인

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베트남어의 접속문은 대등적 이어진문장(câu ghép đẳng lập)과 종속

적 이어진문장(câu ghép chính phụ)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어의 대등적

접속문은 베트남어의 대등하게 이어진문장(câu ghép đẳng lập)에 대응

할 수 있다. 내포문에서 한국어 관형사절은 베트남어 관형어 내포절과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명사절을 안은문장은 베트남어 내포문 중

1:1로 대응되는 것이 없으며 베트남어 주어 내포절과 보어 내포절에 대

응시킬 수 있다. 응웬티프엉투-양명희(2021년)에 따르면 한국어의 명사

절이 문장의 일부 성분(주어, 보어)으로 사용되는 점이 베트남어와 같다

고 한다.

한국어 부사절도 베트남어 내포문과 1:1로 대응되지 않으며 베트남어

의 종속적 이어진문장(câu ghép chính phụ) 및 부사어 내포절과 대응시

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어 문장 체계에서는 인용절을 따로 설정

하지 않고, 인용절 내포절은 베트남어 보어 내포절에 포함되어 있다(응

웬티프엉투-양명희, 2021년).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용절을 따로 설정하

지 않은 베트남어의 특징을 참고하여 한국어 인용절과 베트남어 해당한

구문을 대조 진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문장 체계 베트남어 문장 체계

홑문장 홑문장

겹

문

장

내포문

(안은문장)

명사절을 안은문장 주어 내포절을 안은문장

보어 내포절을 안은문장
관형사절을 안은문장 관형어 내포절을 안은문장

부사절을 안은문장 종속적 이어진문장

<표 16> 한국어와 베트남어 문장 체계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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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문장 유형 중, 대등 접속문보다 내포문이 문장의 복잡성 측면에서

복잡도가 더 높기 때문에, 본 논의는 한국어 내포문 중 부사절, 명사절,

관형사절 내포문으로 한정하여 베트남어 대응 구문과 대조 분석을 실시

할 것이다.

2.2. 한국어 부사절과 베트남어 대응 구문 대조 분석

한국어 부사절은 베트남어 종속 접속문과 대응한다. 베트남어 종속 접

속문은 크게 원인-결과 접속문, 조건-결과 접속문, 양보-결과 접속문 및

조건-결과 접속문의 네 가지 유형으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 부

사절과 베트남어 대응 구문을 대조하려면 네 가지 의미 유형별 대조 분

석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사절 양상에 대한 대조보다는

양국 언어의 통사적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한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설명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므로 한국어 부사절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종속

접속문의 통사적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베트남어 종속 접속문은 일반적으로 쌍을 이루어져 쓰이는 접속사(쌍

접속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쌍접속사는 각 절의 맨 앞에 위치

한다.

접속사1 [종속절]/ 접속사2 [주절]

이때 주절의 맨 앞에 위치한 접속표지(접속사)는 생략할 수 없으나, 종

속절 앞에 위치한 접속표지의 경우 수의적이다. 반면에 한국어의 부사절

전성어미(부사형 어미)는 항상 선행절 용언 어간 뒤에 나타난다.

[주절]/ 접속사 1 [종속절]

7.ㄱ. Tuy tôi đã nói nhiều lần nhưng nó vẫn không nghe.

비록/나/과거 허사/말하다/여러번/ 지만/그는/여전히/아니다/듣다

부사어 내포절을 안은문장
인용절을 안은문장 ------

접속문

(이어진문장)

대등적 연결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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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는다.

ㄴ. Nó vẫn không nghe tuy tôi đã nói nhiều lần.

그는/여전히/아니다/듣다/비록/ 나/과거 허사/ 말하다/ 여러 번

그는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여러 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ㄱ) 예문은 양보-결과 관계를 나타내는 ‘Tuy(비록) 종속절

nhưng(하지만) 주절’ 구성을 사용하여 접속문을 형성하고 있으며, (ㄴ)

예문은 주절과 종속절의 위치가 서로 바꿔서 ‘nhưng(하지만)’을 탈락시

키고 주절이 앞에 나타나 ‘주절 tuy(비록) 종속절’ 구문을 가진 접속문을

구성한다. 이처럼 베트남어 종속 접속문의 선-후행절 순서가 변화할 수

있는 예시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ㄱ. Nhờ thời tiết tốt mà mùa màng bội thu.

덕분에/ 날씨/ 좋다/ 베트남어 접속사/ 수확/ 풍년이다

날씨가 좋은 덕분에 수확이 풍년이다.

ㄴ. Mùa màng bội thu là nhờ thời tiết tốt.

수확/ 풍년이다/ 이다/ 덕분에/ 날씨/ 좋다

수확이 풍년이다, 날씨가 좋은 덕분에.

ㄷ. Nếu ngày mai trời nắng, mình sẽ đến cậu chơi.

만약/ 내일/ 하늘/ 화창하다/ 나/ 미래 허사/ 가다/ 너희 놀다

만약 내일 날씨가 화창하면 내가 너희 집에 놀러갈게.

ㄹ. Mình sẽ đến cậu chơi, nếu ngày mai trời nắng.

나/ 미래 허사/ 가다/ 너희/ 놀다/ 만약/ 내일/ 하늘/ 화창하다

내가 너희 집에 놀러갈게, 만일 내일 날씨가 화창하면.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위의 예문들처럼 베트남어 종속 접속문에서 선-

후행절의 위치가 서로 바꾸어도 종속 접속문이 형성되지만 한국어 부사

절은 선-후행절이 도치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어 부사절의 접속 표지

는 선행절 용언 어간 뒤에 결합하여, 순서가 바뀌면 더 이상 접속문이

아니고 분리된 두 문장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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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문들은 (ㄱ)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쓴 문장이며 한국어 문장

을 구성할 때 선호하는 표현 방식이고 (ㄴ)은 한국인이 쓰는 문장이다.

같은 의도를 표현하지만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베트남어의 어순 영향을

받아서 (ㄱ)처럼 문장을 생성하였다. 베트남어는 본인의 느낌, 생각을 표

현하는 주된 정보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배경을 설명해주거나 이유를 붙

여주는 문장을 쓰는 습관이 있어서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

는 문장을 먼저 쓰고 그 뒤의 문장은 ‘왜 중요한지’를 덧붙여서 설명하였

다. (ㄴ)예문은 한국인이 재구성한 문장인데 같은 뜻을 지닌 문장이지만

설명해주는 내용을 앞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사람은 주제(토픽)

의 명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장을 구성할 때 설명 부분이

앞에 나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9.ㄱ.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시대에 자신감이 없거

나 떨어지면 본인의 생각, 모습을 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베트남

인 학습자 5급)

ㄴ. 현대시대에 자신감이 없거나 떨어지면 본인의 생각, 모습을 잘 보

여줄 수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모어

화자)

10.ㄱ. 특히, 일회용품은 인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것들이

독한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인 학습자 5급)

ㄴ. 특히, 일회용품은 독성 물질로 인해 인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한국어 모어화자)

한국어 부사절의 통사적 특징 중에는 시제 제약, 후행절 제약, 선어말

어미 제약, 동일 주어 제약 등 문법적 제약이 많다는 점이 있다. 다음의

예문처럼, 한국어의 원인-결과 접속어미 중에 ‘-(으)니까’는 모든 종결형

의 접속문에서 사용되는데 ‘-아/어서’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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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이 *많아서/ ˅많으니까 너 혼자 가라.

그러나 베트남어의 접속문은 후행절 제약이 없어 모든 문장 유형과 결

합이 가능하다. 외국인 학습자가 범하는 대부분의 연결어미 오류는 의미

범주와 그에 따르는 제약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올바른 의미 범주

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연결어미가 갖는 제약을 지키지 않으면

비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부사절의 연결어미는 수가 많고,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다양한

어미들이 문장 간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선택된다(김중섭, 2002). 베트남

어에서는 종속접속문의 접속표지가 하나인데, 해당 표현에 대해 한국어

에 대응되는 연결어미가 여러 개일 경우, 학습자가 한국어 부사절 생성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한다.

2.3. 한국어 관형사절과 베트남어 대응 구문 대조 분석

한국어 관형절은 문장의 서술어가 관형사형 어미 ‘-는, -ㄴ/은, -ㄹ/

을’ 등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는 문

장 종결어미 ‘-(으)ㄴ다,- 느냐/으냐,-어라/라, -자’ 등에 ‘-(고 하)는’을

붙임으로써 관형절을 만들기도 한다(김정숙 외, 2005). 한국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절이 언제나 명사의 앞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베트남어는 관형사절이 명사 뒤에 오는 형태를 지닌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관계절 표지) ‘-(으)ㄴ’, ‘ -는’, ‘-

(으)ㄹ’, ‘-던’에 의해 실현된다.

먼저, 사건이나 동작이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는’과 사건이나 동작의 과거 시제나 사건이나 동작이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으)ㄴ’은 영어의 ‘that’에

해당하는 베트남어의 접속사 ‘mà’에 대응시킬 수 있다.

12.ㄱ. 여기가 제가 다니는 학교예요.

Đây là ngôi trường mà tôi đang theo học.

여기/ 이다/ 학교/ 접속사/ 나/ 현재 허사/ 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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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저기 서 계시는 분이 승규 씨예요.

Người mà đang đứng ở kia là Song Kyu.

사람/ 접속사/ 현재 허사/ 서다/ 에/에서/ 저기/ 이다/ 승규

ㄷ. 어제 본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Bộ phim mà tôi đã xem ngày hôm qua rất cảm động.

영화/ 접속사/ 나/ 과거 허사/보다/ 어제/ 매우/ 감동적이다

ㄹ. 안경을 쓴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

Đứa trẻ mà đang đeo kính đã giơ tay và đặt câu hỏi.

아이/접속사/ 현재 허사/ 쓰다/ 안경/ 과거 허사/들다/손/그리고/ 만들다/ 질문

그런데 ‘mà’는 영어의 ‘that’처럼 일상대화 등 구어체에 많이 쓰이나

문어체에서는 문장의 각 성분 간의 구별이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쓰이

며 역시 생략이 가능하다. 또는 베트남어 ‘mà’는 연결해 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뿐, 현재,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사 앞에 ‘đang(현재 허

사)’, ‘đã (과거 허사)’과 같은 시제를 표현하는 시제 허사가 필요하다. 그

러나 베트남어에는 삼분 체계(과거-현재-미래)와 같은 시제 개념이 없으

며 상 개념만 있다는 견해가 있다(Nghiem Thi Thu Huong, 2006).

‘đang’, ‘đã’은 현재/과거의 표현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상과

서법에 관련된 것을 더 잘 표현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어의 경우 시제 허

사보다 ‘어제, 오늘, 지금’과 같은 시간 부사를 통해서 시간을 표현하기

때문에 ‘đang’, ‘đã’와 같은 표지가 없어도 문장의 뜻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đang’, ‘đã’은 문장 구성에 있어 생략이 가능하며 사

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관형사절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

(으)ㄴ’, ‘-는’이 반드시 있어야 형성될 수 있지만 베트남어는 접속사를

쓰지 않아도 어순에 의해 뜻이 분명한 경우 접속사를 생략하는 것이 보

편적이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으)ㄹ’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일을 가리키지만 추측, 예정, 의지, 가능성 등을 나타내기도 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의미에 따라 베트남어에 상응된 허사가 다르다.

13.ㄱ. 내일 당신이 할 일을 잊지 마세요.

Đừng quên việc mà bạn sẽ làm ngày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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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라/ 잊다/명사화 장치/접속사/당신/미래 허사/ 하다/ 내일

ㄴ. 이것은 내가 읽을 책이다.

Đây là cuốn sách mà tôi sẽ đọc.

이것/이다/ 책/ 접속사/ 나/ 미래 허사/ 읽다

한국어의 ‘-(으)ㄴ,-는’에 대응시킬 수 있는 베트남어의 ‘mà đã’ , ‘mà

đang’과 마찬가지로 미래, 예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으)ㄹ’은

베트남어의 ‘mà sẽ’에 대응할 수 있다. ‘sẽ’은 동사 앞에 놓이는 미래

시제 허사이다. 문장 구성에 있어서 ‘mà sẽ’ 역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요소가 아니며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으면 생략 가능하고

문장의 뜻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4.ㄱ. 손님이 왔으니 마실 거리라도 대접해야겠다.

Khách đến nên cũng phải đãi khách dù là đồ để uống.

손님/오다/ 그래서/ 도/ 반드시/ 대접하다/ 손님/ ~이라도/ 것/ ~기 위해/ 마시다

ㄴ.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싸우니?

Thời gian để yêu còn thiếu nữa là cãi nhau?

시간/ ~기 위해/ 사랑하다/ 게다가/ 부족하다/ ~은(는) 더욱 그러하다/ 싸우다

ㄷ. 갈 곳이 없어.

Không có nơi nào để đi.

없다/ 곳/ 어느/ ~기 위해/ 가다

‘-(으)ㄹ’이 시제의 의미 없이 앞의 말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어미로 사용될 때는 베트남어 ‘để’에 대응된다. ‘để’도 ‘-(으)ㄹ’과

마찬가지로 시제와 무관하게 사용되며 앞의 말과 뒷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이지만 ‘để’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접속사가 아니라

후행절의 목적, 행동의 의도나 욕망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이에

대응시킬 수 있는 한국어 표현으로는 ‘-기 위해서, -(으)려고, -도록’을

들 수 있다.

15.ㄱ. 난 한국어를 *잘하도록(√잘하는) 특별한 비결이란 것이 없어.

Tôi không có bí quyết đặc biệt nào để học giỏi tiếng Hàn.

나/ 없다/ 비결/ 특별한/ 어느/ ~기 위해/ 공부하다/ 잘하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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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한(√할) 기회를 찾아야 해.

Bạn phải tìm cơ hội để nói chuyện với người Hàn Quốc.

당신/반드시/찾다/ 기회/ ~기 위해/ 이야기하다/ 에(에게)/ 한국 사람

ㄷ. 한국어가 재미있고 발음이 귀엽고 *공부하려고(√공부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Tiếng Hàn thú vị, phát âm dễ thương và không khó để học.

한국어/ 재미있다, 발음/ 귀엽다/ 그리고/ 아니다/ 여럽다/ ~기 위해/ 공부하다

ㄹ. 어순에 *익숙하기 위해(√익숙해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Để quen với trật tự ngôn ngữ không phải là một việc dễ và mất nhiều thời gian.

~기위해/ 익숙하다/ 에게/ 순서/ 언어/ 아니다/ 하나/일/ 쉽다/그리고/걸리다/ 많다/ 시간

위 예문의 (ㄱ,ㄴ,ㄷ,ㄹ)은 ‘-기’ 명사형 전성 어미나 관형사절 어미

‘-는’+ 의존명사 ‘-것’ 또는 관형사절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종속적

연결어미 ‘-도록, -기 위해, -(으)려고’를 사용해서 명사절/관형사절을

형성하는 데에 오류가 발생했다. 베트남어 구문과 대조해보면 베트남어

표현 ‘để’를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생긴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2.4. 한국어 명사절과 베트남어 대응 구문 대조 분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명사화란 명사 기능을 하는 형태로

바뀌는 문법 현상으로, 어휘적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적 명사화’와

문장 층위에서 실현되는 ‘통사적 명사화’로 나뉜다. ‘형태적 명사화’는 명

사 파생 접미사 ‘-(으)ㅁ’, ‘-기’, ‘-이’, ‘-개’ 등이 어미에 결합하여 나타

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통사적 명사화’는 절

이 하나의 명사구처럼 쓰이게 하는 통사적 절차이고 한국어의 경우, ‘-

(으)ㅁ, -기’와 같은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 것, -는 것’ 등과 같은 관

형사형 전성어미+ 것의 결합 형태를 사용하여 명사절을 구성한다. 때로

는 ‘-느냐, (으)냐, -는가/-(으)ㄴ가, -는지/-(으)ㄴ지,-(으)ㄹ지’ 등과 같

은 의문형 종결어미가 결합되어 명사절이 구성되기도 한다. 베트남어는

‘명사화소/ 명사화 장치’에 의하여 명사화 구문을 생성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아무 요소와 결합하지 않고 단지 문장 위치 또는 문장 내에 다른

문장 성분들과의 관계에 의하여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화 구절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즉, 베트남어는 한국어처럼 명사절을 만드는 특정한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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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안긴절이 주어 성분의 역

할을 하면 주어 내포절로 간주하고 보어 성분의 역할을 하면 보어 내포

절로 간주한다.

한국어 명사절이 전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로 주로 사용되는 것

처럼 한국어 명사절은 베트남어의 주어 내포절과 보어 내포절로 주로 대

응된다.

16.ㄱ. Chúng tôi không biết việc anh ấy đã kết hôn.

우리/ 아니다/ 알다/ 명사화 장치/그 남자/과거 허사/결혼하다

ㄴ. 우리는 그가 결혼했음을 몰랐다.

17. Anh trai tôi thích việc xem phim.

형/ 나/ 좋아하다/ 명사화 장치/ 보다/영화

오빠가 영화를 보기를 좋아한다.

18. Tị muốn các bạn Tị đều đến dự sinh nhật của Tị.

Tị(이름)/바라다/친구들/ Tị/모두/오다/참석하다/ 생일/ 의/ Tị

Tị는 모든 친구가 Tị의 생일 파티에 참석할 것을 바란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 베트남어에서는 ‘việc’이라는 명사화 장치4)가 하위

절 앞에 붙어 명사절이 만들어진다. 한국어는 반드시 명사화소를 결합하

여 명사화를 실현해야 하지만 베트남어의 명사화소는 생략이 가능한 수

의적 요소이다. (17)문장의 경우, ‘việc’을 생략하는 것이 베트남어에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심재기(1980)나 홍종선(1983) 등은 ‘-(으)ㅁ’ 구문과 ‘-기’ 구문이 고유

4) 베트남어 명사화 장치들은 동사, 형용사 앞에 붙어 동사, 형용사를 명사화하는 역할

하는데 대표적으로 ‘việc, sự, cuộc, vẻ, cái, nỗi, niềm, cơn, trận chuyến’ 등이 있다. 그

중에 ‘việc, sự, cuộc’은 동사와 주로 결합하고 ‘vẻ, cái, nỗi, niềm, cơn’은 형용사와 주로

결합한다. ‘trận, chuyến’은 특히 이동동사와 주로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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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으)ㅁ’ 구문은 대체로 추상적, 개

념적, 문어적, 형식적, [+대상성], [+결정성], [+순간성], [+현장성] 등의

의미 특성을 가지는 반면, ‘-기’ 구문은 구체적, 사실적, 양적, 구어적, 비

형식적, 비대상성, 비결정성, 일반성, 미래성 등의 의미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베트남어의 경우, 미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sẽ(미래 허사)’, ,

현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đang(현재 허사)’를 사용해서 표시하는데 위

에 분석한 것처럼 ‘sẽ’, ‘đang’이 없어도 문장의 뜻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19.ㄱ. 영희는 철수에게 돌아오기를/*돌아옴을 바란다.

Younghee mong Cheol-soo sẽ quay trở lại.

영희/ 바라다/ 철수/ 미래 허사/ 돌아오다

ㄴ. 그는 영희가 공부하고 있음을/*공부하기를 알려 주었다.

Anh ấy cho biết là Younghee đang học bài.

그는/ 알려 주었다/ 영희/ 현재 허사/ 공부하다

ㄷ. 나는 그녀가 출세하는 것을 바란다.

Tôi mong cô ấy sẽ thành công.

나/ 바라다/ 그녀/ 미래 허사/ 성공

위의 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의 ‘-(으)ㅁ’ 구문과 ‘–기’ 구문의

차이는 베트남어의 경우, 상위문 서술동사와 상관없이 시제 허사를 통해

서 실현되는데 한국어의 ‘-기’와 ‘-(으)ㅁ’ 에 대응하는 베트남어가 없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기’ 명사절과 ‘-(으)ㅁ’ 명사절을 생성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에서 어떠

한 환경에서 ‘-기’ 명사절 또는 ‘-(으)ㅁ’ 명사절이 오는지 구별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명사화소를 미사용하는 오류

를 빈번하게 생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20.ㄱ. 사람은 자연을 찾아가는 이유는 바로 자연 속에서 *편안(∨편안

함)을 누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다.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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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렇지만 처음부터 인간을 위한 발전에만 집중하고 자연을 *적당

한 개발에 대해 (∨적당히 개발하는 것을) 무시했으니 현재 중요한

것은 자연 보존이라고 생각한다. (4급)

ㄷ. 그러나 인간을 위해 자연을 *개발(∨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점도 있다. (4급)

ㄹ. 그런데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편리가(∨편리함이) 중요해지고

있다. (5급)

형태 변화가 없는 베트남어의 특징으로 인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

국어로 글쓰기를 할 때 형태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해 위의 (20)문장처럼 명사화소인 '-(으)ㅁ, -는 것'을 결합하지 않

고 용언의 어근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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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사적 복잡성 및 정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3.1. 통사적 복잡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3.1.1. 통사적 복잡성 개념 및 측정

1) 통사적 복잡성 개념

많은 언어 학자들은 복잡성, 정확성 및 유창성의 3가지 구인이 제2언

어 숙달도와 학습자의 수행 발달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적절하며 종합

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Skehan, 1998; Ellis, 2003, 2008; Ellis와

Barkhuizen, 2005). 따라서 복잡성, 정확성 및 유창성(CAF)은 응용 언어

학의 중요한 연구 도구가 되었다.

CAF는 제2언어 학습자의 말하기 및 쓰기 평가의 유용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언어 습득 양상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

되었다. 기존 문헌 검토에 의하면, 이 3차원적 언어 능력 모형은 1980년

대 제2언어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

여 정확성과 유창성 개념을 활용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정확성과 유창

성 개념을 처음으로 응용한 학자들 중 Brumfit(1984)은 자발적 언어 출

력을 촉진하는 유창성 중심 활동과 언어 형태 및 통제적 문법 연습에 중

점을 둔 정확성 중심 활동을 구분하였다(Hammerly, 1991). 복잡성은

1990년대에 추가되었으며 Skehan(1989)은 복잡성 개념을 포함한 CAF

모델을 소개하였다. 이후 1990년대부터 언어 3차원의 개념이 정립되었으

며 오늘까지 L2 학습자의 언어 수행 평가에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통상

적으로 복잡성은 일반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언어

의 정교하고 다양한 정도'(Ellis, 2003: 340)로 , 정확성은 ‘오류 없는 말

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어 왔다.

CAF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잡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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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 유창성의 정의 및 개념,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CAF를

구성하는 3개 요인 중 ‘복잡성’이 가장 복잡하고 모호하며 파악하기 어려

운 개념으로 간주된다. L2 복잡성은 인지적 복잡성과 언어적 복잡성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었다(DeKeyser, 2008; Housen, Pierrard 및

Van Daele, 2005; Williams 및 Evans, 1998). 본질적으로 두 유형의 복

잡성은 언어 특징(패턴, 구조, 규칙) 또는 언어의 하위 분야(음운론, 형태

론, 구문론, 어휘)의 속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인지적 복잡성은 L2 학습

자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반면, 언어적 복잡성은 L2 체계 또는 L2 기능

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인지적 복잡성은 학습자가 L2 수행 및 습득 과정

에서 겪은 난이도(difficulty)를 말한다. 인지적 복잡성은 학습자의 주관

적인 요인(예: 적성, 기억 범위, 동기 부여, 모국어 배경)에 의해 결정되

는 가변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인지적 복잡성은 언어적 복잡성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반면에 언어적 복잡성은 학습자 제2언어 체계의 크기

(size), 정교함(elaborateness), 풍부함(richness) 및 다양성(diversity)과

관계되거나 구조적 복잡성, 다양성, 인지 부담, 늦은 습득 시기 등과 관

련된다.

복잡성에 대해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그 용어를 정의하지 않거

나 정의할 때도 대부분 모호하거나 순환적인 용어로 정의하였다. 다음

예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Ellis & Barkhuizen(2005)에서는 ‘복잡성은

더 도전적이고 어려운 언어의 사용하는 학습자의 의지이며 학습자가 제2

언어를 정교하게 생성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Wolfe-Quintero,

Inagaki, & Kim(1998: 69,101)에서는 “복잡성은 학습자가 다양하고 정교

한 구조(문법)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복잡성

측정의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L2 연구에서 독립 변수에 대한 적절

한 추론과 결론을 도출하려면 복잡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특성화가 필요

하다.

복잡성의 개념에 대한 상대적인 접근과 절대적인 접근을 구별할 수 있

다(Dahl, 2004; Miestamo, Sinnemäki & Karlsson, 2008). Bul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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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n(2012)에서는 복잡성을 전체를 구성하는 분리된 구성 요소와 구

성 요소 간 관계의 관점에서 다음 <그림 3>과 같이 세분화하여 분류하

였다.

[그림 3] L2 복잡성 구성 요소(Bulte & Housen, 2012)

L2 복잡성의 하위분류 체계를 나타낸 <그림 3>에 따르면, 먼저 복잡

성을 상대적 복잡성과 절대적 복잡성으로 구분하였다. 상대적 복잡성은

태도, 동기와 같이 학습자의 개별 요소와 연관된 주관적 요인과 언어 자

질의 빈도, 인지적 특출성과 같은 객관적인 요인으로 나뉜다. 상대적 복

잡성은 복잡성을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으로서 특정 언어

요소를 처리하고 내재화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쏟아야 하는 정신적 노력

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난이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주관

적인 난이도는 인지적 처리 과정과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 수

행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절대적 복잡성은 명제적(propositional) 복잡성,

담화-상호작용적(discourse-interactional) 복잡성, 언어적(linguistic) 복잡

성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명제적 복잡성은 의미 전달 과정에서 의미

단위에 기초하여 명제의 완결성을 갖춤으로써 복잡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담화-상호작용적 복잡성은 대화 상호작용에서 학습자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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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화의 수나 발화 길이에 나타난 복잡성을 의미한다. 언어적 복잡성

은 통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학습자의 언어 체계에서 확장된 정교함과

풍부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언어적 복잡성은 체계(system) 복잡

성과 구조적(structure) 복잡성으로 다시 나뉘는데, 체계 복잡성은 학습

자의 언어가 얼마나 정교하고 폭넓고 충분한지를 의미하며, 이는 언어의

너비나 영역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음운 체계나 어휘, 문법 등

에 얼마나 숙달되었는지, 얼마나 많고 다양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 또 그것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구조적 복잡성

은 언어의 깊이와 관련된 것으로 또다시 형식적 복잡성과 기능적 복잡성

으로 분류된다. 형식적 복잡성은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와 같은 형태적

요소를, 기능적 복잡성은 의미와 기능의 명료성, 다양성과 같은 의미 기

능적 요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어휘, 형태, 통사, 음운의 하

위 체계와 연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쓰기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통

사적 복잡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2) 통사적 복잡성 측정

영어권에서 학습자의 통사적 숙달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널리 사

용되는 것은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MLU),

Hunt(1965)의 T-단위(Minimal terminable unit), Lohan(1966)의 C-단위

(Communication unit)5), Foster 외(2000) AS-단위(Analysis of speech

unit)6)를 언급할 수 있다.

Bulte & Housen(2012)은 1995년과 2008년 사이에 이루어진 40편의 대

표적인 실증적 연구를 검토하여 복잡성이 어떻게 측정되어 왔는지, 복잡

5) C-단위는 T-단위와 유사하지만 의사소통에서 대답과 같은 짧은 발화를 포함한 단위

로 실질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단어, 구, 문장을 모두 포괄한다.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

하더라도 의미상으로 절의 복원이 가능하다면 구절 단위의 대답도 하나의 단위가 된다.

6) AS-단위는 종속절을 포함한 독립절이나 독립절 이하의 단위를 포함한 단일 화자의

발화로 발화 시 억양과 휴지(경계에서 최소 0.5초 휴지를 기준)를 고려한 의미 단위이다.

즉 C-단위를 기본으로 적용하면서 억양적, 의미적 특성을 고려한 단위이다. AS-단위는

형태적으로 절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절인 하위 절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잘못된 시작

이나 자기 수정, 여과 장치와 같은 구어의 비유창성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어

자료에 보다 적합한 분리 단위가 될 수 있다. (Foster 외, 2000: 36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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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유형 및 구성 하위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에 따르면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매우 다양하며 풍부하게 활용되

었다. 이들이 조사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목록은 <표 17>와 같이 정

리된다. 대부분의 연구는 포괄적인 복잡성 구성을 아우르는 지표를 활용

하였다(예: T-단위당 평균 단어 수, T-단위/당 평균 절 수, C-단위당 평

균 절 수, AS-단위당 평균 절 수). 그 외에는 학습자의 L2 체계 및 성능

의 특정 기능을 반영하는 보다 더 세분화된 측정 지표도 있었다(예: T-

단위당 관계절의 수).

구분 측정 지표
전체

(길이)

평균 T-단위 길이 1. Mean length of T-unit

평균 C-단위 길이 2. Mean length of C-unit

평균 말 차례 길이 3. Mean length of turn

평균 AS-단위 길이 4. Mean length of AS-unit

평균 발화 길이 5. Mean length of combustion

T-단위당 S-node 수 6. S-nodes / T-unit

AS-단위당 S-node 수 7. S-nodes / AS-unit

문장 – 대등 절당 Ø 대등절 수 Ø Coordinated clauses / clauses

문장 – 종속 AS-단위당 절의 수 8. Clauses / AS-unit

C-단위당 절의 수 9. Clauses / C-unit

T-단위당 절의 수 10. Clauses / T-unit

절당 종속절의 수 11. Dependent clauses / clause

내포절의 수 12. Number of Subordinate clauses

절당 내포절의 수 13. Subordinate clauses / clauses

종속절당 내포절의 수 14. Subordinate clauses/ dependent

clauses

T-단위당 내포절의 수 15. Subordinate clauses/ T-unit

T-단위당 관계절의 수 16. Relative clauses / T-unit

T-단위당 동사구의 수 17. Verb phrases / T-unit

문장 이하

(절 + 구)

평균 절 길이 18. Mean length of clause

절당 S-node 수 19. S-nodes / clause

절 절당 Ø 통사적 논항

구 명사구당 Ø 종속구; 동사구당 Ø 종속구

기타 수동태 빈도 20. Frequency of passive forms

부정사구 빈도 21. Frequency of infnitival phrases

결합구 빈도 22. Frequency of conjoined clauses

<표 17> 영어권 연구에서 사용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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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단위와 AS-단위는 구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활용된 단위이기에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논의하지 않겠다. Hunt(1965)의 T-

단위는 문법적으로 허용되는 문장 중 가장 짧은 문장 또는 최소 종료가

가능한 단위라고 하였다. 첨가어인 한국어의 특성상, T-단위가 문장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어 복잡성 측정 단위를 문장 단위로 측정하

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박지순 외, 2009).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교육에서는 ‘문장당 단어 수’ 혹은 ‘문

장당 어절 수, 문장당 대등절-내포절 수, 절당 단어 수’ 등을 측정해 왔

다. 통사적 복잡성을 측정하는 기준 중에 기본적으로 ‘산출물의 길이’가

있다. 학습자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들 중에도 ‘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이러한 기준들은 길이가 길면 짧은 것에 비해

복잡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대등절로 한없이 이어진 한 문장을 복

잡도가 높은 문장으로는 볼 수 없다. 문장 길이를 보여 주는 수치만으로

문장의 구조적 복잡성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장에 사용된 대등절이

나 내포절을 확인하여 문장의 구조적 복잡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 박지

순 외(2009)에 따르면 대등절이나 내포절이 중급 이상에서 텍스트 복잡

성을 판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다음 <표 18>는 복잡성을 측정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통사적

복잡성의 측정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의문사구 빈도 23. Frequency of Wh-clauses

명령형 빈도 24. Frequency of imperatives

조동사 빈도 25. Frequency of auxiliaries

비교급 빈도 26. Frequency of comparatives

조건법 빈도 27. Frequency of con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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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측면

측정 지표 연구
(1) (2) (3) (4) (5) (6) (7) (8) (9)

산 출

성

문장당 어절 수 ● ● ●
문장당 단어 수 ● ● ●

문장당 형태소 수 ● ● ● ●
AS-단위당 어절 수 ● ●

AS-단위당 단어 수 ● ●

절당 단어 수 ● ● ● ●

문 장

확 장

성

문장당 복문 수 ● ●

문장당 절 수 ● ● ● ●
문장당 대등절 수 ● ● ●

문장당 내포절 수 ● ● ●

문장당 종속절 수 ● ●
문장당 성분절 수 ●

복문당 절 수 ●
C-단위당 절 수 ●

AS-단위당 절 수 ● ●
AS-단위당 대등절 수 ● ●

AS-단위당 내포절 수 ● ●

절당 대등절 수 ● ●
절당 내포절 수 ● ● ●

절당 종속절 수 ● ● ●

문 장

확 장

유 형

(다양

성)

대등접속 지수 (CI) ● ● ● ● ● ●

문장 확대 표지별 빈도 ● ● ●

내포절 유형별 빈도 ● ● ●

정 교

성
C-단위당 굴절접속 수 ●

사용된 총 측정 지표 수 4 8 5 8 10 9 5 7 6
*연구 색인: (1) 이영근(2005); (2) 박지순(2009); (3) 서세정(2009); (4) 음승민
(2012); (5) 남주연(2015); (6) 남주연-김영주(2015); (7) 김현아(2016); (8) 주
월랑(2018); (9) 이복자(2016).

