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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문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

확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복잡성과

정확성을 고찰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복잡성과 정확성이 특정 과

제, 즉 장르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복잡성과 정확성 자체가 어떠

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이 통사 복잡성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언어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

해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에서 복잡성과 정확성이 숙달도 및 장르에 따

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핀 후 복잡성과 정확성 구인 자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

어능력시험 TOPIK 3급-6급 취득자를 모집하였으며, 이들이 산출한 문

어 자료를 대상으로 복잡성과 정확성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해 여러 하위 측정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통

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통사 복잡성은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문장 확장 유형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어휘 복잡성은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아울러 정확성

은 무오류와 오류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무오류의 경우 무오류절의 비율

과 문장당 무오류절 수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오류의 경우 문장당 오류

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지표들을 토대로 측정한 결과, 복잡성과 정확성을 측정하

는 하위 지표들은 대체로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함께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시기는 달랐는데 주로 중급 내(3급

과 4급)에서나 중급(3급과 4급)과 고급(5급과 6급) 사이에 증가하였다.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어휘 복잡성이 통사 복

잡성보다 느리게 발달한다는 점과 복잡성이 정확성에 비해 느리게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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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복잡성과 정확성의 하위 지표들은 숙

달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중 문장 길이, 문장당 절의 개수, 문장당 내포절 수, 문장당 관형사

절 수, 어휘 복잡성 측정 지표 중 어휘 다양도와 어휘 정교도는 숙달도

가 올라감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관계로 나타났다. 정확성의 하위 지표

중 문장당 무오류절 수는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관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르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모두 장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복잡성은 장르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밝혀졌다. 즉, 학습자들은 서사 장르에서 명사절과 부사절을 많이

산출하였으며, 어휘 밀도와 어휘 다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논증 장

르에서는 내포절의 사용이 뚜렷하였고, 관형사절과 인용절을 사용하여

더 긴 문장들을 생성하였으며, 어휘 정교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

확성 측정의 경우 장르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서 모두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발달하였

으나 어휘 복잡성과 정확성의 경우 지지적인 관계와 경쟁적인 관계로 발

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다시 숙달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숙달도

집단 및 장르에 따라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는 때로는 지지적인 관계로

발달하고 때로는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며 어떤 때에는 지지적-경쟁적

관계로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

달 관계는 장르 유형뿐만 아니라 숙달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통사 복잡성의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내포절을 사용한 문장

확장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어휘 복잡성의 향상을 촉진시

키기 위해서는 유의관계의 교육과 고급 어휘의 사용을 늘릴 수 있는 교

육이 필요하다. 셋째, 정확성의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정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주격조사(이/가), 목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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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을/를)와 유사 의미를 가진 어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넷째, 장르는 복잡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교육을 통해 복잡성과 정확성의 향상을 촉진시키

기 위해서는 장르를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습

자의 숙달도에 따라 복잡성과 정확성이 다르게 발달하므로 학습자 언어

의 복잡성과 정확성을 관찰할 때 장르뿐만 아니라 숙달도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들의 문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을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였는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에서 주목 받지 못했던 장르에 관심을 두고 복잡성과

정확성이 장르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복잡

성과 정확성 구인 자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하였는지를 규명했

을 뿐만 아니라 각 숙달도 집단에서도 복잡성과 정확성이 장르에 따라

어떠한 발달 관계로 발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통사 복잡성, 어휘 복잡성, 정확성, 숙달도, 장르, 발달 관계

학 번 : 2018-3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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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언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

확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복잡성

(Complexity), 정확성(Accuracy), 유창성(Fluency)(줄여서CAF)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학습자 언어(learner language)1)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

어졌다. CAF를 분석한 연구들은 오류 분석만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학습

자의 언어적 특성이나 발달 양상을 수치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오류 분석에 비하면 연

구의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고 본다.

그동안의 연구들을 보면,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에 대한 연구가 개

별적으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함께 본 연

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학습자 언어는 문법 요소와 어휘의 발달이 동

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양상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

사와 어휘의 분석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습자 언어의 발달

양상을 복잡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논의한 연구들은 복잡성과 정확성을

모두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구인 간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복잡

성과 정확성을 따로 분리하여 양상만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는 복합적이

고 서로 다른 영역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구인 간의 관계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를 복잡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숙

달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장르에 초점을 두고 그 관계 양상을 고찰하

지는 못하였다. 해당 연구들의 연구 자료는 교실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1) 학습자 언어는 축자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생산한 일체의 언어’를 가리
킨다(김호정·강남욱(201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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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작문 자료, 백일장 작문 자료, 수업 시간 내 작성한 자유 작문,

한국어 교육 기관의 쓰기 시험의 작문 자료, 시범적으로 토픽 시험을 본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로 주로 개별 기관에 종속된 자료를 사용하여 숙달

도에 따른 학습자 언어의 발달 양상을 기술하였다. 복잡성과 정확성은

학습자의 내부 요인인 숙달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

어적 요인인 장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장르마다 아이디어를 표현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장르에 따라 언어적 특성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Beers와 Nagy, 2011; Ravid,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숙달도뿐만 아니라 장르에 관심을 두고 복잡성과

정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장르는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 초점

을 두고자 한다. 여러 장르들 가운데에서도 서사와 논증 장르는 그 성격

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서사 장르는 개인

의 경험이나 일상생활에 대해 기술하는 것인 반면, 논증 장르는 한 문제

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사

장르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모든 수준의 학습자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으

나 논증 장르는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는 초급 학

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중·고급 숙달도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학습자가 산출한 전반적인 언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3차원의

구인인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모두를 고려해야 하나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CAF 구인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 대상 자료가 문어 자료라는 점에서 CAF 구인 중 복잡성과

정확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급 학습자의 문

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이 숙달도 및 장르에 따라 어떻게 나

타나는지 살핀 후 복잡성과 정확성 구인 자체가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

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가 산출하는 언어를 복잡성

과 정확성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숙달도 및 장르에 따라

학습자의 언어 산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잡성과 정확성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함으로써 제2언어 교수 학습에도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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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문어 산출에서 복잡성·정확성

이 숙달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문어 산출에서 복잡성·정확성

이 서사와 논증 장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3 : 복잡성과 정확성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2. 선행 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문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 연구

먼저 학습 단계별 학습자들의 통사 복잡성 발달 양상을 밝힌 연구들을

보면, 서세정(2009), 박지순·서세정(2009), 음승민(2012)이 있다. 이 중 서

세정(2009)은 한국어 교육에서 급별 통사 발달 양상을 객관적으로 제시

하기 위해 처음으로 진행된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형태소 수와 어절 수 그리고 절의 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숙달도

에 따라 문장 안에 더 다양하고 많은 문법 형태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박지순·서세정(2009)에서도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복문의 사용 비율, 문장

당 단어 수, 문장당 내포절과 종속절의 사용 개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학습 단계별로 산출된 작문 텍스트 자료를 양적인 측면에서 분

석한 음승민(2012)에서는 학습 단계가 향상됨에 따라 어절, 단어, 형태소

를 기준으로 하는 문장의 길이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내포

를 통해 문장을 확장하는 비율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접속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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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문장을 확장하는 비율이 높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데 어

떤 측정 단위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검증한 연구들로는 남주연·김양희·김

영주(2016), 최예슬(2017), 주우동(2018)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어

에서는 문장이 T-unit보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어 통사 복잡성 측정을

위해 효율적인 측정 단위임을 증명하였다. 학습자 집단별로 살펴보면, 유

사통시 방법으로 계승어 학습자들의 통사 복잡성의 발달 양상을 살펴본

연구에는 김현아(2016)와 최수완(2020)이 있다. 김현아(2016)에서는 낮은

숙달도에서는 학습자 언어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급

이상에서는 통사 복잡성의 향상이 정체됨을 보였고 모어 화자와의 비교

에서도 최상위 학습자조차도 그 차이가 현저함을 밝혔다. 최수완(2020)

은 학년군에 따라 통사 복잡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교포 학습자

와 국내 모어 화자의 통사 복잡성 비교에서도 학년군이 높아지면서 통사

복잡성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짐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특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통사 복잡성의 발달을 측정한

연구로는 주월랑(2017)과 조청화(2020)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통사

복잡성 발달을 연구한 주월랑(2017)에서는 숙달도에 따라 통사 복잡성이

높아지지만 이는 거주 기간이 평균 6.1년이 되어야 일반 대학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습자들의 4 단계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일정 숙달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중국 중도입국 청소년의 통사 복잡성 발달을 연구한 조청화

(2020)에서는 학습자 모두 대등절보다 내포절의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

났으며, 이에 대한 발달 순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 아동과 비슷함을 밝혔

다.

학습자 요인과 통사 복잡성의 관계를 살펴본 백준오·김영주(2018)에서

는 학습자들이 과제 수행 시 산출한 문어 자료를 통사 복잡성 측면에서

분석한 후 학습자 요인이 통사 복잡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모어 사용이 최소화되고 목표어의 사용이 최대화될 때 복

잡성의 발달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인 지인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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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한국어 구어 의사소통, 시각 작업기억 등이 종속절 사용을 촉진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휘 측면에서 복잡성을 다룬 연구들로 안경화(2003), 진대연

(2006) 배도용(2011)이 있으며, 어휘 다양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

다. 안경화(2003)에서는 어휘 다양도 분석을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어휘

체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와 교재의

어휘 빈도수를 통해 어휘 다양도를 분석하였는데 학습자들의 단계별 어

휘 다양도가 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진대연(2006)에

서는 어휘를 쓰기 능력의 구성요소로 보고 어휘가 어떤 양상으로 발현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수준, 어휘 빈도를

중심으로 학습자 언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의 어휘 다양도는

급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급간의 거리가 멀수록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하였다. 어휘 밀도의 경우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어휘 수준의 경우 조남호(2003)를 기준으로 판

정하였을 때 기초 어휘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당 기관

의 교재를 기준으로 판정한 경우 최근에 학습했던 어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어휘 빈도의 경우 각 집단 내에서 겹치는 고빈도어 수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배도용(2011)에서는 예비 조사로서 6명의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나타난 어휘 다양도를 살펴본 결과 학습자들마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후 연구인 배도용(2012)에서는 언어권별 학습자들의 어휘 다양도와

어휘 밀도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언어권별 어휘 다양도의 분석 결과에서

중국어권, 일본어권, 베트남어권 순으로 높게 나타나 언어권에 따라 다양

한 양상을 보였다. 어휘 밀도의 분석 결과에서는 중국어권, 베트남어권,

일본어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어휘 다양도와 어휘

밀도의 평균값이 모두 40%를 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권별 학

습자들의 어휘 다양도와 어휘 밀도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나 학습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

계점을 가진다. 이어서 배도용(2014)에서는 배도용(2012)에서 처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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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적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는 어휘 다양도와 어휘 밀도뿐만 아니라 어휘 오류 수도 함께 다루었다.

통계적 측정을 통해 어휘 다양도와 어휘 밀도를 분석한 결과 다양도와

밀도의 평균값이 배도용(2012)에서 나왔던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

타났다.

고급 계승어 한국어 학습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에 드러

나는 어휘의 다양도를 집단별로 살펴본 박정은·김영주(2014)에서는 각

집단 간에 어휘 구현과 어휘 유형의 양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어휘 다양도 측정 결과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나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생산한 작문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의미 부류별 사용 어휘의 분석을 통해 같은 주제로 작

성된 작문이더라도 집단 간에 사용한 어휘의 의미 부류 간에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어휘를 다양도, 밀도, 정교도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담화 차원에서의 어휘 유창성을 살펴본 이경(2015)에서는 어휘 다양도,

어휘 정교도, 어휘 오류 빈도는 학습자의 숙달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으로 나타났으나 어휘 밀도는 학습자 숙달도와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

다. 초·중급에서 어휘 오류 빈도, 어휘 다양도, 어휘 정교도의 순으로, 고

급에서는 어휘 오류 빈도, 어휘 정교도, 어휘 다양도의 순으로 숙달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구어와 문어의 어휘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로 안의정(2017)

과 남주연 외(2017)가 있는데 먼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한국어 균형

말뭉치를 사용하여 어휘 다양도와 어휘 밀도를 분석한 안의정(2017)에서

는 구어와 문어 말뭉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는데 구어보다 문어의 어

휘 다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휘 밀도의 경우 구어의 어휘 밀

도가 문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주연 외(2017)에서는 한국어 학

습자들의 문어 산출과 구어 산출에서 나타나는 어휘 다양도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보고 숙달도별 학습자들의 구어와 문어에 드러난 어휘 다양도

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어와 구어 모두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어

휘 구현과 어휘 유형의 수가 증가하였지만, 문어보다 구어에서 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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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많은 어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의정(2017)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를 측정함으로

써 학습자들의 어휘 풍요도를 밝힌 원미진 외(2017)에서는 등급이 올라

가도 다양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밀도와 정교도에서도 고급이 되

어야 중급 학습자와 어휘 사용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들이 쓰기 점수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본 결과 어휘 밀도는 쓰

기 점수를 30%이상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어휘 다양도와

정교도는 쓰기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

다. 강정희(2020)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서 산출한 어휘

를 대상으로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정교도, 정확도를 측정하여 학습자

의 숙달도, 언어권, 성취도에 따른 어휘 능력과 쓰기 텍스트 장르에 따른

어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숙달도별 학습자 어휘 능력을 분석한 결

과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꾸준히 발달하였으며,

언어권별 학습자 어휘 능력 분석 결과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는 어휘 다양

도, 어휘 밀도, 어휘 오류율이 높은 반면 일본어권 학습자는 어휘 정확도

가 높게 나타났다. 성취도 수준별 학습자 어휘 능력의 분석 결과에서는

어휘의 양적인 생산 능력이나 어휘 다양도, 어휘 정교도에 차이가 없었

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휘 사용의 다양도와

밀도 분석에 집중해 왔다.

이와 같이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을 개별적으로 다루어왔다가 통

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을 함께 다룬 연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

다. 이 중 남주연(2015)은 구어의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을 다루었

는데 이 연구에서는 통사 복잡성이 숙달도에 따라 발달하였으며, 어휘

복잡성은 중급-고급 사이에 비약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통사 복잡성보다 어휘 복잡성의 발달이 조금 더 늦게 일어난다고 보고하

였다. 리순년(2019)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발달 양상을 추

적하기 위해 복잡성 측면에서 종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때 복잡성을 통

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해당 연구는 한국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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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학습자 14학번 집단과 15학번 집단의 발달 양상을 알아보는 것으로

해당 두 집단은 어휘 복잡성 측면에서 유사한 발달 양상을 보였으나 통

사 복잡성 측면에서는 다른 발달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2.2. 오류 분석을 통한 정확성 측정 연구

정확성은 학습자들의 산출물이 목표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규범에서

벗어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Towell, 2012:52-53). 정확성의 개념은

제2언어 교육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정확성의 개념이 오

류 분석의 개념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다는 점에서 오류 분석을 통해 정

확성을 판단해 온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

을 보면 오류 판별 혹은 오류 현상의 유형이나 오류의 원인 등을 분석해

왔다가 최근에는 중간언어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는 추세이

다.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관한 연구들은 복잡성 연구에 비하면 다양

한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연구가 너무 많기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맞게 쓰기 텍스트의 오류에 초점을 두어 쓰기에서 나타난

문법 오류와 어휘 오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오류 분석 연구는 언어 규칙 적용의 정확성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문법 항목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핀 이정희(2002)에서는 문법 오류 중 격조사, 연결어미의

오류율이 고급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하였으며, 전성어미의

경우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에 비해 고급 학습자의 오류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맞춤법 오류율은 중급에서 높아지다가 고급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학습자의 오류 유형

은 대치, 누락, 첨가 순으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미옥

(2003)은 숙달도별 한국어 학습자 총 645명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어

휘 오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휘

오류율이 떨어지는데, 4급에서 급격히 오류율이 다시 높아졌다가 5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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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서 다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휘 오류가 학습자가 범하는

전체 오류 중 약 28.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첨가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김재욱(2005)에서 일본어권, 영어권,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어 시제에 대한 문법 형태별 오류 분석과 미래 시제 문법 형태의 용법

별 발달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세

언어권 학습자들은 모두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각

기 다른 순서로 미래시제 문법 형태들을 습득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차숙정·송향근(2006)에서는 중급 수준의 중국인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에

서 나타난 어휘 오류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어휘 오류를 형태적

오류, 의미적 오류, 통사적 오류, 학습자 전략 오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오류 유형 중 형태적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홍은진(2006)에서는 중간언어 관점에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

말뭉치에 나타난 어휘 오류를 분석하였다. 어휘 오류를 대치 오류에 초

점을 두어 유의어, 속담, 한자성어, 연어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모국어의

영향, 목표어의 영향, 학습 부족 등에 의한 오류 등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오류 목록, 오류 수정 목록, 학습 목록으로 기술하고 효과적인 교

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의 연구인 이정희(2008)는 중국어권 학습

자 500명의 작문 자료를 등급별로 수집하여 작문에 나타난 어휘 오류를

철자 오류와 의미적 오류로 구분하여 의미적 오류 중 모국어 영향으로

인한 오류와 발달 오류의 빈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오류의 원

인을 범주화하여 등급별 어휘 오류 양상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모국어 전이에 의한 오류가 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호정·강남욱(2010a, 2010b)에서는 약 2년에 걸쳐 학습자 3명이 산출

한 문어 자료를 말뭉치로 구축하여 학습자 오류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

나는 교체 오류의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1차 연구(2010a)에서는 연결어미

‘-고’와 ‘-어서’를, 2차 연구(2010b)에서는 조사 ‘이/가’와 ‘은/는’을 대상으

로 삼아 학습자들의 학습 단계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그 사이에 일어

나는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발달 양상을 밝혔다. 서세정·어지혜(201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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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어권, 일본어권, 러시아권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바탕으로 중간언

어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수준별 연결어미의 정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의 연결어미 정확성은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오류 유형과 오류율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는 학습자가 산출한 오류율을 측정하고 오류의 유형을 분류했던 기존의

오류 연구들의 방식과 달리 산출 오류뿐만 아니라 산출되지 않은 오류도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숙달도별 연결어미의 정확성을 전면적으로 살펴보

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어와 문어의 정확성 발달 양상을 살펴본 김영주 외(2013)에서는 정확

성을 판단하는 데 구어와 문어 모두에서 오류가 없는 절을 정확성을 판

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보고, 무오류절을 분석 단위로 하여 측정하였

다. 학습자들의 정확성 발달을 분석한 결과, 구어와 문어 모두 일직선상

으로 향상되지 않는 지체된 발달 양상을 보였으나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

라 정확성이 증가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문어 산출뿐만 아니라 구어 산출의 정확성까지 동시에 측정하여 숙달도

별 산출 능력의 발달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의 발달

과정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어서 한송화(2015)에서는

언어권과 숙달도별로 구성된 163,245어절의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명사절 사용 양상과 발달 단계를 살펴보았는데 학습자가 명

사절 사용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명사절 사용과 숙달도와의

관련성, 그리고 학습자의 모어인 언어권과의 관련성도 살펴보며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등급별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학습자의 작문으로 구성된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은/는’의 오류 양상을 살펴본 한송화(2016)에서는 학습자

들이 ‘은/는’을 명사구에 과적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은/는’의

과적용 오류는 숙달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은/

는’을 미적용하는 경우가 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일본어권 학습자가 ‘은/는’을 가장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으

며, 중국어권 학습자는 영어권 학습자에 비해 더 많은 과적용 오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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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목적어에서의 과적용 오류나 부

사어에서의 미적용 오류가 많아, 주어뿐 아니라 다른 문장 성분에서의

‘은/는’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와 몽골인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서 나타난 문법적 오

류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 고은선·김성훈(2016)에서는 한국어

수준이 올라갈수록 학습자의 오류율이 낮게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와

몽골인 학습자의 오류율을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인 학습자가 몽골인 학습

자보다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가 작성한 총 어절 수와 오

류 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가 생성한 어절

수가 길수록 오류의 수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류율이 학습

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박종호(2017)에서는

중급 단계 베트남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에 나타난 어휘 오류를 형태 오

류, 의미 오류, 기타 오류 등으로 유형별로 분류한 후 오류 원인을 살피

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제언을 하였다.

이명화(2017)에서는 숙달도별 학습자들의 토픽 53번 쓰기 텍스트를 대

상으로 하여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였는데 어휘와 맞춤법 오류

가 3급보다 4급에서 더 많았으며, 문법 오류의 경우 5급에서 가장 적었

다. 특히 조사 오류의 경우 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현화(2017)에서는 77만 어절의 문어와 구어 말뭉치 자

료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품사 사용 양상과 오류(오류

위치, 오류 양상, 오류 층위)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는 소규모 말뭉치

자료만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대규모 말뭉치를 대상으로 분석

하였으며,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도 같이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전반적인 중간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유민애(2018)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연결어미 ‘-는데’를 중심으로 오류의 유형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학습

자 말뭉치 자료를 형태적 오류, 통사적 오류, 의미적 오류로 나누어 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로, 형태적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

는데’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아/어서, -지만, 고’ 등의 연결어미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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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대치 현상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교재에서 제시된 ‘-는

데’의 중심 의미인 ‘배경, 상황, 대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는

데’를 단순히 이유나 원인으로 혹은 ‘-지만’과 일대일로 대응시키려는 것

으로 설명하였다.

이민우(2020)에서는 대규모 학습자 말뭉치를 이용하여 오류 위치, 양상,

층위 등에서 나타나는 등급별 오류의 특징을 발생 비율과 함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전체적인 오

류 비율이 1급부터 4급까지 증가하다가 5급부터 감소하여 6급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으며, 위치에 따른 오류 유형으로 일반명사, 부사격조

사, 동사, 연결어미의 순으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양상에 따른 오류

에는 대치, 오형태, 누락, 첨가 순으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층위에

따른 오류의 비율에는 발음, 통사, 형태, 담화의 순으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위치에 따른 오류 유형 가운데 2급,

3급에서 보격조사, 4급, 6급에서 연결어미, 5급에서 표현 문형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등급별 오류의 특

징을 분석함으로써 급별 오류의 특징적 유형 정리에 참조할 수 있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언어권별 학습자들의 문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양상을 분석한 김수정(2021)에서는 학습자들이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하

다가 누락시킨 형태적 오류와 짧은 관형사절과 긴 관형사절을 누락시키

는 통사적 오류를 보였으며, 이러한 누락 오류는 중국어권과 베트남어권

학습자에게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제 오류와 관형사형 어미

가 연결어미나 명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 등과 대

치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러한 대치 오류는 베트남어권과 영어권에서

오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가 오류는 관형사형 어미의 이형태를

중복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조사나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를 혼용한 형태

적 오류, 또한 과잉으로 적용한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로 나타났다. 오형

태 오류에서는 철자 오류, 품사의 활용 오류, 불규칙 용언의 활용 오류와

관용구에서의 관형사형 어미 활용 오류 등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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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권마다 통사적 오류가 형태적 오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제

오류가 숙달도와 관계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상으로 문법 오류와 어휘 오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초기의

오류 분석 연구들은 연구자가 직접 모은 소규모 자료만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다가 최근에는 국립국어원에서 구축된 대규모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

한 오류 분석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 연결어미, 맞춤법,

시제 오류 등의 문법적 오류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어

휘 오류를 분석한 연구들은 작문 자료에 나타난 어휘 오류 양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3. 발달 지표로서 복잡성과 정확성 측정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복잡성, 정확성을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인식하여 종적으로나, 횡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최근에 시

작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복자(2015), 류한레이(2016), 김아름

(2017), 김정은 외(2017), 주월랑(2018), 주우동(2019), 우성숙(2021)이 있

다.