<표 18>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사용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목록

위 <표 18>를 통해 모든 연구에서 문장 길이를 기준으로 복잡성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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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장의 확장과 문장 확장 유

형에 근거한 측정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복잡성 측

면에서 지나치게 많은 지표를 중복 사용하여 측정하는 연구도 있었다.

따라서 복잡성의 각 측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어떠한 지표가

가장 유용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3.1.2. 통사적 복잡성 관련 문법항목 사용률

L2 발달도 L1 발달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Cazden, 1975:3). 학습자의 중간

언어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이 형태의

사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llis(1994:68-69)는 이 중 필수 문맥 공급

분석, 목표언어적 사용 분석, 함축적 평가, 빈도 분석 등을 대표적인 발

달 양상 연구 방법으로 소개하였다.

필수 문맥 공급 분석, 목표언어적 사용 분석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문법적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방

법이므로 3.2.2절에서 논의하겠다.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은 오

류나 비오류를 구분하지 않고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

이다. 학습자가 목표어 문법의 어떤 하나의 구조를 완전히 습득할 때까

지 산출한 다양한 사용 장치 혹은 문법적 형태의 빈도 측정을 통해 학습

자의 중간언어 발달 단계를 관찰할 수 있다. Ellis & Barkhuizen(2005)은

빈도 분석 수행 과정을 (1) 관찰하고자 하는 언어적 변이 선택 (2) 일정

한 시간 간격으로 학습자 자료 정리 (3) 자료에서 언어적 변이의 사용

확인 (4) 언어적 변이 수행에 사용한 다른 장치 확인 (5) 기간별 각 장

치의 사용 빈도 계산 (6) 기간별로 어떤 사용 장치가 지배적인지를 확인

및 습득 단계 결정의 여섯 단계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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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3.2.1. 정확성 개념 및 측정

1) 정확성 개념

CAF에 관련된 세 가지 개념 중 정확성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정확성

이라는 개념은 18세기 모국어에 대한 규범적으로 정확한 표준을 정의하

는 것을 포함하여 언어 연구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확도는

CAF의 가장 간단하고 내부적으로 일관된 구성이다(Housen & Kuiken,

2009; Pallotti, 2009). 본질적으로 정확성은 L2 학습자의 수행이 표준(즉,

원어민이 구사하는 언어 체계)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나타낸다

(Hammerly, 1990; Wolfe-Quintero, 1998). 정확성의 정의는 여러 학자마

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Pallotti(2009)는 정확성을 “특정 규범에 대한 순응

도”라고 설명하였고 Towell(2012)에서도 정확성은 제2언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 자료가 목표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규범으로부

터 벗어나거나 순응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Ellis(2009)는 정확성이 오

류를 유발할 수 있는 도전적인 구조를 회피하는 전략이며 과제를 수행할

때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반영해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

다. 한국어교육에서는 정확성을 “언어 산출에서 최대한 높은 수준의 통

제력을 반영해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정도”(김영

주, 2013)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편차나 정도’를 전통적으로 오류

라고 부른다. 정확성의 정의가 개념적으로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용어

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L2 데이터에 대한 적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편차와 오류는 상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적으로 정확성을 평가

하는 기준과 편차 및 오류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다. CAF의 'Accuracy'가 가장 좁은 의미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적절성

및 수용성으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있다(Alex Housen, Folkert Kui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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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ke Vedder, 2012). Housen(2012)에서도 정확성의 정의에 맥락의 적절

성과 수용 가능성을 모두 포함해야 함이 제시된 바 있으며,

Pallotti(2009)는 적절성이 CAF와 함께 제2언어 생산 및 숙련도를 평가

하는 데에 별도 차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정확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오류

의 기준을 문법성으로 판정할 것인지 수용성으로 판정할 것인지의 문제

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정확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오

류의 개념, 오류의 판정 기준, 오류의 규정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루어져

야 한다.

Corder(1994: 166~170)는 오류 분석의 절차를 (1) 학습자의 자료 수집

및 선정, (2) 오류 확인, (3) 오류 기술, (4) 오류 설명, (5) 오류 평가의

총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오류 확인’은 오류의 개념을 정립하고, 오류인

지 아닌지 판단하는 단계이고, ‘오류 기술’은 학습자 언어의 표면적 특성

에 초점을 맞춰 학습자가 산출한 형태와 모어 화자가 산출한 형태의 차

이를 명시하는 단계이다. ‘오류 설명’은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밝히는 과

정이고, ‘오류 평가’는 오류의 심각성에 따라 교수되어야 하는 오류가 무

엇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오류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난

감해서 오류 분석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본고는 정확성 개념

정립과 측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오류 확인’ 및 ‘오류 기술’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오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Corder(1967)

이후 일반적으로 오류는 ‘정확한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학습자 언어에 나타난 일탈’을 의미한다고 설명된다. Corder(1967)는 제2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범하는 실수와 오류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James(1998: 83)는 오류는 학습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없는 반면, 실

수는 학습자가 잘못 발화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면 스스로 수정할 수 있

는 것으로 보아 둘을 구분하였다. Lennon(1991: 182)에 의하면 오류는

동일한 문맥이나 유사한 언어 생성의 조건에서, 원어민 화자가 산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 형식이나 언어 형식의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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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된다. 이복자(2016)는 학습자의 텍스트 자료에서 정확성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개념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결국 이러한

논의는 오류의 기준이 문법성이냐 수용성이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Chomsky(1965: 10-11)는 문법성(grammaticality)과 용인성

(acceptibility)을 오류 식별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Corder(1981: 39-41)는

적합성(acceptibility)과 적절성(appropriateness)을 오류 확인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문법성’은 의미적, 형태적으로 완성된 언어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 어긋나는 비문법적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

를 말하며 ‘용인성’은 언어적 요인 외의 요소가 개입된 문맥 내에서도 자

연스러운 경우를 일컫는다. 이정희(2003)에서는 문법성은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완성된 형식을 갖춘 것이고 수용성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

회문화 구조 안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학습

자들이 어휘, 문법, 철자, 문장 구조 등 언어학적 기호를 정확하게 사용

하면 문법성을 갖춘다는 것이고, 언어학적 기호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모

어 화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수용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한송화 외

(2015)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 주석 지침’에서 제시된 오류 식별

기준 중 문법성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에 따라 어문 규정에 어긋나고, 용

인하기 어려운 일탈은 모두 오류로 판정한다고 하였다. 본고는 수용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학습자들이 생성한 문장이 얼마나 정확하게 쓰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문법성을 기준으로 오류

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식별된 오류를 부호화하기 위해 기술적 범주를 개발해야

하고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오류의 빈도를 계산해야 한다(Corder,

1974). 오류의 기술적 범주를 설정할 때 오류 분류 체계는 체계적이고

상세히 오류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적 범주는 ‘표면 구조 분류

체계’(Dulay, Burt & Krashen, 1982)와 ‘언어학적 분류 체계’가 사용되어

왔으며 이 둘을 조합하여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다(James, 1998).

언어학적 분류 체계는 각각 범주 내에서 오류가 언어의 어느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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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인지를 고려하는데, 예를 들어 오류의 영역을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과 같은 언어학적 범주 안에서 살펴보고, 다시 그

안에서 하위 범주로 나누어 기술해 보는 방법이다. 표면 구조 분류 체계

는 오류가 있는 문장에서 목표 언어의 형태, 즉 표면 구조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변형하였는지에 따라 오류를 첨가, 생략, 대치, 오형태 그리고

어순으로 나뉜다. 기준에 따라 오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조철현 외(2002)는 언어학적 층위에 따라 범주를 구분한 후에 오류 분

석 기준을 다음 <표 20>처럼 설정하였다. 언어의 층위를 기준으로 어휘

측면에서의 오류와 문법 측면에서의 오류를 설정하고, 그 외에 단순 철

자 측면에서의 오류, 혼합 오류의 범주도 설정하였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기준은 오류 빈도를 계측하는 데에 실제성이 있다고 보인다.

분류 기준 유형
전통적인 표면 전략 첨가 오류, 생략 오류, 대치 오류, 어순 오류

언어학적 층위 표기면의 오류, 음운론적 오류, 어휘면의 오류,

문법적인 오류, 담화면의 오류
오류의 원인 언어 간 전이 오류, 언어 내 전이 오류, 학습 맥

락과 관련된 오류, 의사소통 전략과 관련된 오류

오류의 심각성 전체적인 오류, 국소적 오류

<표 19> 오류 분류 유형

어휘

오류

(L)

동일 품사로의 대치 (L)
다른
품사로의
대치(L)

명사(N), 동사(V), 형용사(Aj), 부사(Ad), 관 형사
(D), 감탄사(Ex), 대명사(Pr), 수사(Nm), 지정사(C)

한국어에 없는 어휘로 대치(X)

다른 어휘로 환언(P)
어휘의 첨가(A)

어휘의 생략(O)
어휘의 형태론적인 오류(F)

조사 조사의 생략(O)

<표 20> 조철현 외(2002)의 오류 분석 범주 및 태깅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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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복자(2016)에서는 유형별 오류를 크게 [철자 오류], [문법 오

류], [어휘 오류]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문법 오류를 [조사], [어미],

[시제], [높임], [문장], [표현]의 6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조사와 어휘 오류

는 [대치], [첨가], [생략]으로 나눈 후, 대치 오류는 어휘의 [형태적 오

류], [의미적 오류], [결합적 오류], [전략적 오류]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조사, 어미, 표현에 관한 오류는 오류가 나타난 부분의 품사나 위치에 관

오류

(P)

다른 조사로 대치(L)
조사의 첨가(A)

형태론적 오류(F)

다른 조사 등으로 환언(P)

문법

오류

어미

오류

시제 어미
오류(T)

어미의 누락(O)
다른 시제 어미로 잘못 쓴 오류(L)
형태론적인 오류(F)

존대 어미
오류(H)

어미의 누락(O)
어미를 잘못 씀(L)

종결어미
오류(E)

어미의 누락(O)
다른 종결어미로 대치(L)
종결어미의 중복적인 첨가(A)
다른 어미로 환언(P)
형태론적인 오류(F)

연결어미
오류(C)

어미의 누락(O)
다른 연결어미로 대치(L)
연결어미의 중복적인 첨가(A)
다른 어미로 환언(P)
형태론적인 오류(F)

전성어미
오류(D)

어미의 누락(O)
다른 전성어미로 대치(L)
전성어미의 중복 사용(A)
다른 어미로 환언(P)
형태론적인 오류(F)

어순 부사의 어순(AD)
수사의 어순(NM)
그 외의 어순(E)

표현적인 오류(R)
문장 전체의 오류(G)

오류의 혼합(B)
철자 오류(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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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류의 구분이므로 오류의 영역이나 위치와 관련된다. 그리고 대치,

첨가, 생략 오류는 오류의 양상에 해당하며 시제, 높임, 문장 어순에 관

한 오류는 오류의 층위로 구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높임 오류는 조사,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어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시제 오류도

관형사형 어미, 선어말어미, 표현 문형을 통해 다양하게 실현되는데, 따

라서 한 오류가 시제 오류인지 어미, 표현 문형 오류인지 판별하기 어렵

다. 즉 문법 오류의 [조사], [어미], [시제], [높임], [문장], [표현] 여섯 가

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사동, 피동, 부

정 등과 같은 오류들을 위 문법 오류의 분류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이복자(2016)에서 선정한 오류 분석 기준은 항목 간

층위가 맞지 않고 충돌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류 영역(위치)과 오류 양상, 오류 층위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오류 유형

철자 오류

문법 오류

조사

대치

첨가
생략

어미

종결

연결
전성

시제
높임

문장

어순

호응
문장 구성

표현

어휘 오류

대치 (형태적 오류, 의미적 오류, 결합적 오류, 전략적 오

류)

첨가
생략

<표 21> 이복자(2016)의 오류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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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화 외(2016)에 의하면 오류 영역 혹은 오류 위치는 학습자가 산출

한 원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의 품사에 대한

주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다시 실질 어휘와 기능 어휘, 구 단위

표현, 표현 문형으로 분류한다. 오류 층위는 오류로 식별된 부분이 언어

학적 측면에서 어느 영역의 오류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언어학적 층위

에 따라 나눈 오류의 범주이다. 위 연구에서는 발음, 형태, 통사, 담화 층

위로 분류하여 오류 주석을 설정하였다. 오류 양상은 전통적인 표면 전

략으로 분석하는데, 위 연구의 경우 첨가, 생략, 대치, 오형태로 분류하여

주석을 달았다. 즉 한 오류는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 가능하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질 어휘 기능 어휘

고유명사 CNNP 주격 조사 FNP

일반명사 CNNG 관형격 조사 FGP
의존 명사 CNNB 목적격 조사 FOP

대명사 CNP 부사격 조사 FAP
수사 CNR 접속 조사 FJC

동사 CVV 호격 조사 FVP

형용사 CVA 인용격 조사 FQP
보조 용언 CVX 보조사 FXP

지정사 CVC
연결어미 FED

관형사 CMM

일반 부사 CMAG
종결어미 FFE

접속 부사 CMAJ

감탄사 CIC
선어말 어미 FPE

접두사 CXPN
명사 파생 접미사 CXSN

명사형 전성 어미 FNE
동사 파생 접미사 CXS
형용사 파생 접미사 CXSA

관형사형 전성 어미 FAE
어근 CXR

분석 불가능 전체적 오류 포함 IMP

<표 22> 강현화 외(2016)의 오류 위치에 의한 오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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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토한 선행 연구의 오류 분석 기준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연구 대상자와 연구 목적에 맞게 오류 분석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추후 정확성 판정 기준에서 다룰 것이다.

2) 정확성 측정 지표

정확성 발달 연구를 위해서 정확성의 분석 단위 설정 및 측정 지표의

선정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어권 연구에서 사용된 정확성

분석 지표들과 한국어 정확성 분석 지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가) 영어권 연구에서의 정확성의 측정 연구

누락 첨가 대치 오형태

OM ADD REP MIF

<표 24> 강현화 외(2016)의 오류 양상의 의한 오류 주석

오류 층위 주석 표지

발음 음소
음절
음운 규칙
원어식 발음
중간 발음

PP
PS
PC
PN
PA

형태 단어 형성[협성법]
단어 형성 [파생법]
굴절[곡용]
굴절[활용]
품사

MCP
MDV
MDC
MCJ
POS

통사 높임
시제
사동
피동
부정
어순

SH
ST
SC
SP
SN
WO

담화 지시
접속
담화표지
구어/문어 오류

DR
DC
DM
DS

<표 23> 강현화 외(2016)의 오류 층위에 의한 오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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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측정 방법

을 사용해 왔는데 대개 일반적 측정 방법(general measures)과 특정적

측정 방법(specific measures)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 측정 방

법(general measures)은 학습자의 전반적인 정확성 양상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통 단위당 오류 수 혹은 단위당 오류 비율을 활용

하였다. 문어 정확성 연구에서는 T-단위, 절과 문장을 측정 단위로 사용

하며 구어 정확성 연구에서는 AS-단위를 측정 단위로 사용하였다.

Larsen-Freeman(2006), Bygate(2001), Fukuda(2014) 등은 T-단위를 기

본 단위로 활용해서 T-단위당 무오류 T-단위 수, T-단위당 오류 수, 무

오류 T-단위 수를 통해 정확성을 평가하였고 Ho-peng(1983),

Ishikawa(1995) 등은 문장당 무오류 T-단위 수, 문장당 무오류 절 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무오류 절의 수 혹은 무오류 절의 비율은 일반적인 측

정 단위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지표이며(Foster& Skehan, 1996, 1997,

1999; Ishikawa, 1995,; Mehnert, 1998), Foster& Skehan(1999: 229)은 무

오류 절 비율이 실험 전후 집단 간의 정확성 차이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 측정은 정확성에 대한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이 있었다. 오류는 학습자의 긍정적인 발전

(positive development)(Wolfe-Quintero, 1998) 또는 사회언어학 지식 및

노하우(Pallotti, 2009)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언어 발달을

계측하는 데에 어려울 수 있고 특히 복잡한 절 생성 회피로 인해 오류

절 수가 적은 초-중급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Kuiken&

Vedder, 2007; Norris& Ortega, 2003; Pallotti, 2009). Ellis(2009)에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작업 계획(task planning)이 CAF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19개를 분석·종합한 결과, 19개 연구 중 9개 연구들은 현

재-과거 동사 형태부, 복수형, 관사/정관사와 같은 특정 형태 사용 측면

의 정확성을 단일적으로 다루거나 일반적 측정 방법과 함께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문법 항목이나 어휘가 제대로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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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특정적 측정(specific measures), 또는 지엽적 측정 방법이며, 이

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을 미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전

체적인 언어 발달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정확성을 측정하

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방법 연구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17)(18)

일

반

적

측

정

자기 수정 개수 ●
무오류 절의 비율/
무오류 절의 수 ● ● ● ● ● ●
100단어당 오류 개수 ● ● ●
T-단위당 오류 수 ●
T-단위당
무오류 T-단위 수 ● ● ●
절당
무오류 T-단위 수 ●
무오류 T-단위 수 ● ● ●
문장당
무오류 T-단위 수 ● ●
문장당 무오류 절 수 ●
어휘 오류 수 ●

특

정

적

측

정

목표어 같은 동사 형
태부/ 목표어 같은 동
사 사용 비율

● ●

목표어 같은 복수의
사용 비율 ● ●
목표어 같은 어휘 ●
목표어 같은 부정관사 ●
목표어 같은 명사 수
식어 ●
목표어 같은 정관사 ● ●
목표어 같은 조사 ●
관계절 사용 빈도;
관계절의 정확한 사용 ●

*연구 색인: (1) Wigglesworth(1997); (2) Foster& Skehan(1996); (3) Ishikawa
(1995); (4) Mehnert(1998); (5) Bygate(2001); (6) Casanave(1994); (7)
Larsen-Freeman(1983); (8) Hirano(1991); (9) Hwang(2012); (10)
Ho-peng(1983); (11) Crookers (1989); (12) Skehan & Foster(1997); (13)
Wendel (1997); (14) Mehnert(1998); (15) Ortega(1999); (16) Rutherford (2001);
(17) Yuan and Ellis(2003); (18) Mochizuki and Ortega(2008)

<표 25> 영어권 연구에서 사용된 정확성 측정 지표 목록

위의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반적 측정 방법과 특정적 측정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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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하여 활용하는 연구도 있었다(Wigglesworth, 1997; Yuan and Ellis,

2003). 이러한 혼합 측정은 학습자의 언어 발달 정확성을 보다 더 효과

적이며 면밀하게 고찰할 수 있으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나) 한국어교육에서의 정확성 측정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오류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대부분 선행연구는 학습자

들이 생성한 자료에서 오류의 누적 빈도만 측정하였으며 정확성 측면에

서 오류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정확성

을 분석한 연구로는 서세정(2009), 이복자(2016), 주월랑(2018), 주우동

(2019)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들 모두 일반적 측정 방법으로 ‘단위당 무

오류 단위 수’나 ‘단위당 오류 수’ 등의 단위 기반 측정을 주로 활용하였

으며, 서세정(2009), 김영주 외(2013)는 학습자의 통사적 정확도 양상을

수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장당 무오류 절의 수’를 설정하였으나 이복

자(2016)는 초-중급 학습자의 텍스트 자료에서 무오류 절의 발생률이 낮

아 세부적인 관찰이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오류 절의 수’와 반대

개념인 ‘문장당 오류 수’를 측정하였으며 주월랑(2018), 주우동(2019)도

이복자(2016)의 주장에 동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문장당 오류 수’를 정확

성 양적 측정 지표로 삼았다.

이 외에도 이복자(2016), 주월랑(2018), 주우동(2019)의 연구는 세부적

인 범위에서 각 오류 범주와 오류 양상의 빈도를 함께 측정하여 질적인

측면의 정확성 발달 양상을 살펴보았다. 오류 범주는 공동으로 문법, 어

휘를 설정하였으며 이복자(2016)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 사용을 연구

한 주월랑(2018)은 철자 오류 범주를 따로 설정하였다. 문법 범주의 하

위 항목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

사, 어미, 시제, 높임, 어순,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오류 양상은 모두 대

치, 첨가, 누락, 오형태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서세정(2009)은 위의 연구들과 달리 질적인 방법으로 통사적 오류 중

연결어미로 범위를 한정하여 각 오류를 원인별로 분류하고 오류율을 계

산하여 급별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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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정확성 측정 지표

김미옥(2003) 어휘 오류 어절의 비율
이해영(2003) 시제와 시상을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 문법항목의

오류율
서세정(2009) 문장당 무오류 절 수

연결어미의 오류율 원인별 유형별 분류하고 오류율

제시

김영주 외(2013) 절당 무오류절 수
이복자(2016) 문장당 오류 수

오류 유형의 빈도
주월랑(2018) 문장당 오류 수

오류 범주의 빈도

오류 양상의 빈도
주우동(2019) 오류문 비율 (오류문 수/ 문장 수)

문장당 오류 수
오류 영역 및 오류 양상의 빈도

<표 26> 한국어교육 연구에서의 정확성의 측정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확성 측정 지표 선정 관

련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복잡성의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정확성

의 측정 지표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선정된 지표에 따라 학

습자의 정확성 발달 양상을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 측정

방법인 ‘단위당 오류 수’만 분석하면 정확성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없어서 특정적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정확성 분석의 기본 단위는

문장, 절, T-단위, 100단어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측정 단위와 함께 분

석 단위도 설정해야 한다.

3.2.2. 통사 발달 관련 문법항목 정확도

한국어교육에서 오류 연구는 임상빈(1984)의 연구를 시작으로 짧지 않

은 기간을 갖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한국어 오류 분석 연구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정확성 측면의 연구는 흔하지 않다. 정확

성은 오류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비정확성의 측면에서 오류를 연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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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정확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기존의 오류 분석 연구는 학습자

가 산출한 오류를 기준으로 오류의 비율을 계산하고, 그것을 척도로 언

어 사용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면 조사 ‘-(으)로’

를 사용해야 했을 상황에서 조사 ‘-에’를 사용했다면 산출된 ‘(으)로’를

오류로 보고 전체 자료에서 ‘-(으)로’의 사용 빈도와 잘못 사용된 ‘(으)

로’의 빈도를 계산하여 오류율을 측정한다. 그러나 주은경(2004)은 ‘이쪽

길에 가면 은행이 나와요.’에서 ‘이쪽 길에’를 조사 ‘-(으)로’의 오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사 ‘에’를 오류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서세정(2009)에

서 ‘사용 연결어미(UC) 기준 오류율’과 ‘목표 연결어미(TC) 기준 오류율’

방식을 병행해서 연결어미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목표 연결어미(TC) 기

준 오류율’은 학습자가 잘못 사용한 문법 요소마다 원래 사용했어야 할

목표 문법 요소를 정하고, 그 목표 문법 요소를 기준으로 오류를 판정하

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Ellis와 Barkhuizen(2005)에서 제시된 ‘필수 경우

분석(Obligatory Occasion Analysis)’을 근거로 하여 소개되었다.

필수 경우 분석(Obligatory occasion analysis)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

의 문법적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는 방법이며 이는

학습자 언어와 목표 언어의 비교를 포함한다. Ellis & Barkhuizen(2005)

은 필수 경우 분석의 수행 과정을 (1) 조사할 형태소 결정, (2) 전체 자

료에서 형태소 사용의 필수 경우를 확인, (3) 각각의 형태소들이 필수적

맥락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여부 확인, (4) 정확도 비율 계산, (5)

앞의 과정들을 형태소별로 반복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계산하는 공식

은 다음과 같다.

전체필수적인문맥의수

필수적인문맥에서정확하게사용된수
×  정확도

그러나 위의 계산식은 형태소의 과잉 사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Pica(1984)는 수정된 계산식인 목표 언어적 사

용 분석(Target-like use analysis) 방식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Pica

(1984)에서 제시한 수정된 정확도 비율 계산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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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문맥의수비필수적인문맥의수

필수적인문맥에서정확하게사용된수
×정확도

필수 경우 분석과 목표 언어적 사용 분석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얼

마나 정확하게 습득하였는지 구체화하고, 학습자가 정확하게 사용하는

요소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형태소의 과잉 사용과 사용의 정확도를 모

두 고려한 질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도에

따라 계급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목표 언어 습득 순서를 제시할 수 있

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중간언어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양적으로만 측정해

서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체계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없으므로 질적인 면

의 특징까지 함께 파악해야 한다. 둘째, 특정 단계에 사용하는 언어 형태

를 각각의 빈도를 계산하는 빈도 분석과 그 특정 언어 형태를 얼마나 정

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필수 경우 분석이나 목표 언어 사용

분석 방법은 학습자의 발달 체계를 설명하는 데에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내재적 발달 체계를 밝히려면 빈도 분석과 정확

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각 방법의 한계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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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IRB 승인을 받은 직후 2019년 12월 말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이 작문을 실시하는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주어진 시험 시간, 목표 분량 등의 조건이 모두 동일해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이 다음과 같은 쓰

기 테스트 절차를 거치도록 설정하였다.

①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메일로 베트남어로 된 동의서 및 설명문

을 전송받고,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하여 이메일로 회신

한다.

② 서명된 동의서를 회신한 후 쓰기 주관식 답안지 파일(작문 주제 미포

함)을 전송받아서 미리 인쇄한다.

③ 연구 시작하기 30분 전에 이메일로 Zoom 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는다.

④ Zoom 방에 입장한다.

⑤ 시작할 준비가 되면, Zoom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두 가지 쓰기

주제를 읽고 주어진 주제 중 하나를 골라서 700~900자로 40분 동안

미리 인쇄한 답안지에 쓰거나 타이핑한다.

⑥ 쓰기 테스트 동안 카메라를 켜야 하며 음소거 모드로 설정한다. 참고

자료 또는 사전을 사용할 수 없다.

⑦ 타이머가 40분이 되면 종료한다. 작성한 답안지를 사진을 찍어서 연

구책임자의 이메일로 전송한다.

연구 참여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에 적합한 논설문 쓰기 주제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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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선정하였다. 테스트할 때마다 연구자는 아래 표와 같이 3급부터 6

급 학습자에게는 6가지 주제, 2급 학습자에게는 3가지 주제 중에 무작위

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모든 학습자들에게 동일한 주

제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주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어휘, 문법 사용 양상을 보기 위한 것이다. 작문의 주제는 동일하지 않으

나 쓰기 분량은 모두 비슷하게 700자부터 900자까지 40분~ 50분 안으로

작성하도록 통제하였다.

쓰기 말뭉치는 <표 28>과 같이 2급부터 6급까지 164명의 학습자가 작

성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구축하였으며, 총 28,986어절의 규모였다.

각 학과의 게시판에 모집글을 게시한 후 총 294명의 학습자가 본 쓰기

테스트 실험에 참여하였으나 참여자의 토픽 수준이 불확실하거나 작문의

분량이 요구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여(고급 문제의 경우 700자

이상, 초급 문제의 경우 400자 이상) 이에 해당하는 130개의 쓰기 자료

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어 화자의 텍스트는 토픽 모범 답안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체 토픽 샘플
텍스트 34 28 29 42 31 164 39

어절 수 4501 4464 5423 8069 6529 28986 7182

문장 수 556 485 519 741 577 2878 502

<표 28> 학습자 쓰기 자료 통계

순서 수준 쓰기 주제
1

중-고급

(3급~6급)

인간관계의 중요성

2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

3 자신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4 일회용품의 사용 제한

5 사과의 필요성

6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

7

초급(2급)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

8
진정한 친구의 조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소풍, 나들이)

<표 27> 숙달도별 쓰기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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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39개를 모아서 표준 대상으로 삼았다.

2. 분석 도구

2.1. 복잡성 측정 지표

본 연구는 통사 복잡성을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및 ‘문장 확장 유형’

세 가지 측면을 선정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문장 길이‘는 문장당 형태소

수를 활용하도록 한다. ’문장 확장’는 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문장당

절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장 확장의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아래

<표 29>는 2장 1절에서 이미 논의하여 선정한 문장 확장 체계를 편의상

다시 옮긴 것이다.