이복자(2015)에서는 역동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1년 2개월 동안 학습자

들의 쓰기와 말하기에 드러난 복잡성, 정확성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별 학습자들의 역동적 발달 경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의 쓰기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은 그들의 제한된 자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복잡성과 정확성은 서로 동시

에 발달되는 지지적 관계를 나타냈다가 복잡성이 증가하면 정확성이 낮

아지는 경쟁적 관계로 전환되는 상호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에서 상승과 하락, 진보와 퇴행, 하위 요인들 간

의 복합적인 상호관계가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별 학습자의 중

간언어 발달은 고정적 패턴으로 정의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1

급부터 6급까지 학습한 3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종적 연구를 진행하여

학습자 개별 발달 양상을 면밀히 보여 주였으나, 그 결과가 일반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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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급별 발달 양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류한레이(2016)의 경우 어휘를 중심으로 복잡성, 정확성 차원에서 분석

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발달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명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선별하여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단계별로 수

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시점에서의 복잡성과 정확성을 측정한 후 시점 간의 변이 양상을 조사하

여 숙달도의 ‘증가, 답보, 감소’ 양상의 변이를 측정하고 세부 요소들의

각각의 변이 양상을 조사하여 숙달도의 변이 양상에 각 요소의 변이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숙달도 변이는 일정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다양한 양

상으로 증가, 감소, 정체의 양상을 보이며 같은 양상으로 숙달도가 높아

진다고 하더라도 세부 요소들의 변이 양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

였다. 이 연구의 대상 학습자들은 같은 환경에서 같은 기간에 학습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언어의 변이 양상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학습

자들은 중간언어 발달 과제에서 정체와 퇴보를 반복하며 발달해 가는 독

특한 변이 양상을 보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7명의 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이들의 발달 추이를

복잡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살펴본 주월랑(2018)에서는 복잡

성과 정확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 발달이 어

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혔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장의 길이가 계속 증가하여 문장 확장도 이루어지면서 문장이 복

잡해졌으나 문장당 오류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즉 문장

이 길어지거나 확장되어 복잡성이 높아질 때 오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면서 정확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교실 내 학습자

들의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이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발달되는 것과

달리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이 동시에 발달되지 않고 각각 분리되어

발달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오류도 주로 어휘 오류보다 통사 범주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거주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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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연적 습득 환경에서 언어를 습

득하기 때문에 어휘 세련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휘 습득이 거주기간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주우동(2019)에서는 숙달도별 중국인 학습자들의 쓰기 발달 양상을 복

잡성과 정확성 차원에서 측정함으로써 밝혔다. 이 연구는 문어 산출 자

료로 한국어 능력 시험의 쓰기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학습자들

은 학습이 진행되고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복문과 같은 통사적으로 복잡

한 구조를 활용하여 문장을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정교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 정교도는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성에 대한 분석 결과, 3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

면서 문장당 오류 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어 정확성이 U자형 패턴

을 보였다. 또한 숙달도 및 쓰기 장르에 따라 정확성의 발달 양상이 다

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자료 측면에서 대용량의 쓰기 자

료를 수집하여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 과정을 복잡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복잡성과 정확성 간의 관계에 대

해서는 다루지 않은 점이 한계로 남는다.

구어 자료를 분석한 김아름(2017)과 우성숙(2021)에서는 학습자가 산출

한 구어 자료를 통사 복잡성, 정확성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구어의 발

달 양상을 밝혔다. 우선 김아름(2017)은 일정 기간에 걸쳐 한국어 학습

자 총 20명의 말하기 능력 발달 양상을 종적으로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과제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화 자료를 수집하여 말하기의 복

잡성과 정확성 발달 양상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자들의 언어적 능력도 발달하는 양상을 보

였으나 복잡성에서는 학습 시작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발달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정확성의 경우 실

험 기간 내내 꾸준히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말하기 능력 발달이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언어적 능력에서 숙달도

하위 집단의 발달이 좀 더 두드러졌지만 사회언어학적 능력에서는 숙달

도 상위 집단의 발달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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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학습자들의 비선형적인 언어 능력 발달 양상을

증명하였다.

그 다음의 우성숙(2021)에서는 원어민과의 전화 한국어 수업을 통한 3

명의 중국인 성인 학습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발달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화 한국어 수업은 자유 대화 방식으로 3명의 학습자를 일대일

로 30분씩 주 2∼3회 총 50차로 진행하였다. 전화 한국어 수업에서 나타

난 학습자의 복잡성의 발달은 언어 산출량과 대등절·내포절 수에서 한

명을 제외한 학습자 모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들은 학습

기간이 길어져도 단위 길이가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발달

속도와 시기가 비교적 느리게 나타났다. 한편 정확성 발달에서는 전체

오류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자

들의 오류율은 단위 길이가 확장될수록 증가하고 단위 길이가 축소될수

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발화 단위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조사와 전성어미 그리고 연결어미 사용에 따른 오류가 나타나며 이는 문

법 오류 비중을 높이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복잡성과 관계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통사 발달과 학습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도 볼 수 있는

데 김정은 외(2017)에서는 자연 학습 환경에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

들이 산출한 구어와 문어에서의 통사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발달을 15

개월 동안 추적 조사하였고 학습자의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변인이 통

사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한국 체류 기

간이 증가함에 따라 구어와 문어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복잡성에서도 문

장 확장에 따른 복잡성의 발달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꾸준히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학습자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가진 학습자는 명시

적 목표어 교육을 받지 않아도 구어와 문어의 정확성과 복잡성의 발달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지적 특성으로서 언어적성은 구어의 통

사 복잡성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인 언

어 접촉 양상 중 쓰기 활동량은 문어의 정확성, 말하기 활동량은 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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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인 언어 접촉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때 구어와 문어의 경계

없이 발달에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한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복잡성과 정확성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언

어 발달을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발달 과정은 결코 선형적으로

발달되지 않으며 많은 변화와 관련 요소들 간에 서로 상호관계를 나타내

면서 발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소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적인 연구와 여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통시적인 연구 방법

을 통해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을 밝히는 연구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긴 기간 동안 소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찰한 종적 연구의 경우

학습자의 언어 발달 과정을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결과가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수준별 학습자

들의 발달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학습자 언어 연구

들은 오류 분석의 관점에서 벗어나 중간언어 발달이 어떠한 과정으로 변

모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

습자들의 언어 발달을 복잡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면서도 불

구하고 이 두 구인 간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복잡성과 정확성을 따로 분

리하여 양상만을 보는 연구들도 있어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밝힐 필

요성이 제기된다.

2.4. 숙달도에 따른 복잡성과 정확성 측정 연구

CAF를 발달 지표로 인식하여 학습자의 숙달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

구들로 박지순·서세정, 2009; 김목아, 2010; 김선정·김목아, 2011; 남주연,

2015; 백준오·김영주, 2015; 남주연 외, 2016; Miki Takashi, 2016; 황현

경, 2018; 정혜원, 2021이 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복잡성과 정확성이

학습자들의 숙달도 혹은 학습 단계의 향상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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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장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작문 텍스트 자료를 대상으

로 통사 복잡성을 분석한 박지순·서세정(2009)에서는 학습자들의 통사

복잡성을 통사적 숙달도로 보고 학습자들의 학습 단계에 따라 통사적 숙

달도의 발달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작문과 문장 그리고 절을 기본

측정 단위로 하여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언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대

부분의 측정 지표들의 값이 함께 높아지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분석 지

표 중 절을 기준으로 한 내포절과 종속절이 차지하는 비율은 숙달도에

따라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전체 문장

중 겹문장과 복문의 비율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작문당

내포절과 종속절의 개수와 문장당 내포절과 종속절의 개수도 증가하였

다.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목아(2010)에서는 각 숙

달도별 중간언어의 통사적 발달 양상을 밝히고자 학습자가 생산한 작문

자료와 한국인 대학생의 작문 자료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는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MLU)를 중심으로 하여 평균 발화의 길이, 어휘 영역, 통사 영역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평균 발화 길이(MLU)는 평균낱말길이(MLU-w), 평균

형태소 길이(MLU-m)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어휘 영역에서는 어휘 다

양도(TTR), 품사별 사용, 용언 사용 양상으로 나누어 보았고 통사 영역

에서는 복문, 연결어미, 전성어미의 사용 양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

한 분석 결과 평균 발화 길이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들 간

에 차이가 나타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형태소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학습자들의 통사적 복잡성을 각 수준

별로 비교하여 차이점을 밝힐 뿐만 아니라 한국인 대학생 집단과의 비교

를 통해 목표어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선정·김목아(2011)에서는 초·중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난 중간언어를 복문의 사용 양상과 연결어미·전성어미의 사용 양상

을 중심으로 살피고 더 나아가 한국인 대학생의 작문과도 함께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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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목표어 수준으로 근접해가는 중간언어의 발달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문장당 어절 수를 보면 한국어 숙달도가 높

아짐에 따라 학습자가 긴 문장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였고, 복문의 사용

빈도도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한국

인 대학생의 작문과 비교해 본 결과 복문 구성에 있어 중국인 학습자들

이 훨씬 적은 수의 절을 사용하여 복문을 구성하는 단순한 양상을 보였

으며,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사용하여 만드는 복문의 사용률도 낮을 뿐

만 아니라 제한된 형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복잡성 발달 양상과 더불어 구어

복잡성과 숙달도와의 관계를 살핀 남주연(2015)에서는 구어 산출을 위해

학습자들에게 10분 길이의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 이야기를 회상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발화를 녹음한 뒤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절을 생성함으로써 통사적 복

잡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총 절 중 내

포절의 비율도 높아졌으며, 초급에서 중급 사이에서 내포절의 산출 비율

은 두 배 이상 높아져 통사적 복잡성이 가장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포절에 의한 통사적 발달은 어휘 복잡성보다 더 빨리 발달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숙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통사

측정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숙달도와 통사 복잡성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산출 길이에 따른 복잡성에서 AS-unit당 절수, 문장 확장 방식에 따른

복잡성에서 절당 내포절 수, AS-unit당 내포절 수가 숙달도와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와 이 세 가지 측정 방법이 한국어 숙달도를 예측할 수 있

는 유의미한 지표로 나타났다.

백준오·김영주(2015)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숙달도 수준과 종속절 사용

양상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실제 통사 발달을 반영하는 종속절 구조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종속절의 용법별로 부사절, 관형절, 명사절 모두

숙달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본 경우 분

류에 따라 상관성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우선 관형절은 주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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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절 간에 통사적 결속이 되어 있는 일반 관형절만이 상관성을 보였으

며, 부사절의 경우 모든 형태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

특정한 위치에서 기능을 하는 성분 부사절만이 뚜렷한 상관성을 보였다.

명사절은 ‘-기’ 형태의 어미로 실현된 경우에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조

별로 보았을 때 ‘목적어+서술어’ 형태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명사절의 경우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높은 상관성

을 보였다고 하였다.

남주연 외(2016)에서는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문어 산출

에 나타난 복잡성이 숙달도에 따라 어떤 발달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또한 통사 복잡성 지표에 따른 산출 단위당 평균 차이, 등급

간의 유의미한 차이, 숙달도 총점 및 영역별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 산출에 나타난 통사 복잡성 측정 단위들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어 통사 복잡성과 숙달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문장당 단어와 문장당 어절이 숙달도와 함께 증가하며, 절과 내포

절을 단위로 한 모든 측정 방법은 모든 언어 영역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

였다고 하였다. 절 이상의 분석 단위에서는 T-unit보다 문장이 숙달도와

더 높은 상관성을 보여, 절당 내포절과 문장당 내포절, 또한 문장당 절

등의 세 가지 지표가 문어 복잡성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제

안하였다.

한국어 학습자 코퍼스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작문 능력 발달 양상

을 분석한 Miki Takashi(2016)에서는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어휘 다양

도, 문장당 길이, 접속부사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학습자 데이터를 초·중·고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사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학습 단계별 어휘 다양도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학습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였

으며, 문장 길이도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문장과 문장을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더 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접

속부사 사용의 경우, 학습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접속부사의 비율이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 -

말하기와 쓰기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을 숙달도별로 살핀 황현경

(2018)에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을 분석 기준으로 삼고 말하기와 쓰기의

중간언어 양상을 분석하였다. 우선 어휘 복잡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숙

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휘 유형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내용어 수는 줄

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통사 복잡성 차원에서 구문 성숙도와 문법의 발

달 정도를 분석한 결과 중국 학습자의 경우 평균 형태소 길이가 짧게 나

타났지만, 고급으로 갈수록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정확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말하기는 숙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음 오류와 문법 오류는

줄어들었으나 어휘 오류는 고급 단계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쓰기

의 경우 문법 오류와 어휘 오류 모두 숙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학습자들이 쓰기보다 말하기에서 정확성의 발달 양상

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말하기와 쓰기는

같은 표현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성과 복잡성이 동일하게 발달

되지 않고 비선형적으로 발달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혜원(2021)에서는 단기 유학생들의 말하기 숙달도가 유학 초와 유학

말에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복잡성 및 정확성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는

데 유학 환경에서 유학생들의 말하기 숙달도는 대체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모든 유학생들의 숙달도가 향상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유학 전 한국어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의 숙달도는 많이 향상되었으나, 유학 전 한국어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은 오히려 한국어 숙달도가 하락하거나 적게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 변인이 말하기 숙달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모어 화자와 상호작용하며 문

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말하기 숙달도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숙달도에 따라 복잡성과 정확성을 측정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Mini-topik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숙달도를 평가하여 분석한 연

구(남주연, 2015; 남주연 외, 2016),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학습자의 집단을 분류하여 살핀 연구(백준오·김영주, 2015), 말

하기 과제를 통해 말하기 숙달도를 측정한 연구(정혜원, 2021)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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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기관의 등급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이에 따른 복잡성

과 정확성을 분석한 연구(김목아, 2010; 김선정·김목아, 2011; Miki

Takashi, 2016; 황현경, 2018), 발달 지표 자체가 학습자의 통사적 숙달

도를 얼마나 변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박지순·서세정, 2009), 복

잡성과 정확성이 숙달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후 숙달도와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성까지 밝힌 연구(남주연, 2015; 백준오·김영주,

2015; 남주연 외, 2016)등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해당 기관의 등급을 기준

으로 하여 다루고 있어 숙달도 기준에 대한 한계가 남는다.