‘문장 확장‘과 관련하여, 김현아(2016)의 연구에서는 ‘문장당 내포절

수’, 서세정(2009)에서는 ‘절당 종속절 비율’, 주월랑(2018)에서는 ‘문장당

대등절 수, 문장당 내포절 수’, 주우동(2019)에서는 ‘문장당 연결어미 수,

문장당 전성어미 수, 문장당 인용조사 수’를 선정하였다. 문장 내 어떠한

유형으로 몇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문장당 유형

별 절의 수를 측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학습자의 통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문법 요소는 문장 확장, 문장의

유형, 사동과 피동, 시간(시제와 동작상), 높임법, 종결법, 부정 등의 기능

을 하는 모든 문법항목을 포함하므로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김현아,

문

장

홑문장

겹문장

내포문

(안은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접속문 (이어진문장) 대등적 연결

<표 29> 한국어 문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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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음승민(2012)에 따르면 통사적 복잡성은 어떤 체계 내의 구성 요

소들이 얼마나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문장이

라는 언어 체계에서 볼 때,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복잡한 관계

혹은 얼마나 많은 단계의 층위를 이루면서 문장을 구성하는가를 의미한

다. 최예슬(2018)은 통사적 복잡성은 문장 내에서 혹은 문장과 문장 사

이의 구조적인 관계에 관한 것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절을 사용하여 문장

을 완성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학

습자들의 통사적 복잡성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정교하게 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통사 발

달과 관련된 문장의 확장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 요소로 연구 범위를 한

정하며 ‘문장 확장 유형’은 문장 확장에 관여하는 문법항목별 빈도를 살

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복잡성 분석 측면 측정 지표 계산식

일반
적
측정

문장의 길이 문장당 형태소 수
총 형태소 수/
총 문장 수

문장 확장

문장당 절 수 총 절 수/ 총 문장 수

문장당
내포절 수

문장당
명사절 수

총 명사절 지표 수/
총 문장 수 *100

문장당
관형사절 수

총 관형사절 지표 수/
총 문장 수 *100

문장당
인용절 수

총 인용절 지표 수/
총 문장 수 *100

문장당
부사절 수

총 부사절 지표 수/
총 문장 수 *100

문장당
대등절 수

총 대등절 지표 수/ 총 문장 수*100

특정
적
측정

문장 확장
유형

문장 확장 표지별 빈도

<표 30> 복잡성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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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잡성 판정 기준

한국어에서 단문에서 복문으로의 문장의 확장은 접속과 내포로 실현된

다. 접속을 통해서는 접속문(이어진문장)이, 내포를 통해서는 명사절, 관

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내포문이 만들어진다.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는 난

이도에 따라 위계화되어 있어 ‘문장 확장 유형’은 문법항목별 빈도를 측

정함으로써 문법항목의 다양성과 복잡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중에 내포절 지표 사용률 및 문장 확장에 관여하

는 문법항목별 빈도수가 있다. 이 문법항목들은 통사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법적 표지이며 이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통사 복잡

성 발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내포절 중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의 인정 기준을 정해야 하고 문장 확장에 관한 문법항목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2.2.1. 명사절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명사절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명

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명사절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명사형 어미 ‘-(으)ㅁ’, ‘-기’와 결합하여 형

성되는 것이고 ‘-(으)ㄴ지/는지/(으)ㄹ지, -냐/느냐, -(으)ㄴ가/는가’와 같

은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명사절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해야 할

것은 관형사절이 의존명사 ‘것’을 수식하는 구성인 ‘-는 것, -ㄴ 것, -ㄹ 

것’을 명사절로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고영근, 구본관(2008)에 따르

면 ‘-은/는/을 것’은 ‘-(으)ㅁ, -기’와 기능상 유사한 점이 많고 특히 구어

체에서 ‘-(으)ㅁ’, ‘-기’ 대신에 ‘-은/는/을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

다. 하지만 ‘-은/는/을 것’에 포함된 ‘-은, -는, -을’은 관형사형 어미이고

‘것’은 의존명사이다. 하지만 위 연구에서는 이들 관형사형 어미가 명사

절을 만드는 명사형 어미와 같은 층위에 있는 요소이므로 ‘-은/는/을 것’

전체를 명사형 어미와 같은 층위인 것으로 다룰 수 없고, 여기서 사용된

‘것’은 사물을 나타내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들은 명사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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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구성이 아니라 관형사절을 가진 구성으로 보기로 하였다고 언급하

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본고에서 베트남인 중-고급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

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형사형 어미 + 것’의 형태를 사용한 문장

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장미라(2012)에서도 명사절의 오류 중 ‘-(으)

ㅁ, -기, -는 것’의 대치 오류가 가장 많다고 보고한 바 있으므로, 한국

어교육에서는 ‘-은/는/을 것’도 명사절의 범주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명사절을 명사형 어미에 의한 명사절,

‘-는지, -을지, -을까’ 등 종결어미가 붙어 명사절과 유사하게 기능하는

의사명사절,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 것’의 결합 형태를 명사절로 보아

다음과 같이 명사절의 유형을 분류하기로 한다. 학습자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명사형 어미 ‘-(으)ㅁ, -기’에 의한 명사절은 후

행 서술어와 결합한 형태(‘-(으)ㅁ, -기’+ 서술어), 명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합 형식(-기 마련이다, -기 십상이다 등), 연결 기능으로 사용하는 표

현 항목 형태(-기 위해, -기 때문에, -(으)ㅁ에도 불구하고 등)의 세 가

지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순서 분류 형태

1 명사형 어미
‘-(으)ㅁ, -기’
(순명사절)

후행 서술어와 결합 형태
(-기/-(으)ㅁ+ 서술어)

명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
(-기 마련이다, -기 십상이다, -기 나름이다,
기로 하다)
연결 표현 항목 형태
(-기 위해, -기 때문에, -기에, -기 전,
-기는커녕,-(으)ㅁ에 따라, -(으)ㅁ에도
불구하고)

2 의문형 종결
어미
(의사명사절)

-(으)ㄴ지/는지/-(으)ㄹ지, -냐/느냐,
-(으)ㄴ가/는가, ㄹ(으)까+ 서술어

3 관형사형
어미 + 것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의 결합형태 (-ㄴ 것,
-는 것, -ㄹ 것, -을 것, -은 것, -던 것)
V/A -은/는 것이다

<표 31> 명사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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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은/는 것이다’ 구문은 명사절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

요가 있다. ‘-은/는 것이다’가 강조와 확인의 양태적 기능이 있기는 하지

만, 이 경우의 ‘-은/는 것’을 명제를 명사화시키는 기능을 지녀 본 연구

에서는 미래의 추측의 ‘-을 것이다’, ‘-을 것 같다’, ‘-던 것 같다’가 아닌

‘-은/는 것이다’를 명사절로 처리한다.

2.2.2. 관형사절

관형사절은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는, -을, -던/-았던’

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여기에는 관형사절의 하위 분류인 관계절(관계관

형사절), 보문절(동격관형사절), 연계절이 모두 포함된다. 먼저, 본 연구

의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관계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논의

하도록 한다.

21.ㄱ. 하지만 친한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ㄴ. 인생에서 친구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ㄷ.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ㄹ.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말해야 한다.

ㅁ. 성격이 다른 사람과는 사귀기가 힘들다.

(ㄱ, ㄴ, ㄷ, ㄹ)의 밑줄 친 부분에는 (ㅁ)의 경우와 달리 주어가 빠져

있다. 주어가 빠져 있는 경우를 관형사절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내포절의 주어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주어

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언뜻 절 같아 보이지 않지만 엄밀한 의미에

서 관계절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구본관 외, 2015:267). 또한 어미

의 변화가 없는 고립어인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입장에서 관형사형 어미

활용 규칙을 기억해야 (ㄱ, ㄴ, ㄷ, ㄹ)처럼 관형사절을 형성할 수 있기에

겉으로는 단순할지 몰라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법 범주이다. 이로 인해 ‘-(으)ㄴ, -는, -(으)ㄹ, -던, -었던, -다는’+ 명

사의 구성은 모두 관형사절을 구성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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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철수가 온 다음에 영희가 왔다”라는 문장에서 밑줄 친 ‘철

수가 온 다음에’를 부사절로 볼 것인지 관형사절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으로 접근한다면 해당 명사구 전체를 부사절

로 기술할 수도 있으나’(구본관 외, 2015), ‘다음, 가운데, 뒤, 결과’ 등과

같이 수식을 받는 특수한 명사들 중 어떤 것들을 인정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부사어 기능을 하는 ‘연계절 + 명사’

구성도 관형사절로 처리하도록 한다.

‘-(으)ㄴ 적이 있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등과 같은 관용구는

문장 종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으)ㄹ 수 있다’와 같은 합성 서술어는

하나의 문법항목으로 볼 수 있어 문장 확장의 기능으로서의 관형사절로

포함시키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문법 규

칙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합성 서술어

는 상당히 복잡성을 가진 문법항목이므로 명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합 형

식을 명사절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를 관형사절로 인정하도록 한다.

2.2.3. 부사절

본 연구에서는 종속접속문을 인정하지 않고 종속적 연결어미로 이끌어

진 절을 모두 부사절로 인정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으)며2, -(으)면

서2’ (동시); ‘-어서/아서1, -(고)서, -자, -자마자’(계기적 사건); ‘-다가’

순서 분류 형태 의미 기능
1 관형사형

어미
‘-(으)ㄴ, - 는, -(으)ㄹ, -던, -었던,
-다는

전성어미

2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

-ㄴ 가운데, -ㄴ 다음에, -ㄴ/는
대신에, -는 중/도중/와중에, -ㄴ/는
반면에, -을 때, -은 데

연결 표현

3 관용구 -을 수 있다/없다, -은/는 편이다,
-은/-는 것 같다, -은 적이 있다/없다,
--은/는 편이다, -은/는 줄
알다/모르다

문장 종결
표현

<표 32> 관형사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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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전환); ‘-아도/어도, -라도, -더라도, -ㄹ지라도, -(으)나마’(양보);

‘-으면, -거든, -아야/어야(지), -ㄴ다면/다면, -자면, -(으)려면’(조건-가

정); ‘-아서/어서2,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길래, -어/아, -여, -

라, -라서, -(으)니’(원인-이유); ‘-(으)러, -(으)려, -(으)려고, -고자, -도

록, -게’(목적-의도); ‘-는데, -(으)ㄴ데’(상황 제시); ‘-듯/듯이, -다시피’

(비유); ‘-ㄹ수록/을수록’(비례) 등은 모두 부사형 전성어미로 간주하기로

한다.

그런데 관형사절 논의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부사형 전성어

미로 여겨져 왔던 문법 형태인 ‘-이, -게, -도록’에 의해 만들어진 절의

경우, 이들을 부사절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2.ㄱ. 고민들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

ㄴ.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다.

ㄷ. 1년에 두 번 부모님을 뵙곤 해서 그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

합니다.

ㄹ. 생일, 결혼식, 승진하는 것, 많이 날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ㄱ, ㄴ’의 밑줄 친 부분에는 절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질, 상태

등을 나타내는 보통의 부사어처럼 쓰인다. 학습자 입장에서도 ‘맛있게,

쉽게, 어렵게’는 단순히 한 단어로 성상 부사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

니 본고에서는 이들을 부사절 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23.ㄴ. 밖을 내다보게 커튼 좀 걷어.

ㄷ. 싫은 소리 한다고 기분 나쁘게 여기지마.

반면 (ㄴ)과 (ㄷ)예문처럼, 추가적인 논항이나 부가어가 (목적어)가 있

는 경우, 통사적으로 훨씬 복잡한 구문이 산출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에 부사절 구성으로 인정한다.

‘-지 않다’, -지 못하다’, ‘-고 있다’, ‘-고 싶다’, ‘-아/어 가지고’, ‘-고

나다’, ‘-고 보니’, ‘-고 보면’, ‘-고 말다’, ‘-아/어 있다’ 등에 있는 ‘-지, -

고, -아/어’는 보조 용언이 있는 구성에서 본용언에 붙는 보조적 연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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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본용언이 갖는 기본 의미에 부정, 진행, 완료 등의 의미를 더해 준

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것

이지 절과 절 사이를 이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이를 별도의 부사절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미 범주 부사절 어미

동시 -(으)며2, -(으)면서2

계기적 사건 -어서/아서1, -(고)서, -자, -자마자

중단-전환 -다가

양보
-아도/어도, -라도
-더라도, -ㄹ지라도, -(으)나마

조건-가정
-(으)면, -거든, -아야/어야(지), -ㄴ다면/다면, -자면,
-(으)려면

원인-이유
-아서/어서2,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길래,
-어/아, -여, -라, -라서, -(으)니

목적-의도 -(으)러, -(으)려, -(으)려고, -고자, -도록, -게

상황제시 -는데, -(으)ㄴ데
비유 -듯/듯이, -다시피

비례 -ㄹ수록/을수록

<표 33> 부사절 유형

2.2.4. 대등절

대등절은 ‘-고, -(으)며1, -(으)면서1, -자’(나열), ‘-지만, -(으)나’(대립-

대조), ‘-거나, -든지’(선택) 등과 같은 대등적 연결어미를 통해서 실현된

다. 대등적 연결어미는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두 가지 이

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기능을 담당한다.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등절 표지 및 내포절 표지의 목록을 다음

<표 34>에서 제시하고, 이 목록에 따라 각각의 코딩을 부착하여 통계적

처리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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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결어미/ 전성어미 코딩
기호

접
속
문

대등적
연결

나열 -고, -(으)며1, -(으)면서1, -자 ECE
선택 -거나, -든지

대립-대조 -으나, -지만

내
포
문

명사절

순명사절 -(으)ㅁ, -기 ETN

준명사절 -(으)ㄴ/는 것, -ㄹ(으)것, -던 것,
-다는 것

의사명사절 -ㄴ/은/는지 –ㄹ/을지, -ㄹ/을까 , -ㄴ

/은/는가 , -냐/느냐

관형사
절

관형사형
어미

-은, -ㄴ/는, -을, -던/았던 ETD

부사절

동시 -(으)며2, -(으)면서2 ECD

계기적
사건

-어서/아서1, -(고)서, -자,
-자마자

중단-전환 -다가

양보 -아도/어도, -라도
-더라도, -ㄹ지라도, -(으)나마

조건-가정 -(으)면, -거든, -아야/어야(지),
-ㄴ다면/다면, -자면, -(으)려면

원인-이유 -아서/어서2,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길래, -어/아, -여, -라,
-라서, -(으)니

목적-의도 -(으)러, -(으)려, -(으)려고,
-고자, -도록, -게

상황제시 -는데, -(으)ㄴ데

비유 -듯/듯이, -다시피
비례 -ㄹ수록/을수록

인용절

직접 인용 -라고, -하고 JKQ

간접 인용 -라고, -자고, -냐고

-ㄴ다고

<표 34> 통사 발달 관련 문법항목

2.3. 정확성 측정 지표

우선 총체적인 정확성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단위당 오류 수’ 혹은

‘단위당 무오류 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비정확성 측면에서 오류 수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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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것인지 정확성의 측면에서 무오류 수를 계측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텍스트 자료에서 무오류 절의 발생

률이 낮다는 이복자(2016)의 관점에 동의하며 ‘단위당 무오류 절의 수’

지표를 활용하면 세부적인 정확성 양상을 관찰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

서 서세정(2009)의 연구에 제시된 ‘문장당 무오류 절의 수’를 채택하지

않고 ‘단위당 오류 수’를 선택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문장당 오류

수’를 사용해 왔는데 2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수록 문장의 길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발화 길이에 따라 오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문장당 오류 수’를 측정할 경우, 문장 길이가 증가하면 정

확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숙달도별 문장

길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급부터 고급까지 동등하게 100어절을 생성할

때마다 오류를 얼마나 범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영어권 연구에서

는 ‘100단어당 오류 수’를 활용하였으나 한국어의 ‘단어’ 개념이 모호하여

(고영근·구본관, 2008: 31-33) ‘100단어당 오류 수’ 계측이 쉽지 않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00어절당 오류 수’를 측정해서 수준별 문장 산출

정확성의 발달 양상을 수치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산출한 문장에 나타난 통사적 정확성을

밝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논의한 통사적 정확성의 측

정 지표와 함께 통사적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한다. 문법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문장을 구성하려면 한국어의

구조를 알아야 하고 철자, 어휘와 함께 조사, 어미, 부정문, 피동과 사동,

높임, 양태 등 모든 문법항목을 제대로 습득해야 한다. 통사적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통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 요소를 정교하고 다양

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앞서 통사 복잡

성과 관련하여 문법항목의 다양성을 분석했을 때 문장의 확장 기능을 담

당하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를 한정하여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러

나 문장의 확장을 담당하는 문법항목의 습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문법항목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했는지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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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어절당 오류 수’를 통해서 양적으로 살피는 것 이외에 통사적 발달

관련 문법항목의 정확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확도 측정 방

법은 정확성 판단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베트남인 학습자가 산출한 문장에 나타난 문제와 특성을 밝히려면 다

른 언어권 학습자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베트남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양상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다루었듯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내포문 오류가 많기 때문에 본 연

구는 통사 정확성을 측정하는 세 번째 지표로 문장 확대 체계에 따른 내

포문을 한정한다. 즉, 내포문별로 베트남인 학습자가 어떠한 오류 양상을

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역적인 방식과 귀납적인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양상

과 원인에 따른 유형을 먼저 예상하고 그 후 실제 학습자 자료 분석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오류 양상에 따라 오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숙달도의 증가에

따라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오류 유형은 무엇인지, 숙달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잔류되어 있는 오류 유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다시 정리하면 정확성 측정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구분 요인

일 반 적
측정

100어절당 오류율 (오류 수/ 어절 수 *100)

특 정 적
측정

통사적 발달 관련
문법항목별 정확도

각 문법항목별 정확도 비율

내포문에 관한 오류
양상별 비율

관형사절을 안은문장 오류 양상의 빈
도
명사절을 안은문장 오류 양상의 빈도
부사절을 안은문장 오류 양상의 빈도

<표 35> 정확성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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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확성 판정 기준

2.4.1. 100어절당 오류 수 판정 기준

본 연구는 양적으로 정확성 측정 지표를 ‘100어절당 오류 수’로 삼았는

데, 이는 첫째로 오류 판정 기준이 필요하며, 즉 어떤 것을 오류로 볼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둘째로 오류 범위나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를 결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오류 빈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설

정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문법성을 기준으로 오류

를 판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오류 판정 과정에는 오류 주석자의 주관

적인 관점에 따라 오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 차례에 걸쳐 오류

수정을 실시하여, 차이가 생길 경우 오류 주석자와 합의하여 판정하였다.

오류의 판단은 문장 단위에서 진행하되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

지만 문장의 의미 해석이 되지 않거나 맥락과 맞지 않는 경우, 앞뒤 문

장까지는 살펴보고 오류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에서만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오류문을 재구성할 때 오류문에

대응되는 목표어 문장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오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승연(2007)에서 제시한 학습자가 생산한 문장

중 오류를 포함한 문장을 수정하여 재구성할 때 ① 최소한으로 고친다,

② 학습자의 발화 의도를 최대한 반영한다, ③ 한국어 화자의 발화 경향

을 반영하여 수정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여 오류문을 재구

성하였다.

강현화 외(2016)에 따르면 한 오류는 오류 층위, 오류 영역(위치)과 오

류 양상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 가능한데 오류 빈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인 오류 유형의 태그 세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

류 위치와 오류 양상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오류의 형태적인 면에 집

중하여 다음과 같이 오류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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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분류 오류 영역 오류 양상

분석 불가능 전체적 오류 포함

대치, 누락, 첨

가, 오형태

어휘 오류 (실질어휘)

문법 오류

(기능어휘)

조사 오류

어미 오류

종결어미 오류

연결어미 오류

전성어미 오류
선어말어미 오류

구 단위 표현
표현 문형

<표 36> 본 연구의 오류 분석 기준

오류 수를 계산할 때 원 문장의 원 어절 위치에 주석하는 방식과 교정

문장의 교정 어절에 오류를 주석하는 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교정 어절

에 대한 형태 주석에 기대어 주석하는 방식을 택한다. 오류 양상은 누락,

첨가, 대치, 오형태로 분류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오류 코딩

기호는 다음 <표 37>과 같다.

오류 유형 주석 표지

오류 양상

누락 OM
첨가 ADD

대치 REP
오형태 MIF

어순 WO

<표 37> 오류 코딩 기호

오류 판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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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분류 예시 오류 양상별

오류 수

분석

불가능

그래서 아무리 자주 만나도 좋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지 않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사용하기 때문이다.

어휘

오류

(실질어휘)

*동료와 동료는(∨동료는, ADD) 같은 회사

나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이다.

어휘 첨가 (1개)

비록 초등학교 친구들*이(∨과, REP) 그 해

연락이 끊겼지만, *저는(∨나는, REP) 항상

그날의 추억을 기억해요 (∨기억한다, REP)

.

조사 대치 (1개),

어휘 대치 (1개),

어미 대치 (1개)

지구 온난화 발생의 원인은 조로(∨ 주로,

MIF) 인간 때문이다.

어휘 오형태 (1

개)

문 법

오 류

( 기 능

어휘)

조

사

제 결과를 봤을 때 소리*가(∨를, REP) 아

주(∨크게) 질렀습니다.

조사 대치 (1개),

어휘 대치 (1개)

구 단위 표

현

첫째, 일회용품이 아니고 편리하며 가벼운

(∨간단한, REP) 음식(∨음식이나, OM), 음

료수를 *넣은(∨넣을 수 있는, REP) 물건을

발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된다(∨사

용하는 것이다, REP).

어휘 대치(1개),

조사 누락(1개),

구 단위 표현 대

치(1개), 표현 문

형 대치 (1개)

표현 문형 (∨동료는, OM) 일의 문제점을 잘 *풀어서

(∨풀 수 있게 해줘서, REP) 나*는(∨와,

REP) 함께 *그것을(∨일을, REP) 훌륭히 완

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어휘 누락 (1개),

표현 문형(1개),

어휘 대치 (1개),

조사 대치 (1개)

어순 우리는 한명 친구가 (∨친구가 한 명, WO )

필요하다.

어순 오류 (1개)

<표 38> 오류 판정의 예시

오류 수정의 원칙은 강현화 외(2016)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최소한의 교정을 원칙으로 하고 즉, 학습자의 표현 의도나 의미

를 최대로 존중한다. 학습자가 산출한 형태를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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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원문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친다.

예) 제 결과를 봤을 때 소리가 아주 질렀습니다.

→(1) 제 결과를 봤을 때 소리*가(∨를, REP) 아주(∨ADD) 질렀습니다.

→(2) 제 결과를 봤을 때 소리*가(∨를, REP) 아주(∨크게) 질렀습니다.

위의 예문은 (1)과 (2)로 수정할 수 있는데 ‘아주’를 삭제하면 학습자가

전달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 방안 (2)을 선택하였

다.

오류 주석은 형태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구 단위 이상의 어휘

나 표현은 구성 요소를 형태로 나누어 분석한다. 단 표현 문형, 구 단위

표현의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국립국어원, 2005)의

목록을 확인하여 해당 표현이 목록에 있을 경우는 형태 단위로 하지 않

고 표현 문형으로 오류를 코딩한다.

예) 첫째, 일회용품이 아니고 편리하며 가벼운(∨간단한, REP) 음식

(∨이나, OM), 음료수를 *넣은(∨넣을 수 있는, OM) 물건을 발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된다(∨사용하는 것이다, REP).

→ ‘ㄹ/을 수 있다’는 구 단위 오류로 처리하며 ‘-ㄹ/을 수 있다’로 교

정해야 할 경우, 관형사절 어미까지 교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관형

사절 어미 대치로 처리하지 않고 오류 양상은 ‘-ㄹ/을 수 있다’의 누락이

며 오류 수는 1개로 계산한다.

→ ‘-게 되다’와 ‘-는 것’은 표현 문형 목록에 있기 때문에 표현 문형

대치로 처리하고 오류 수는 1개로 계산한다.

2.4.2. 통사 발달 관련 문법항목 정확도 계산 방법

서세정(2009)은 기존 오류 분석 연구가 학습자들이 생성한 자료에서

‘오류의 누적 빈도’나 ’기본 단위당 오류 비율’만을 측정하고 있다면서 정

확성의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학습자의 실제 통사적 정확도를

효과적으로 보려면 학습자가 생성한 글 안에 해당 문법요소를 얼마나 사

용하였는지와 함께 그중에서 얼마나 오류를 범했는가 하는 상대적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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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아야 한다. 그래서 본고는 일반적 측정 방법으로 ‘100어절당 오류

수’를 측정하고 특정적 측정 방법으로 통사적 오류 중 위의 <표 >에서

이미 제시한 문장 확장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항목에 한정하여 해당 문법

항목의 정확도를 계산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사용한 문장 확

장 문법항목의 정확도를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오류 분석 연구가 적용한 문법항목 오류율 계산 방식은 전혀

산출되지 않는 문법항목의 오류율 값을 계산할 수 없으며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아서 오류율이 0%로 기록된 경우，해당 문법 항목의 정확도를

논의 할 수 없다．따라서　본고는　전통적인　오류율　계산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Pica(1984)에서 제시된 ‘목표 언어적 사용 분석(target-like use

analysis)’ 방식을 활용해서 산출된 문법항목의 정확도를 살펴보기로　하

였다. 먼저 (1) 학습자가 각 급별 특정 문법항목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필수적인 문맥에서 정확하게 사용된

수’라고 한다. 그다음 단계로는 (2) ‘필수적인 문맥의 수’를 구하기 위해

서 각 급별 특정 문법항목의 필수적인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해당 문법항목이 베트남인 학습자 자료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전체 경우

의 수를 수치화하는 단계이다. ‘필수적인 문맥의 수’는 정확하게 사용된

수, 그 문법항목을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의 수, 그 문

법항목을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법항목으로 대치된 경우의

수 세 가지를 합치는 지수이다. 다음에는 (3) ‘비필수적인 문맥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문법항목이 원 문장에서 사용되었으나 수정 문장에

서 없어진 경우의 수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과잉 사용 혹은 첨가 오류

에 해당한다. (1), (2)와 (3)단계에서 확인한 지수를 바탕으로 아래의 계

산식을 활용하여 정확도 비율을 계산한다.

필수적인문맥의수 비필수적인문맥의수

필수적인문맥에서정확하게사용된수
×  정확도

이　계산식은 학습자가 만들어 내는 ‘오류’에 한정되어 왔던 오류 분석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Ellis-Barkhuizen(2005)에서 제시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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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분석(Obligatory Occasion Analysis)’의　계산식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과잉　사용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즉, ‘목표 언어적 사용 분

석(Target-Like Use analysis)’은 특정 문법항목 사용의 정확도를 분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3. 연구 절차

정확성 및 복잡성 발달과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 오류율 분석을 위

한 연구 절차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자료 수집

↓
분석 대상 자료 선별

↓

요구 충족된 자료 한글 입력 (1차 전사)

↓

복잡성 분석 절차 정확성 분석 절차

형태소 분석기 진행 오류 판정 및 분류 기준 설정

↓ ↓

텍스트별 원문장과 형태소 분석

문장 엑셀 정렬 (복잡성 전사)

오류 판정 기준에 따라 오류 분석

실시

↓ ↓

형태소 분석 결과 검토 및 교정

텍스트별 원문장과 오류 수정한

문장 엑셀 입력 및 정렬 (정확성

전사)

↓ ↓

단위별 빈도 계측
오류 분류 기준에 따라 오류 수

계측

↓ ↓

통계 분석 통계 분석

[그럼 4] 연구 절차 개요

3.1. 자료 입력

1차 전사에서는 2020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글을 그대로

반영하여 동일하게 입력하였다.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형태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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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해야 하는데,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므로 2차 전사에서

는 맞춤법, 철자 오류, 띄어쓰기를 수정하였다.

[그림 5] 학습자 작문 자료 이미지 예시

[그림 6] 학습자 작문 전사 및 원문장과 수정 문장 정련 예시

마이크로소프트 2019 엑셀 프로그램에 텍스트별 한 행에 한 문장씩(원

문장 및 형태소 분석 문장)을 정렬하였다. 베트남어로 그대로 표기된 부

분을 삭제하고 문장 끝의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외 모든 문장부호(쉼

표, 가운뎃점, 따옴표 등)를 모두 삭제하였다.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에서

문장부호까지 부착하여서7) 형태소 수를 조사할 때 보다 더 정확한 수치

7) 예컨대 ‘대답은 항상 어렵다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형태소 분석기로 돌리면 다음과

같이 문장부호까지 부착한다. → ’대답/NNG 은/JX 항상/MAG 어렵/VA 다는것/ETN 이

/VCP 다/EFN ./SF‘. 그런데 형태소 수를 계산할 때 문장부호를 계산지 않아서 문장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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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측하기 위함이었다.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2022년 2

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이며,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다섯 명과 함께 오류 분석을 실

시하였다.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텍스트별 원 문장과 오류를 수정한

문장을 엑셀에 입력하고 정렬하였다. 수정 문장과 원 문장을 대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수정한 문장도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서 형태

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형태소 분석을 진행

하되 형태소를 잘못 분석한 부분은 본고의 복잡성 판정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수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오류 판정 기준에 따라 문장마

다 오류 수를 계산하였다.

[그림 7] 학습자 텍스트 전사-한 행에 한 문장씩 엑셀 정렬

3.2.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단위별 빈도 계측을 위하여 각 텍스트별로 문장 수, 형

태소 수, 어절 수, 유형별 절 수를 먼저 조사하였다. 먼저 문장당 어절

수와 문장당 형태소 수 계측은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된 2차 전사

자료를 가지고 엑셀 프로그램의 글자 수 세기 방법인 LEN 함수를 이용

를 모두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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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백을 제외하고 한 행에 해당하는 한 문장씩의 문자열 내의 어절

수, 형태소 수를 구하였다.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의 다음과 같은 5가지 기호를 사용하여 문장 유

형을 식별하였다. 본고에서 마련한 대등절,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및

인용절 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로 부착된 5가지의

기호들이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기

준에 대해서는 복잡성 판정 기준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코딩 대상별 코

딩 기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코딩 대상 코딩 기호

대등절 /ECE
부사절 /ECD

명사절 /ETN
관형사절 /ETD

인용절 /JKQ

<표 39> 코딩 대상별 코딩 기호 목록

문장당 연결어미, 전성 어미, 인용절 표지의 빈도는 자동적으로 계산되

도록 해당 셀에 수식과 함수를 입력하였다. 실제 자료 코딩의 예시는 다

음과 같다.

24. 부모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NNG 께서/JKS 말씀하/VV 어/ECS 주/VXV 시/EPH 니까

/ECD 너무/MAG 감사/NNG 하/XSV 고/ECS 있/VXV 습니다/EFN.

위의 예문은 ECD 사용 횟수가 1이어서 절 수가 2개이며 그중에 부사

절 1개로 계산된다.

25.인간의 건강에게 플라스틱 빨대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암을 유발

할 수 있고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

→인간/NNG 의/JKG 건강/NNG 에게/JKM 플라스틱/NNG 빨대

/NNG 는/JX 장기간/NNG 사용/NNG 하/XSV 는/ETD 경우/NNG 가



- 107 -

/JKS 암/NNG 을/JKO 유발/NNG 하/XSV ㄹ/ETD 수/NNB 있/VV

고/ECE 심각/XR 하/XSA ㄴ/ETD 질병/NNG 이/JKC 되/VV ㄹ

/ETD 수/NNB 있/VV 다/EFN

위의 예문은 ECE, ETD 사용 횟수가 5개이기 때문에 절 수가 6개이며

그 중에 대등절은 1개, 관형사절은 4개로 계산된다.

[그림 8] 문장당 빈도 계측 결과 입력 화면 예시

이후 각 학습자(텍스트)별로 총 어절 수, 총 형태소 수, 각 문법항목의

빈도, 총 문장의 절 수, 총 문장 수를 다시 계산하여 엑셀 파일에 입력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사적 복잡성 분석을 위해 숙달도별 문장당 형태

소 수, 어절 수, 문장당 절 수, 문장당 유형별 절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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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학습자(텍스트)별 빈도 계측 결과 입력 화면 예시

3.3.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숙달도별 평균 차이의 검정을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정규분포에 따를 경우, ANOVA를 실시하고 통계적인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검증으로 Scheffe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

규분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크루스칼-왈리스 일원분산분석을 수행

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를 검정하기 위해서 Wilcoxon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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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베트남인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

양상에 대한 분석

1. 통사적 복잡성 분석 결과

베트남인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Ⅲ장 2

절에서 통사적 복잡성을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문장 확장 유형의 3 가지

측면에 해당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측정 지표에

대하여 급수별 기술 통계, 급수별 자료 요약 상자그림, 급수별 이원분산

분석과 사후검정 결과, 6급과 토픽샘플 답안간 차이 검정 결과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1. 일반적 측정(general measures) 결과

1.1.1. 문장당 형태소 수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형태소 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집단의

문장당 형태소 수 평균은 2급 17.15개, 3급 18.98개, 4급 21.41개, 5급

22.16개, 6급 23.22개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6급 학습자들이 2급 학습자

보다 문장당 형태소 수에 있어 1.34개 가량 많이 산출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준편차는 2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표 40> 참조).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f=15.07,

p=.000***) 나타났으며 숙달도 간에 적어도 한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 [그림 10]은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형태소 수를 상자그림으로 나

타낸 것이다. 2급부터 6급까지 극단값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전체적

으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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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 P(유의확률)

문장 당

형태 소

수

2급 34 17.15 4.45

15.07 .000***

3급 28 18.98 2.47

4급 29 21.41 3.47

5급 42 22.16 4.06

6급 31 23.22 3.20

토픽 샘플 39 28.73 6.26

<표 40> 문장당 형태소 수-숙달도별 일원분산분석 결과

[그림 10] 문장당 형태소 수- 집단별 상자그림

2급 3급 4급 5급 사후 검증 결과

3급 .027* - - -
2급<3급<
4급, 5급, 6급
4급< 6급

4급 .000*** .024* - -

5급 .000*** .001*** .370 -

6급 .000*** .000*** .026* .185

*p<.05, **p< .01, ***p<.001

<표 41> 문장당 형태소 수-사후 검증 결과

사후 검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4급과 5급’, ‘5급과 6급’ 집단 평균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4급, 5급, 6급’의 형태소

평균 개수와 ‘2급, 3급’의 평균 개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중급의 2급~3급과 중-고급의 4급~6급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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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평균 개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숙달

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장당 형태소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급에서 5급 사이 그리고 5급에서 6급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문장 길이가 두드러지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달도에 따라 ‘문장당 형태소 수’가 선형적으

로 발달된 것은 서세정(2009), 주우동(2019), 주월랑(2018), 김현아(2016),

리순녀(2019) 등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며 ‘문장당 형태소 수’가 한국어

의 통사적 복잡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지표임을 본고의 결과를 통해서 다

시 한 번 입증할 수 있다.

26.ㄱ. 제가 가장 행복했던 날은 작년 생일이었습니다. (2급)

ㄴ.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특별한 케이크를 만드

세요. (2급)

ㄷ. 그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

다. (3급)

ㄹ. 예를 들면 한 회사에서 김 모 씨 직원은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상

사와 동료가 김에게 중요한 일을 맡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서 김 모씨

가 모든 일을 하게 돼서 목이 날아갔다. (3급)

ㅁ. 그 후회 때문에 포기하면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기 못할 것이고

후회를 통해 잘못된 것을 고치하면 다음에는 성공할 것이다. (4급)

ㅂ. 일을 잘 못 하거나 최대 열심히 노력하거나 심지어 용기를 내지

못해서 기회를 없애 시키다는 것은 후회감이 드러난다. (5급)

ㅅ. 다음으로 인간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지 않아

외로운 상태가 장기적으로 쁘띠 한다면 정신 건강에 해롭게 끼칠 수

있다. (5급)

ㅇ.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큰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하려면 나머지

것은 포기를 해야 한다. (6급)

ㅈ. 이렇듯 소비의 과정에서 항상 선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에 선택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비교해서 비용에

비해 이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해야 합리적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다.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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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학습자들의 문장은 위의 (ㄱ)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짧

고 간단한 구조의 복문으로 구성되었고 구어체 종결어미 ‘-아/어요’와 ‘-

ㅂ/습니다’를 사용하였다. 또한 (ㄴ)처럼 ‘-(으)세요, -ㄹ까요’ 등 의사소

통 대화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났

다. 3급부터 학습자들은 문어체 문장 종결 형식 ‘-ㄴ/는다’로 문장을 끝

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서 이러한 양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3

급와 4급에서는 (ㄷ, ㅁ) 예문처럼 내포절을 이용하여 문장을 확장하여

점점 정교하고 풍부한 문장을 산출하였다. 2급과 3급에서의 문장은 대부

분 서사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일상과 사건을 나열하다가 고급에 올라

가서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2급의 경우 쓰기

주제에 영향을 받았지만 3급은 다른 급과 동일한 작문 주제로 배정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ㄹ)과 같이 사건을 나열하는 단순한 문장을 상당히

많이 서술하였다. 2급부터 4급까지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 합니다.’, ‘직장에도 그렇다.’ 등과 같은 형태소 수가 3개에서 10개까지

인 문장들이 빈번하게 나타났지만 5급과 6급 문장들의 75%는 형태소 수

가 10개 이상이었으며 최댓값이 77개까지 도달하였다. (ㅂ,ㅇ) 예문처럼

고급 수준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문법항목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절을

구성해서 문장 길이가 길어졌다. 리순녀(2019)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결

국 문장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이다.

또한 베트남인 6급 학습자(평균 23.22)와 한국어 모어화자(평균 28.73)

사이의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p=.001***), 이는 베트남인

고급 학습자의 문장 길이가 한국어 모어화자의 문장 길이와 차이가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1.1.2. 문장당 절 수

문장당 절 수의 최솟값이 1이면 해당 문장은 홑문장이고 문장당 절 수

2개 이상인 경우는 연결어미나 전성어미를 최소 한번 이상 사용해서 문

장 확장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처럼 측정 결과, 초급 학습

자의 문장당 절 수 평균은 2.99개로 시작하여 6급에 이르러서는 1.4배 가

량 증가한 평균 4.33개로 상승하였다. ANOVA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장당 절 수는 숙달도별 통계에 있어 적어도 한 집단에서 유의미

한 차이(p=.000***)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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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 P(유의확률)

문장 당

절 수

2급 34 2.99 0.96

16.54 .000***

3급 28 3.36 0.53

4급 29 3.93 0.67

5급 42 4.03 0.77

6급 31 4.33 0.75

토픽 샘플 39 5.32 1.19

<표 42> 문장당 절 수-일원분산분석 결과

[그림 11] 문장당 절 수- 집단별 상자그림

집단별 상자박스([그림 11] 참조)를 보면 토픽 2급 학습자의 50% 자료

에서 문장당 절 수는 평균 2.3개에서 3.3개까지 나타났으며 박스 아래쪽

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인 자료 분포 25%는 2.5개 이하 절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6급 학습자의 50% 자료는 평균 3.7개에서 4.5개까지 나타났으며

박스 위쪽 바깥의 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인 전체 자료 25%는 긴 문장을

산출하는 비율(5개 이상의 절)이다. 즉 2급부터 6급까지 문장 확장의 양

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대상 베트남인 학습자들

은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교실 환경에서 제2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기 때문에 점차 복잡한 문장을 생성해나가는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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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3급 4급 5급 사후 검증 결과

3급 .302 - - -
2급, 3급<
5급, 6급
2급<4급

4급 .000*** .065 - -

5급 .000*** .009** .634 -
6급 .000*** .000*** .302 .103

*p<.05, **p< .01, ***p<.001

<표 43> 문장당 절 수-사후 검증 결과

사후 검증 결과에 따르면 2급, 3급과 5급, 6급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4급, 5급과 6급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문장당 절

수에 있어서 2급-3급에 비해 5급-6급으로 가면서 문장당 절 수가 유의

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급 이후에는 미세하게 증가하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처럼 4급부터 5급, 6급까지 절로 문

장을 확장하는 양은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법항목을 이용

해서 문장을 확장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리순녀

(2019)의 연구 결과에서는 15학번 대학생은 1단계와 2단계, 2단계와 3단

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문장당 절 사용량이 거의 정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문장당 절 수’를 측정한 결과는

초급과 고급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지표이지만 한 단계 차이는 변별하

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급부터 6급까지 베트남 학습자는 문장당

평균 4개의 절을 생성해 한국어 모어화자에 가까운 정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절로 문장을 확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장 확장의

양만 살펴보면 언어의 발달을 관찰하기에 부족하므로 문장 확장의 유형

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인 6급 학습자(평균 4.33)와 한국어 모어화자(평균 5.32)

사이의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p=.021*), 베트남인 고급 학습자

의 문장 확장 양은 한국어 모어화자의 문장 확장 양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1.3. 문장당 대등절 수, 문장당 내포절 수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문장 확장 측면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문장을 확

장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장당 대등절 지표 사용률, 문장당 내포절

지표 사용률’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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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토 픽

샘플

대등절
지표

평균 0.363 0.372 0.449 0.445 0.485 0.561

표준편차 0.162 0.186 0.177 0.237 0.184 0.358

명사절
지표

평균 0.248 0.390 0.466 0.509 0.506 0.630

표준편차 0.162 0.186 0.177 0.237 0.184 0.358

관형사절
지표

평균 0.992 1.127 1.459 1.468 1.646 2.394

표준편차 0.529 0.346 0.486 0.378 0.372 0.787

부사절
지표

평균 0.339 0.408 0.476 0.511 0.607 0.661

표준편차 0.190 0.193 0.184 0.244 0.246 0.375

인용절
지표

평균 0.053 0.065 0.083 0.099 0.087 0.073

표준편차 0.066 0.106 0.087 0.103 0.095 0.095

<표 44> 문장당 대등절 수 및 문장당 내포절 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의 유형별 사용률을 측정한 결과 2급의 경

우에는 관형사절> 대등절> 부사절> 명사절> 인용절 순으로 사용 빈도

가 높았으나 3급에서 6급까지는 모두 관형사절> 부사절> 명사절> 대등

절> 인용절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급에서 동일하게 관형사절, 부사

절을 많이 사용하였고 대등절, 명사절과 인용절의 사용률은 적었다. 이는

모어화자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주월랑

(2018)의 논의와 재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현아(2016)에서는 부

사절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베트남인 대학교 정규과정 학

습자의 경우 관형사절 사용 빈도가 부사절보다 약 2.7배, 명사절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내포절 중 관형사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상은 베트

남 학습자만의 특징이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리순녀

(2019)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리순녀(2019)에 따르면 14학번과 15학

번 두 집단은 모두 관형사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사

절과 명사절을 사용했으며, 인용절이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언어 습득 환경으로 인해 언어 산출 양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실

하게 보여준다.

유형마다 등급별 사용률을 살펴보면, 관형사절과 부사절은 숙달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승한 추세가 보이나 대등절은 2급부터 4급까지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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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증가하다가 4급부터 6급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명사절

과 인용절은 2급부터 5급까지 미세하게 증가하다가 5급부터 6급까지 동

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관형사절의 경우, 2급은 문장당 평균 0.99개 관형

사절 지표를 사용하고, 6급은 평균 1.64개 관형사절 지표로 문장을 확장

하고 있어, 약 1.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사절은 2급에서는 0.33

개, 6급에서는 0.6개를 사용하여 약 1.8배 증가하였다. 명사절은 2급

0.248개에서 시작하여 5급 0.5개까지 상승하다가 5급에서 6급 사이에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인다.

절
유형

숙달
도

2급 3급 4급 5급
사후 검증
결과

관형사
절

3급 .093 - - -
2급<4급,
5급, 6급
3급<6급

4급 .016* .126 - -

5급 .016* .094 .726 -
6급 .016* .031* .356 .303

부사절

3급 1.000 - - -

2급<5급, 6급
3급<6급

4급 .277 1.000 - -
5급 .038 .590 .889 -

6급 .000*** .035* .331 .590
* p<.05, **p< .01, ***p<.001

<표 45> 절 유형별 숙달도 간 절 수 차이-사후 검증 결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급수별 관형사절(p=.000***)과 부사절

(p=.000***) 사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대등절, 명사절과 인용절

사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별 대등절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은 숙달도가 향상될수록 대등절보다

내포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등절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법항목이 비교적 간단하며 쉽기 때문에 숙달도가 높

아짐에 따라 증가하지 않은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외국

인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숙달도에 따른 대등접속 지수의 감소 경향’과

동일한 결과였다. 대학기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남주연 외

(2016)와 김영주 외(2016)에서도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대등접속 지수가

낮아지는, 즉 고급으로 갈수록 대등절의 의한 문장 확장보다는 내포절을

통한 확장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숙달도별 명사절과 인용

절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숙달도가 향상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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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내포절 중 명사절과 인용절 사용이 증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급 수준으로 갈수록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에 기인하는 주요

요소는 관형사절과 부사절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명사절 사용을 회

피하며 내포문 중에서도 명사절과 인용절 사용 능력이 매우 부족함을 짐

작할 수 있다.

[그림 12] 문장당 대등절 수-집단별 상자그림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은 1급과 2급, 3급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나, 4급, 5급, 6급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관형사형 어미

의 사용이 1급에서부터 3급까지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나, 4급 이후에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관형사

형 어미의 경우 학습자가 4급 정도가 되면 거의 고급 수준의 관형사형

사용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사용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장당 부

사절 수는 2급과 5, 6급 그리고 3급과 6급 사이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

였고 관형사절과 마찬가지로 4급, 5급, 6급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이를 통해 4급부터 6급까지 부사절 사용이 양적으로 의미 있는 발달

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4. 논의 및 소결론

이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청소년 학습자, 중

국 한국어 학습자 대상 연구와 비교를 통해 언어 습득 배경과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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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 따라 통사적 복잡성 발달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장 길이

한국어는 교착어 특성상 조사와 어미가 매우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현

정(2002)은 문장 길이를 측정할 때 문장당 형태소 수가 가장 세밀한 분

석 척도라고 하였다. 문장당 형태소 수는 문장 길이를 보여줄 뿐만 아니

라 문장 내 문법 발달 정도도 측정할 수 있다. 베트남인 학습자는 단계

가 올라갈수록 문장 길이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베트남인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 발달 정도가 어느 단계의 위치에 있는

지를 더 명확하기 알기 위해서 한국 국내 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을 다

니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권민영(2013) 및 재외동포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김현아(2016)의 연구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권민영(2013)
중국인 학습자

초급 중급 고급
토 픽
초급

토 픽
중급

토픽
고급

문장당 형태소 수 10.65 14.89 20.75 15.32 22.31 31.85

김현아(2016)
재외동포 청소년 학습자

3급 4급 5급 6급 NS

문장당 형태소 수 10.7 12.5 14.2 15.1 25.9

<표 46> 타 연구의 문장 길이 측정 결과

위의 표와 같이 권민영(2013)에서는 학습자를 초급, 중급과 고급 3단계

로 나누고 TOPIK의 모범답안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권민영(2013)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베트남인 초-중급인 2급, 3급 학습자는 중급 수

준인 중국인 학습자보다 문장 형태소 수를 양적으로 더 많이 산출하였고

베트남인 4~5급 학습자는 중국인 학습자의 고급 숙달도를 지녔다. 문장

길이 측면에서 베트남인 6급 학습자는 토픽 중급 수준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픽 등급은 듣기, 읽기, 쓰기 3가지 영역의 종합점수를 기

준으로 판단되고 과락점수가 없으며 전 영역 평균성적이 합격 점수에 해

당하는 자를 해당등급의 합격자로 판단된다. 즉, 외국인 학습자들은 토픽

6급을 취득하였음에도 쓰기 능력이 고급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보장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베트남인 6급 학습자는 토픽 6급을 취득하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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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문장 길이 측면에 보면 아직까지 토픽 고급 모범 텍스트의 수

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김현아(2016)의 재외동포 청소년 학습자는 대

학기관 학습자에 비해 문장당 형태소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성인과 청소년의 인지 능력 차이, 그리고 교실 학습 환경과 교

실 외의 자연적 습득 환경의 차이로 생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문장 확장

본 연구는 문장당 절 수와 문장 확장에 관여하는 대등절, 내포절 사용

률을 통해서 문장 확장의 양적인 결과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초급부

터 중-고급까지는 절로 문장을 확장하는 양이 뚜렷하게 상승하였으나 4

급과 5~6급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리순녀(2019)의 연구와 비교했

을 때, 베트남인 대학생은 중국인 학습자보다 한 문장 안에서 더 많은

절을 산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렇게 양적인 측면만으로 베트남 학습

자의 통사적 복잡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베트남 학습자

의 통사적 복잡성을 논의하고자 다음 표와 같이 각 급에서 단문 수와 복

문 수를 추가로 계산하였다.

베트남인 학습자 2급 3급 4급 5급 6급 토픽샘플

단문 수 87 62 36 39 21 10

단문 수/ 총 문장

수의 비율 (%)
15,6 12,78 6,9 5,2 3,63 1,99

복문 수 469 423 483 702 556 492

총 문장 수 556 485 519 741 577 502

<표 47> 숙달도별 단문과 복문의 수

2급에서 산출한 단문의 수는 87개이며 복문 수는 469개로, 단문의 수

가 총 문장의 수의 15.6%를 차지하였으나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전체

문장의 단문 수의 비율이 감소하여 6급에서는 단문 수가 21개로 전체 문

장 수의 3.63%를 차지하였다. 민명숙(2010)에서는 복문을 구성하는 요소

들이 모어화자의 사용 빈도 수치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10위권 안에

속해 있다고 하여 이들을 한국어 학습자들이 필수로 습득해야 하는 문법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베트남 학습자의 복문 수와 단문 수 비율을 보면

통사적 복잡성이 양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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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확장 유형의 양적인 결과는 다른 연구와 비교하지 않기로 하였

다. 그 이유는 음승민(2012)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의 특성상 문장

에서 절의 사용은 어미를 통해서 드러나기에 어떤 특정한 유형의 절을

활용하여 문장을 확장하느냐는 제2언어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의 숙달도

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1.2. 특정적 측정(specific measures) 결과

1.2.1. 통사적 발달 관련 문법항목 사용 양상

한국어 문장을 확장하는 기제로는 대등절과 내포절 2가지 유형이 있

는데 내포절 구성은 다시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확장에 관여하는 문법항목의 빈도를 부착된

코딩 기호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IV장 1절에서 문장 길이, 문장 확장을

양적으로 논의하였고 그 결과, 문장 길이 측정 지표가 숙달도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문장 확장 측면에서는 관형사절과

부사절 지표 사용률이 숙달도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특정적 측정 방법에 있어서 문장 확장에 관련된 문법 요소를 파악해 베

트남인 학습자가 선호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언어 형태와 의미를 확인함

으로써 학습자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김현아

(2016)에서 적용한 지표인 ‘각 문법항목별 총 사용 빈도’ 및 ‘표준화 빈

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총 사용 빈도’는 각 급별 작문 자료 전체에서

해당 문법항목을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즉 사용 횟수를 의미하며 ‘표준화

빈도’는 각 급별 ‘총 사용 빈도’를 각 급별의 총 문장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으로 100문장당 해당 문법항목의 사용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1)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

베트남인 학습자의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나열의 뜻을 나타내는 문법항목들 중에서는 ‘-고’의 사용 빈

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연결어미

사용 빈도를 조사한 이정은(2011)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주월랑

(2018)에서 제시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연결어미 ‘-고’는 습득이 용이하여 산출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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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숙달도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대등절(나열-선택)

27.ㄱ.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고/ 나는 케이크 촛불을 껐었고/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들한테 노래도 많이 불러주시고/ 선물

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2급)

ㄴ. 저는 친구들도 만나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다른 친구와 사귀

고/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2급)

ㄷ. 그러나 인생에서 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바로 첫 월급을 받고/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2급)

분류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토픽

샘플

나열

-고
빈도 146 133 159 210 168 136

표준화 빈도 26.26 27.42 30.63 28.34 29.11 26.69

-으며
빈도 6 6 19 36 27 33

표준화 빈도 1.07 1.23 3.66 4.85 4.67 6.56

-면서
빈도 2 4 13 24 23 19

표준화 빈도 0.35 0.82 2.50 3.23 3.98 3.78

선택 -거나
빈도 3 9 15 25 26 19

표준화 빈도 0.54 1.85 2.89 3.37 4.50 3.78

대립

대조

-지만
빈도 15 16 11 24 11 19

표준화 빈도 2.69 3.29 2.11 3.23 1.90 3.78

-으나
빈도 0 1 1 2 0 6

표준화 빈도 　- 0.20 0.19 0.26 0 1.19

<표 48>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 사용 빈도



- 122 -

ㄹ. 후회한 후에 경험을 쌓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회만 하고/ 자신의 잘

못을 인식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6급)

(ㄱ,ㄴ,ㄷ)은 2급 학습자가 쓴 글이고 (ㄹ)은 6급 학습자가 쓴 글인데,

한 문장 안에 ‘-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문장을 나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 문장이 질적으로 개선되긴 하였으나 문

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를 대체할 수 있는 ‘-아/어’ 혹은

‘-(으)며’에 대한 교수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14] 숙달도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대등절(대조)

다음으로 대조 관계를 표현하는 연결어미를 살펴보면 ‘-(으)나’보다 ‘-

지만’의 사용률이 더 높았다. 6급에서 ‘-(으)나’는 한 번도 산출되지 않아

그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주월랑(2018)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으)며’, ‘-(으)나’ 등을 입말에서 쉽게 접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여성 결혼이민자는 육아 및 출산으로 인해 한국어 교실의 지속적인 참여

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으)며‘와 ‘-(으)나’ 등의 습득이 늦게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하지만 베트남 학습자도 6급까지 ‘-(으)나’의 습득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현상은 언어 학습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

한 것이 아니라 ‘-지만’보다 ‘-(으)나’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서 나타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2) 내포절 관련 문법항목



- 123 -

가) 명사절

학습자 작문을 대상으로 명사절을 추출한 결과, ‘관형사형 어미 + 것’

의 사용률이 현저하게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명사형 어미, 의문형 종

결 어미 순이었다.

분류 형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토픽

샘플

명사형

어미

‘-(으)ㅁ

, -기’

(순명사

절)

-기 빈도 56 71 91 145 100 135

표준화 빈도 10.07 14.64 17.53 19.57 17.33 26.84

-ㅁ
-(으)ㅁ

빈도 5 10 11 12 10 22

표준화 빈도 0.90 2.06 2.12 1.62 1.73 4.37

총합 빈도 61 81 102 157 110 157

표준화 빈도 10.97 16.70 19.65 21.19 19.06 31.21

의문형
종결
어미
(의사명
사절)

-ㄴ/은/는

지,-ㄹ/을

지,-ㄹ/을

까, -ㄴ/

은 /는가 ;

-냐/느냐

빈도

13 9 20 19 29 23

표준화 빈도

2.34 1.86 3.85 2.56 5.20 4.57

관형사

형 어미

+ 것

- ㄴ ／ 은

것

빈도 13 18 29 21 29 25

표준화 빈도 2.34 3.71 5.59 2.83 5.03 4.97

-는 것 빈도 29 63 72 141 110 97

표준화 빈도 5.22 12.99 13.87 19.03 19.06 19.28

-다는 것 빈도 7 3 7 13 8 12

표준화 빈도 1.26 0.62 1.35 1.75 1.39 2.39

-ㄹ 것
-을 것

빈도 2 1 0 1 1 0

표준화 빈도 0.36 0.21 0.00 0.13 0.17 0

-던 것 빈도 0 - 2 - 1 3

표준화 빈도 0.00 - 0.39 - 0.17 0.60

총합 빈도 51 85 110 176 149 160

표준화 빈도 8.91 17.81 20.00 23.11 25.93 31.81

<표 49> 명사절 관련 문법항목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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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명사절

‘관형사형 어미 + 것‘은 숙달도의 높아짐을 반영하고 있었으나 명사형

어미 ‘-ㅁ/음, -기’는 4급까지 상승하다가 4급 이후 정체된 양상을 보였

다.

의문형 종결 어미는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학습자들은 ‘-을지/ -은지

/-는지 모르다/알다’를 가장 많이 활용해서 문장을 산출하였다. 의문형

종결 어미는 일반적으로 문법 습득에서 보이는 U자형 발달 패턴과 일치

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었다. II장 1절에서 교재 분석을 통해 ‘-은

지/는지 알다, 모르다’처럼 명사절이 함께 나타나는 특정 서술어와 하나

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래 <표 50>의 의사명사

절 형태에 따른 사용 빈도를 통해 의사명사절 자체의 사용 빈도가 현저

하게 낮으며 거의 ‘–ㄹ/을지/는지 모르다‘ 형태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은지/는지’의 명사절 기

능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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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빈도 형태 빈도

-ㄹ/을지/는지 모르다 9 -는가 하면 2
-ㄴ/는지/을까 생각 4 -는지 찾다 1

-ㄴ/는지 알다 5 -는지 확인하다 1
-ㄴ지 알아보다 3 -는지 얘기하다 1

-는가 하면 2 -ㄴ지 설명하다 1

-는지 찾다 1
-는지 모색하다 1

-는지 확인하다 1

<표 50> 의사명사절 사용 형태 빈도

순명사절에 있어서는 문어적 성격이 강한 ‘-ㅁ/음‘보다 구어성이 강한

‘-기’가 더 많이 사용되었는데 ‘-ㅁ/음’의 사용에서 6급과 모어 화자 간

차이가 2.5배 이상 나타났다. 따라서 중-고급 학습자에게도 ‘-ㅁ/음’을 더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성지연(2010:60)은 명사절 사용 빈도가

낮으며 특히 명사절의 경우 주어절이나 목적어절 역할을 하는 명사절 본

연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하였으며, ‘-기 전에, -기

위해서, -기로 하다’와 같이 전형적인 명사절의 용법이 아닌 관용적인

표현들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문제로 들었다. 베트남인 중

-고급 학습자의 명사형 어미 ‘-(으)ㅁ, -기’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서도 ‘좋아하다, 좋다, 바라다, 느끼다’ 등이 술어인 모문의 주어나 목적

어로 사용되는 것보다 ‘-기 위해, -기 때문에’ 등의 관용적 문법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명사형 어미 ‘-(으)ㅁ, -기’는 총 452번 사용되었

으나 후행 서술어와 결합 형태는 66번 밖에 나타나지 않았고 주로 ‘-기

위해, -기 때문에’와 같이 연결 표현 항목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

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아래 <표 51>와 같다. ‘-기 위해, -기 때문에, -

기 전에, -기는 하다, -기로서니, -기에는, -기는커녕’과 같은 관용적 문

법 형태를 사용하는 빈도가 ‘-기(가) + 무섭다, 싫다, 어렵다, 힘들다’와

같이 서술어와 결합 형태로 사용하는 빈도보다 확실히 많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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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태 빈도 구분 형태 빈도

연결

표현

항목

형태

-기 때문 148

후행

서술어

와 결합

형태

(-기/

(으)ㅁ+

서술어)

-기(가) 어렵다 12

-기 위하(한) 3 -기(가) 쉽다 18

-기보다는 9 -기 좋다 1

-기에(는) 6 -기 힘들다 4

총 빈도 166 -기이다 0

명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

-기도 하다 38 -기 시작하다 2

-기는 하다 3 -기가 20

-기만 하다 7 -기 필요하다 1

-기로 하다 6

-기를 원하다
-기를 바라다
-기를 노력하다
-기를 좋아하다

8

-기
마련이다

5

-기
일쑤이다

1

-기
십상이다

4

총 빈도 64 총 빈도 66

<표 51> -기 명사절 사용 형태

나) 관형사절

한국어 관형사절은 ‘-(으)ㄴ’, ‘-는’, ‘-(으)ㄹ’, ‘-던’과 같은 관형사형 어

미로 형성되는데 한국어교육에서는 초급 1에서 ’형용사 + -(으)ㄴ’를 먼

저 교수하고 초급 2에서 시제를 표현하는 문법 요소로 ‘동사 + -는/은/

을’을 제시하며, 중급이 되면 ‘-던, -었던’ 순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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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토 픽

샘플

-ㄴ/은 형용사,
이다+ ㄴ/은

빈도 144 141 193 249 192 331

동사+ㄴ/은 빈도 30 36 38 52 77 78

총합 빈도 234 221 294 430 332 409

표 준 화

빈도
42.0 45.5 56.65 58.03 57.5 81.31

-는 동사+ 는/ 빈도 101 106 150 219 198 315

표 준 화

빈도

18.1

7

21.8

6
28.90 29.55

34.3

2
62.62

-ㄹ/을 -ㄹ/을 빈도 132 192 254 367 322 328

표 준 화

빈도
23.7 39.5 48.94 49.53 55.8 65.21

-던 -던 빈도 30 0 4 0 4 8

표 준 화

빈도
5.40 -　 0.77 -　0.69 1.59

<표 52> 관형사절 관련 문법항목 사용 빈도

[그림 16]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관형사절

위의 표와 같이, 각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을 보면, 관형사형 어미 중

‘형용사 + -ㄴ/은’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미래

를 표현하는 ‘동사 + -ㄹ/을’,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 + -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동사 + -ㄴ/은’, ‘-던’ 순으로 나타났다. 최서원(20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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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을 ‘A-은 > -을 > -는 > V-은 > -었을

> -었던 > -던’ 순이라고 하여 ‘-은’의 사용이 가장 많다고 한 바 있다.

관형사형 어미 ‘-ㄴ/은’의 경우에는 2급부터 6급까지 ‘형용사 + -ㄴ/은’

비중이 75% ~ 82%에 달하였다. 이를 통해 ‘-ㄴ/은’이 동사와 결합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보다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비중

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급 학습자가 생성한 문장의

예들이다.

28.ㄱ. 좋은/ 친구는 공부가 매우 바쁠 때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줄 것이

다. (2급)

ㄴ. 우정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급)

ㄷ. 먼저 친절하고 평화로운/ 관계는 관계를 시작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3급)

ㄹ.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감은 좋지만 자신감을 지나치게 가지기 때

문에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급)

ㅁ. 또한 사과는 책임감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한다. (4급)

ㅂ. 가족, 친구,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삶에

서 중요한/ 인간관계다. (5급)

ㅅ. 하지만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

는/ 일이 아니라 가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니더라도 진짜 실수한/

사람을 대신하여 사과하는 일도 있기는 한다. (6급)

ㅇ. 한편 이러한 다양한/ 자기 계발 활동은 일에 얽매여 삶에 지친/

개인들에게 삶의 활력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

다. (토픽 샘플)

2급에서는 ‘불필요한 갈등’, ‘필요한 조건’, ‘진정한 친구’와 같은 기초

적인 ‘형용사 + -ㄴ/은’ 구조로 관형사절을 구성하였고 3급, 4급으로 올

라감에 따라 ‘친절하고 평화로운 관계’, ‘책임감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

며 불필요한 갈등’처럼 연결어미를 활용해서 더 복잡한 수식 구조를 형

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급이나 6급에서는 (ㅂ)과 (ㅅ)처럼 절 단

위로 수식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로 ‘동사/형용

사 + 관형사절 어미’를 단어 중심의 수식어로 구성하였고 모어화자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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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ㅇ) 예문처럼 절 단위의 수식어 생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고급 학습자들도 과거형 관형절을 구성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

에 과거형 관형절 또는 절 단위의 수식어 생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할 필

요가 있다.

‘-을’ 사용률이 다른 관형사형 어미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은 이유는

‘-을 것이다, -을 것 같다, -을 수 있다, -을 때’, 그리고 ‘-을 겸, -을 따

름이다, -을 뻔하다’와 같은 결합 문법항목의 사용이 많기 때문이다. 김

서형(2008)에서는 기존 한국어교육에서는 문장의 접속이나 내포라는 관

점을 소홀히 하고,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을 전달하거나 관용구처럼 하나

의 의미 단위로 제시하는 형태론적 수업을 주로 하는 바람에 학습자가

확대문의 문장 구성 능력을 제대로 갖추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앞에서 베트남인 고급 학습자는 ‘-은/-는/-을/-던’과 같은 순수한 수식

기능보다 ‘-을 때’, ‘-은 후에, -은 뒤에’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과 ‘-은 적이 있다, -을 것 같다, -을 것이다’와 같은 관용구를

빈번하게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즉 베트남인 학습자는 관형사절 생성할

때, 관형사형 어미의 수식 기능보다 복합형식의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

해 주는 기능, 관용구의 문장 종결의 기능을 더 많이 인식하고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

록 ‘-은 적이 있다, -을 것 같다, -을 것이다’, ‘-을 때’와 같이 함께 제시

하고 있는 데에 연유한다. 고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관형사절이 갖는

순수한 기능을 인식하도록 교육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 부사절

문장 확대에 있어서 관련된 두 명제가 더 큰 의미 속에 묶이는 방법

외에는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두 사건을 연결하거나 두 사건 중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이유 또는 배경이 된 것을 표현하는 등 방법이 있

다. 부사절은 내포문 유형 중 문법항목이 다양해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법항목을 다 논의하지 않고 베트남인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잘 드러내

는 1) 이유-원인, 2) 조건-가정 의미 범주에 대해 논의하겠다.