2.5. 장르 유형에 따른 복잡성과 정확성 측정 연구

한편, 영어 교육에서 장르 유형에 따라 CAF 구인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 혹은 장르 유형이 CAF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핀 연구들로

Yau와 Belanger, 1984; Beers와 Nagy, 2009; 2011; Hwang, 2012; Michael,

2017; Yoon & Polio, 2017 등이 있는데 한국어 교육의 경우 CAF가 장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핀 연구로는 주우동(2019)만을 찾아볼

수 있다. 학습자의 내·외적 요인들과 CAF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이루

어졌으나 아직 장르에 따라 CAF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먼저 영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자면, Yau와 Belanger

(1984)는 학년별 홍콩 영어 학습자들의 쓰기 장르와 통사 복잡성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쓰기 장르가 모든 수준의 학습자들의 통사 복잡성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평균 T-unit의 길이, 평균절의 길이,

T-unit당 절과 같은 모든 측정 지표들에서 서사적 글쓰기보다 설득적 글

쓰기가 더 높은 복잡성을 보였으나, 학습자들은 설득적 글쓰기보다 서사

적 글쓰기에서 문장을 더 길게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Yau와

Belanger(1984)는 통사 복잡성의 증가가 학습자의 나이 혹은 등급과 장

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Beer와 Nagy(2009)는 영어 모국어 화자 중학생 41명이 작성한 서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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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와 논증적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통사 복잡성과 쓰기 능력 간의 관

계를 조사하였는데 통사 복잡성(평균절의 길이, T-unit당 절)과 장르 간

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서사적 글쓰기보다 논증

적 글쓰기에서 평균절의 길이와 T-unit당 절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보

였다. 특히 학년이 높은 학습자들이 작성한 작문 자체가 통사적으로 보

다 더 복잡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서로 다른 장르(서사문, 설명문,

비교·대조, 설득문) 간에 나타난 통사 복잡성을 종적으로 살핀 Beer와

Nagy(2011)에서는 영어 모국어 화자 3학년과 5학년 학습자 83명과 5학

년과 7학년 학습자 9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쓰기 발달 양상을 살펴보았

다. 이 연구에서는 설득문의 경우 다른 장르에 비하여 종속절의 사용이

많았으며, 설명문의 경우 나머지 세 장르에 비하여 더 많은 단어로 구성

된 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 총 319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산출한 언어에

대한 장르의 영향을 논의한 Hwang(2012)에서는 학습자들의 서사적 글

쓰기와 논증적 글쓰기에서 나타난 언어적 특징을 복잡성과 정확성 측면

에서 측정하여 서로 다른 장르가 학습자들의 실제 영어 쓰기 능력에 따

라 언어적 특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함께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보다 서사적 글쓰기에서 높은 통

사·어휘 복잡성, 정확성을 보였으며, 각 장르 내에서도 학습자들의 수준

이 올라갈수록 복잡성, 정확성이 일관성 있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초급 집단은 복잡성 면에서 논증적 글쓰기보다 서사적 글쓰기에

서 유의미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정확성에서는 두 장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급 집단의 경우 통사 복잡성을 제외한 나머지 언어 영

역에서 논증적 글쓰기보다 서사적 글쓰기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상

위 중급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논증적 글쓰기보다 서사적 글쓰기에서 높

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고급은 어휘 복잡성에서만 서사적 글쓰기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랍어 학습자들의 문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을 장르 유형

별로 알아본 Michael(2017)에서는 학습자들이 설득적 글쓰기 과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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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쓰기 과제보다 통사적으로 가장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설

명적 글쓰기 과제와 서사적 글쓰기 과제에서보다 설득적 글쓰기 과제에서

더 긴 T-unit이 산출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확성 측정에 있어 T-unit당 무

오류 T-unit의 비율이 장르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설득적 글쓰

기 과제는 모든 학습자 집단에서 가장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는 과제로 나

타났다. 어휘 복잡성의 경우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 집단과 숙달도가 낮

은 학습자 집단 모두 세 가지 과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 집단은 설명적 글쓰기에서 높은 어휘

복잡성을 보였으나 숙달도가 낮은 학습 집단의 경우 서사적 글쓰기에서

가장 높은 어휘 복잡성을 보였다. 설득적 글쓰기 과제의 경우 두 집단

둘 다 낮은 어휘 복잡성을 보였다. 어휘 복잡성은 과제의 유형 즉 장르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장르는 복잡성,

정확성과 서로 복잡한 상호관계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Yoon and Polio(2017)에서는 37명의 영어 학습자들이 한 학기 동안 산

출한 서사적 글쓰기와 논증적 글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발달 양상과 장르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복잡성 측

면에서 장르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측정에서

시간 지남에 따라 변화의 양상을 보였으나 정확성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

한 발달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복잡성 측정인 절당 대등 구, T-unit당

대등 구, 절당 복합 명사, T-unit당 복합 명사, T-unit당 동사구에 장르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서사적 글쓰기보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더 복잡한 언어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논

증적 글쓰기는 어휘 정교도가 더 높은 반면, 서사적 글쓰기에는 어휘 다

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증적 글쓰기의 어휘 다양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정형화된

문형(formulaic phrases)의 사용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어휘의 다양도

가 낮게 나타난 것이라 지적하였다.

주우동(2019)에서는 학습자들이 시범적으로 본 토픽 시험의 53번과 54

번 문제의 해당된 설명문과 논설문 작문 자료를 사용하여 장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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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과 정확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장르별

복잡성과 정확성을 분석한 결과, 설명문 장르에서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의 수치가 숙달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정확성의 경우 오류의 수

가 감소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복잡성과 정확성이 숙달도에 따라 발달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논술문 장르에서는 통사 복

잡성의 수치가 숙달도에 따라 증가하고 정확성의 수치가 숙달도에 따라

줄어들었는데 반해,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는 어휘 다양도와 어휘 밀도는

숙달도에 따라 U자형으로 발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장르에 따라 복잡성

과 정확성의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논설문 장르는 설명문 장

르보다 복잡성과 정확성의 하위 요인들의 수치가 모두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복잡성·정확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복잡성·정확성과 관련된 연구들의 흐름을 종합해 보

면, CAF 측정을 통해 학습자 산출 언어의 특성과 발달 양상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통사 복잡성과 어

휘 복잡성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함께 본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특히 CAF 이론을 기

반으로 한 연구들조차도 대부분의 분석이 통사 복잡성만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학습자들은 문법적인 요소들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

휘에 대해서도 학습하기 때문에 통사와 어휘의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CAF 구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데, 언어는 서로 다른 영역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달된다는 점에서 학습

자 언어의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CAF 구인을 모두 적

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은 측정 기준이 유의미한가를 찾

아내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한편, 학습자 언어 산출에 영향을 미치

는 학습자 내·외적 요인과 CAF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점차 시작되었는데,

언어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숙달도와 장르에 따른 복잡성과 정확성을 살펴볼 것인데 이때 복잡

성과 정확성이 숙달도 및 장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복잡성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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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이 숙달도 및 장르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복잡성과 정확

성 자체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밝힘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의

복잡성과 정확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문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

확성이 숙달도 및 장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 후, 복잡성과

정확성 구인 자체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연구이

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I장 서론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을 밝히고,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에 관한 연구, 오류 분석을 통해

정확성을 측정한 연구, 발달 지표로서 복잡성과 정확성을 측정한 연구,

숙달도에 따라 복잡성과 정확성을 측정한 연구, 장르 유형에 따라 복잡

성과 정확성을 측정한 연구를 검토한다. II장에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의

개념 및 측정을 살펴보고 복잡성과 정확성의 상호관계와 복잡성과 정확

성의 발달 패턴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또한 복잡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숙달도와 장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언어 산출물 분석을 위해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자료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설정한 기준 및 측정 지표들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문어 산출 자료를 분석한다. 학습자 문어 산출에서

복잡성과 정확성이 숙달도 및 장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복잡성과

정확성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V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숙달도 및 장르에 따른 복잡성과 정확성

그리고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논의하고 복잡성과 정확성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여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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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언어 산출 측정 지표로서 복잡성과 정확성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 학습자들의 구어와 문어에 대한 언어 산출을

측정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를 통해

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를

통해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의 구어와 문

어 산출은 학습자들의 수용적 지식뿐만 아니라 생산적 지식까지 측정 가

능하게 해 준다(남주연, 2015:32). 1970년대에 들어서 제2언어 습득 분야

에서 학습자들의 언어 산출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측면

은 제1언어 습득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를 발달 지

표인 평균 발화 길이 MLU(Mean Length of Utterance)를 사용하여 측

정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제2언어 연구자들은 이러한 발달 지표가 제2

언어 학습자들의 전체적인 제2언어 숙달도를 측정하기 위해 타당하고 신

뢰할 만한 측정 지표라 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교육학적 관점에서 수행

된 교실 기반 연구들로, 학습자들이 제2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고 유창하

게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추후 복잡성과 더불어 언어 사용을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의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1970년대까지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측

정할 만한 발달 지표가 없었고 오류 분석을 통해 형태나 통사적인 요소

들의 습득 순서(acquisition orders)를 밝힘으로써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

과정(developmental sequence)을 연구해 왔다(Dulay Burt, 1973, 1974a,

1974b; Bailey, Madden & Krashen, 1974; Krashen et al, 1977;

Schachter, 1974). 이 연구들에서는 학습자가 산출한 특정 형태나 문법적

인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여 학습자들의 정확한 산출을 습득이라



- 28 -

보았다. 한편, 그 당시에 모국어 아동의 언어 발달을 측정한 연구들의 경

우 평균 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MLU)를 발달 지표로 사

용하여 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측정하였다. 이에 제2언어 연구자들은 아

동의 제1언어 발달처럼 제2언어의 발달도 유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간

주하고, 아동의 언어 발달을 측정하는 발달 지표를 제2언어 발달을 측정

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Larsen-Freeman(1976)은 모국어 아

동의 발달 연구에서 사용된 발달 지표를 제2언어 습득 분야에 적용하여

성인 학습자의 언어 발달을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2

언어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을 객관적으로 측정할만한 발달 지표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Larsen-Freeman과 Strom(1977)는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제2언어 학습

자들의 언어 발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발달 지표를 찾고자 하는 목적

으로 Hunt(1965)가 모국어 언어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T-unit을 제2언어 발달 연구에서 적용하였고, T-unit이 제2언어 습득 분

야에서도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후속 연구인 Larsen

Freeman(1978)에서는 T-unit이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 단계를 분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T-unit을 학습자가 목표어를 완전히 습득함에 따

라 전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고 제2언어의 발달 연속체

에 따라 다양한 지점에서 수치 값을 제공할 수 있는 측정 척도

(yardstick)로 제안하였다. 그 이후부터 제2언어 발달 연구에서는 T-unit

을 측정 단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T-unit을 적용한 발달 지표는 무오

류 T-unit의 평균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목표어를 향해 가

는 과정에서 산출한 언어의 길이와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에 제2언어 교수에서 의미 중심의 의사소통 교수가 강

조되기 시작하면서 목표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화자를 또는 학

습자를 능숙한 언어 사용자로 보기 시작하였다. 학자들은 정확하고 완벽

하지 않더라도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곧 언어 능력으로

보고 유창성만으로 학습자의 언어 수행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

창성만으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면서 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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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확성과 유창성을 촉진시키는 교육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언어 수행과 평가 측면에서도 정확성과 유창성이 중요한 요소

로 간주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 교실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의사소

통 숙달도를 조사하기 위해 제2언어 사용에 대한 유창성(Fluency)과 정

확성(accuracy) 개념을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Brumfit(1984:52-57)

에서는 언어의 본질과 언어 습득에 대한 이해하고 보다 더 나은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유창성 지향 활동

(fluencyoriented activities)’과 언어 형태와 문법적으로 올바른 언어 구

조에 초점을 맞춘 ‘정확성 지향 활동(accuracyoriented activities)’을 소

개하여, 교실 환경에 제2언어 수행에 대한 유창성(fluency)과 정확성

(accuracy)의 기본적인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Housen과 Kuiken,

2009:1). 이는 교실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

는지 알고 싶은 당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남주연,

2015:38).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발전과 함께 과제 중심 교수법도 주목받기 시

작했다(Bui와 Skehan, 2018:2645). 이러한 배경에서 과제 중심 교수법이

등장하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형태적 주의집중을 모두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정확성과 유창성만으로 학습자 언어의

원숙함, 깊이, 다양성, 정교함과 세련됨을 설명할 수는 없다. 모어 화자와

같은 언어 능력에 도달하는 것은 정확성과 유창성 외에도 언어 체계성을

기반으로 하여 언어의 구조적 지식인 문법의 기능 및 의미를 알고 이해

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문장 내에서 의미 전달을 하는

어휘를 담화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줄 아는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주