㊀ 이유-원인

다음은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사용 빈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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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부사절(이유-원인)

분석 결과, 숙달도별 부사절의 각 의미 범주의 사용 양상이 일정한 경

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인 학습자가 이유-원인을 나타낼 때

선호하는 문법항목은 ‘-아/어서’> ‘-라서’ > ‘-(으)니까/-(으)니’ = ‘-(으)

므로’ 순이며, ‘-아/어서’, ‘-라서’는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사용이

분류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토 픽

샘플

-어서
-아서

빈도 52 25 32 62 40 33

표준화
빈도

9.35 5.15 6.17 8.37 6.93 6.57

-아/어/여
빈도 7 4 10 15 14 23

표준화
빈도

1.26 0.82 1.93 2.02 2.43 4.58

-(으)
-니
까

-으
니까

빈도 8 8 3 2 1 0
표준화
빈도

1.44 1.65 0.58 0.27 0.17 0.00

-니

빈도 2 2 1 2 3 2
표준화
빈도

0.36 0.41 0.19 0.27 0.52 0.40

-(으)므로
빈도 0 2 0 3 2 8
표준화
빈도

0.00 0.41 0.00 0.40 0.35 1.59

-라서, -라
빈도 3 8 9 16 16 22

표준화
빈도

0.54 1.65 1.73 2.16 2.77 4.37

<표 53>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사용 빈도-이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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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었다. 2급의 경우 다른 급에 비해 ‘-아/어서’와 ‘-(으)니까’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2급에서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다른 연결어미를

아직 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으)니까’의 사용은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이는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이유-원인을 나

타내는 다른 문법항목을 습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8] ‘-아/어/여’, ‘-(으)므로’의 집단별 시용 빈도 비교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위 그림과 같이 ‘-(으)므로’, ‘-

어’의 경우 베트남인 학습자가 6급까지 올라가도 회피하고 거의 생성하

지 않는 문법항목으로, 그 사용 빈도가 고급 학습자와 한국인 간에 각각

3.5배, 1.5배 가까이 난다는 것이다. 즉, 원인을 나타내는 ‘-(으)므로’, ‘-

어’의 사용이 한국인에 비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29.ㄱ. 제가 야시장 구경하고 싶으니까 언니한테 “언니, 우리는 야시장에

갈래요?”하고 물어봤다. (2급)

ㄴ. 그렇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관계를 맺

기 위해 잘 살펴봐야 한다. (4급)

ㄷ. 그러나 이런 계산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토픽 샘

플)

(ㄱ, ㄴ)은 2급과 4급 학습자의 글에서, (ㄷ)은 한국인의 글에서 가져왔

다. (ㄷ)처럼 한국인의 글에서는 ‘-(으)므로’, ‘-어’를 두루 사용해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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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베트남인 학습자의 글에서는

‘-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ㄴ)처럼 ‘-(으)니까’, ‘-아서’와 ‘–(으)므로’

로 대치 오류됨이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㊁ 조건-가정

조건-가정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사용 빈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

4>와 같다.

분류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토 픽

샘플

-면, 으면,
-라면

빈도 16 72 102 122 109 45

표준화
빈도

3.24 14.68 19.29 17.08 19.16 8.95

-다면
빈도 7 8 5 17 12 27

표준화
빈도

1.08 1.57 1.30 2.34 0.65 5.37

-어야(지)
빈도 0 4 8 8 13 56
표준화
빈도

0.18 0.59 1.30 1.02 2.60 11.13

-려면,
-으려면

빈도 2 4 2 9 13 5
표준화
빈도

0.36 0.78 0.56 1.17 3.25 0.99

<표 54>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사용 빈도-조건, 가정

[그림 19]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부사절(조건-가정)

조건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항목 중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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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 사용이 한국인보다 2배 더 많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인이 쓴 글에서는 조건 가정의 뜻을 표현하

기 위하여 ‘-어야/아야’, ‘-ㄴ다면’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30.ㄱ. 어떤 사람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생각한다면) *딴 사람

들의 입장에 결과만 좋으면 되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다. (6급)

ㄴ. 그 말을 던지거나 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다면) 좋았을 것이

다. (6급)

6급 학습자의 위 문장에서 ‘-ㄴ다면’을 사용해 명제를 연결하면 뜻이

더 적절하지만, 학습자가 ‘-ㄴ다면’ 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이를

구성하지 못했다. 베트남인 학습자는 고급 수준에서도 ‘-(으)면’ vs ‘-ㄴ

다면’ 대치 오류가 흔하게 발견되었다. 고급 학습자들에게 ‘-으면/-면’은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이는 반면, ‘-다면/는

다면’은 선행문의 내용이 불확실, 비현실, 불가능한 사실일 때 사용되는

가정의 연결어미라는 차이를 구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라) 인용절

인용절 어미는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로 나눠서 사용빈도는 다음

과 같다.

분류 형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토 픽

샘플

직접
-라고
-하고

빈도 13 8 12 26 21 16

표준화
빈도

2.34 1.65 2.31 3.34 3.02 2.50

간접

-다고
-ㄴ다고

빈도 10 19 26 44 20 19

표준화
빈도

1.80 3.92 5.01 5.94 3.47 3.45

-라고
-자고
-냐고

빈도 4 0 1 0 0 38

표준화
빈도

0.72 0　 0.19 0.00 0.00 6.0

<표 55> 인용절 관련 문법항목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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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집단별 문법항목 사용 빈도-인용절

31. ㄱ. 제가 야시장 구경하고 싶으니까 언니한테 “언니 우리는 야시장에

갈래요?”하고 물어봤다. (2급)

ㄴ. 명언이 말하기를 “우정의 경험 없이 사는 것은 살아가고 살아가

고 없는 삶”라고 말하고 있다. (2급)

ㄷ. 한국어를 잘 공부하는 학생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가 못하면 그 한국 사람이 이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3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접인용 문법항목은 2급부터 6급까지 꾸준히 증

가하였다. 그런데 ‘-하고/(이)라고’ 간접 인용은 주로 2급에서 많이 산출

되었고 3급 이후 간접 인용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고급에 올라

가면 간접 인용 대신 ‘-ㄴ다고’ 간접 인용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라고/-자고/ -냐고’ 등과 같은 인용의 문법 표지가 거의 산출되지 않

았다. ‘–라고/-자고/ -냐고’ 간접인용은 모어화자 집단의 100문장당 사

용 빈도는 6.0로 고급 학습자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즉 베트남 학습자

에게 ‘–라고/-자고/ -냐고’ 인용절 교육이 아직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2. 논의 및 소결론

앞 절에서는 숙달도별 문장 확장에 관련된 문법 표지의 출현 횟수와

빈도를 측정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학습자가 한국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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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과 관련된 문법항목을 습득함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를 다른 언어권인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화자의 토픽 모범 답안과 비교

-대조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표 56>은 베트남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화자가 산출한 대등절과 부사

절에 관여하는 문법항목의 빈도와 전체 연결어미의 점유율 및 누적 사용

비율을 순위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56>에서 제시한 20개의 연결어미

는 전체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들이다. 그리고 토픽 모범 답안

에서 추출된 연결어미들의 목록을 보면 전체 96% 이상을 차지하는 문법

항목들도 베트남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20개가 있다. 그런데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중국인 학습자(강현화 외

2019)가 산출한 연결어미 목록에서는 전체 96%를 차지하는 문법 항목들

이 무려 30개나 되었다. 양적으로 산출된 연결어미 목록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인 학습자가 문장 확장에 관여하는 연결어미를 가장 다양하게 사

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 빈도와 함께 누적 비율을 고려해서

그 사용이 몇몇의 특정 연결어미에만 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도 논의할

베트남인 학

습자
빈도 비율

누 적

비율
토픽 샘플

빈

도
비율

누 적

비율

1 -고 816 33.52 33.52 1 -고 136 21.97 21.97

2 -(으)면 421 17.29 50.82 2 -게 82 13.25 35.22

3 -아/어서 226 9.28 60.11 3 -어/아야 56 9.047 44.26

4 -(으)며 94 3.86 63.97 4 -(으)면 45 7.27 51.53

5 -ㄴ/는데 93 3.82 67.79 5 -아/어/여 42 6.785 58.32

6 -게 83 3.41 71.2 6 -아/어서 34 5.493 63.81

7 -거나 78 3.20 74.4 7 -(으)며 33 5.331 69.14

8 -지만 77 3.16 77.57 8 -다면 27 4.362 73.51

9 -아/어/여 67 2.75 80.32 9 -라 22 3.554 77.06

10 -(으)면서 66 2.71 83.03 10 -거나 19 3.069 80.13

11 -라 52 2.13 85.17 11 -지만 19 3.069 83.2

12 -다면 49 2.01 87.18 12 -(으)면서 19 3.069 86.27

13 -도록 46 1.88 89.07 13 -ㄴ/는데 13 2.1 88.37

14 -아/어도 43 1.76 90.84 14 -도록 10 1.616 89.98

15 -(으)려면 36 1.47 92.32 15 -고자 8 1.292 91.28

16 -어/아야 33 1.35 93.67 16 -으므로 8 1.292 92.57

17 -(으)니까 22 0.90 94.58 17 -아/어도 6 0.969 93.54

18 -고자 17 0.69 95.28 18 -(으)려고 6 0.969 94.51

19 -라도 10 0.41 95.69 19 -더라도 6 0.969 95.48

20 -으러 10 0.41 96.1 20 -(으)나 6 0.969 96.45

<표 56> 연결어미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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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 목록 순위 결과를 보면, 베트남인 학

습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연결어미가 ‘-고’, ‘-(으)면’,

‘-아/어서’로 같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나열-병렬의 의미를 나타

내는 ‘고’, 조건-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으)면’과 이유와 순서를 나타

내는 ‘-아/어서’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난이도가 상당히 낮고 사용하기가

용이한 문법항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자료 결과에서 전

체 63% 이상을 차지하는 연결어미의 목록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는 ‘-

고, -아/어서, -(으)면, -게, -아/어/여’ 5개였고 모어화자는 ‘-고, -게, -

어/아야, -(으)면, -아/어/여, -아/어서’ 6개였으나 베트남 학습자는 ‘-고,

-아/어서, -(으)면, -(으)며’ 4개였고 심지어 ‘-고, -아/어서, -(으)면’의

누적비율이 60%였다. 이효정(2001), 이윤진(2003)에서 지적한 것처럼 외

국인 학습자는 특정한 문법항목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모어화자가 작

성한 토픽 모범 답안의 경우, 1위를 차지한 연결어미는 ‘-고’이지만 2위

와 3위는 ‘-게’와 ‘-어/아야’이다. 모어화자와 비교하였을 때 베트남 학습

자들에게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문법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 학습자 빈도 비율
누 적

비율
중국인 학습자

빈

도
비율

누적비

율

1 -고 20,804 22.82 22.82 16 -(으)려고 594 0.65 90.24

2 -아/어서 11,381 12.48 35.30 17 -(으)며 563 0.62 90.86

3 -(으)면 10,674 11.71 47.01 18 -거나 526 0.58 91.44

4 -아/어/여 8,769 9.62 56.63 19 -다가 451 0.49 91.93

5 -게 6,035 6.62 63.25 20 -(으)러 444 0.49 92.42

6 -지 4,672 5.12 68.37 21 -ㄴ다면 454 0.50 92.92

7 -어/아야 4,464 4.90 73.27 22 -(으)려면 327 0.36 93.28

8 -ㄴ다고 3,610 3.96 77.22 23 -도록 297 0.33 93.61

9 -지만 2,791 3.06 80.29 24 -라서 294 0.32 93.93

10 -ㄴ/는데 2,383 2.87 83.16 25 -든지 284 0.31 94.24

11 -라고 1,481 1.62 84.78 26 -서 194 0.21 94.45

12 -(으)니까 1,179 1.29 86.07 27 -(으)나 191 0.21 94.66

13 -(으)면서 1,151 1.26 87.33 28 -더라도 151 0.17 94.83

14 -라 1,074 1.18 88.51 29 -ㄴ지 141 0.15 94.98

15 -아/어도 986 1.08 89.59 30 -더니 131 0.14 95.12

<표 57> 중국인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 목록 순위(강현화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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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확성 분석 결과

2.1. 일반적 측정(general measures) 결과-100어절당

오류 수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 측정을 위한 첫 번째 지표로 ‘100어절당 오류

수’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100어절당 오류 수’를 선정하는 이유는 발화

길이에 따라 오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문장당 오류 수’만 측

정하면 복잡성이 증가하면 정확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100어절당 오류 수’를 측정해서 수준별 문장을 만들어

내는 정확성의 변화 양상을 수치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급별 100어절당 오류 수에 대한 기술 통계와 검정 결과는 <표 59>와

같다. 2급에서는 100어절당 평균 22.82개 어절에 오류가 있었고, 3급까지

18.38개 어절 오류로 감소하였다가 4급에서 19.83개 어절 오류로 상승하

였으며 5급, 6급에서 다시 17.17개와 17.72개 어절 오류로 감소하였다.

순

서
연결어미

토픽 샘

플

베트남

학습자

순

서
연결어미

토픽

샘플

베트남

학습자

1 -게 13.25 3.41 8 -(으)므로 1.29 0.28

2 -어/아야 9.04 1.35 9 -(으)나 0.97 0.16

3 -아/어/여 6.78 2.75 10 -으려고 0.97 0.37

4 -(으)며 5.33 3.86 11 -더라도 0.97 0.28

5 -ㄴ다면 4.36 2.01 12 -으나 0.97 0.16

6 -라 3.55 2.13
13 -듯 0.80 0.04

7 -고자 1.29 0.69

<표 58> 베트남 학습자와 모어화자의 연결어미 사용 점유율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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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 P(유의확률)

100어절당

오류 수

2급 34 22.82 7.08

2.772 .029*

3급 28 18.38 11.02

4급 29 19.83 7.30

5급 42 17.17 5.74

6급 31 17.72 8.01

<표 59> 100어절당 오류 수-일원분산분석 결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f=2.77,

p=.029*) 나타났으나 사후 검증 결과는 2급과 5급 두 급수 간에만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나머지 등급 간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숙달도 2급 3급 4급 5급 사후 검증 결과
3급 .295 - - -

2급<5급
4급 .681 .974 - -

5급 .047* .982 .738 -

6급 .146 .998 .896 .999

<표 60> 100어절당 오류 수-Scheffe 사후 검증 결과

[그림 21] 100어절당 오류 수- 집단별 상자그림

베트남인 학습자는 2급에서 높은 오류율이 보였으며 4급까지도 정확성

이 개선되지 않았다가 비로소 5급에 올라가야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확성은 6급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급에서 평균 오류 어절 수가 5급보다 약간 높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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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왔으며 5급부터 6급까지 정확성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았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자 그림을 확인할 수 있듯이 3급의 100어절당 오

류 수 분포가 다른 급에 비해 가장 넓으며 최솟값이 5개부터 시작해서

최댓값이 거의 50개까지 상당히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급의 경우 최

솟값부터 25%까지의 영역에 비해 75%부터 최댓값까지에 해당하는 영역

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아 3급 학습자 사이에서도 정확도의 차이가 있

으며 평균 100어절당 오류 수인 18.38개 이상의 학습자가 압도적으로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3급 학습자의 정확성은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초급에서 중급에 올라가면서 조사, 연결어미, 전성

어미와 같은 새로운 문법항목을 많이 활용하였으나 완전히 습득되지 않

아서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며 4급이 3급에 비해 오류율이 조금 증가하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정확성 측정 결과는 Skehan(1998)의 제한용량모텔(Limited

Attentional Capacity Model) 가설과 일부 일치한다. 제한용량모텔

(Limited Attentional Capacity Model) 가설에서는 인간이 한 번에 집중

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으며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중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에 대한 집중력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한편

Spoelman & Verspoor(2010)에서도 3급까지 높았던 오류율이 4급 중반

이 되어 더욱 증가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베

트남인 학습자는 2급부터 4급까지 정확성과 복잡성이 강한 부적 관계를

보이다가 5급 이후에는 정적 관계로 나타나지만 6급에서는 다시 부적 관

계로 전환된다. 이는 학습자들의 인지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3가지 요인이 동시에 증가할 수 없다는 교환가설

(Trade-off theory)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모국어 화자

의 경우, 사고-인지 능력의 발달과 함께 글 전체적인 구성 능력과 문장

구성 능력이 함께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장미라, 2012). 그러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숙달도 발달과 상관없이 어떤 오류 유형들은 저절로 소멸

되지 않고, 여전히 잔류하는 경우가 있다. 1절에서 분석한 것처럼 베트남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문장길이 및 문장 확장)이 숙달도에 따라 발달

됨을 고려하면, 정확성과 복잡성은 반비례의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오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문들을 살펴보면, 어휘 오류에 있어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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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베트남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베트남어와 한국어는 모두 동일한 한자 문화권에 속하

는 언어지만 한자어 동음이의 경우가 많으므로 베트남어 한자음을 그대

로 한국어로 옮겨서 False Friends 오류가 나타난 경우가 종종 있다.

32.ㄱ. 6 시에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공기(˅분위기)가 너무 좋

았습니다. (2급)

ㄴ. 다시 한번 무심한(˅순수한) 학생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급)

ㄷ. 따라서 우정은 두껍고 굵은 우정이 되어 *군중들일 때(˅곤궁할

때) 외롭지 않게 하잖아요. (2급)

ㄹ. 다른 곳에서는 설날이 어떤지 알*지 않지만(˅못하지만) 고향의 *

텟(˅설)은 항상 웃음이 넘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새해를 *기원합니

다(˅기원하는 날입니다). (2급)

ㅁ. 예를 들어 필요한 시험을 봐야 할 것인데 *주관해서(˅소홀해서)

잘 준비하지 않았다. (5급)

ㅂ. 온난화의 원인으로 먼저 사람*을(˅들이) *패기(˅폐기물)를 배출하

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6급)

초급 학습자는 어휘 사용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모국어

지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음

예문과 같이 초급 단계에는 구어체와 문어체의 개념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아 구어와 문어를 구분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다.

33.ㄱ. *저는(˅나는) *제(˅내가) *경험(˅경험한) 여행 중*에(˅에서) “이

여행*은(˅이) 제일 좋아하고(˅좋았고) 좋은 기념(˅추억)들도 오래 기

억할(˅될) 거예요”라고 생각하였다. (2급)

ㄴ.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서 부정적인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

세요(˅마라). (2급)

그러나 형태적 오류나 구어체, 문어체 혼동 오류, 종결어미 오류는 점

점 개선되었으나 연결어미, 전성어미와 관련된 오류들은 고급 단계까지

줄어들지 않았다. 최우영(1997:31)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연결어미를 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어휘 다음으로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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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는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베트남 학습자 대부분의 오류는 문법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복문을 산출하였으나 의미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오류문이 생

성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34.ㄱ. 케이크는 제가 숙소를 기념해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돈을 모아 만

듭니다. (2급)

ㄴ. 자신으로서 살다가 보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잘못할 때 스스로 감정을 가지는 순간이다. (4급)

ㄷ. 각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영향을 준다. (4급)

ㄹ. 예를 들어 여유 시간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 친구들과 모이고 얘

기하면 정신에 원만하는 선물처럼 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것

이다. (4급)

ㅁ.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워낙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데 시

간이 걸려 오래오래 처리하면 없애기 가능성이 있다. (4급)

ㅂ. 왜냐하면 생각 차이가 있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친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이다. (5급)

위의 예문들을 판정 불가한 예문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학습자가 전달

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수정하려면 연구자의 개입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문 생선을 진단하기 위해서 말하려는 논지와

논리적 구조에 따라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즉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장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2.2. 특정적 측정(specific measures) 결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측정(general)과 특정

항목에 초점을 둔 특정적 측정(specific) 측정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Ellis & Barkhuizen(2005)은 학습자의 동사 시제/ 복수형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전체적인 문법 능력과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즉, 학습자가 특정한 하나의 문법 항목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 142 -

다른 항목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가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학습자는 모든

문법 항목을 동시에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항목을 일찍 습득

하고 어떤 항목을 보다 늦게 습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특정 언어적 항

목 생성을 이끌어내도록 설계된 ‘집중된 작업(focused tasks)’ (Ellis

2003a)의 경우, 특정적 측정 방법이 분명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일반

적 측정은 100어절당 오류 수를 통해서 알아보았고 특정적 측정은 문장

확장에 관여한 문법항목에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문장 확장은 학습자의

문장 구성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중급 이상의 텍스트에서 유

용한 도구로 확인되었다(박지순․서세정, 2009; 서세정, 2009). 문장 확장

은 대등절과 내포절로 이루어지는데 선행 연구(Norris & Ortega, 2009;

Wolfe-Quintero, 1998)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하자면, 일반적으로 숙달도

가 높아질수록 대등절보다 내포절을 통한 문장 확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앞서 복잡성 측정 결과 베트남 학습자도 역시

숙달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등절에서 내포절로 문장을 확장해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특정적 측정 방법에 있어서 통사적

발달 관련 문법항목의 정확도와 내포문에 관한 오류 양상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2.2.1. 통사적 발달 관련 문법항목 정확도

특정적 측정 방법은 통사적 오류 중 문장 확장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

항목에 한정하여 그 해당 문법항목의 정답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사용한 문장 확장 문법항목 이해의 정확도를 살펴볼 수

있다.

1)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

우선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의　정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나열,

선택, 대립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들의 정확도를 분석하

여 총 필수적인 문맥의 수 + 비필수적인 문맥의 수, 정확하게 사용된 수

그리고 정확도 비율을 <표 61>,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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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대등절 문법항목의 집단별 정확도 비교

분류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나열

-고

OC+OU 129 131 158 207 165

CS 110 113 142 188 148

정 확 도
비율

85.3 86.3 89.9 90.8 89.7

-(으)며

OC+OU 17 10 21 38 31

CS 6 6 15 32 21

정 확 도
비율

35.3 60.0 71.4 84.2 67.7

-(으)면서

OC+OU 1 7 18 31 25

CS 5 4 13 21 22

정 확 도
비율 20.0 57.1 72.2 67.7 88.0

선택 -거나

OC+OU 3 10 16 30 30

CS 3 8 14 23 26

정 확 도
비율 100.0 80.0 87.5 76.7 86.7

대립
대조

-지만

OC+OU 19 16 11 28 11

CS 15 15 10 23 11

정 확 도
비율 78.9 93.8 90.9 82.1 100.0

-(으)나

OC+OU 1 1 1 2 1

CS 1 1 1 2 0

정 확 도
비율 100 100 100 100 0

*OC + OU = 필수적인 문맥의 수+ 비필수적인 문맥의 수
*CS = 정확하게 사용된 수

<표 61>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 정확도



- 144 -

[그림 23] 집단별 문법항목 정확도-대등절

대등절 관련 문법항목의 정확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2급부터 6급까지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5급에서 4급과 6급보다 정확도가 약간 감소하지만,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들보다 대등절을 더 정확하게 산출한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베트남인 학습자 작문에서는 대등절 문법항목 중 ‘-(으)나’와 ‘-거나’의

출현이 다른 대등절 문법항목보다 낮았고 이에 따라 정확도가 높거나

100%인 경우에도 ‘-거나’를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

을 수 있다. 숙달도별 학습자의 대등절 연결어미 정확도의 순서는 다음

<표 62>와 같다.

급수 대등절 연결어미 정확도 순위
2급 -거나(100)>-고(85.3)>-지만(78.9)>-(으)며(35.3)>-(으)면서(20)

3급 -지만(93.8)>-고(86.3)>-거나(80)>-(으)며(60.0)>-(으)면서 (57.1)

4급 -지만(90.9)>-고(89.9)>-거나(87.5)>-(으)면서(72.2)>-(으)며(71.4)

5급 -고(90.8)>-(으)며(84.2)>-지만(82.1)>-거나(76.7)>-(으)면서(67.7)

6급 -지만(100)>-고(89.7)>-(으)면서(88)>-거나(86.7)> -(으)며(67.7)

<표 62> 대등절 연결어미 정확도 순위

분석 결과 6급을 제외하고 모든 급에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인 연결

어미는 ‘-(으)면서’ 였으며 ‘-(으)며’는 5급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오류를

많이 범하는 연결어미였다. 특히 ‘-(으)며’는 2급에서 정확도가 35.5%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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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되지 않았으며 4급과 5급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증가하였으나 6급이

되면 정확도가 70% 이하로 떨어져 6급 대등절 연결어미들 중 가장 정확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5.ㄱ. 설날은 우리가 새 옷을 더 많이 *있(∨입)고 세뱃돈을 받*고(∨으

며) 과자를 사먹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

급)

ㄴ. 그러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쉽게 *넘어서(∨극복하며) 살

아갈 수도 없다. (6급)

ㄹ. 실수하거나 선택을 *잘못했기(∨잘못한 것)보다는 망설하고 나쁜

결과를 올까봐 걱정*할뿐더러(∨하며) 자신을 믿지 *않아서(∨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은) *게(∨것을) 더 깊게 후회한다. (6급)

ㅁ. 자신감을 항상 가지면 새로운 영역이나 문제를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데(∨으며) 재미있고 *상상(∨상상하지) 못한 것도 배울 수 있

다. (4급)

위의 (ㄱ) 예문처럼 초급 단계에서는 ‘-(으)며’를 학습했다고 해도 ‘-

(으)며’의 용법을 아직 숙지하지 못해서 ‘-(으)며’ 대신 ‘-고’를 사용해

‘-(으)며’와 ‘-고’ 대치나 누락 오류가 많았다. 한편 6급의 경우 ‘-(으)며’

를 ‘-는데’, ‘-ㄹ뿐더러’, ‘-어서’ 등과 같은 다른 부사절 연결어미와 혼동

한 오류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으)며’의 용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데다가 명제와 명제가 결합할 때 두 개 명제 간의 의미에 적절한

연결어미를 선택하지 못해서 의미적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앞에서 밝혔듯이, 나열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 중 ‘-고’는 베트남 학습

자를 비롯해서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가장 많이 산출된 연결어

미이다. ‘-고’의 오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급의 연결어미 오류 유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김경화, 2012; 전영

오류 양상 대치 첨가 누락 총 오류율

오류 빈도 89 27 14 130
오류율(%) 68.6 20.7 10.7 100

<표 63> 대등절 연결어미 ‘-고’의 오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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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반반, 2011; 이정희, 2002)에서는 해당 연결어미의 대치 오류가 높

은 비율로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 베트남 학습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

으며 특히 ‘-고’ 대치 오류는 범주 간 대치보다 범주 내 대치 오류가 대

부분이었다. 즉, 학습자들은 시간 순서, 나열과 선택 의미를 지닌 연결어

미들 사이에서 혼동이 생겨서 유사한 문법항목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

다. 실제로 모국어와 상관없이 대치 오류, 특히 비슷한 의미의 연결어미

간 교체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고’ 대치 오류는 ‘-고’와 ‘-(으)며’,

‘-고’와 ‘-아/어/여’, ‘-고’와 ‘-아/어서’ 사이의 대치가 가장 빈번하게 발

생되었는데 중, 고급까지 이 대치 현상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었다.

먼저 ‘-고’와 ‘-(으)며’ 대치 오류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ㄱ.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

천이 되어야 하고,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듣(∨들어주)고, *이해하고

(∨며) *많이(∨많은 것을) 공유해야 한다.(2급)

ㄴ.　실패에 처할 때 그들은 많이 *슬프고(∨슬퍼하며) 현재*를(∨에)

부딪힐 수 없다. (4급)

ㄷ. 예를 들어 요즘에는 여름의 기온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활동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이상한 병도 생긴다. (5

급)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는 동일한 문장에서 ‘-고’를 여러

번 사용해서 문장을 확장하였다. 이를 문어적인 특성이 더 잘 드러나도

록 하기 위하여, ‘-으(며)’로 교체해주어야 한다.

순차의 ‘-고’와 ‘-아/어/여’도 학습자가 많이 혼동하는 문법 요소 중의

하나이다. 33(ㄱ)와 (ㄴ)에서처럼 계기 한정 접속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

에는 ‘-아/어/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37.ㄱ. 그러나 제 인생에서 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바로 첫 월급을 받

*고(∨아)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살 수 *있는(∨있었던 날인) 것 같아

요. (2급)

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 현대인들이 계속 연구하*

고(∨여)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대신할 수 있고 더 좋은 물질을 찾아

야 한다.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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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이 것은(∨이렇게) 돈*을(∨이) 필요할 때 돈이 없*고(∨어) 어려

운 상황을 당할지도 모른다. (6급)

아래의 예문은 대등적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 대치는 같은 순차 의

미를 지니지만 그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해서 범한 오류다.

38.ㄱ. 정말 뜻깊은 선물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셔서) 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될 수

있었으며) 저는 더 이상 바랄 *게(∨것이) 없어요. (2급)

ㄴ. 그 때는 친구들이 같이 생일 파티를 하고 부모님께서 집에 *돌아

오고(∨돌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급)

ㄷ. 우리 생활*이(∨에서) *어렵다는 것을(∨어려운 것이) (∨무엇인

지 알고, OM) 싶으면 우리는 서로 작은 방법을 시작*하고(∨해서) 사

회와 가족과 학교와 함께 것을 할 수 있다. (3급)

ㄹ.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의 사용*으로(∨이) 환

경에 영향을 *미치고(∨미쳐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

하지 못하게 *했다는(∨했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4급)

‘－아/어서’는 이유와 순차의 두 가지 기능과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인

데, 학습자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고’와 선행절의 행동

이 후행절 행동의 전제가 된 것을 나타내는 ‘－아/어서’의 차이점을 구별

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였다. ‘-고‘는 단순히 시간적인 앞 뒤 순서를 나

타내지만, ’-아/어서‘는 앞절의 행동이 뒷절의 행동의 전체가 되고 뒷절

의 행동이 앞절의 행동의 목적이 된다는 점(이희자-이종희, 2001)을 학

습자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고급 단계에 이르러도 여전히 잔재되고

있는 ‘－고’의 대치 오류는 Selinker(1972)가 주장하는 화석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 습득은 대부분의 모국어 화자들과 같이 완전한 수

준으로 습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2) 내포절 관련 문법항목

가) 명사절

숙달도에 따라 명사절 어미 정확도의 발달 양상을 살피기 위해 명사절

관련 문법 항목은 명사형 어미에 의한 명사절, ‘-ㄴ/은/는지, -ㄹ/을지, -

ㄹ/을까’ 등 종결어미에 의한 의사명사절, 그리고 ‘관형사절 어미 +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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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별 정확도를 정리하였다.

분류 형태 2급 3급 4급 5급 6급

명사형

어미

-(으)ㅁ,

-기

(순명사절)

-기
OC+OU 55 77 93 150 109
CS 45 61 76 116 85
정확도 81.8 79.2 81.7 77.3 78.0

-ㅁ,

-(으)ㅁ

OC+OU 8 14 12 12 6
CS 5 9 5 8 4
정확도 62.5 64.3 41.7 66.7 66.7

총합
OC+OU 63 91 105 162 115
CS 50 70 81 124 89
정확도 79.3 76.9 77.1 76.5 77.4

의문형 종

결 어미

(의사명사

절)

-ㄴ/은/는지

-ㄹ/을지

-ㄹ/을까

-ㄴ/은/는가

-냐/느냐

OC+OU 14 11 24 18 28

CS 11 9 12 13 24

정확도 78.6 81.8 50.0 72.2 85.7

관 형 사 형

어미 + 것

-ㄴ／은것
OC+OU 13 17 25 16 30
CS 6 12 19 9 20
정확도 46.1 70.6 76 56.2 66.7

-는 것
OC+OU 32 65 87 158 117
CS 23 54 62 117 85
정확도 71.9 83.1 71.3 74.0 72.6

-ㄹ/을 것
OC+OU 1 - 1 3 1
CS 0 - 0 0 0
정확도 0 - 0 0 0

-ㄴ다는 것

-다는 것

OC+OU 7 6 9 7 10
CS 6 2 4 2 3
정확도 85.7 33.3 44.4 28.6 30

-던것
OC+OU 1 - 2 - 1
CS 0 - 0 - 1
정확도 0 - - 100

총합
OC+OU 54 88 124 184 159
CS 35 68 85 128 109
정확도 64.8 77.3 68.5 69.6 68.5

*OC + OU = 필수적인 문맥의 수+ 비필수적인 문맥의 수

*CS = 정확하게 사용된 수

<표 64> 명사절 관련 문법항목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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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집단별 문법항목 정확도-명사절

[그림 25] 명사절 문법항목의 집단별 정확도 비교

명사절 어미의 정확도는 급수별 큰 변화 양상이 보지 않았으나 4~5급

은 3급과 6급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4~5급에 올라가면서

정확성에서 혼동을 겪은 후 6급부터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명사절 어

미의 정확도 양상은 일반적인 언어 습득의 U자형 발달 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4급의 정확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으)ㅁ’과 의사명사절

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25]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명사절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것처럼 ‘-(으)ㅁ’보다 ‘-기’가 더 많이 사

용되었으며, ‘-(으)ㅁ’의 사용 빈도가 ‘관형사형 어미 + 것’과 ‘-기’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확도 측정 결과에 의하면 모든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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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일하게 ‘-(으)ㅁ’의 정확도가 가장 낮으며, 사용 빈도수가 높은

‘관형사형 어미 + 것’도 4급을 제외한 모든 급에서 두 번째로 정확도가

낮은 명사절 문법 항목이다. 즉, 베트남 학습자는 ‘-(으)ㅁ’ 명사절 내포

문을 생산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서 이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

며 사용했을 때도 오류를 자주 범하였다. 김혜원·김은효(2019)에서도 명

사형 어미 ‘-(으)ㅁ’ 관련 문항 평균 정답률은 56.06%, ‘-기’ 관련 문항

평균 정답률은 68.6%로, 학습자들이 명사형 어미 ‘-(으)ㅁ’에 대해 ‘-기’

보다 더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으)ㅁ’의 오류 양상을

보면 누락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다음과 예시에서 이를 확

인할 수 있다.

39.ㄱ．게다가 우리는 대화*에(∨의) *소중한(∨소중함을) *알게 해야 한

다(∨알아야 한다). (3급)

ㄴ．우리는 스마트폰*에(∨의) 기능과 *편리(∨편리함)를 다 안다. (3급)

ㄷ．어떤 병이 아니라 *외로운 것(∨외로움)이 사람을 죽일 것이다. (5급)

숙달도별 학습자의 명사절 연결어미 정확도의 순서는 다음 <표 65>과

같다.

급수 명사절 어미 정확도 순위

2급 -기(81.8)> 의사명사절(78.6)>관형사형 어미+ 것(64.8)>-(으)ㅁ(62.5)

3급 의사명사절(81.8)>-기(79.2) >관형사형 어미+ 것(77.3)>-(으)ㅁ(64.3)

4급 -기(81.7)>관형사형 어미+ 것(68.5)>의사명사절 (50)>-(으)ㅁ(41.7)

5급 -기(77.3)>의사명사절 (72.2)>관형사형 어미+ 것(69.6)>-(으)ㅁ(66.7)

6급 의사명사절(85.7)> -기(78)>관형사형 어미+ 것(68.5) >-(으)ㅁ(66.7)

<표 65> 숙달도별 명사절 어미 정확도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 것’ 결합형인 준명사절

의 정확도가 4급을 제외하고 모든 급에서 두 번째로 낮으며 ‘관형사형

어미 + 것’은 다른 명사절 어미 유형과의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라(2012)에서도 명사절의 오류 중 ‘-는 것’과 ‘-(으)ㅁ/-기’

의 대치 오류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40.ㄱ. 과학의 발전 때문에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것이 쉬워져서 이제 스

마트폰을 하나 *구매하기(∨구매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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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 있(∨필요하)지만 그런 제한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기(∨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 (5급)

‘관형사형 어미 + 것’과 ‘-(으)ㅁ’의 정확도가 대부분 40%부터 70%까

지 분포한 것을 보면, 다른 문법항목보다 교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관형사절

관형사절　관련　문법항목의　정확도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분류 형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ㄴ/은

형용사/

동사+

ㄴ/은

OC+OU 248 224 310 390 300

CS 214 201 272 438 352

정확도 비율 86.3 89.7 87.7 89.0 85.2

-는

동사+

는,

있다/없

다 + 는

OC+OU 93 104 156 183 170

CS 81 89 131 212 208

정확도 비율 87.1 85.6 83.9 86.3 81.7

-ㄹ/을
동사+

ㄹ/을

OC+OU 144 181 223 323 261

CS 115 216 281 401 346

정확도 비율 79.8 83.8 79.7 80.5 75.5

-라는

-다는

-ㄴ/는다는

OC+OU 4 2 4 16 20

CS 3 1 15 30 31

정확도 비율 75 50 26.7 53.3 64.5

-던

OC+OU 39 - 4 - 4
CS 30 - 5 - 4

정확도 비율 76.9 - 80 - 100

<표 66> 관형사절 관련 문법항목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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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집단별 문법항목 오류율-관형사절

[그림 27] 관형사절 문법항목의 집단별 정확도 비교

[그림 27]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정확도는 2급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2급부터 4급까지 감소하다가 5급, 6급에 미세하게 다시 증가해

이는 정확성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명사절 어미의 정확성 발달 패턴과 비슷하게 보인다. 한편 개

별 문법항목의 정확도를 비교한 [그림 27]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6급 학습자의 관형사절 어미 ‘-ㄴ/은’, ‘-는’과 ‘–ㄹ/을’에

대한 정확도는 2급에 비해 감소한다. 한송화(2015)의 연구에서도 3급 이

후 고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형사형 어미 사용의 정확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어권과 유럽어권 학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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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높아지더라도 정확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

다. 전체적으로 관형사절 어미 사용에 있어서 고급 수준에 이르러도 정

확성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고 2급과 비슷한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던’의 출현은 24,709개 어절 중 불과 34개였으며 3급과 5급에서 ‘-던’

을 전혀 생산하지 않았기에 정확도를 계산하지 못했다. 사용률이 극단적

으로 낮았기 때문에 ‘-던’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2급

학습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라는 주제의 과제를 부여하였

기 때문에 2급에서 ‘-던’의 사용률이 다른 급에 비해 높았으나 중-고급

단계에서도 ‘-던’의 과거 표현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급수 명사절 어미 정확도 순위

2급 -는(87.1)> -ㄴ/은(86.3)> -ㄹ/을(79.8)> -던(76.9)> -다는 (75)

3급 -ㄴ/은(89.73)> -는(85.58)> -ㄹ/을 (83.8 )>-다는(50)

4급 -ㄴ/은(87.74)> -는(83.97)> -ㄹ/을 (79.36 )>-던(80)> -다는(26.7)

5급 -ㄴ/은(89.04)> -는(86.32)> -ㄹ/을 (80.55)>-다는(53.33)

6급 -던(100)> -ㄴ/은(85.23)> -는(81.73)> -ㄹ/을(75.5)>-다는(64.5)

<표 67> 숙달도별 관형사형 어미 정확도

출현 빈도가 매운 낮은 ‘-다는’과 ‘-던’의 정확도를 제외하면, 숙달도별

관형사형 어미 오류율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급에서 ‘-ㄴ/은’의 정확성이

가장 높았고 ‘-는’과 ‘-ㄹ/을’의 정확성이 그 뒤를 따랐다. 최서원(2010)의

결과에 따르면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율은 ‘-던 > -었던 > -었을 > -는

> V-은 > -을 > A-은’ 순이었는데 학습자에게 관형사절 어미들 중

‘A-은’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ㄴ/은‘의 경우에는 동사와

결합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보다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급부터 6급까지 ‘형용사+ㄴ/은‘의 비중이 75%~

82%에 달함을 알 수 있다. '-ㄴ/는'이 ’-는‘과 '-ㄹ/을'보다 정확도가 높

은 이유는 베트남 학습자가 형용사에 따라 이형태가 달라진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서운, 힘든, 뜨거운, 긴’과 같이 불규칙 용언의 활용

오류를 거의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용사의 어간 + ㄴ/은’은 초급부

터 제시되어 있는 문법항목이며 시제와 관계없이 뒤따르는 명사의 상태



- 154 -

나 속성을 나타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 학습자에게 습득이 잘

이루어진 문법항목이라고 판단된다.

‘-(으)ㄹ’은 동사의 어간에 붙어 뒤따르는 명사를 수식하며 관형사절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거나 추측 또는 추정하는 기능도 있다. ‘-(으)ㄹ’는

단순한 미래 시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지, 추측, 가능성’ 등의 여

러 가지 의미 기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들에게는 관형사

형 어미 ‘-(으)ㄹ’이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재나 학습 현

장에서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 ‘-(으)ㄹ 수 있다’, ‘-(으)ㄹ 

때’와 같은 결합 문법항목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상황에 적합한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음의 예문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들이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사

용해야 하는 자리에 다른 어미를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ㄱ. 예를 들면 사용이나 보관 과정 중에 쉽게 *잃어버린 것이다(∨잃

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3급)

ㄴ. *한편에(∨한편) 자신감이 지나친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없어) 실제성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여

실패하는 것*은(∨을) 못하는 피하는 것이다(∨피할 수 없다). (4급)

ㄷ. *아무(∨어떤) 일을 *하는데(∨할 때) 그 분야의 지식은 중요하지

만 자신감도 아주 필요하다.(4급)

ㄹ. 자신*에(∨에 대해) *의심한(∨의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

지 않고 일은(∨을) 침착하게 *해결한다(∨해결할 수 있다). (4급)

ㅁ. 또한 바람직한 소비하면 필요할 때 *쓰려고(∨쓸)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5급)

[그림 27]에서 볼 수 있듯이 관형사형 어미 ‘-을’은 등급이 올라가면서

정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ㄴ다는’은 전체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여 정확성을 판단하기 힘든 상

황이다. 5급과 6급에서 출현 빈도가 높아졌으나 정확도가 다른 관형사절

어미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5급에는 53%이고 6급이 되어도 64.5%

밖에 되지 않았다). ‘-ㄴ다는’은 한국어 교재에서 다른 관형사형 어미처

럼 문법항목으로 따로 제시한 교재도 있으나 대부분이 의존명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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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결합한 문형으로 ‘-는다는 듯이다’, ‘-ㄴ다는 점에서’ 등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다) 부사절

㊀ 이유-원인

다음으로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들의 정확도를

분석하여 <표 68>, [그림 28]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류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어서
-아서

OC+OU 54 26 35 53 31
CS 41 20 26 48 29
정확도 비율 75.9 76.9 74.2 90.5 93.5

-어/아/여
OC+OU 14 8 9 20 20
CS 6 2 4 7 7
정확도 비율 42.8 25 44.4 35 35

-니까
-으니까

OC+OU 2 8 4 - -
CS 1 1 4 - -
정확도 비율 50 12.5 100 - -

-니
-으니

OC+OU 2 3 2 -
CS 1 0 0 -
정확도 비율 50 0 0 - 0

-므로
-으므로

OC+OU 1 3 2 11 4
CS 0 2 0 0 2
정확도 비율 100 66.6 100 27.27 50

-라서
-라

OC+OU 5 8 7 16 12
CS 2 8 6 14 10
정확도 비율 40 100 85.7 87.5 83.3

<표 68>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정확도 (이유-원인)

[그림 28] 집단별 문법항목 정확도-부사절(이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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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관형사절 문법항목의 집단별 정확도 비교

숙달도에 따라 이유-원인 문법항목의 정확도는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

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원인 부사절 어미 중 사용 빈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

아/어서’는 점차 개선되었는데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 어미의 상

승 추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급에는

75.9%, 3급은 76.9%, 4급에는 74.2%, 5급은 90.5% 그리고 6급은 93.5%

로 나타났다. 2절에서 이유-원인 부사절 어미 사용 빈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으)므로‘는 전체 모든 급에서 산출 비율이 매우 낮고 ’-(으)니

까/-(으)니‘ 4급부터 6급에서 거의 산출되지 않아서 정확도를 계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

–아서, -(으)니까, -(으)므로, -어/아‘는 미세한 차이로 인해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은 초급에서 배운 문법항목이지만 고급 단계

까지 지속적으로 잘못 사용해서 화석화가 되었다.

먼저 ’–아/어서’와 관련 오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어서’

와 ‘-(으)니까’ 모두 이유와 원인을 가르키는 연결어미지만 일반적인 상

황이면 ‘-아/어서’가 적합하고 화자의 개인적인 견해, 근거를 밝히려면

의도가 강한 상황에서는 ‘-(으)니까’도 가능하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이

해시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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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ㄱ. 그런데 교통이 너무 복잡*하니까(∨해서) *기등하기가(∨이동하는

데) 시간 많이 걸렸다. (2급)

ㄴ. 일단 일회용품은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니까(∨만들어서)

사람이 사용할 때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플라스틱은 쉽게 사라

지는 것도 아니라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6급)

ㄷ. 페이스북과 같은 사이버 속 미디어 빠져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

용*한다면(∨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

람이 많다. (4급)

43.ㄱ.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어서(∨길어지면) 눈은 힘들 수 있습니다.

(3급)

ㄴ. 그 외에도 후회하는 것은 자신에게 다시 평가하는 기회를 *갖다

줘서(∨가져다 줌으로써) 했던 실수를 쉽게 극복할 수도 있다. (4급)

ㄷ. 많은 사람의 힘을 *밀려서(∨모아야) 비로소 효과*가(∨를) 보일

수 있다. (4급)

ㄹ.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의 사용*으로(∨이) 환

경에 영향을 *미치고(∨미쳐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

하지 못하게 *했다는(∨했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4급)

44.ㄱ. 예를 들면 한 회사에서 김 모 *씨(∨OM) 직원은 자신감이 부족*

하니까(∨하여) 상사와 동료가 *김(∨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

(∨맡기)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아서 김 모씨가 모든 일을 *하게(∨하

지 못하게) 돼서 목이 날아갔다. (3급)

ㄴ. 그 순간에 우리 다 너무 *감동했으니까(∨감동스러워) 가슴이 벅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3급)

ㄷ.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수요를 만족*하는데(∨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감악(∨감정)입니다. (3급)

ㄹ. 그래서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하여) 소비를 해야 한다. (6급)

위의 예문을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특징은 ‘-아/어서’, ‘-(으)니까’, ‘-

고’, ‘-아/어/여’, ‘-는데’의 용법 차이를 변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이

다. 이유-원인 범주 내 대치뿐만 아니라 40 (ㄷ,ㄹ)와 같이 범주간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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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㊁ 조건-가정

조건-가정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정확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류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면

-으면

-라면

OC+OU 14 63 87 108 94

CS 18 74 98 121 105

정확도 비율 77.78 85.1 88.8 89.2 89.5

-다면

-ㄴ/는다면

OC+OU 6 5 3 14 10

CS 7 9 6 18 17

정확도 비율 85.7 55.5 50 77.8 58.8

-어야(지)

-아야(지)

OC+OU 0 1 7 8 13

CS 1 6 10 8 15

정확도 비율 0 16.7 70 100 86.67

-려면

-으려면

-자면　

OC+OU 2 5 2 12 12

CS 3 7 3 13 14

정확도 비율 66.7 71.4 66.7 92.3 85.7

<표 69> 부사절 관련 문법항목 정확도 (조건-가정)

[그림 30] 집단별 문법항목 정확도-부사절(조건-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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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부사절 문법항목의 집단별 정확도 비교(조건-가정)

위의 그림과 같이 조건 가정 문법항목의 오류율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

세정(2009)의 연구에서 조건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는 숙달도가 높아질수

록 오류율이 낮아졌다는 결과와 일치한 결과이다.

가정 의미 연결어미인 ‘-ㄴ/는다면’은 3급에서 55.5%이며 6급에 올라

가도 58.8%밖에 되지 않았으며 다른 연결어미의 정확도보다 낮은 편이

며, ‘-(으)면’ vs ‘다면’ 혼용 오류 예문은 다음과 같다.

45.ㄱ.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면(∨싶다면) 실외활동*이(∨을) 해

보면 더 좋습니다. (3급)

ㄴ. 잘못을 했을 때 맞는 시간, 장소*에(∨에서) 사과를 제대로 활용*

하면(∨한다면) 상대방*을(∨은) 천천히 사과를 받을 것이다. (5급)

ㄷ. 어떤 사람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한다면) *딴(∨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되겠*다는(∨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6급)

‘-(으)면’ vs ‘다면’ 혼용 오류를 고급 단계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앞서 베트남 학습자의 ’-다면’ 사용률이 매우 적다는 결과가

이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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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용절

인용절 어미는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로 나눠서 정확도 분석을 다

음 <표 70>과 같이 실시하였다.

분류 형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직접
-라고
-하고

OC+OU 14 6 9 21 16

CS 12 7 11 24 20

정확도 비율 85.7 85.7 81.8 87.5 80

간접

-다고
-ㄴ다고

OC+OU 13 19 24 45 21

CS 9 13 20 28 17

정확도 비율 69.2 84.2 83.3 62.2 80.9

-라고
-자고
-냐고

OC+OU 5 - - 1 1

CS 3 - - 0 0

정확도 비율 60 - - 0 0

<표 70> 인용절 관련 문법항목 정확도

[그림 32] 집단별 문법항목 정확도-인용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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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인용절 문법항목의 집단별 정확도 비교

인용절 오류율은 3급까지 증가하다가 3급 이후 감소한 경향이 있으며

6급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인용보다 간접 인용

‘-다고’를 동반하여 사용하는 것은 형태적 어려움이 더해져 숙달도가 높

은 학습자가 낮은 숙달도의 학습자보다 '-다고'를 더 우세하게 사용하였

다. 따라서 <표 70>와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인용 '-라고'

의 정확도가 간접 인용 '-다고'에 비해 숙달도에 따라 더 안정적으로 유

지되고 있다.

인용절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다고'와 ’-라고/-자고/-냐고‘ 인용절

어미 범주 내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와 다른 문법과 대치한 오류를 발견

할 수 있다.

46.ㄱ. 제가 *있(˅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

길 바랍니다(˅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2급)

ㄴ. 그럼 같이 나가*라고(˅자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급)

ㄷ.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필요*한다고(√하다고) *생각이 있

다(√생각한다). (3급)

ㄹ.*그렇다고(√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조심*하고(√해야 하고) 간작(?)해야 *한다고 한다(√한다). (4급)

ㅁ. 그 때에는 합격하지 못해서 왜 준비하지 않았고 왜 최선을 다하

지 않았*다고(˅냐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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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스마트폰(√스마트폰에) 중독 된다면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감

이 생긴*다고(√다는) 발표*를(√가) 했다(√있다). (5급)

(ㄱ)에서 나타나듯이 2급 학습자는 인용절 문법 표지 미사용으로 인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지 않고 오류를 범하였다. (ㄷ)은 앞에 결합

하는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 ’-ㄴ다고’ vs ’-다고’ 이형태 변경하는 것을

구분 못 해서 범하는 오류이고 (ㅂ)은 ‘-다고‘ vs ‘-다는‘ 혼용 오류이며

(ㄹ)은 인용절 과잉 사용 오류이다. ‘-다고‘는 한국어 교재에서 여러 단

계에서 제시되는 문법항목이나 ‘–다고’를 활용하여 구성된 문장의 정확

도가 높지 않았다. 서희정(2016)에서는 교육 단계별로 제시 가능한 ‘-다

고‘의 상위 동사와 ‘-다는’의 상위명사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베트남 학습자에게도 역시 인용절 구문 교육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2.2.2. 내포문에 관한 오류 양상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언어 발달 양상을 복잡성과 정확성 측정

지표를 통해서 밝힘과 동시에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확성의 측면은 일반적 측정 방법과 특정적 측정 방법을 모두 측

정해야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좀 더 면밀하게 밝힐 수 있다. 앞에서 한국

어 문장 생성 시 사용되는 문법항목을 설정하고 숙달도별 얼마나 정확하

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특정적으로 내포문별 어떠한 오류 양상

을 범하는지를 숙달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오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서 오류 분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Dulay, Burt and

Krashen(1982)은 목표어와의 비교를 통해 오류를 생략, 첨가, 오형성, 잘

못된 어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생략은 특정 형태를 사용하지 않

는 것이고 첨가는 불필요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오형성

은 잘못된 형태소나 언어적인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잘못된 순

서는 형태소의 위치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Carl James는 Dulay

의 네 가지 범주를 수용하여 이름을 달리하여 생략, 과대포함, 잘못선택,

그리고 잘못된 어순의 네 가지 범주를 내세우면서 이에 마지막으로 혼합

오류를 추가하고 있다. 고석주(2002)는 Dulay, Burt and Krashen(1982)

의 연구를 수용하여 누락, 첨가, 잘못된 변형, 잘못된 어순을 오류 분류



- 163 -

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정희(2003)에서는 오류의 발생 원인과 결과의 판

정에 따라 오류를 분류하였으며 결과의 판정에 따른 오류는 다시 범주별

오류, 현상에 따른 오류, 정도에 따른 오류를 하위분류를 하였다. 현상에

따른 오류를 대치, 누락과 첨가 오류로 나눴다.

선행 연구의 오류 양상 기준을 참조하여 본 연구는 ‘어미 미사용 오류,

어미 과잉 사용 오류, 같은 범주 내 어미 사이에서 혼용 오류와 다른 범

주 어미와 혼용 오류’ 4가지의 오류 양상을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구

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구분 오류 양상

미사용 오류

전성어미 또한 연결어미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자리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오류를 말한다. 형태적으로 누락과 통사적으로 누락
오류를 포함한다.

과잉 사용 오
류

전성어미 또한 연결어미가 중복되어 사용되었거나 다
른 어미 형태와 잘못 결합해서 사용한 경우 및 어미가
필요하지 않은 위치에 과잉 사용의 오류를 말한다.

같은 범주 내
어미와 혼용
오류

명사절 전성어미, 관형사절 전성어미와 부사절 연결어
미 사이에서 교체가 발생한 오류이다.

다른 범주 어
미와 혼용 오
류

전성어미나 연결어미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서 다른 범주 어미와 혼동해서 범한 경우를 말한다.

<표 71> 내포문 오류 양상 분석 기준

베트남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명사절, 관형사절과 부사절의 교육은 주

로 어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재에서 문장 연결, 빈칸 채우기

등의 활동에 집중하여 형태 정확성을 향상하는 데 편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사절, 관형사절과 부사절 관련된 문법항목을 문장 확장의 기

제로 사용하지 않고, 내포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았다. 이

로 인해서 내포문 수식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베트남 학습자의 글에서는

필수논항 부족 등과 같은 내포문 구성 오류; 베트남 문화 의식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내포절을 잘 못 배치하는 오류; 전성어미와 연결어미 혼

용 오류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포문 중 관형사절, 명사절과

부사절을 한정해서 내포문별 어떠한 오류 양상을 범하는지를 위에 제시

된 4가지 기준으로 숙달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베트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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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복문구성 능력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특히

내포문 사용에 있어 화석화된 오류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진단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분 오류 유형

관형사절 오류

① 관형사절 미사용 오류
② 관형사절 과잉사용 오류

③ 관형사절 어미 범주 내 혼용 오류
④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오류

명사절 오류

① 명사절 미사용 오류

② 명사절 과잉사용 오류
③ 명사절 어미 범주 내 혼용 오류

④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오류

부사절 오류

① 부사절 미사용 오류

② 부사절 과잉사용 오류

③ 부사절 어미 범주 내 혼용 오류
④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오류

<표 72> 내포문 오류 유형

1) 명사절에 관한 오류 양상

명사절을 안은문장의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구분 오류 유형

명사절

미사용 오류

명사절을 사용해야 함에도 사용하지 않아서 범하는

오류이며 문장 내 누락 오류와 명제와 명제를 결합하는

데에서 명사절 미사용 오류로 나눌 수 있다.

명사절 과잉

사용

명사절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과잉

사용하는 오류이다.

같은 범주

내 어미와

혼용 오류

명사절 관련 항목 간 (‘-(으)ㅁ, -기, -는 것,

-은/는/을지’) 대치 오류이다.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오류

문장 내에 명사절을 사용해야 함에도 명사절 형태인

‘-(으)ㅁ, -기, -는 것, -은/는/을지’ 등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어미를 잘못 선택한 오류이다.

<표 73> 명사절 오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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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 오류 수 비율 (%)

명사절 오

류

미사용 오류 85 7.22
과잉사용 오류 82 6.96

같은 범주 내 혼용 925 78.5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86 7.3

합계 1178 100

<표 74> 명사절 오류 유형별 비율

급수 구분
미사용

오류

과 잉 사

용 오류

범주 내

혼용

다른 범주 어

미와 혼용

2급
오류 빈도 8 8 102 13

표준화 빈도 1.439 1.439 18.35 2.338

3급
오류 빈도 16 10 143 13

표준화 빈도 3.299 2.062 29.48 2.68

4급
오류 빈도 24 12 194 14
표준화 빈도 4.624 2.312 37.38 2.697

5급
오류 빈도 23 29 265 26
표준화 빈도 3.104 3.914 35.76 3.509

6급
오류 빈도 14 23 221 20

표준화 빈도 2.426 3.986 38.3 3.466

<표 75> 숙달도별 명사절 오류 양상

가) 명사절 미사용 오류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명사절을 이용하여 문장을 확대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명사형 어미 ‘-(으)ㅁ’, ‘-기’가 함께 결합하

는 서술어를 묶어 제시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명사절을 이용하여 문장을

확대하고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 남길

임 외(2014), 허희정 (2016)의 연구 결과에서 한국 모어 화자의 학술 텍

스트에서 명사절 내포문은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의 글

쓰기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베트남어는 한국어처럼

명사절을 만드는 특정한 어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장을 구성할 때 명사절 생략하는 오류를 많이 범한

다.

베트남인 학습자의 글쓰기 자료에서 ‘-기 때문에’, ‘-기 마련이다’와 같

은 복합형식을 활용할 때는, 형태적으로 어미를 누락하는 오류보다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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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누락의 오류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즉, 명사절을 형성하지 않아서 불

완전한 구조를 구성하거나 문장 호응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

다.

47.ㄱ.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OM) *어려운(˅어려울) 정도

로 *해집니다(˅되었습니다). (3급)

ㄴ. 게다가 최근 과학 *발달을(˅발달) 덕분에 젊은이들은 주변 사람을

도와 *달라다는(˅달라고) 말하는 대신에 기기로 수행*하는(˅하는 것

이) 사실이다. (4급)

ㄷ. 왜냐하면 과소비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를 하면 자신이 *원하

는(˅원하는 것은) 확실*하는데(˅한데) 어떤 물건이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없어) 집안의 물건만 늘어가고 늘 자

신*의(˅은) 결핍된 기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있기 때문이다). (5급)

명사절 사용은 문장을 확대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 ‘-기를 바라다, -기가 좋다’와 같은 명사절 구성 관련 항

목과 ‘-기로 하다, -기 마련이다’와 같은 표현 항목이 체계적으로 제시되

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명사형 어미의 본질적 기능, 즉 명사절 구성

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장미라, 2012). 위 예문에서는

명사절 미사용으로 인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지 않다. 학습자들

의 명사절 미사용 즉 회피 양상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명사절 내포문

교육이 부족하였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문장의 서술어로서 명사절이 와야 하지만 이를 누락시킴으로써

문장의 호응이 맞지 않아 비문이 된 경우이다. 대부분이 ‘관형사형 어미

+ 것‘ (’-는/은/을 것’)을 누락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확인할 수

가 있다.

48.ㄱ. 그 방법들 중에는 나한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3급)

→그 방법들 중에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잘못한 것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다는 것이다). (3급)

ㄷ. 두 번째 이유는 일회용품 대신 여러 번 쓸 수 있는 상품으로 바

꾸면 돈을 아끼며 *건강이야말로 좋다(√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4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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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왜냐하면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이다). (5급)

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5급)

ㅂ. 후회라는 것은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며 상대방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전하고 *싶다(˅싶은 것이다). (6급)

위 예문들은 명사절 미사용으로 인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

는 문장들이다. 중급에서 나타난 주어-서술어 비호응 오류는 고급에서도

수정되지 않고 있었다. (ㅁ) 예문과 같이 문장의 호응 관계를 가지기 위

해 강조문에서 ‘-는 것이다’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

다. (ㄱ, ㄷ, ㄴ, ㄹ, ㅂ) 예문과 같이 문장 속에서 주어와 공기 관계를 생

성하기 위해서 ‘-다는 것이다’ ‘-는 것이다’ ‘-기 때문이다‘와 같은 명사

절을 형성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오류를 범했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명사절에 대한 교수-학습이 충분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48번 예문의 경우 베트남어의 특성에 근거하여 오류 분석이 가

능하다. (ㄴ, ㅂ)은 베트남어로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9.Điều quan trọng(중요한 것은) là(이다) không dừng lại(멈추) ở đó

(거기서) mà phải(-어/아야 하다) tìm ra(찾) giải pháp(해결 방안)

thông qua(을 통해) lỗi lầm(잘못한 것).

50.Hối hận(후회라는 것) là(이다) việc(명사화 장치-생략 가능) tự bản

thân(자기) cảm thấy(느끼다) có lỗi(죄책감) và(그리고) muốn(~고 싶

다) bày tỏ(전하다) tấm lòng(마음) hối lỗi(죄송스러운) với(에/에게)

đối phương(상대방).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중요한 것, 이유, 후회라는 것‘과 같은 추상 명사

일 때, 동사형, 형용사형 서술어와 호응되기 어렵고 서술어 ’-ㄴ/는 것이

다‘ 혹은 ’-다는 것이다‘를 활용해서 명사절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베

트남어는 주어가 추상 명사일 경우, [주어+ la(이다)+ 명제 혹은 서술어]

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la 이다’ 뒤에 명제 혹은 서술어가 올 수 있다. 한

국어는 ‘이다‘ 앞에 반드시 명사화소를 결합하여 실현해야 하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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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는 명제나 서술어와 결합하는 명사화 장치를 생략 가능하다. 이

로 인해 베트남어 학습자는 모국어 간섭을 받아서 (ㄱ, ㄷ, ㄴ, ㄹ, ㅂ)

와 같이 호응 관계를 지키지 못한 오류를 범한다.

[그림 34] 숙달도별 명사절 오류 양상-미사용 오류

[그림 34]과 같이 베트남인 학습자의 명사절 미사용 오류율이 2급부터

4급까지 증가하다가 4급에서 6급까지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명

사절 미사용 오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같은 범주 내 어미와 혼용 오류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으)ㅁ, -기,

-는 것, -은/는/을지’ 범주 내 대치 오류이며 명사절 범주 내 대치 오류

는 명사절 오류 유형 1,178개 중 925개 오류로 78.5%를 차지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명사절 구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

여주며, 명사절 관련 항목 간 (‘-(으)ㅁ, -기, -는 것, -은/는/을지’) 대치

오류는 명사절 관련 항목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1.ㄱ. 좋은 동기를 가지고 믿음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성공하는 것

이(˅성공하기) 마련이다. (3급)

ㄴ. 물론 인간을 위해 자연을 *개발하기가(˅개발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만(˅하지만) 자연 개발의 범위 및 정도를 *제한하는(˅제한하는

것이) 마땅히 허락*되다(˅되어야 한다). (4급)



- 169 -

ㄷ. 둘째는 요즘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날로 심하게 오염될 뿐더러

동물들까지 살 수 없을 정도로 환경도 파괴되고 있는 경우 자연을 보

존*하기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인 것이다). (5

급)

학습자가 사용한 명사절 구성의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ㄱ)의 ‘-

는 것이’는 ‘-기’로 바꾸어 써야 한다. 그리고 (ㄴ)의 ‘개발하기가’는 ‘개발

하는 것이’와 (ㄷ)의 ‘보존하기가’는 ‘보존하는 것이’로 바꾸어 써야 한다.

‘-기’와 ‘-는 것’은 모두 문장을 명사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

제 ‘-기’를 사용하는지, 언제 ‘-는 것’을 사용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이다.

[그림 35] 숙달도별 명사절 오류 양상- 범주 내 혼용 오류율

숙달도별 범주 내 혼용 오류율은 2급부터 5급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6급이 되어야 비로소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다)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오류

명사절 형태인 ‘-(으)ㅁ, -기- 는 것,- 는지’ 등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어

미를 사용함으로써 명사절을 사용하지 않는 오류가 이에 속한다. 명사절

어미의 대치 오류 중 범주 내 대치 오류는 78.5%인 반면, 범주 간 대치

오류는 7.3%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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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많은 병이 *발생한 것은(∨발생하면) 인간*에게(∨이) 사망하기 쉬울 수 있

다.(5급)

위의 예문은 ‘-ㄴ/는 것’ 명사절 대신 연결어미 ‘-(으)면’을 사용해야

의미상 논리적으로 두 명제를 결합할 수 있다.

53.ㄱ. 그런데 끝까지 동기를 *유지하도록(∨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5급)

ㄴ. 저는 패스트 푸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교환하기

위해(∨받고) *노동력(∨일)을 사용한(∨한) 것을(∨이) 처음이었어요.