우동, 2019:39). 따라서 Skehan(1996:16)에서는 과제 중심 교수법을 언급

하면서 학습자들의 언어 수행에 대하여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정확성과

유창성 개념과 함께 복잡성(Complex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Skehan(1998:108-109)에서는 언어 수행과 평가 측면에서 복잡

성이라는 개념을 더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언어 수행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요 숙달도 차원(principal proficiency dimensions)으로 복잡성, 정확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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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CAF: Complexity, Accuracy, Fluency)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배경

에서 복잡성, 정확성 및 유창성의 개념이 제2언어 습득 분야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어서 Larsen–Freeman(2006:592)은 언어는 복합적이고 서로 다른 영

역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제2언어 수행에 있어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이라는 3차원의 구인이 서로 지원적으로 발달된다

고 언급하였다. 이후 제2언어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 연구에서도 학습자

들의 언어를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기 위해 CAF를 발달 지표로 활용

하여 측정해 왔다. 발달 연구들은 주로 CAF 측정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

한 사전·사후 실험 결과를 통해 발달의 변화를 검토하거나 종적인 관점

에서 학습자의 발달 경로를 보여 주었다(Michael, 2017:2). CAF 발달 지

표를 사용한 발달 연구들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가 능숙해질수록 더 유창

하고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으며, 동시에 글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문

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 더 복잡한 문장을 산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학

습자들의 언어 발달을 3차원에서 측정하였다. 이는 언어 발달에서 이 3

가지 구인이 함께 발달된다는 것인데, 이는 더 능숙한 학습자가 덜 능숙

한 학습자보다 글이 더 유창하고 정확하며 복잡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

러 연구(Wolfe-Quintero et al.,1998; Norris와 Ortega, 2009; Housen,

Kuiken와 Vedder, 2012)에서도 이러한 CAF 발달 지표가 학습자의 목표

어 발달 수준이나 전반적인 숙달도를 결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유효하고

신뢰할 만한 발달 지표인 것을 입증하였다.

Wolfe-Quintero et al.(1998:3)에서는 CAF 발달 지표가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구어나

문어 사용에 대한 특정 교육적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지표임을 언급하였다. Norris와 Ortega(2009:557)에 따르면,

교육학 관점에서 제2언어의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을 측정하는 주된 이

유는 학습자들이 특정 과제나 교수에 의해 어떻게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지 혹은 발달의 속도나 발달 경로에 관해 덜 능숙한 제2언어 사용자의

교수 개입 전 초기 발달 단계와 교수 개입 후 발달 단계가 어떤지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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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교육의 궁극적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 세 가

지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언어 자료를 연구하는 것은 학습자의 언어를

정확성이라는 하나의 측면으로 보지 않고 유창성과 복잡성을 함께 고려

한 언어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원미진 외, 2019:27). 또한, 같은 수준의 학습자의 언어 사용이 특정 과

제나 특정 언어활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의 수준별 언어 수행의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에

서 CAF 측정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

연구자들은 CAF 측정을 통해 학습자가 생산한 언어를 측정하여 학습자

들의 언어 수행을 관찰하고 숙달도를 파악해 왔다(Norris와 Ortega,

2009:555).

1990년대 이후, 이 세 가지 개념은 제2언어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가끔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 수행을 측정함으로써 다른 요인의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종속 변수로서 함께 나타난다. 즉 CAF 측정은 연

령, 지시, 개인차, 학습 상황 또는 과제 설계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그간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들은 과제 복잡성과 같은

독립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CAF 측정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여 측정함

으로써 학습자들의 제2언어 수행을 측정해 왔다. 최근에는 인지 개념이

제2언어 연구에서 도입되면서 CAF 구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집중적

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CAF 측정 지표를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 수행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는 독립 또는 종속 변수로 활용해 왔

다.

이후 CAF는 제2언어 체계의 습득, 표현 및 처리에 근간이 되는 심리

언어학적 과정 및 메커니즘의 주요 부가현상(epiphenomena)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제 CAF는 이론적으로나 선행연구를 통해 제2언어 수행과

숙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지료로서의 위상을 차

지하게 되었다. 선행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복잡성, 정확성, 유

창성이 제2언어 수행을 뚜렷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역임이 확인되었

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제2언어 수행 및 숙달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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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이 세 가지 영역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3차원은 기본적으로 제2언어 체계의 주요 변화의 단계를 보

여주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 주장은 CAF가 제2언어의 새로운 요소를 내재화하는 것으로 제2언

어의 체계가 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세련될수록 더 발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CAF가 제2언어 지식의 수정(modification

of L2 knowledge)이라 보는 것으로, 이는 학습자가 일탈적이고 비목표어

적인 중간언어의 측면에서 그들의 제2언어 지식을 재구조화하고 수정함

으로써 보다 더 복잡할 뿐 아니라 더 정확한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언

어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장은 제2언어 지식의 강화

및 절차화인데 이는 유창성이 어휘화, 자동화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수행

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Housen 외, 2012:3).

이처럼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은 제2언어의

숙달도와 수행의 뚜렷한 구성요소로 나타나고, 제2언어의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학습자 유형 및 학습 조건에 따라 다르

게 발달될 수 있다(Housen 외, 2012:3)는 것이 밝혀졌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학습자가 산출한 전반적인 언어를 논의하기 위해 3차원의 구인

인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모두를 고려해야 하나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

가 무엇이냐에 따라 CAF 구인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유창성 구인의

경우 시간 변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어 자료에 적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어 자료에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의

두 구인만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 자료가 문

어 자료라는 점에서 CAF 구인 중 복잡성과 정확성에만 주목하고자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학습자들이 산출한 문

어 자료에서 복잡성과 정확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이상으로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이라는 3차원의 구인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3차원의 구인 중 본

연구의 연구 자료에 맞게 복잡성과 정확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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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잡성의 개념 및 측정

복잡성은 3차원의 CAF 구인 중 가장 복잡하고 모호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간주된다(Michael, 2017:4). 우선 복잡성 개념에 대해 살

펴보면, Skehan(1996:16)에서는 학습자가 과제 수행 시 생산하는 언어의

정교함을 복잡성으로 보았으며, Skehan과 Foster(1999:96-97)에서는 학

습자가 더 발달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통제

하여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구조를 사용하려는

모험시도 능력을 복잡성으로 보고 있다. 이후 Wolfe-Quintero et al.

(1998:4)에서는 학습자가 다양한 언어 구조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복

잡성이라 보았고, Skehan(2003:8)에서는 복잡성을 중간언어 체계의 언어

발달을 보여주는 기초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Ellis(2003:340)에서는 학습

자가 과제 수행에 있어 생산한 언어의 정교함과 다양한 정도를 복잡성이

라 보았다. 또한 Ellis와 Barkhuizen(2005:139)은 복잡성은 학습자가 정교

한 언어를 생성하는 정도와 다양한 구조를 사용하기 위한 학습자의 준비

성을 의미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복잡성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

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 복잡성이라는 용어는 과제 복잡성

과 제2언어 복잡성으로 나누어 사용되어 왔다. 이 중 제2언어 복잡성은

다시 인지적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과 언어적 복잡성(linguistic

complexity)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복잡성 모두 언어 자질

(항목, 패턴, 구조, 규칙)이나 음운, 형태, 통사, 어휘의 체계를 언급하지

만 인지 복잡성은 제2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반면, 언어적 복

잡성은 제2언어 체계와 제2언어 특징의 관점에서 정의되며, 인지적 복잡

성은 학습자가 제2언어를 습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과

관련되어 논의된다. 또한, 인지적 복잡성은 적성, 기억 용량, 학습 동기,

모국어와 같은 학습자 요인과 입력의 중요성 또는 고유의 언어 복잡성과

같은 보다 객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인 반면, 언어적 복잡성

은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의 크기, 정교함, 풍부함과 다양성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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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n과 Kuiken, 2009:463-464). 그러므로 인지적 복잡성은 언어 복잡

성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 개념을 Bulté와 Housen(2012:22-26)에서는 더욱 명확하

고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 이들은 복잡성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소들의

분류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Bulté와 Housen(2012)는 복잡성의 개념을 크게 상대적 복잡성(relative

complexity)과 절대적 복잡성(absolute complexity)으로 구분하였다. 상대적

복잡성은 언어 사용자와 관련된 것으로 언어 적성, 목표어 발달 수준, 모

국어, 기억 용량, 학습 동기와 같은 학습자의 개인차와 관련된 주관적인

요인(subjective determinants)과 언어 입력의 빈도, 인지적 특출성, 의사

소통적 부담과 같은 객관적인 요인(objective determinants)으로 구분된

다. 여기서 상대적 복잡성과 절대적 복잡성은 앞서 Housen과 Kuiken

(2009)에서 언급한 인지적 복잡성, 언어적 복잡성과 같은 개념이다. 반면,

언어의 특징이나 언어의 구성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절대적

복잡성은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것으로 학습자의 언어 수행을 측정하기

<그림 1> L2 복잡성 하위분류 체계(Bulté와 Housen,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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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용된 복잡성과 동일한 개념이다. Bulté와 Housen(2012)는 이러한

절대적 복잡성을 다시 명제적 복잡성(propositional complexity), 담화-상호작용적 복

잡성(discourse-interactional complexity), 언어적 복잡성(linguistic complexity)으로

세분화하였다.

명제적 복잡성은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하는 정보 혹은 아이디어 단위의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야기나

그림을 묘사할 때 55개의 아이디어 단위로 전달할 수 있는 학습자는 25

개의 아이디어 단위로 전달하는 학습자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담화-상호작용적 복잡성은 주로 학습자의 담화 분석에서 제안되어

왔으며, 이는 학습자가 대화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발화의 횟수와 발화

의 유형, 또한 대화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과 참여하는 역할 측면에서

복잡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절대적 복잡성 중 언어적 복잡성은 통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는 학습자의 전체적인 언어체계와 그것을 구성하

는 언어 항목이나, 구조 혹은 규칙들과 관계가 있다. 전자를 체계적 복잡

성(system complexity)이라고 하고 후자를 구조적 복잡성(structure

complexity)이라고 한다. 체계적 복잡성은 학습자 언어 체계의 범위

(repertoire)나 정교함(elaboration), 길이(size), 폭(breadth) 너비(width),

풍부함(richness)을 말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얼마나 다양한 언어적 구조

와 항목들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체

계적 복잡성은 제2언어의 음운 체계나 다양한 범위의 어휘, 문법을 얼마

나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그것을 얼마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은 폭(breadth)이나 범위(range)보다 깊이(depth)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다시 형태적 복잡성(formal complexity)과

기능적 복잡성(functional complexity)으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형태적 복

잡성은 목표어의 어떤 언어 형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개별 요소들의

개수 즉, 기본형에 결합되는 언어 요소들의 개수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현재 완료형이나 과거형을 표시하는 형태적 요소의 개수나 능동

형에서 피동형으로 파생될 때 필요한 형태적 요소의 개수가 형태적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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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해당된다. 기능적 복잡성은 언어 구조의 의미나 기능, 또는 언어적

특징의 의미/기능과 형태 간 사상(mapping)의 명료성이나 다양성의 정

도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복수 표지 ‘-s’와 같은 의미와 형태 간

의 일대일의 관계가 갖는 언어 구조가 3인칭 단수 현재의 문법 표지 ‘-s’

와 같은 형태와 의미/기능 간의 일대다의 관계를 갖는 언어 구조보다 기

능적으로 덜 복잡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복잡성을 언어의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적인

(interactional) 측면, 명제적인(propositional) 측면, 기능적인(functional)

측면, 문법적인(grammatical) 측면, 또한 어휘적인(lexical) 측면으로 구

분한 Ellis와 Barkhuizen(2005:152-154)의 분류 체계에서도 비슷하게 나

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류 체계를 통해 복잡성은 학습자의 언어 사

용과 관련된 것이며 인지적이고 다차원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쓰기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복잡성의 하위 구성 요소들 중 언어적 복잡성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이어서 Bulté와 Housen(2012)는 언어적 복잡성의 하위 차원을 어휘,

형태, 통사, 음운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의 하위 구성 요소로 활용과 파생

의 복잡성, 그리고 구, 절, 문장의 복잡성까지 살필 수 있음을 언급하였

다. 따라서 학습자 언어의 어휘 체계, 형태 체계, 통사 체계, 음운 체계를

앞서 살펴본 체계적 복잡성 측면에서 살필 수도 있고 구조적 복잡성 측

면에서 살필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형태적 복잡성 측면과 기능적 복

잡성 측면에서도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적 복잡성의 하위 차원을

보면 어휘, 형태, 통사, 음운이 모두 언어적 복잡성에 포함되어 있으나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 복잡성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언어적 복잡성의

하위 차원 중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 측면에서 언어적 복잡성을 다

루어왔다(Housen 외, 2019:11). Bulté와 Housen(2012:26)에서도 언어적

복잡성의 두 가지 주요 요소로서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을 언급한

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활용 및 파생에 의한 형태적 복잡성과

음운적 복잡성을 제외하고 통사와 어휘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복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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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상으로 복잡성의 개념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고 복잡성의 하위 구성

요소들로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그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는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에 주목하여 살피고자 한다.