(3급)

ㄷ. 따라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달성하고) 어려운 상황에

서 나아가기 위해 자신 있게 살아야 한다. (4급)

53번은 관형사절 어미 ‘-는+ 의존명사 것’을 사용하지 않고 종속적 연

결어미 ‘-도록’을 대치하여 사용해서 명사절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한국

어 관형사절/명사절과 베트남어 구문을 대조한 것처럼 베트남어 표현‘

để’을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생긴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어 공부하기 어렵지 않다.’는 ‘Không(아니다) khó(어렵다) để(~기

위해) học(공부하다) tiếng Hàn(한국어)’으로 번역 가능하며 즉 한국어

명사절 구문은 베트남어 ‘để(~기 위해)’ 종속접속문과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러나 ‘để’ 접속사는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낼 때만 사용되며 이에 따라

‘-기 위해서, -(으)려고, -도록’ 등을 대응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베

트남 학습자가 (53) 예문처럼 베트남어 표현을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해

서 오류를 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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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숙달도별 명사절 오류 양상-다른 범주의 어미

혼용 오류율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급부터 4급까지 오류율의 변동이 없었

다가 5급에는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이며 6급에 올라가서 다시 감소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라) 명사절 과잉 사용 오류

한국어교육에서 명사형 어미 ‘-기’가 후행 성분과 함께 관용적 문법

형태로 교수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법 형태의 습득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명사절을 과잉사용하게 된

다.

54.ㄱ. 마지막으로 요즘 실제 놀이가 늘어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스마트폰 사용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다(˅고 있다). (3급)

ㄴ. *후회하는 것을 (∨후회를) 통해 잘못된 것을 알아보고 나중에 그

실수는 피할 수 있다. (4급)

ㄷ. 또한, 정부는 친환경 사업*나(˅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세금이 줄

어들고 추가한 혜택을 준비*하는 것이다(∨해야 한다.) (5급)

ㄹ. 예를 들어 돈을 모은 후에 돈을 잘 관리해서 *쓰는 것은(∨쓰면)

돈을 아끼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있다).

(6급)

위의 예문처럼 3급부터 학습자들이 명사형 어미 ‘-기’를 학습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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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면서 이를 많이 사용해보려는 의도로 과잉사용이 나타나게 된다. 한

송화(2015)에서도 중급에서 명사절을 활용해서 복문의 사용 빈도가 높아

짐에 따라 명사형 어미 ‘-기’를 과잉 일반화하는 현상이 보인다고 하였

다. (ㄴ) 예문과 같이 ‘-는 것’을 과잉 사용함으로써 간결한 문장을 구성

하지 못하였다.

[그림 37] 숙달도별 명사절 오류 양상- 과잉사용 오류율

[그림 37]과 같이 명사절 과잉 사용 오류율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연쇄

적으로 증가하며 5급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생산하고, 6급에 이르러서야

오류율이 줄어듦을 볼 수 있다.

2) 관형사절에 관한 오류 양상

먼저 관형사절을 안은문장의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오류를

유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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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류 유형

관형사절 미

사용 오류

관형사절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형사절 어미

자리에 사용하지 않아서 범하는 오류이며 형태적인 누

락 오류와 통사적인 누락 오류로 나눌 수 있다.
관형사절 과

잉 사용

관형사절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과잉

사용하는 오류이다.

관형사절 어

미 범주 내

혼용 오류

관형사절 어미인 ‘ -ㄴ/은, -는, -을, -던/-았던’ 사이에

서 일어난 교체 오류이며 관형사절을 구성하는 과정에

서 시제를 잘못 선택한 오류이다.

다른 범주 어

미와 혼용 오

류

관형사절 어미 대신 다른 연결어미나 다른 범주의 전

성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범하는 오류이다.

<표 76> 관형사절 오류 유형

오류 유형 오류 수 비율 (%)

관형사절

오류

미사용 오류 201 6.48

과잉사용 오류 166 5.35
같은 범주 내 혼용 2621 84.4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116 3.74
합계 3104 100

<표 77> 관형사절 오류 유형별 비율

급수 구분
미사용
오류

과잉사용
오류

범주 내
혼용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2급
오류 빈도 36 20 382 15
표준화 빈도 6.47 3.59 68.7 2.69

3급
오류 빈도 32 17 382 14

표준화 빈도 6.59 3.50 78.7 2.88

4급
오류 빈도 49 31 514 21

표준화 빈도 9.44 5.97 99.0 4.04

5급
오류 빈도 39 66 735 35

표준화 빈도 5.26 8.90 99.1 4.72

6급
오류 빈도 45 32 608 31

표준화 빈도 7.79 5.54 105.3 5.37

<표 78> 숙달도별 관형사절 오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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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형사절 미사용 오류

관형사절 미사용 오류는 전체 3104개 오류 수 중 201개, 6.48%로 나타

났다. 관형사절을 사용해야 할 자리에 사용하지 않은 오류이며 형태적인

누락과 통사적인 누락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형사절 미사용 오류 중에 형태적인 누락의 오류와 통사적 누락의 오

류가 있는데 형태적인 누락의 오류는 관용구를 활용하면서 관형사형 어

미를 누락시키거나 ‘-ㄹ 수 있다/없다, -은/는 것 같다, -ㄹ 것이다‘와 같

은 문장 종결 표현을 아예 활용하지 않고 미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5.ㄱ. 아마 그날은 1년 전*이에요(∨이었을 거예요). (2급)

ㄴ. 일회만 사용하여서 *낭비(∨낭비될)뿐만 아니라 환경에게 나쁜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 (3급)

ㄷ. 실수한 것을 변화하는데(∨변화를 해야) 좋은 사람이 *되다(∨될

것이다). (3급)

ㄹ. 자신을 의심*한(∨할) 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일은(∨

을) 침착하게 해결*한다(∨할 수 있다). (4급)

ㅁ. 밖에(∨또한) 자신에게 더 엄격하고 어떤 일을 어떤 상황에 더 신

중하*고(∨려고) 노력하면 자기의 삶을 발전*시키도 한다(∨시킬 수

도 있다). (5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인 학습자는 형태적인 누락의 오류는 단

순히 용언 뒤에 관형사형 어미를 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ㄹ 것이다‘,

’-ㄹ 수 있다‘와 같은 관용구, 문장 종결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않아서

문맥상 부적절하거나 양태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통사적 누락의 오류는 관형사절의 서술어를 누락시켜서 불

완전한 관형사절 내부 구조를 구성하거나 문장 호응에 오류가 발생한 경

우를 말한다.

56.ㄱ. 둘째 나무로 (∨된, OM)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2급)

ㄴ. 가끔 *행복(∨행복한) 시간 슬픈 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많

다.

ㄷ. *저는(∨나는) 한 달 후에 (∨나올, OM) 수능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걱정했다.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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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매일 해야 할 일을 모두 쓰고 시간*은(∨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

일(∨할 일)을 제대로 정리해 보자. (3급)

ㅁ. 위에 있는 이유를 통해 후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 반성한

후에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도 하고(∨않고) 자신을 발전*하

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OM) 방법

이라고 생각한다. (5급)

관형사절의 통사적 누락의 오류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빈번하게 나타나

며 하위절의 서술어나 목적어 혹은 주어 누락, 상위절의 주어 등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8] 숙달도별 관형사절 오류 양상-미사용 오류율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급에서 표준화 누락 오류는 6.5개, 즉

학습자들이 100개 문장을 쓸 때마다 평균 6.5개의 관형사절 누락 오류가

있으며, 4급이 9.44개로 가장 높은 누락 오류율을 보였다. 고급에 올라간

다고 하더라도 누락 오류가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잔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인 학습자는 단순한 형태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보

다 관형사절의 구조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관형사절을 구성하

는 데 필수적인 논항 부재, 서술어 누락시키는 통사적인 오류가 많았다.

나) 관형사절 과잉 사용 오류

관형사절 과잉 오류는 전체 3104개 오류 수 중 166개, 5.35%로 나타났

다. 베트남 학습자는 여러 명제가 결합된 문장을 빈번하게 생성하는데

그 명제들을 적합하게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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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베트남 학습자는 문장을 확장할 때 부사절, 명사절보다 관형사절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관형사절 여려 개를 연속으로 사용해 문

장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관형사절을 굳

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과잉 사용하는 오류가 생성된다. 즉,

관형사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복잡한 문장을 만들어서 비문을

생성하게 된다.

57.ㄱ. *한편에(∨한편) 자신감이 지나친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없어) 실제성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여

실패하는 것*은(∨을) 못하는 피하는 것이다(∨피할 수 없다). (4급)

ㄴ. 시험을 *좋은 해서(∨잘 봐서) 대학교*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있었습니다). (2급)

위의 예문들은 관형사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여러 정보를

덧붙여 문장을 길게 확장시킨 것이다. 문장이 길고, 한 문장에 여러 문법

이나 명제를 제시해야 글을 잘 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

인 듯하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드러

낼 수 있도록 간결한 문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

다.

[그림 39] 숙달도별 관형사절 오류 양상-과잉사용 오류율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형사절 과잉 사용 오류율은 초급에서부

터 중급과 5급까지도 계속 이어지며, 6급이 되어야 오류율이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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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 관형사절 어미 범주 내 혼용 오류

관형사절 어미의 혼용 오류는 ‘관형사형 어미 범주 내 혼용’과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의 두 가지 오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형사형

어미 범주 내 혼용’은 시제에 관한 ‘-을, -은, -는, -던’ 사이에서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및 짧은 관형사절과 긴 관형사절 간의 혼용 오류가 있다.

관형사절 어미 범주 내의 혼용 오류는 전체 3104개 오류 수 중 2621개,

84.4%로 나타났으며 오류 유형들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㊀ 시제를 잘못 선택한 오류

베트남어는 과거나 미래의 사건에도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

하다. 시제를 엄격히 지켜야 할 언어가 아니라 시간 부사가 있으면 시제

허사를 생략해도 문장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

58.ㄱ. Ngày mai tôi ở nhà.

내일 나는 있어요 집

(저는 내일 집에 있을 거예요.)

ㄴ. Hôm qua anh đi đâu?

어제 당신 가요 어디

(어제 어디 갔었어요?)

ㄷ. Hôm nay tôi ở nhà.

오늘 나는 있어요 집

(오늘 집에 있어요.)

위에 제시한 3개의 문장은 시제 허사가 없어도 허용되는 문장들이며

베트남어에서는 비시제적 용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59.ㄱ. 왜냐하면 그 때 (∨어떤 것을, OM) *하는(∨할) 기회나 시간이 *

없기(∨없었기) 때문이다. (4급)

ㄴ. 쓰레기를 처리*한(∨하는) *게(∨것은) 힘든 일이다.

ㄷ.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여행 갔던) 날입니다. (2급)

ㄹ. 생활에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겪는) 경우가 많다.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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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처럼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은’을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쓴다.

또는 관형사절 속에서 실현되는 시제는 절대 시제가 아닌 상대시제이

다. 즉, 시간 표현의 기준이 발화시가 아닌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

인 것이다.

60.ㄱ. 아이가 말을 *배우고 있는 것(√배우는 것)처럼 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정말 궁금*하다(√했다). (3급)

ㄴ. 아름다운 아침에 교실에서 *공부했을 때(√공부하고 있을 때)제

전화 소리가 울렸어요. (3급)

ㄷ. 이런 생각으로 나는 *본인(√나)의 삶과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

한(√할) 결정을 했다. (4급)

(ㄴ)은 ‘아침에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와 ‘전화 소리가 울렸다.’라

는 두 상황의 시간 관계가 나타나는데 ‘아침에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발화시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며 그 시점은 기준이 되

어 상대시제라고 한다. 한국어의 상대시제는 관형절에서 실현되지만 베

트남어에서는 필수적으로 실현되는 표현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학습자

들은 모국어의 간섭을 받아서 위와 같은 시제 오류를 범한다고 볼 수 있

다.

㊁ 짧은 관형사절과 긴 관형사절 간의 혼용

61.ㄱ. 우선 사람들은 왜 친구가 필요*할(∨하다고) 생각하는가? (2급)

ㄴ. 다음에 과정에는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는(∨나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의(∨이) *마음껏으로(∨마음껏) 일하고

좋은 결말이 없으면 낭비*하다고(∨했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6급)

ㄷ. 그 이유는 과정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결과도 잘못돼야 하는데 현

실은 그렇지 *않는(∨않다는) 것이다. (3급)

ㄹ. 게다가 최근 과학 *발달을(˅발달) 덕분에 젊은이들은 주변 사람을

도와 *달라다는(˅달라고) 말하는 대신에 기기로 수행*하는(˅하는 것

이) 사실이다. (4급)

베트남 학습자는 ’-다는‘과 ’-는‘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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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는‘, ’-다는‘ vs ’-다고‘, ‘-는 것‘ vs ’-다고 생각하다‘를 혼용하는 경

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관형사형 어미 (-다는/-는/-ㄹ)는 '생각, 주장, 말

씀'과 같은 서술성 명사를 결합하는 반면 '-다고'는 '말씀하다, 생각하

다, 주장하다'와 같이 '하다' 파생 동사와 결합하는데 이를 구분 못해서

범하는 오류이다.

[그림 40] 숙달도별 관형사절 오류 양상-범주 내 혼용 오류율

범주 내 혼용 오류율은 2급부터 6급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오류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오류’는 관형사절 어미와 전성어미, 부사절 연

결어미 등과 다른 범주 어미들 간의 대치 오류를 말한다. 관형사절 어미

범주 간의 혼용 오류는 전체 3104개 오류 수 중 116개, 3.74%로 나타났

다.

이러한 오류는 수식하는 말을 관형사절보다는 부사어, 부사절로 만드

는 방법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 있다.

62.ㄱ. 특히 12번째 생일을 맞아 깜짝 놀랐고 *기쁜(√기뻤으며) 그 특별

한 날 무엇보다 *무한한(√매우) 행복*이었습니다(√했습니다). (2급)

ㄴ. 나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는 영어가 *일반화하는 엉어가 됐

으니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했어. (4급)

→ 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는 영어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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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했다.

ㄷ. 환경에 친한 재료로 *만드는(√만든) 유리컵으로 *바꿀 때는(√바

꾸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커피나 음식의 값도 *올린(√오를)

것으로 보일 수 있다.

(ㄷ) 예문은 내포문의 주어와 상위문의 주어를 혼동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관형사절 대신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문장을 재구성하면

휠씬 더 자연스럽고 표현하려는 의도도 분명해진다.

63.ㄱ. 사람들은 *많은(∨많이) 사용해서 스마트폰(∨에, OM) *중독하는

마치고(중독되고) 스마트폰을(∨이) *부족하는(∨부족하면) 살기가 가

능하지 않다. (3급)

ㄴ. 게다가 각 나라의 정부*가(∨는) 식당이나 카페의 주인들에게 일

회용품*을(∨⊘) *사용하기를(∨사용을) *줄리는(∨줄이도록) 요구를

*낼 수 있다(∨할 수 있다). (5급)

(ㄱ), (ㄴ) 문장은 전성어미와 연결어미의 사용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어미 선택을 잘못한 오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다. ‘-고’ ‘-도록’과 같은 연결어미가 내포하는 까닭이나 근거,

목적 따위를 나타내는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보다 연결어미를 써서 절을 연결하

면, 문장이 더 간결해진다. 한국어는 대상을 관형절을 사용해 길게 꾸미

기보다는 ‘주어+ 서술어’로 풀어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베트남 중-고급 학습자에게서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혼용 오류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앞의 말과 뒷말의 의미 관계를 잘 파악해야 관형

사절을 사용하는지 연결어미를 사용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앞의 말

과 뒷말이 종속관계인지, 꾸며주는 관계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범

하는 오류다.

64. 생각해보니 나도 낮은 점수를 *받거나(∨받았을 때나) 노력해도 시

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포기하고 싶었다. (3급)

위 문장은 학습자가 기계적인 이탈 형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 ‘-

거나’ 연결어미를 통해서 두 가지의 상태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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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관형사절 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 ‘-을 때’를 두 번 이상 형성해야 문장구조 균형을 맞추

어 줄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관형사절을 구성하는 데에 그 구절들이 어

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

를 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1] 숙달도별 관형사절 오류 양상

-다른 범주 어미 혼용 오류율

위와 같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관형사절 어미와 다른

어미 혼용 오류율이 2급부터 6급까지 오류율이 줄어들지 않아 고급 학습

자들도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부사절에 관한 오류 양상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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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류 유형

부사절
미사용 오류

부사절을 사용해야 함에도 사용하지 않아서 범하는
오류이며 문장 내 누락 오류와 명제와 명제를 결합하는
데에서 부사절 미사용 오류로 나눌 수 있다.

부사절 과잉
사용

부사절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과잉
사용하는 오류이다.

같은 범주
내 어미와
혼용 오류

연결어미의 의미 자체를 인식하였지만 의미가 비슷한
다른 연결어미를 사용했을 때 범한 오류이다.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오류

부사절 어미가 아닌 다른 범주의 전성어미를 사용해서
문장을 잘못 구성한 오류이다

<표 79> 부사절 오류 유형

오류 유형 오류 수 비율 (%)

부 사 절

오류

미사용 오류 56 4.49

과잉사용 오류 55 4.41

같은 범주 내 혼용 1027 82.4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109 8.74

합계 1247 100

<표 80> 부사절 오류 유형별 비율

급수 구분
미사용

오류

과 잉 사 용

오류

범주 내

혼용

다른 범주

어미와 혼

용

2급
오류 빈도 8 11 137 17

표준화 빈도 1.439 1.978 24.64 3.058

3급
오류 빈도 9 6 153 21

표준화 빈도 1.856 1.237 31.55 4.33

4급
오류 빈도 16 13 193 15

표준화 빈도 3.083 2.505 37.19 2.89

5급
오류 빈도 11 13 291 30

표준화 빈도 1.484 1.754 39.27 4.049

6급
오류 빈도 12 12 253 26

표준화 빈도 2.08 2.08 43.85 4.506

<표 81> 숙달도별 부사절 오류 양상

<표 81>에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범주 내 어미 혼용 오류는 모든 급에

서 가장 빈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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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사절 미사용 오류

부사절 미사용 오류는 총 56개로 전체 오류 유형 중 4.49%를 차지했

다.

65.ㄱ. 드디어 생일 잔치가 시작되고 나는 크이크에 있는 촛불을 *후불

껐다(후불어서 껐다). (2급)

ㄴ. 그럼 자신감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문제들을 극복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OM) 다음과 같다. (4급)

ㄷ. 예를 들어 쓰레기*를(˅가) 많이 *쌓으면(˅쌓이면) 공기가 깨끗하

지 않으며 사람들은 감기*나(˅에 걸리거나) 기침이 나기 쉽다. (4급)

ㄹ. 성인에게 실패를 들어주고 *나아가(˅나아가게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4급)

부사절 누락 오류는 단순히 형태적으로 누락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절

서술어의 부재로 인해 의미 전달을 모호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한다. 학

습자는 통사적으로 필요한 논항들이 무엇인지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 숙달도별 부사절 미사용 오류

부사절 미사용 오류는 [그림 4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4급까지

줄지 않았다. 이는 베트남 학습자가 복잡한 구조를 피하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두 명제를 결합하는 데 부사절 어미 중 ‘-(으)며‘, ’-(으)나’

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앞서 베트남 학습자 ‘-(으)며‘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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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률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

나) 부사절 어미 범주 내 혼용 오류

부사절 어미 오류의 두 번째 오류 유형은 다른 어미와 혼용하는 오류

인데 범주 내 대치 오류와 범주 간 대치 오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범주 내 혼용 오류는 의미가 비슷한 다른 연결어미를 사용했을

때 범한 오류이며 다른 범주 간 혼용 오류는 그 연결어미 자체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해서 다른 범주 연결어미와 교체가 일어난 오류이다. 다른

어미와 혼용 오류 중 부사절 범주 내 혼용 오류는 82.4%로 압도적인 비

중을 차지하였다.

유사어미 대치 오류는 모국어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나타난 오류 유형

이면서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도 이를 언급하였다. 김중섭(2001)의 연구

에서도 일본어권, 중국어권, 영어권, 러시아권 학습자의 연결어미 오류

유형 중에 대치 오류가 다른 오류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였

다. 베트남인 학습자의 부사절 어미 오류에 있어서 범주 간 대치 오류보

다 범주 내 대치 이유가 더 빈번하였다. 같은 의미 범주 문법항목 간 교

체가 일어난 오류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원인-이유 연결어미 ‘-(으)니까,

-아서, -(으)므로, -(으)니, -어’의 의미 차이를 변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66.ㄱ. 친구들은 같은 세대*니까(∨이므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급)

ㄴ. 제 언니는 분업으로 돌아갈 시간 *되어서(∨되어) 다음날에 베트

남에 돌아와야 하였다. (2급)

ㄷ. 가족들이랑 다같이 밥을 *먹으니까(∨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

니다. (2급)

ㄹ. 특히 코로나때문에 사회는 인터넷 통해 *일하니까(∨일을 하게

되어) 스마트폰이 더 중요*합니다(∨해졌습니다). (3급)

ㅁ. 그렇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아니므로) 올바르

게 관계를 맺기 위해 잘 살펴봐야 한다. (4급)

ㅂ. 특히 우리가 자기의 친한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고 말로 상처를

갖춘다는 경향이 *있어서(∨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겠다. (6급)

2급, 3급 학습자 작문에서는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으)니까‘와

문어체에서 사용하는 ’-으므로‘를 서로 교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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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나 고급 학습자 작문에서는 ’-라/라서’, ‘-(으)므로‘, ’-(으)니‘,

’-어서‘ 간의 대치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조 분석에

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어 이유-원인 부사절 어미(‘-(으)니까, -아서, -

(으)므로, -(으)니, -어’)는 베트남어로 대응시킬 때 ‘vì...nên’으로 번역 가

능하나 다대일 관계이므로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법항목

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43] 숙달도별 부사절 오류-범주 내 혼용 오류

같은 의미 범주의 한국어 부사절 어미들은 미묘한 차이로 인해 대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범주 내 대치 오류는 2급이 24.6개로 가장 낮

았으며 2급부터 오류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6급에서 43.8개라는 가장 높

은 오류 수를 나타냈다.

다)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오류

베트남어에서 ‘vì(왜냐하면)+ 종속절 nên(그래서)+ 주절’은 이유-원인

을 나타내며, ‘nếu(만약)+ 종속절 thì(그러면)+ 주절’는 조건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쌍접속사다. 그런데 이러한 베트남어의 쌍접속사는 한국

어에서 이유-원인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 ‘-(으)니까’, ‘-(으)므로’, ‘-아/

어서’ 뿐만 아니라 연결 표현 ‘-기 때문에, -로 인해서’ 등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는 조건 연결어미에서도 마찬가지다. ‘nếu...thì’는 한국어에서

‘-(으)면, -(으)려면, -아/어야, -거든‘ 등의 조건 연결어미로 표현이 가능

하다. 또 문장의 선-후행절의 논리 관계가 뚜렷한 경우, 이러한 쌍접속

사들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여러 연결어미들 중에서 어떤 연결어미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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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다.

67.ㄱ. 인생에는 진정한 친구가 있는 것이 좋지만 아직 *없으면 (∨없어

도) 괜찮다. (2급)

ㄴ. 페이스북과 같은 사이버 속 미디어 빠져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

용*한다면(∨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

람이 많다. (3급)

ㄷ. 후회를 하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도(∨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실수를 다시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4급)

[그림 44] 숙달도별 부사절 오류-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오류

다른 범주 어미와 혼용 오류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2급에서 3급까

지 증가하다가 4급에 올라가면서 잠시 하락하였으나 6급까지 다시 상승

하는 추세를 보였다.

라) 부사절 과잉 사용 오류

부사절을 굳이 형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부사절을 만들어서 간

결한 문장을 구성하지 못한 오류이다.

68.ㄱ. 2년 전 7월 말 어느 *날인데(∨날) 나는 호치민 도시 기술 대학교

로부터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2급)

ㄴ. 때때로 우리는 *앉아서(∨곁에서) 우리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2급)

ㄷ. 사람은 일부분 했던 *일이니까(∨일들을) 아주 후회해서 맥주,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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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건강에 해로운 방법으로 그 후회를 잊게 하는데 후회는 언제나 사

람에게 부정적*으로(∨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작용이

있기도 한다.

[그림 45] 숙달도별 부사절 과잉 사용 오류

[그림 45]를 통해서 베트남인 학습자의 부사절 과잉사용 오류는 미사

용 오류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부사절 과잉 사용은 고급까지

되어도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숙달도별 오류 양상을 고찰하였다. 위에 제시한 오류 양상

별 비율을 계산하여 숙달도별로 이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

았다. 위에 제시된 명사절, 부사절, 관형사절 내포문을 생성할 때 범한

오류 유형들은 대부분 숙달도의 증가와 관계없이 오히려 오류 발생이 증

가하였고, 5-6급에 올라가도 여전히 잔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2.2.3. 논의 및 소결론

본 연구는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측정은 100어절당 오류

수를 지표로 삼았다. 그 결과, 기술 통계를 보면 숙달도에 따라 평균 오

류 수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2급과 5급 두 급수 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급부터 4급까지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았으며 5급이 되

어야 정확성이 개선되었다. 특정적 측정은 문법항목 정확도와 내포절에

관한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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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사적 발달 관련 문법항목 정확도

학습자 언어 발달 단계는 학습자마다 다르고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 자

체가 불가능하지만 Selinker(1972)는 오류가 학습자가 보여주는 언어 발

달 단계의 하나의 신호이자 나름의 의미 있는 규칙 적용의 결과라고 하

였다. 따라서 오류를 관찰하면 학습자들의 제2언어 발달 단계를 어느 정

도 밝힐 수 있다. Corder(1973)는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바탕으로

학습자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일관성이

없는 무작위적인 오류를 범하는 ‘임의적 오류’(random error)이며, 두 번

째 단계는 ’출현‘(emergent)의 단계이고 제2언어 규칙을 내재화시키는 단

계이며 첫 번째 단계보다 좀 더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단계이다. 세 번

째 단계는 ‘체계화’(systematic)단계이며, 목표어 체계에 더 가까운 것이

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안정화(stabilization) 단계이며 학습자는

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언어 요소가 위에 제시한 4단

계를 걸쳐서 습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이전 단계로 후

퇴하는 ’퇴행’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학습자의 발단 패턴은

Corder(1973)에서 제시한 4단계를 순서대로 정확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U자형의 발달 노선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U자형의 발달 노선이란

학습자들은 처음에는 고도의 정확성을 보여주다가 퇴행 양상을 보이고,

다시 목표언어규범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기존

지식을 재조직하여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확도와 빈도의 변화가 일정한 경향이 발견된 문법항목을

그룹별로 묶어서 발달패턴이 비슷한 문법항목의 특징이나 문제점을 논의

함으로써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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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항목 분류 2급 3급 4급 5급 6급

-(으)ㅁ 
표준화 빈도 0.89 2.06 2.11 1.61 1.73
정확도 62.5 64.3 41.7 66.7 66.7

-(으)나
표준화 빈도 　- 0.21 0.19 0.27 0

정확도 100 100 100 100 0

-ㄹ/을 것
표준화 빈도 0.36 0.20 0 0.13 0.17

정확도 0 - 0 0 0

-다는 것
표준화 빈도 1.25 0.61 1.35 1.75 1.38

정확도 85.7 33.3 44.4 28.6 30

-던 것
표준화 빈도 0 　- 0.38 　- 0.17

정확도 0 - 　 - 100

-던
표준화 빈도 5.39 　- 0.77 　- 0.69
정확도 76.9 - 80 - 100

-아/어/여
표준화 빈도 1.26 0.82 1.92 2.02 2.47
정확도 57.1 75 55.6 65 65

-(으)니까
표준화 빈도 1.44 1.65 0.57 0.27 0.17

정확도 50 0 100 - -

-(으)니
표준화 빈도 0.36 0.41 0.19 0.27 0.52

정확도 50 0 0 - 0

-(으)므로
표준화 빈도 0 0.41 0 0.40 0.35

정확도 100 33.3 100 72.7 50

-라서
표준화 빈도 0.54 1.65 1.73 2.16 2.77

정확도 60 0 14.3 12.5 17

-다면
표준화 빈도 1.26 1.65 0.96 2.29 2.08
정확도 85.7 55.5 50 77.8 58.8

-어/아야
표준화 빈도 0 0.82 1.54 1.07 2.25
정확도 0 16.7 70 100 86.67

-라고/자고/냐
고

표준화 빈도 0.72 　 0.19 0 0

정확도 60 - - 0 0

<표 82> [그룹 1]의 문법항목들의 빈도와 정확도

우선 첫 번째 [그룹 1]은 2급부터 6급까지 사용 빈도가 매우 낮거나

거의 산출되지 않은 문법항목들이다. 산출 빈도가 매우 낮은 경우, 정확

도가 계산되었더라도 그 정확도를 바탕으로 언어 발달을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출되지 않거나 저빈도로 산출되는 문법항

목들은 오류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법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

했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그룹 1]의

문법항목을 어려워해서 사용을 회피하거나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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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그룹 1]에 속한 문법항목의 빈도와 정확도를 함께 제시하면 다

음 표와 같다.

위의 <표 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 1]에 해당하는 문법항목들은

‘-(으)ㅁ, -(으)나, -ㄹ/을 것, -다는 것, -던, -던 것, -아/어/여, -(으)니

까, -(으)니, -(으)므로, -라서, -다면, –어야/아야(지), -(으)려면, 간접인

용 -라고/자고/냐고’이다. 이효정(2001)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정된

연결어미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으며 익숙하지 않은 연

결어미를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가진다고 하였다. 베트남 학습자들이 회

피하는 문법항목들은 ‘-(으)니까’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자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미들이거나 형태가 복잡한 것들이다. 보다 복잡한 문장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그룹 1]에 해당한 문법항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룹 2]는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사용 빈도와 정확성이 모두 높거나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문법항목들이다. 즉 문법 구조의 습득은 점진적으

로 이루어지며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그룹이다. [그룹 2]에 속한 문

법항목의 빈도와 정확도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위의 <표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 2]에 해당하는 문법항목들은

‘-고, 명사절 어미 -는 것, -(으)면서, 관형사절 어미 -ㄴ/은, -(으)면, -

문법항목 분류 2급 3급 4급 5급 6급

-고
표준화 빈도 26.26 27.42 30.63 28.34 29.11
정확도 85.3 86.3 89.9 90.8 89.7

-는 것
표준화 빈도 5.21 12.9 13.8 19.0 19.0
정확도 71.9 83.1 71.3 74 72.6

-(으)면서
표준화 빈도 0.36 0.82 2.50 3.23 3.98
정확도 20 57.1 72.2 67.7 88

-ㄴ/은
표준화 빈도 42.08 45.6 56.6 58.02 57.54
정확도 86.3 89.7 87.7 89 85.2

-(으)면 표준화 빈도 2.87 14.84 19.65 16.46 18.89

77.78 85.1 88.8 89.2 89.5정확도
9.35 5.15 6.16 8.36 6.93

-아/어서
표준화 빈도

정확도 75.9 76.9 74.28 90.56 93.54

-(으)려면
표준화 빈도 0.36 1.03 0.57 1.62 2.43
정확도 66.7 71.4 66.7 92.3 85.7

<표 83> [그룹 2]의 문법항목들의 빈도와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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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서’이다. 한편 이효정(2001)에서도 한국어 학습자는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연결어미는 ‘-고’(29.4%)> ‘-(으)ㄴ/는데’(19.9%)> ‘-아/어서’

(15.5%)> ‘-(으)니까’(6%)> ‘-지만’(4.3%) 등의 순이라고 하였다.