2.1. 통사 복잡성의 개념과 측정

2.1.1. 통사 복잡성의 개념

통사 복잡성은 언어 산출물에 나타나는 문법적 다양성과 정교함을 의

미한다(Wolfe-Quintero et al., 1998:69). 제2언어 학습자들은 목표어를

학습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단순한 문장밖

에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학습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통사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시킴으로써 정교하고 세

련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이렇듯 학습자들은 재구조화 과

정을 통해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통사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Foster와 Skehan, 1996:303; Schmidt,

1992:369). 이와 같이 학습자가 문장을 확장시켜 나가거나 정교하게 조직

하는 것을 통사 복잡성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통사 복잡성은 학습자가

다양한 기본 구조와 정교한 구조를 모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사 복잡성이 미약하다는 것은 좁은 범위의 기

본 구조만 접근하거나 그러한 구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가 산출한

글에 얼마나 많은 생산 단위(절, 문장 또는 T-unit)가 존재하는지가 아

니라 생산 단위가 얼마나 다양하고 정교한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통사 복잡성의 정도는 학습자의 목표어에 대한 전반적인 발달에 필수적

인 부분으로 간주된다(Wolfe-Quint ero et al., 1998:69). 이어서 제2언어

학습자들의 언어 산출을 통사 복잡성 측면에서 다루어 온 여러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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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사 복잡성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Foster와 Skehan(1996:303)에

서는 점진적으로 더 정교한 언어와 더 다양한 문법 패턴을 통사 복잡성

으로 보았으며, Ortega(2003:492)에서는 언어 산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법 형태와 그러한 형태들의 세련된 정도를 통사 복잡성이라고 하였다.

Lu(2011:36)는 제2언어 쓰기에서 나타난 문법의 다양성과 정교함, 혹은

학습자가 생성한 통사 구조의 범위와 그러한 구조의 정교함의 정도를 통

사 복잡성이라고 하였다. 이후 Bulté와 Housen(2012:27)에서 통사 복잡

성을 문법적 복잡성(grammatical complexity)이라고 하여 이를 체계적

문법 복잡성(systemic grammatical complexity)과 문법 구조의 복잡성

(structural grammatical complexity)으로 구분하여 아래 <그림 2>와 같

이 세 단계를 거쳐 제시하였다.

Bulté와 Housen(2012)는 통사 복잡성을 이론 단계(theoretical level),

관찰 단계(observational level), 측정 단계(operational)로 구분하여 설명

<그림 2> 문법적 복잡성의 구성 단계(Bulté와 Housen,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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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먼저 이론 단계는 인지 체계로서 언어의 구성 요소들의 개수와

그 구성 요소들 간의 접속관계,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의 상관관계에 대

해 살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법 체계의 복잡성의 경우 문법적인 범위

나 크기, 그리고 문법의 다양성과 정교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문법 구

조의 복잡성과 같은 경우 문법 구조가 얼마나 많은 형태들이 결합되어

구성되고 있는지, 혹은 해당 문법 구조의 깊이(depth)와 관련된 것으로

언급하였다. 그 다음에 관찰 단계는 실제 학습자들이 사용한 언어를 앞

서 살펴본 이론 개념에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 문법 체계

의 복잡성의 경우 문법의 다양성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자가 산출한 문

장, 절, 구를 통해 관찰할 수 있으며, 문법 구조의 복잡성의 경우 문법의

정교함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의 활용이나 파생을

통해 문법의 구조적 복잡성을 관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 측정 단계는 해당 언어 샘플의 복잡성의 정도를 설계된 측정

방법과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법 체계의

복잡성의 경우 측정 단계에서 T-unit당 단어 수나 절당 단어 수로 길이

를 측정하거나 하위절의 비율, 혹은 절당 통사적 논항을 통해 측정하기

도 한다. 한편, 문법 구조의 복잡성의 측정은 구의 핵당 종속 요인 또는

동사당 동사 활용이나 동사의 유형 수, 단어당 파생접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법은 서로 다른 언어 샘플의 복잡

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어서

Bulté와 Housen(2012)은 통사 복잡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통사 복잡

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립하고, 복잡성이 학습자의 언어 수행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이러한 학습자 언어의 통사 복잡성을 포착하기 위

해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

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통사 복잡성의 개념부터 확립하는 것이 결국 통

사 복잡성의 측정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통사 복잡성의 개념을 정립하기에 앞서 무엇을 통사 복잡성

으로 볼 것인가부터 결정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Bulté와 Housen

(2012)에서 통사 복잡성의 이론 단계를 체계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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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체계적 측면에서 살

피고자 하였으므로 구조적 복잡성이 아닌 체계적 측면에서 통사 복잡성

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Bulté와 Housen(2012)에 따르면 이론 단계

에서는 언어 구성 요소들의 개수와 그 구성 요소들의 결합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통사 복잡성의 초점을 문범의 범위나 크기, 그리고 문법의 다양

성과 정교함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문법의 범위나 크

기는 결국 학습자가 얼마나 다양한 문장, 절, 구를 사용하고 있는가와 관

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사 복잡성을 학습자가 구, 절, 문장 단위

를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여 해당 단위의 범위나 크기를 확장할 수 있

는지 그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제2언어 연구에서 통사 복잡성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 왔고

어떠한 구성 요소들로 통사 복잡성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살펴본

후 통사 복잡성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다음 목에서는 통사 복잡성을 측

정하기 위해 어떠한 측정 방법과 측정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어떠한 측정 방법과 측정 단위를 사용해 왔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1.2. 통사 복잡성 측정

학습자 언어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특정(specific) 측정

방법과 일반(general) 측정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Foster와 Skehan,

1996; Skehan; 2003, Norris와 Ortega; 2009, Kuiken와 Vedder; 2012).

특정 측정은 수동형이나 조사, 관계절, 시제, 지시어, 접속부사, 단수와

복수, 형용사 사용 등과 같은 특정 언어 구성 요소나 문법 항목에 초점

을 두고 이에 대한 사용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Kuiken와 Vedder,

2012:145). 이는 학습자가 특정 문법 형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를 파악하는 것으로, Ellis(1987)에서 학습자의 과거 시제 사용을 중심으

로 규칙 과거 시제형(regular past tense form), 불규칙 과거 시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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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gular past tense form), 계사 be의 과거 시제형(copula past tense

form)의 사용을 측정하였으며, Crookes(1989)에서는 관사(articles)의 사

용과 3인칭 단수 형태소(third person–s)를 조사한 바가 있다(Foster와

Skehan, 1996:304). 그러나 자유 발화 과제를 사용하여 이러한 특정 구조

를 살펴보는 것은 학습자의 자유 응답으로 인해 유도하고자 하는 특정

언어 구조나 항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이러한 특정 측정 방법은 일

반 측정 방법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Vercellotti,

2012:15).

일반 측정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길이에 기반한 측정

방법이다. 이 측정 방법은 특정 단위의 평균 길이를 형태소나 단어, 혹은

어절의 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길이에 근거한 측정 방법은 아동 언

어 습득과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제1언어 쓰기 분석과 같은 제1언어

발달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이는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양

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길이 기반 측정은 제2언어 학

습자의 언어 발달 양상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보여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통사 복잡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Ortega, 2003; Norris와 Ortega,

2009; Lu, 2011; Kuiken와 Vedder, 2012, 등)에서도 활용되어 왔다. 그러

나 이 측정 방법은 통사 구조의 복잡성을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

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측정 방법들을

도입하였다. 그 중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은 대등

(coordination)과 내포(subordination)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측정 단위 안에서 사용된 절의 개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T-unit2)당 절의 개수나 전체 절당 내포절이나 종속절의 개수를 측정하

2) T-unit은 Hunt(1965:141)가 영어 모국어 화자의 통사적 성숙도(syntactic
maturity)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고안된 것으로 최소 종결 단위
(minimal terminable unit)의 약자이다. 이는 하나의 주절(독립절)과 그 주절에
붙어 있거나 그 안에 내포된 절로 이어진 단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There
was a woman next door, and she was a singer.’의 경우 두 개의 독립절이 합
쳐진 것으로 이 문장은 2개의 T-unit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There was a woman next door who was a singer.’ 의 경우 하나의 절이 포함
된 것으로 이를 하나의 T-uint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Bardovi-Harl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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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과 대등접속 지수(Coordination Index)의 측정이 여기에 해당된

다. 이외에도 단위당 특정 문법 항목의 사용을 측정되기도 한다(Norris와

Ortega, 2009:559).

따라서 통사 복잡성의 측정을 크게 길이에 따른 측정과 대등·내포 관

계에 따른 측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길이나 대등·내포 관계에

따른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 T-unit이나 절 혹은 문장은 문어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Wolfe-Quintero et al., 1998:69). T-unit은 단문과

복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다양한 수준의 제2언어 쓰기 숙

달도를 보다 세밀하게 변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Schneider & Connor,

1990:415)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데 가장 유용한 측정 단위로 사용되

어 왔지만 Ishikawa(1995)와 Bardovi-Harlig(1992)에서는 아직 많은 글

을 산출하지 못한 초급 수준의 학습자의 경우 T-unit보다 절이나 문장

이 더 유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T-unit의 측정은 숙달도가 높은 학습

자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할 때에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Ishikawa(1995)와 Wolfe-Quintero et al.(1998)은 절이 T-unit보다 작기

때문에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절의

측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에 따라 절의 측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의 측정은 T-unit 측정

과 같이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Ishikawa(1995)에서 문장을 측정 단위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문장 수준의 복잡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한

문장 내에 대등절이나 내포절과 같은 절들을 어떻게 결합하여 문장을 만

들어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언어 학습자 언어 발달을

잘 보여 준다.

Wolfe-Quintero et al.(1998:73)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들은 초기 단계

에서는 주로 조각문 같은 것을 생성하다가 나중에 대등에서 내포 즉, 종

1992:390). 제1언어의 통사적 성숙도나 언어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T-unit를 제2언어 쓰기 연구나 발달 연구에서도 측정 단위로 널리 사용되어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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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생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절을 생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Bardovi-Harlig(1992:394)에서는 학습자들이 고급으로 올라왔을 때는 복

잡한 문장 대신 오히려 축소된 형태를 더 많이 생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들

보다 대등에 더 의존하여 문장을 결합하는 경향이 있으나 숙달도가 증가

할수록 학습자들이 점점 대등을 덜 사용하고 보다 더 길고 복잡한 절과

문장을 사용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Norris와 Ortega(2009:563-564)에서는 대등접속 지수(Coordination index)

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할 때 더 효과적이고 중

급이나 고급 수준의 학습자의 경우 내포절 측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

하였다. 이렇듯 연구자들에게 내포적 구조가 통사 복잡성 측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내포의 통사적 연결 구조가 다른 유형에

비하면 인지적으로 처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Bygate, 1999; Bulté와

Housen, 2012).

Bulté와 Housen(2012:35)에서는 통사 복잡성 측정은 통사 구조의 범위,

단위의 길이, 특정 통사 구조의 구조적 복잡성의 정도, 대등과 내포의 양

과 유형을 수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양한 하

위 범위의 확장을 포착하기 위해 어떠한 측정 지표를 선정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Norris와 Ortega(2009)와 Bulté와 Housen(2012)에서는 측정

지표를 선정할 때 구, 절, 문장 단위의 범위 확장과 확장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빈도 측정의 경우 신뢰도가 낮아 이를 측정 지표로 사용하지 않고, 통사

복잡성의 발달 단계 측면에서 정교함을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비율

측정을 측정 지표로 사용한다(Wolfe-Quintero et al., 1998:9-69).

이와 같이 학습자 언어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특정 측정 방

법과 일반 측정 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

의 통사 복잡성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일반

측정 방법으로 학습자 언어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통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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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성 측정 방법과 측정 단위를 살펴본 후 다음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어떠한 측정 지표를 사용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1.3.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다음으로 통사 복잡성 연구에서 어떤 측정 지표들을 사용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Wolfe-Quintero et al.(1998), Norris와 Ortega(2009),

Bulté와 Housen(2012)에서 제시된 측정 지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들은 기존 복잡성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지표들을 정리하여 각 지표

가 가지는 장단점과 신뢰도, 타당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Wolfe-

Quintero et al.(1998)은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을 가장 잘 규명할 수 있

는 지표들을 밝히고자 기존의 제2언어 발달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유창

성, 정확성, 복잡성 지표 100개 이상을 정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중

복잡성 관련 측정 지표들을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은 어떤 언어 발달 지표가 가장 적합한 지표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연구의 발달 측정 지표와 다양한 유형의 언어 숙달도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메타분석을 하고, 발달 수준을 잘 규명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통사 복잡성 발달 지표로는 T-unit당 절 수와 절당 종속절 수가

나타났으며, 이 측정 지표들은 프로그램 또는 학급과도 일관되게 선형적

이고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T-unit당 절 수 clauses per T-unit (C/T)
문장당 절 수 clauses per sentence (C/S)
무오류 T-unit당 절 수 clause per error-free T-unit (C/EFT)
절당 종속절 수 dependent clause per clause (DC/C)
T-unit당 종속절 수 dependent clause per T-unit (DC/T)
T-unit당 부사절 수 adverbial clauses per T-unit (AdvC/T)

<표 1> 영어권에서 사용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Wolfe-Quintero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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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Norris와 Ortega(2009:558-559)에서는 언어 관련 영역

(language-related fields)에서 활용되어 온 모든 통사 복잡성의 측정 방

법을 검토하여 이를 길이, 내포, 대등, 학습자가 사용하는 문법 형태의

다양성과 정교함 그리고 습득 시기, 특정 형태의 사용 빈도로 분류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통사 복잡성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길이’에 초점을 둔 복잡성은 T-unit이나

C-unit과 같은 특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라 어휘나 형태소의

수를 계산하는 측정 방법이며, ‘내포’의 경우 특정 단위당 절의 수를 계

산하는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길이’와 ‘내포’로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계산하기 쉽고 이를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도 오랫동안

널리 사용해 왔다. 그리고 ‘대등’의 경우 대등접속 지수(Coordination

Index; CI)를 통해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데 이 측정 방법은 아직 활발

하게 활용되지 않지만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산출물에서 ‘내포’를 측

정하는 대안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문법 형태의 다양성

과 정교함’을 측정하기 위해 정교화 지수나 산출 통사 지수가 사용되는

데 이 방법은 다른 분야에서만 사용되지만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는 많

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형태의 사용 빈도’에 초점을 둔 통사

복잡성은 해당 형태의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정 측면 측정 지표 해당 연구
길이 평균 발화 길이 Mean length of Brown(1973)

<표 2> 영어권에서 사용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Norris와 Ortega: 2009)

T-unit당 복합T-unit complex T-unit per T-unit (CT/T)
문장당 T-unit T-unit per sentence (T/S)
T-unit당 대등절 수 coordinate clauses per T-unit (CC/T)
T-unit당 대등적 구 수 coordinate phrases per T-unit (CP/T)
T-unit당 종속적 부정사 dependent infinitives per T-unit (DI/T)
T-unit당 복합명사구 complex nominals per T-unit (CN/T)
T-unit당 수동태 passives per T-unit (P/T)
절당 수동태 passives per clause (P/C)
문장당 수동태 passives per sentence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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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orris와 Ortega(2009)는 통사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 지표를 제안한 다음에 총 16편의 과제 기반 언어 학습 연구에서 사

용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 중 단 6

편의 연구만이 2개 이상의 복잡성 측정 지표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연구

들은 ‘구 단위의 복잡성’이나 ‘전반적인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데 관심

을 갖지 않고 내포에 의한 복잡성 측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복된 지표들을 불필요하게 사용하여

utterance

평균 T단위 길이
Mean length of
T-unit

Hunt(1965)

평균 C단위 길이 Mean length of c-unit Loban(1976)

평균 절 길이 Mean length of clause Scott(1988)

내포

T단위당 절 수
Mean number of
clauses per T-unit

Elder and Iwashita

(2005)

C단위당 절 수
Mean number of
clauses per c-unit

Skehan and Foster

(2005)

AS단위당 절 수
Mean number of

clauses per AS-unit

Michel et al.(2007)
절당 종속절

(혹은 내포절) 수

Mean number of
dependent or

subordinate clauses
per total clauses

대등 대등접속 지수 Coordination Index Bardovi-Harlig(1992)

문법 형태의
다양성과
정교함, 습득
시기

정교화 지수 Elaboration Index Loban(1976)

산출 통사 지수
Index of Productive

Syntax
Scarborough(1990)

특정 형태의
사용 빈도

특정 동사 형태의
수

Raw tallies of certain
verbal morphology Yuan and Ellis

(2003);

Robinson(2007)

특정 동사 종류의
수

Raw tallies of certain
classes of verbs

특정 통사 구조의
수

Raw tallies of certain
syntactic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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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있는 것도 함께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통사

복잡성의 측정 측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Bulté와 Housen(2012:29-34)은 1995-2008년 사이에 이루어

진 과제 기반 언어 학습에 대한 40편의 실증적 연구를 검토하여 복잡성

이 어떻게 측정되었고, 어떤 유형 또는 구성 요소가 측정되었는지를 확

인하였다. 이들은 다음 <표 3>과 같이 기존 연구들에 사용된 통사 복잡

성 측정 지표를 전체 길이, 문장, 문장 이하, 기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전체 길이’에 대한 복잡성 측정 지표에는 평균 T-unit 길이, 평균

C-unit 길이, 평균 말차례 길이 등을, ‘문장’ 측면의 복잡성은 T-unit당

절 수, 절 당 종속절 수, 종속절 당 내포절 수 등을, ‘문장 이하’ 측면의

복잡성은 평균 절 길이와 절 당 S-node 수 등을, 통사적 정교함을 측정

한 ‘기타’에는 수동태의 빈도, 의문사구의 빈도, 조건법의 빈도 등을 사용

하여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분석에서도 Norris와 Ortega

(2009)가 제기한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문법 체계의

특정 요소와 학습자의 언어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보

다 T-unit 당 평균 단어, T-unit/ C-unit/ AS-unit당 평균 절 수 등과

같이 포괄적인 측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연구마

다 평균 2.7개에 불과한 몇 가지의 측정 지표만을 사용하여 제2언어의

복잡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들은 언어적 복잡성의 하위 구인

들을 측정하기 위해 유사한 지표들을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측정 측면 측정 지표

전체 길이

평균 T-unit 길이 Mean length of T-unit
평균 C-unit 길이 Mean length of C-unit
평균 말차례 길이 Mean length of turn
평균 AS-unit 길이 Mean length of AS-unit
평균 발화 길이 Mean length of utterance
T-unit당 S-node 수 S-nodes / T-unit
AS-unit당 S-node 수 S-notes / AS-unit

<표 3> 영어권에서 사용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Bulté와 Hous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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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영어 교육 분야에서 사용해 온 다양한 통사 복잡성 측정 지

표들을 살펴보았다.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단위로 문장, 절, 이 밖에도 T-unit, C-unit, AS-unit 등과 같은 다양한

측정 단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길이에 따른 통사 복잡성 측정 방

법, 통사적 다양성과 깊이를 모두 고찰할 수 있는 통사 복잡성 측정 방

법, 학습자의 문장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등과 내포에 따른 통사

복잡성 측정 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통사

복잡성 관련 연구들은 특정 문법 항목이나 언어 구조를 측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한국어 교육의 통사 복잡성 관련 연구에서 통사 복잡성을 측정

하기 위해 무엇을 측정 단위로 설정하고 어떤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학

습자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

까지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의 문어 통사 복잡성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측정 지표들을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문장

AS-unit당 절 수 Clauses / AS-unit
C-unit당 절 수 Clauses / C-unit
T-unit당 절 수 Clauses / T-unit
절당 종속절 수 Dependent clauses / clause
내포절 수 Number of Subordinate clauses
절당 내포절 수 Subordinate clauses / clauses

종속절당 내포절 수 Subordinate clauses / dependent
clauses

T-unit당 내포절 수 Subordinate clauses / T-unit
T-unit당 관계절 수 Relative clauses / T-unit
T-unit당 동사구의 수 Verb phrases / T-unit

문장 이하
평균 절 길이 Mean length of clause
절당 S-node 수 S-nodes / clause

기타

수동태 빈도 Frequency of passive forms
부정사구 빈도 Frequency of infinitival phrases
결합구 빈도 Frequency of conjoined clauses
의문사구 빈도 Frequency of Wh-clauses
명령형 빈도 Frequency of imperatives
조동사 빈도 Frequency of auxiliaries
비교급 빈도 Frequency of comparatives
조건법 빈도 Frequency of condit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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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측면 측정 지표 연구

산출 길이

작문당 형태소 수 최예슬(2017)
작문당 음절 수 최예슬(2017)
작문당 단어 수 박지순·서세정(2009), 최예슬(2017)
작문당 어절 수 조청화(2020), 최예슬(2017)
작문당 절 수 박지순·서세정(2009), 최예슬(2017),
작문당 문장 수 박지순·서세정(2009), 최예슬(2017)
작문당 T-unit 수 최예슬(2017)

절당 단어 수

박지순·서세정(2009), 최예슬(2017),

주우동(2018),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이복자(2015)
절당 어절 수 최예슬(2017)
절당 형태소 수 최예슬(2017)
절당 음절 수 최예슬(2017)
T-unit당 단어 수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최예슬(2017)
T-unit당 어절 수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최예슬(2017)
T-unit당 형태소 수 최예슬(2017)
T-unit당 음절 수 최예슬(2017)

문장당 단어 수

박지순·서세정(2009), 주우동(2018),

최예슬(2017), 리순녀(2019), 음승민(2012),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이복자(2015)
문장당 어휘 수 주우동(2019)

문장당 어절 수

서세정(2009), 최예슬(2017),

김선정·김목아(2011), 음승민(2012),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주월랑(2018),

조청화(2020)

문장당 절 수
주우동(2018),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최예슬(2017)

문장당 형태소 수

서세정(2009),김현아(2016), 최수완(2020),

최예슬(2017), 음승민(2012), 주월랑(2018),

리순녀(2019)
문장당 음절 수 최예슬(2017)

문장 확장

복문의 비율
박지순·서세정(2009), 음승민(2012),

주우동(2018)

단문과 복문의 비율 최수완(2020), 조청화(2020)

단문과 복문의 빈도 이복자(2015)

절당 내포절 비율 박지순·서세정(2009)

<표 4>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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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당 종속절 비율 박지순·서세정(2009)
절당 종속절 수 서세정(2009)
절당 대등절 수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절당 내포절 수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T-unit당 절 수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T-unit당 대등절 수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T-unit당 내포절 수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문장당 T-unit 수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최예슬(2017)

문장당 절 수

서세정(2009), 박지순·서세정(2009),

음승민(2012), 김현아(2016), 최수완(2020),

최예슬(2017), 주월랑(2018), 리순녀(2019),

김선정·김목아(2011),

문장당 대등절 수

주우동(2018), 최수완(2020), 최예슬(2017),

리순녀(2019)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이복자(2015), 주월랑(2018), 조청화(2020)

문장당 내포절 수

박지순·서세정(2009), 이복자(2015),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최예슬(2017),

주우동(2018), 주월랑(2018), 리순녀(2019),

최수완(2020), 조청화(2020)

문장당 종속절 수
박지순·서세정(2009), 주우동(2018),

리순녀(2019)
문장당 연결어미 수 주우동(2019)

문장당 전성어미 수 주우동(2019)

문장당 인용조사 수 주우동(2019)
문장당 연결어미를 가진

접속절 비율
음승민(2012)

문장당 성분절 비율 음승민(2012)
문장당 유형별 내포 절의

수
김현아(2016), 이복자(2015), 최수완(2020)

각 유형별 절의 비율 리순녀(2019)

작문당 절 수 김선정·김목아(2011),

작문당 내포절 수 박지순·서세정(2009)

작문당 종속절 수 박지순·서세정(2009)

대등접속 지수
김현아(2016), 남주연·김양희·김영주(2016),

주월랑(2018)

통사 복잡성 전성 어미 및 연결 어미의
빈도 /비율 서세정(2009), 김선정·김목아(2011),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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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의 통사 복잡성 관련 연구

들은 영어 교육에서의 통사 복잡성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지

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길이뿐만 아니라 문장 확장과

함께 문장 확장을 이끄는 문법 항목의 사용까지 폭넓게 연구하고 있다.