문법항목 분류 2급 3급 4급 5급 6급

-지만
표준화 빈도 2.69 3.29 2.12 3.24 1.90
정확도 78.9 93.8 90.9 82.1 100

<표 84> [그룹 3]의 문법항목들의 빈도와 정확도

[그룹 3]은 사용 빈도가 숙달도에 따라 하락하는 반면 정확성이 증가

되는 부적 관계를 가진 문법항목들이다. [그룹 3]에 속한 문법항목은 ‘-

지만’밖에 없었다. 반면에 재미동포 학습자들에게 오류가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사용이 감소하는 문법항목들은 ‘-어서(선후), -(으)니까(이유-원

인), -고(수단), -러(목적-의도) 등이 있다. 즉, [그룹 3]은 학습자들에게

쉬운 문법요소이지만 학습자들의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문법

항목을 학습하게 되어서 초급에서 배웠던 문법항목을 선택하지 않게 되

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룹 4]는 사용 빈도가 4급이나 5급까지 높아지다가 6급에 올라가면

발달이 정체되면서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역 U자형의 발달 노선을 따른

그룹이다. 처음에 오류를 많이 생성하다가 중-고급에 올라갈 때 정확성

이 개선되었으나 고급에 이르러 정확성이 다시 퇴행하는 문법항목들이

다. 이 문법항목들은 복잡성과 정확성에서 모두 불안정한 습득 상태를

보인 문법항목들이다. [그룹 4]에 속한 문법항목의 빈도와 정확도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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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항목 분류 2급 3급 4급 5급 6급

-는
표준화 빈도 18.16 21.85 28.90 29.55 34.31
정확도 87.1 85.6 83.9 86.3 81.7

-(으)며 표준화 빈도 1.079 1.23 3.66 4.85 4.67
정확도 35.3 60 71.4 84.2 67.7

-기
표준화 빈도 10.07 14.64 17.53 19.56 17.3

정확도 81.8 79.2 81.7 77.3 78

-ㄹ/을
표준화 빈도 23.7 39.58 48.94 49.52 55.80

정확도 79.8 83.8 79.7 80.5 75.5

직접인용
표준화 빈도 2.33 1.64 2.31 3.50 3.64

정확도 85.7 85.7 81.8 87.5 80

<표 85> [그룹 4]의 문법항목들의 빈도와 정확도

[그룹 4]에 속한 문법항목들은 ‘-는, -(으)며, -기, -ㄹ/을, 직접 인용–

라고‘ 등이 있다.

[그룹 5]는 U자형의 발달 노선을 따른 문법항목들이다. 학습자들은 처

음에는 고도의 정확성을 보여주었다가 퇴행하고 다시 목표 언어 규범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들이 기존 지식을 재조직하여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패턴이다. ’의사 명사절 어미, -다는,

-ㄴ/은 것, -거나, 간접인용 –다고’가 이 그룹에 해당한다.

문법항목 분류 2급 3급 4급 5급 6급

의사 명사절
어미

표준화 빈도 2.33 1.85 3.85 2.56 5.2
정확도 78.6 81.8 50 72.2 85.7

-다는
표준화 빈도 0.9 0.61 2.12 4.05 6.58
정확도 75 50 26.7 53.3 64.5

-ㄴ/은 것
표준화 빈도 2.33 3.71 5.58 2.83 5.02
정확도 46.1 70.6 76 56.2 66.7

-거나
표준화 빈도 0.54 1.85 2.89 3.37 4.51

정확도 100 80 87.5 76.7 86.7

-다고
표준화 빈도 1.79 3.92 5.01 5.93 3.46

정확도 69.2 84.2 83.3 62.2 80.9

<표 86> [그룹 5]의 문법항목들의 빈도와 정확도

김현아(2016)는 통사 발달 관련 문법 항목 사용 양상이 비슷한 그룹 4

개만 분류하였고 [그룹 5]와 같은 U자형 발달 패턴을 가진 그룹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Lightbrown(1985)에서는 언어라는 것은 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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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구성요소가 비선형적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계층적 체계이

기 때문에 재구성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해영, 2003 재인용).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표현 문법항목 발달패턴을 연구하는 이해영(2003)에서 일

본인 학습자에게서 ‘–ㄴ/은, -ㄹ/을 것‘,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ㄴ/은,

-ㄹ/을‘의 정답률이 초급부터 증급까지 늦게 나타난 것은 U자형 발달 패

턴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교육적 진단이 필요한 문법항목들이 [그룹 1], [그룹 4]에

해당하는 문법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학습자들이 이를 정확하

게 숙지하지 못하거나 어렵게 느끼는 문법항목들이다. 서세정(2009)의

연구에서 TC(목표 연결어미) 오류율을 측정한 결과, 나열-병렬, 시간, 인

과, 조건, 수단-방식관계 등의 연결어미의 오류율이 학습자의 한국어 숙

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인과관계 중 ‘-(으)니

까, -아서/어서’는 고급이 되어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한

문법항목들이 정확성 발달 양상이 동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즉, 같

은 의미 범주에 속한 문법항목들이어도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운 정도가

각각 다른 것이다. 복잡성 분석 결과에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학습자들

이 교실 학습 현장에서나 교재를 통해서 다양한 문법항목을 접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고 사용하기 용이한 몇몇의 문법항목만 반복

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 학습자는 한정된 의미범

주의 어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미범주를 다양

하게 사용하였으나 그 의미범주에 속한 몇몇 문법항목만 사용한다는 의

미인 것이다. 게다가 이 절에서 정확성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1], [그룹 4]에 분류된 문법항목들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정확성이 개선되

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즉 고급 수준이 되어도 습득되지 못한 문법 항목

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미범주별 베트남 학습자가 어렵게 느끼거나 회

피한 문법항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 8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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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습자에게
난이다고 낮거나
사용하기 용이한

문법항목

학습자에게 난이도가
높거나 회피한 문법항목

대등
적
연결

나열 -고, -(으)면서1 -으며1, -자
선택 -거나 -든지

대립-대조 -지만 -(으)나

명사
절

순명사절 -기 -(으)ㅁ

준명사절 -ㄴ/은 것, -는 것 -ㄹ(으)것, -던 것, -다는 것

의사명사
절

ㄴ/은/는지 –ㄹ/을지, -ㄹ/을까

, -ㄴ/은/는가 , -냐/느냐

관형
사절

관형사형
어미

-ㄴ/은 -던/았던, -는, -ㄹ/을

부사
절

동시 -(으)면서2 -(으)며2

계기적
사건

-어서/아서1 -(고)서, -자, -자마자

중단-전환 -다가
양보 -아도/어도, -라도 -더라도, -ㄹ지라도,

-(으)나마

조건-가정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지),
-ㄴ다면/다면, -자면, -거든

원인-이유 -아서/어서2,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길래,
-어/아, -여, -라, -라서,
-(으)니

목적-의도 -도록 -(으)려고, -고자, -게,
-(으)러, -(으)려

상황제시 -는데, -(으)ㄴ데

비유 -듯/듯이, -다시피
비례 -ㄹ수록/을수록

<표 87> 통사적 발달 관련 문법항목

그 동안 문법 항목의 등급화 기준은 사용 빈도, 문법 체계와 기능, 문

법 항목 자체의 난이도를 위주로 하였고(양명희-석주연, 2012) 학습자가

느끼는 난이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된 바 있었다. 그런데 학습자

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고급이 되어도 저절로 발달되지 못한 현상

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오류 분석 방법은 학습자가 회피하

는 항목을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필수경우분

석(Obligatory Occasion Analysis)’ 방식은 학습자가 회피한 항목까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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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를 통해 대규모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오류를 평가함으로써 난이도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2) 내포문에 관한 오류 양상

문장 확장 기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포절을 이용해서 복

문을 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복문 구성 능

력을 살피기 위해 숙달도별 내포절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내포절의

사용률이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었으나 내포절에 관한 문

법항목의 오류율과 오류 양상별 오류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다. 명사절,

관형사절의 오류율이 5급과 6급에 다시 증가하며 4급 이후 정확성의 발

달이 멈추거나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목표 문

법의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이 반드시 그 목표 문법의 습득이 되었다거나

발달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용률과 함께 오류율, 문

법 출현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언어 발달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6] 내포절 오류 양상

앞에서 내포절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인 학습자들

이 오류 중에서 가장 많이 범한 오류 유형은 범주 내 혼용 오류이다. 이

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언어 간 오류와 언어 내 오류로 나누어 원인을 달리 본다.

두 방법은 이전에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 이후 학습에 영향을 미쳐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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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현상이라는 것에서는 공통되나 그 출발점이 모국어와 목표어 어느

쪽이냐에서 차이가 있다.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

니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오류의 본질 자체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베트남어 내포문의 특징으로 문법적 표

지인 어미가 없다는 점, 피수식어 앞에 수식어가 온다는 점이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내포문을 구성할 때 유사한 용법

과 의미를 가진 범주 내 어미들을 혼용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 학습자에

게는 이러한 것들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어미 사

용 빈도를 고려하여 지도해야 하며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연결에 쓰

이는 연결 표지를 대조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

로 지도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3.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의 상호관계

본 절에서는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정확성은 IV장 3절에서 측정한 양적 지표인 ’100어절당 오류 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통사적 복잡성은 문장 길이의 지표인 (1) 문장당 형태

소 수‘를 활용하였고, 문장 확장 측면의 경우, (2) ’문장당 절 수’ 및 (3)

‘문장당 내포절 수’를 측정하였다. ’문장당 형태소 수‘와 ’문장당 절 수’는

IV장 1절에서 이미 측정한 결과와 같다. IV장 1절에서 내포절 하위 유형

별(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 부사절) 사용률을 따로 계측하였으나 각각

네 개의 지표를 활용해서 복잡성과 정확성의 상호 관계를 논의하는 것보

다 문장 확장 구조의 복잡성을 대표할 수 있는 4가지의 하위 유형을 통

틀어 ‘내포절 수‘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문장 확장은 대체적으로 대등절

과 내포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장 구조의 복잡성은 대등절보다

내포절 수가 더 중요한 지표로 선행연구(Ortega, 2003, Ellis &

Barkhuizen 2005, 박지순-서세정, 2009; 이복자, 2016)에서 강조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확성은 ’오류수‘, 복잡성은 ’문장 길이‘, ’문장당 절 수‘ 및

’문장당 내포절 수‘를 대표적인 지표로 삼기로 하였다.

L2 복잡성과 정확성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Skehan(1998)에서는 정확성

과 복잡성이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하며 학습자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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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많은 양을 처리하지 못해서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확성이 낮

아지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Benevento & Storch(2011)는 6개월에 걸

친 실험에서 학습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정확성은 뚜렷하게 향상되지 않

았지만 담화 수준과 언어적 복잡성은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어교육

연구에 있어서 결혼 이민자의 통사적 발달을 연구한 주월랑(2018)에서

대부분 이민자는 문장 길이가 길어질수록 정확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서세정(2019)에서도 일본어, 서양권, 중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한 결과 숙달도가 향상될수록 복잡도가 높아졌지만 통사적

정확도는 낮아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대학기관학습자를 연구한 고은선

(2016)은 문장길이와 오류율 증가가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복잡성과 정확성의 반비례를 의미한다. 그러나 김영주, 남주연 외(2013)

에서는 정확성과 유창성, 복잡성 모두 다른 요인에 서로 영향을 미쳐 유

의미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즉 문어의 정확성, 복잡성이 동시에 연쇄적으

로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복자(2016)에서는 대학기관 학습자 3명을 대상

으로 복잡성과 정확성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마다 독특한 개별 발달 양

상을 보이며 1급부터 6급까지 정적-부적-정적-부적 관계가 반복되면서

개인 내 변이성이 역동 체계 이론(Dynamic Systems Theory)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베트남 학습자의 경우, 정확성과 복잡성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모

든 급에서 정적 관계나 부적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이 어떠한 발달 관

계를 보이는지를 밝히겠다.

문장 길이 문장당 절 수 문장당 내포절 수

100어절당 오류율 0.75* 0.78* 0.78*

<표 88> 숙달도별 학습자의 복잡성과 정확성의 상관관계

전체적으로 복잡성과 오류율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복

잡한 문장을 생성하면 생성할수록 오류율이 가중되었다. 이것은 복잡성

과 정확성이 경쟁적 관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내포절 수와 오류율이

양의 관계(r=0.78*)를 나타내는 것은 학습자가 내포절의 수가 확장해 나

가는 과정에서 오류를 많이 범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숙달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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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의 양적 발달 추이를 재정리하여 내타내면 아

래 <표 89>와 같다.

측 정
지표

복잡성
정확성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문장 확장 유형

문장당 형
태소 수

문장당 절
수

문장당 내포
절 수

문장당 대등절
수

100어절당 오
류 수

평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평균
표 준
편차

평균
표 준
편차

평균
표 준
편차

2급 17.15 4.45 2.99 0.96 1.53 0.78 0.363 0.16 22.82 7.08

3급 18.98 2.47 3.36 0.53 2.02 0.89 0.372 0.18 18.38 11.02

4급 21.41 3.47 3.93 0.67 2.49 1.23 0.449 0.17 19.83 7.30

5급 22.16 4.06 4.03 0.77 2.66 1.09 0.445 0.23 17.17 5.74

6급 23.22 3.20 4.33 0.75 3.01 1.30 0.485 0.18 17.72 8.01

P .000*** .000*** .000*** 0.977 .029*

총합 ä ä ä → æ

<표 89> 복잡성과 정확성 발달의 종합적 결과

통사 복잡성 중에서 문장 길이(문장당 형태소 수)와 문장 확장(문장당

절 수)을 측정한 결과, 2급부터 6급까지 상승 추이를 보이며 문장 길이

가 길어짐에 따라 문장의 복잡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문장당 절 수를 측정한 결과, 초급과 고급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4급부터 6급까지 문장당 절 수가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김영주 외(2013)에서는 문어의 복

잡성은 중위권 이후에 특별한 발달이 누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한 바

가 있다. 또한 문장 확장의 측정 지표 중 문장당 대등절 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문장당 내포절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장 확장이 주로 내포절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베트남인 학습자만의 특징이 아

니라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대등접속지수가 낮아진다는 Norris &

Ortega(2009)와 Wolfe-Quintero(1998)의 결과와 일치하며 130명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김영주 외(2013)에서도 숙달도에 따라 대등절에서 내포

절로 문장 확장이 증가한 결과를 밝힌 바가 있다.

69.ㄱ.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들한테 노래도 많이 불러

주시고 선물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케이크도 얼굴에 발랐습니다. 그때

는 내가 삼촌과 다름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후에 재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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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를 하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잊을 수

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

사합니다. (2급)

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게 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차별 없이 좋은

사회가 된 홍보 등이 있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4급)

ㄷ. 사과는 상대방의 분노한 기분을 풀리게 해 주는 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더 직면하게 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6급)

(ㄱ) 예문은 2급 학습자가 쓴 글에서 발췌한 것인데 다소 문장 작문

난이도가 떨어지며 정확도는 높지만 문장의 내용에 있어 쉬운 표현들을

사용하여 글을 구성하였다. (ㄴ)와 (ㄷ)예문은 4급과 6급 학습자의 글이

고 숙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법 항목이나 어휘 사용의 다양성이

향상되지만 정확성이 오히려 떨어진 현상이 벌어진다. 중-고급에 올라가

면 다양한 문법과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 확대를 시도를 하면서 오류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ㄱ)예문들을 쓴

학습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복잡성의 측면에서 (ㄴ)와

(ㄷ)을 쓴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한

국어 학습자는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발달할 수 없으며 이는 한 가

지에 집중하면 나머지에 대한 집중력은 낮아진다는 Skehan(1998)의 제

한용량모델을 지지한다. 심리언어학이나 정보처리이론에서는 이를 문장

을 생성할 때 동시에 의미와 형태에 집중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원미진, 2019).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판

단하기 위해서 정확성이라는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안 되며 복잡성을 함

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II장 1절에서 베트남 대학교 한국어 쓰기 교육 현황에서 밝힌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과제에 대한 오류 수정 피드백에 집중적으로 교수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류 수정 피드백은 학습자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복잡성이 발달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Hartshorn

외 (2010)는 쓰기 오류에 대한 수정적 피드백을 제공한 결과, 정확성 향

상에는 유의미한 발달을 가져왔지만 수사학적 능력이나 복잡성과는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수자나 연구자는 학습

자의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의 부적 관계를 가짐을 인식하여 통사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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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성과 정확성이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제공해야 할 것이

다.

4. 교육적 함의

4.1. 단계별로 연결어미의 범주에 기반하여 제시

본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들의 작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을 해결해

야 모어 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학습자가 정교하면서 정확한 문장을 생

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

상은 학문 목적을 가진 학습자여서 학업을 수행해 나갈 때 높은 수준의

통사적 능력이 요구된다. 학습자들의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을 향상시

키려면 정교하게 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주

어야 한다. 통사 발달과 관련된 문장의 확장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 요소

중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베트남 학습자는 같은 의미 범

주에 속한 여러 연결어미 중에서 대표적인 몇몇의 문법항목만 중점적으

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문제는 베트남인 학습자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김선정·김목아

(2011)와 이효정(2001)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같

은 대학기관학습자이어도 중국인 학습자와 베트남 학습자가 선호하는 연

결어미가 조금씩 다른 것을 IV장 1절에서 연결어미 사용 목록 순위 비

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예컨대 김선정·김목아(2011)에 따르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조건관계 범주에서 모두 ‘–(으)면’과 ‘-아야/어야’를 주로 사

용하였고 목적-의도에서 ‘-게’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반

면에 베트남 학습자는 조건관계 범주에서 ‘–(으)면, -(으)려면’을 잘 활

용하지만 ‘-아야/어야(지), -ㄴ다면/다면’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목적-의도에서 ‘-도록’을 주로 사용하였고 ‘-게’ 빈도가

저조하다. 즉 언어권과 상관없이 제2언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연결어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공통된 문제이나 언어권 학습자마다 선호하거나

회피하는 연결어미들은 다른 것이다. II장 1절에서는 베트남에서 주로 사

용된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의미 범주별 각 교재마다 선정된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 어미의 개수 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 201 -

조건-가정 의미 범주에서는 빈도가 높은 ‘-(으)면, -(으)려면, -자면’ 외

에는 고급 수준에 ‘-이라도-을라치면, -노라면, -(으)ㄹ래야’와 같은 항목

이 빈도가 낮으며 난이도가 높은 연결어미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자나 학습자가 교육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도구

가 바로 교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재에서의 문법항목 선정 및 배열은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어 교재들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

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연결어미를 폭넓게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하게 다양한 연결어미를 제시하는 것보다 학습자

가 글을 쓸 때 실제로 필요한 연결어미를 선정해서 나선형 방식으로 배

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김제열(2004)에서는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문법을 학습한다는 것은 바로 목표어 문장 구조의 학습을 의미한다고 하

였고 문장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문법 목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고는 문법 항목을 범주에 기반하여 제시할 필요

가 있다는 김제열(2004)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문법 항목을 범주에

기반하여 제시할 때 학습자가 이미 배운 같은 의미 범위 내 연결어미의

차이를 변별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장 구조와 특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모어화자가 쓴 토픽 모범 답안에서 빈

도가 높은 조건-가정에 관련된 문법항목은 ‘-(으)면, -(으)려면, -아야/어

야(지), -ㄴ다면/다면, -자면’이 있다. 베트남 학습자는 6급이 되어도 ‘-

어야/아야’와 ‘-ㄴ다면/다면, -자면’ 문법을 많이 어려워하고 회피하며

‘-(으)면’과 ‘-ㄴ다면/다면, -자면’을 구분하지 못해 대치 오류를 많이 범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배열 순서를 제안할 수 있다. 2급에는 ‘-

(으)면’, ‘-어야 하다’(종결형 어미), 3급에는 ‘-(으)려면, -어야지요’(종결

형 어미); 4급에는 ‘-어야/아야, -어야지/아야지’ 그리고 5~ 6급에는 ‘-ㄴ/

는다면’, ‘-자면’, ‘-(으)면’ vs ‘-어야/아야’, ‘-어야만’ 차이를 구분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어야만’의 의미적 난이도가 높고 쓰임이 문어에

집중돼 있어 제한적이므로 고급 단계에 배열한다. 고급 단계에서 범주에

기반한 문법 교육 및 나선형 교육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베트남

학습자의 오류 및 회피 현상을 개선하기 어렵다.

4.2. 내포문 구조에 대한 인식 제고

베트남 학습자의 내포절에 의한 문장 확대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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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형 어미 ‘-(으)ㅁ’보다 ‘-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으)ㅁ’, ‘-기’ 명사

절 내포문보다 ‘관형사형 어미+것’의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명사절, 관형사절에 관여하는 문법 항목들 중 얼마나 다양한 문

법 항목 표지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확대하느냐는 학습자들의 통사적 복

잡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IV장 1절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베트남 학습자는 명사절, 관형사절

구성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였고 다양한 후행 서술어와 결합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명사절 구성에 있어서 ‘-기 위

해, -기 때문에’ 등의 관용적 문법 형태를 주로 사용하였고 후행 서술어

와 결합할 때도 ‘좋다, 좋아하다, 알다, 모르다’와 같은 특정한 몇몇의 서

술어만 결합해서 문장을 확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관형사절 구성에 있어서 ‘-을 때’, ‘-은 후에, -은 뒤에’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과 ‘-은 적이 있다, -을 것 같다, -을

것이다’와 같은 관용구를 빈번하게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명사절, 관형사절의 본

연 기능인 문장 확대 기능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문장 구성 능력을 높이려면 문장 생성 연습과 함께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병행해야 한다.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과정과 문장의 생성 과정

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문장 생성이라는 실천

적 능력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이지수, 2010). 덩어리의 용법 교육만으로

는 내포문의 문장 구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므로 중-고급 학습자에

게는 내포문 구조, 문장 확대 과정에 관한 교육을 어느 정도 동반할 필

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 교재에서 명사절의 기본 형태

항목만(-기,-(으)ㅁ,-는 것, -을 것,-은가/는가 등)을 목표 문법으로 제시

하는 일은 거의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기,-(으)ㅁ,-(으)ㄴ지/는

지(으)ㄹ지,-은가/는가, -냐/느냐’ 등과 같이 기본 형태만을 목표 문법으

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와 같이 문장

내 다양한 자리에 쓰이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어 명사절은 베트남어의 주어 내포절과 보어 내포절로 주로 대응

되는데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명사절 문법항목이 사용된 한국어 예문을

제시한 뒤 이 예문들을 학습자로 하여금 베트남어로 번역시키고 번역 문

장과 원문을 대조-비교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번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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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과 한국어 원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서로 대응시키면서 문장 확

대 구조를 파악하도록 한다.

명사절, 관형사절 구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모든 문장 구조 설명 방식에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관용구처럼 하나

의 의미 단위로 제시하는 방식도 형태적인 오류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기존 제시 방식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초급 단계에는 관

형사절 ’-(으)ㄴ, -는, -(으)ㄹ’ vs ‘-던’을 제시한다. 중급(3-4급) 단계에

는 ‘-ㄴ다는‘과 함께 ‘-(으)ㄴ 후에, -는 길에, -는 김에, -는 채로, -을

정도로’ 등과 관련된 연결형 표현 문형을 제시하면서 ‘-(으)ㄴ/-(으)ㄹ 

시간에/ 기회에’와 같은 새로운 수식 명사를 결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학습자의 문장 구성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4.3. 대조 분석을 통한 언어 간 오류에 대한 고찰

앞에서 내포절 오류 양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오

류 중에서 가장 많이 범한 오류 유형은 범주 내 혼용 오류이다.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어미 범주 내 혼용 오류는 다른 오류 유형보다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약 80%)을 차지한다. 베트남어로 표현하면 한 가지로 번

역이 되는 어미의 의미가 한국어에서는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쓰이기 때

문에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미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

다. 베트남 대학교에서는 주로 한국 대학교의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한 한

국어 통합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어미 대조 분

석이 학습자에게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조 분

석을 통한 문장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어휘 오류와 연계하여 교

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확장에

쓰이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를 대조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도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어와 베트

남어의 확장 표지만 대조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내포문 성립 방식과 내포절의 위치를 대조하여 한

국어 내포문을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 유사한 의미를 가진 내포절 표지

를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학습자가 정확하게 내포문을 알 수 있도록

문장 구조에 관련된 지식을 연결하여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기능,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교육해줄 필요가 있다. 문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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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잡해지면 학습자들이 문장 성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

게 된다. 그러므로 수업에서 제시-설명 단계, 연습 단계, 활용 단계 3가

지 단계를 거치면서 한국어 접속문, 내포문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제시-설명 단계에서는 접속문, 내포문을 제시하면서

학습자가 접속문과 내포문의 구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로 번역

하게 한다. 번역된 베트남어 문장의 구성 요소(주어와 서술어, 수식어와

피수식어 등)를 한국어 문장의 구성 요소와 어떻게 대응시킬 수 있을지

를 찾도록 한다. 연습 단계에서는 내포문 생성을 연습하고 단문을 복합

문으로 확대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용 단계에서는 내포

문을 활용해서 말하기나 쓰기 과제로 연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베트

남 학습자가 길고 복잡한 한국어 내포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 205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내 대학교 정규과정 2급부터 6급까지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쓰기 자료에서 나타난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을 분석하여

베트남인 학습자의 통사적 발달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1장에서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밝히고

3개의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문제들과 함께 그에 따른 결과

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학습자의 통사적 발달 측정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한

다.

2) 베트남 학습자의 쓰기에서의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 양상

을 숙달도에 따라 분석한다.

3)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한

다.

첫째, 연구 문제 1에서는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 측정을 위한 어떠한

연구 방법이 적합하고 효과적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통사

적 복잡성과 정확성을 면밀하게 고찰하기 위해서 일반적 측정과 특정적

측정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측정은 전체적인 양

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에 특정적 측정은 특정한 언어 구조에 초점을 두고 발달적 수준을 고찰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의 장점이 있으며 서로의 단점을 보

완해 줄 수 있다. 통사적 복잡성의 일반적 측정 방법에서 문장 길이(문

장당 형태소 수), 문장 확장(문장당 절 수,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문

장당 대등절 수)을 측정 지표로 설정하였다. 특정적 측정은 문장 확장에

관여하는 문법항목별 빈도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정확성의 일반적 측정

은 100어절당 오류 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지표는 문장 길이에 얽매

이지 않고 정확성에 대한 폭넓은 양상을 제공하며 집단 간의 차이를 분

명히 나타낼 수 다. 정확성의 특정적 측정은 통사적 발달 관련 문법항목

의 정확도와 내포문에 관한 오류 양상을 통해서 고찰하였다.

둘째,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이 어떠한 양상

으로 발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장 길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달도에 따라 문장

길이가 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서세정(2009), 주우동(2019), 주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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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현아(2016), 리순녀(2019)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문

장당 형태소 수’가 한국어의 통사적 복잡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지표임을

본고의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 문장 확장에서는

문장당 절 수와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가 모두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내포절 중 급수별 관형사절과 부사절 사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고급 수준으로 갈수록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에

기인하는 주요 요소는 관형사절과 부사절이다. 또한 급수별 문장당 대등

절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며 숙달도가 향상될

수록 대등절보다 내포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성 측정 결과, 베트남인 학습자는 2급부터 4급까지 정확성이 증가하

지 않다가 5급 이후에 비로소 개선되었다. 복잡성과 정확성의 상호관계

를 살펴본 결과,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발달할 수 없으며 이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에 대한 집중력은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유사-통시적 연구의

한계점으로 서로 다른 숙달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로부터 단일 시점에 자

료를 수집하였고 시간 축에 따라 같은 학습자의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모어 배경이 베트남인 학습자에 제한되어

있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 중 쓰기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급부터 6급까지의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숙달도별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 발달 양상을 밝혔고 한국어

-베트남어 문장 대조 분석을 통해서 베트남인 학습자만의 통사적 특징

을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는 영어권, 중국어권, 일

본어권 학습자의 통사적 복잡성과 정확성에만 편중되었고 베트남에서 한

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통사적 발달의 특성을 논의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더욱 다

양한 문장 교육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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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yntactic

complexity and accuracy of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Pham Hong Ph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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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studies recognize the complexity, accuracy, and fluency

(CAF) of a learner's language as important factors that measure

second language performance and explain the development of

proficiency. However, existing studies on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have not measured syntactic proficiency

systematically. The study aims to measure the syntactic complexity

and accuracy of the Korean learner‘s written assignments, thereby

revealing the syntactic development pattern of students of Korean

language departments across four Vietnamese universities. These

patterns can be used to suggest educational directions for improving

learners’ ability to formulate sentences.

In an attempt to measure syntactic complexity and accuracy, we

made the following steps. Firstly, written assignments were collected

from second to fourth-year students at University of Langu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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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udies, Hanoi Univers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of HCMC National University, and Ho Chi Minh

University of Technology. Secondly, we examined how complexity

and accuracy have been measured in existing ESL studies and

Korean education studies to decide the proper complexity and

accuracy measurement index. In ESL studies, major methods of

exploring language development of language learners were ‘Suppliance

of Obligatory Context’ analysis, ‘Target-Like Use’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In this study, the syntactic complexity index was determined by

three aspects, which were: the length of the sentence (the number of

morphemes per sentence), sentence expansion (the number of clauses

per sentence, the number of embedded clauses per sentence, the

number of coordinate clauses per sentence) and the frequency of

related grammatical items in charge of the sentence expansion. And

syntactic accuracy was measured from two aspects: general measures

and specific measures. The number of ‘Errors per 100-word

segments’ was selected as the general measure and the percent

accuracy of related grammatical items and the embedded sentence

errors were used for the specific measure. According to our results of

the complexity index analysi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beginner-intermediate level and advanced level. In

particular, the number of embedded clauses per sentence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level 2 to level 4, but this trend was almost

stagnant after level 5. The result from measuring the usage rate by

clause type indicates that the rate of noun clauses is extremely lower

than that of other complex clause types, although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ranked by proficiency level. At the same

tim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ability to use noun clauses is limited

among embedded sentences. Meanwhile,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coordinate clauses between

levels, thus the main factors attributing to the more complex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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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 increment of relative clause and adverbial clause. To measure

qualitative complexity, the development of syntactic complexity and

the frequency of grammatical items were analyzed based on

proficiency, and groups with similar developmental patterns were

classified. Among them, Vietnamese learners hardly or avoid in using

connective ending that are ‘-ge, -eo/aya, -a/eo/yeo, -(eu)myeo,

-ndamyeon, -la, -goja, -(eu)meulo, -(eu)na, -(eu)lyeogo, -deolado,

-(eu)na, -deus’ and so on. Even though these grammar items are

regularly used in native writing, they are hardly used across objects

of study. Therefore, special teaching methods are required for these

grammatical items.

In terms of accuracy measurement, the number of errors per 100

word segment was highest at level 2, and up to level 4 accuracy still

did not improve, up to level 5 accuracy improved somewhat and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until level 6. Sentences’

complexity (sentence length and sentence expansion) was improved

along with proficiency, but accuracy didn’t follow this trend. The

percent accuracy of related grammatical items is measured by the

‘Target-Like Use’ analysis. Grammatical items that share a common

development pattern are grouped into 5 groups. Group 1 is the

grammatical items with very low frequency from level 2 to level 6,

Group 2 is the grammatical items which has an increase in both

percent accuracy and frequency, Group 3 is the group that decreases

in the frequency of use but increases in accuracy, Group 4 is the

group that increases in frequency at level 4 or level 5 but decreases

at level 6 (inverted U shape), and the last group is Group 5 that

shows U-shaped pattern of development, percent accuracy suddenly

but temporarily drops off only to return once again to their usual

level. Grammatical items in Group 1 and Group 4 are items that need

improvement in terms of education. After analyzing the error patterns

of adverb clauses, relative clauses, and noun clauses, we can broadly

classify the indicators of accuracy into four types as follow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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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use of endings, (2) overuse of endings, (3) confusion between

endings in the same category and (4) mixing errors with endings in

other categories. In this study error (3) was found to be the most

common error. The main reason is that in the process of combining

preceding clauses and following clauses, Vietnamese learners easily

make errors by mixing endings with similar meanings or

inappropriately combining them, or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clauses, errors such as subject-predicate inconsistency and absence of

essential arguments are made by violating the argument structure of

the internal structure.

To sum up,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quantitatively

analyzed the development of syntactic complexity and accuracy of

Vietnamese learners, which had not been attempted yet, and

measured the usage and error rates of grammar items that caused

the development of such complexity and synthesized them to derive

educational implications. It has shown the development of syntactic

complexity and accuracy by proficiency level for Vietnamese learners

from level 2 to level 6 and discusses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learners through the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Vietnamese sentences. However,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data from the same learners were not collected for a long time,

thus lacking individual development analysis in writing skil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future sentence education

research targeting Vietnamese learners.

keywords: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earner corpus, language

development, syntactic complexity, accuracy, usage patterns of

grammar items, frequency analysis, err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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