산출 길이는 주로 작문, 절, T-unit, 문장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고 있

는데 우선 작문을 기준으로 한 측정을 보면 작문당 형태소 수, 음절 수,

단어 수, 어절 수, 절 수, 문장 수, T-unit 수를 계산하여 측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절을 기준으로 한 길이 측정을 보면 절당 단어

수, 어절 수, 형태소 수, 음절 수 등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T-unit를 기

준으로 한 길이 측정은 T-unit당 단어 수나 어절 수 혹은 형태소 수나

음절 수를 계산하며, 문장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 문장당 단어의 수,

어휘의 수, 어절의 수, 절의 수, 형태소 수, 음절 수를 계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확장의 측면을 보면 문장 확장의 양과 문장 확장의 유형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문장 확장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문장당 절의

수를 계산하거나 복문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도 있다. 이외에도 단문과

복문의 비율이나 빈도를 계산하여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문

장 확장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절이나 T-unit, 혹은 문장이나 작문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절을 기준

으로 문장 확장의 유형을 측정하는 것을 보면, 절당 내포절이나 종속절

의 비율을 계산하거나 절당 종속절이나 대등절 혹은 내포절의 수를 계산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T-unit을 기준으로 문장 확장의 유형

을 측정하는 것에서는 T-unit당 절의 수를 계산하거나 대등절과 내포절

의 수를 계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을 기준으로 한 측정을 보면 다

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문장 확장의 유형을 측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

(2016), 주월랑(2018), 리순녀(2019), 주우동

(2019), 최수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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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가 문장에서 얼마나 많은 T-unit이나 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는 대등절이나 내포절, 혹은 종속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구하는 방법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연결어미나 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라 문장당

연결어미나 전성어미, 또는 인용조사 등의 수를 계산하거나 비율을 구하

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유형별 내포절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 유형별 절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대등접속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작문

을 기준으로 문장 확장의 유형을 측정하는데 작문당 절의 수나 내포절이

나 종속절의 수를 계산하여 측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

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문법 항목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통사 복잡성과 관련된 문법 항목들의 사용 빈도나 비율을 측정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연구들에서 사용된 기본 측정 단위를 확인해 보면, T-unit

과 절 그리고 문장이 있는데 이 중 문장을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본 측정

단위로 설정하여 문장 수준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교육의 통사 복잡성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T-unit을 문어 분

석을 위해 기본 측정 단위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어의 경우 영어

와 달리 첨가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T-unit의 설정이 한국어에

서는 일치하지 않아 문장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

T-unit과 문장을 비교해서 분석한 남주연 외(2016)와 최예슬(2017)에서

도 문장을 기본 측정 단위로 한 측정이 T-unit보다 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어에서는 문장이 T-unit의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표 4>에서 제시된 모든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지

표들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총 48개의 측정 지표를 활용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들 중 어느 측정 지표가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한

지를 알아본 최예슬(2017)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1편당 최소 3개에

서 최대 15개의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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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유사한 지표들을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Norris와

Ortega(2009)와 Bulté와 Housen(2012)의 지적과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동일한 측면의 복잡성 측정을 위해 복수의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복잡성 측면이

잘 반영된 유용한 측정 지표를 잘 파악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일 측정만으로 전반적인 통사 복잡성의 양상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

에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성을 살필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하위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사 복잡성 측정은 학습자가 문장을 어떻게 확

장하고 얼마나 다양한 복문을 생성해 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문을 어떻게 분류하여 측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위의 <표 4>에서 보았듯이 문장 확장에 의한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데 연구자마다 복문의 분류를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복자, 2015; 남주연 외, 2016; 최예슬, 2017; 주월랑, 2018; 최수

완, 2020; 조청화, 2020에서는 공통적으로 복문을 대등절과 내포절로 구

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음승민, 2012; 주우동, 2018; 2019; 리순녀, 2019에

서는 절을 대등절, 종속절, 내포절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박지순·서세

정(2009)에서는 내포절과 종속절만을 측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절에 대한 설정이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며, 이에 대한 판단이 매우 까

다롭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확장에 의한 복잡성을 측정하는

데 절의 유형을 설정하는 것 대신 문법 형태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연구

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장 확장에 대한 측정 지표의 기준이

상이한 만큼, 이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

지 통사 복잡성을 살핀 연구들은 측정 지표를 설정하는 데 제각기 다른

기준을 선정하여 측정하고 있으므로 연구 간의 비교도 어려워지게 된다.

그동안 통사 복잡성 관련 연구들은 한국어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을 알

아내기 위해 다양한 측정 지표를 사용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어떤 측정

지표가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

나 기존 연구들 중 최예슬(2017)에서 유일하게 어떤 측정 지표가 한국어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기에 가장 타당한지를 찾기 위해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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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

용해 왔던 측정 지표들을 종합하여 해당 지표들의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몇몇의 지표만 학습자의 숙달도를

변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측정 지표는 숙달도를 명확

하게 변별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주우동(2018)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를 판별할 수 있는 유효한 지표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총 8개의 측정 지표를 선정하여 검증해 본 결과 해당 측정 지표가 학습

자의 숙달도를 변별하는 데 유효한 지표임이 입증되었다.

최수완(2020:5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와 관련

하여 가장 적합한 측정 지표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어떤 측정 지표가 학습자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연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측정

지표를 적용하더라도 대상 학습자의 요인이나 한국어 학습 기간, 해당

작문의 장르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측정 지표든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측정 지표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사 복잡성의

측정 목적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측정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통사 복잡성의 측면이

잘 반영된 측정 지표를 잘 파악하여 선정하고자 한다. 이때 단일 측정만

으로는 전반적인 통사 복잡성의 양상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통사 복잡성을 살피도록 한다.

2.2. 어휘 복잡성의 개념과 측정

2.2.1. 어휘 복잡성의 개념

어휘 복잡성은 학습자가 기초적인 단어와 정교하고 다양한 단어에 접

근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단지 좁은 범위의

기초 어휘만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휘 복잡성의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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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Wolfe-Quintero et al.1998: 101). 그러므로 어휘 복잡성은 글에

서 얼마나 많은 어휘들이 존재하는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휘 또는

어휘의 유형이 얼마나 다양하거나 정교한지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어휘 복잡성은 학습자가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교한 어휘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Bulté, Housen, Pierrard & Van Daele(2008:279-280)에서는 어휘 복잡성

은 학습자가 어떤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나 문법적인 측면 또는 실

용적 측면과 같은 다양한 특성들을 이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능

력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어휘 복잡성은 학습자의 어휘

지식의 깊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어떤 학습자들은 간단한 문법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단어를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Hyltenstam(1988:71)는 학습자가 다양한 어휘를 이해하고 이

를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하

므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휘 풍요도(Vocabulary richness)를 복잡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였다. 어휘 풍

요도는 학습자 산출물에서 나타난 어휘의 질에 관한 것으로 어휘 복잡성

측정을 위하여 어휘 풍요도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어휘

풍요도는 어휘의 다양도(Lexical diversity)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Daller et al.2003; Malvern et al, 2004 등). Read(2000:200-201)에서는

어휘 풍요도를 어휘 다양도(Lexical diversity), 어휘 밀도(lexical

density), 어휘 정교도(lexical sophistication), 오류 수(number of errors)

와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학습자들의

어휘를 설명하기 위해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의 측정에만

집중해 왔다. 따라서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와 어휘 정교도에 대해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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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어휘 다양도(Lexical diversity)

어휘 다양도란 학습자가 말이나 글에서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

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산출한 말이나 글의 어휘가 다양할수록

어휘 다양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휘 사용이 다양하다는 것은

이미 사용된 어휘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를 다양하게 사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Johansson, 2008:61-62). 또한 어휘 지식이 많은

능숙한 학습자들의 경우 유의어나 상의어 그리고 다른 종류의 다양한 단

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단어의 반복 사용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Read, 2000:200). 이처럼 학습자가 한정된 어휘를 반복

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어휘 지

식의 발달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휘 다양도는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어휘 다양도에 대하여 Malvern et al.

(2004:87)에서는 어휘 다양도는 학습자의 능동 어휘력(active vocabulary)과 그

어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였다. 또한 Bulté

et al.(2008:279)에서는 어휘 다양도는 관찰 가능한 학습자의 어휘 지식의

크기와도 관련된 것이며, 이는 학습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단어 형태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학습자의 어휘 숙달도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2.2.1.2. 어휘 밀도(lexical density)

어휘 밀도란 학습자가 산출한 전체 텍스트에서 내용어(Lexical or

content words)의 사용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Johansson, 2008:65). 이는

기능어(functional words)와 내용어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가 얼마나 많

은 내용어를 사용하는지를 보여 준다(Malvern & Richards, 2013). 실질

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을 ‘내용어’라고 하고 실적적인 의미보다 기능적

혹은 문법적인 의미가 더 중심이 되는 말을 ‘기능어’라고 한다. Ryoo

(2018:64)에서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보다 내용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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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어휘 중 내용어의 비율이 높으

면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McCarthy, 1990:71). 즉 내

용어를 사용하는 비율로 어휘 밀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이 내용어의 비율을 통해 학습자가 얼마나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Ure(1971:445)에서는 기능어가 아닌 내용어의 비율을 어휘

밀도로 보고 있는데, 특히 어휘 밀도는 발화보다 문어에서 보다 집중적

으로 정보와 생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어와 구어를 구별해 주

는 하나의 척도로도 간주된다.

2.2.1.3. 어휘 정교도(lexical sophistication)

어휘 정교도란 학습자가 사용한 어휘들 중에서 고급 어휘의 비율을 말

하는 것이다(Laufer와 Nation, 1995:309). Read(2000:203)에서는 어휘 정

교도는 학습자의 언어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흔하지 않거나 고급 어휘의

비율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고급(advanced)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Laufer

와 Nation(1995:309)는 각 연구자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Hyltenstam, 1988; Laufer와 Nation, 1995; Read, 2000;

Vermeer, 2004)에서는 ‘저빈도 어휘’라는 용언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저빈

도 어휘는 고급 또는 어려운 어휘를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이는 학습자

가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빈도의 어휘보다 저빈도의 전문적

인 어휘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저빈도 어휘에

는 흔하지 않은 단어나 전문용어와 특수용어의 사용이 포함된다. 학습자

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고빈도 어휘보다 정확하

고 정교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가 더

높다고 보는 것이다. Bulté et al.(2008:279)에서는 어휘 정교도는 제2언

어 학습자가 의미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어휘를 상황에 맞게 사

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어휘적 숙달도를 보여 준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산출한 어휘는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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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정교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어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Skehan,

2003; Bulté et al., 2008). 한편, Butlé와 Housen(2012:28)에서는 이 세 가

지 측면 외에 어휘 ‘구성도(compositionality)’라는 어휘의 형식과 의미

구성 요소의 수를 더하여 어휘 복잡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

음을 언급하였으며, 아래 <그림 3>과 같이 어휘 복잡성의 구성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였다.

Butlé와 Housen(2012)는 통사 복잡성과 마찬가지로 어휘 복잡성을 어

휘 체계의 복잡성과 어휘 구조의 복잡성으로 구분하여 이를 이론 단계,

관찰 단계, 측정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어휘 체계의 복잡성

에 대한 이론은 어휘의 크기, 범위, 너비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학습자가 사용한 어휘가 얼마나 다양하고 정교하며 밀도가 높은지

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관찰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산출한 어휘를 ‘밀도’

와 ‘다양도’ 그리고 정교도를 통해 복잡성을 관찰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

다. 다음으로 측정 단계에서는 ‘내용 어휘’와 ‘기능 어휘’ 또한 TTR

(Type-Token Ratio)이나 어휘 유형의 수로 분석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반면 어휘 구조의 복잡성의 경우 이론 단계에서는 깊이 및 어휘 결합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학습자가 어휘를 어떻게 결합하여 구

성하고 그 사용한 어휘가 얼마나 정교한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에

<그림 3> 어휘 복잡성의 구성 단계(Bulté와 Housen,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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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찰 단계에서는 ‘구성도’와 ‘정교도’를 통해 관찰할 수 있음을 언급

하였다. 그 다음의 측정 단계에서는 구성도의 경우 단어당 형태소, 단어

당 음절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며, 정교도의 경우 단어당 형태소, 단어당

음절을 통해 분석할 수도 있고 빈도에 초점을 둔 고급 TTR 버전으로

분석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어휘 복잡성의 구성 단계를 살

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통사 복잡성과 마찬가지로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무엇을 어휘 복잡성으로 볼 것인가라는 어휘 복잡성의 개념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Butlé와 Housen(2012)에서는 어휘 복잡

성을 어휘 체계의 복잡성과 어휘 구조의 복잡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체계적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Butlé와 Housen(2012)에 따르면 이론 단계에서 어휘 복잡성의

초점은 학습자가 사용한 어휘의 범위나 크기, 그리고 그 어휘의 정교함

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휘의 범위나 크기는 결국 밀도, 다양

도, 정교도와 관련된 것이며, 밀도는 내용어의 사용을 보는 것이고, 다양

도는 학습자가 사용한 어휘가 다양한지 보는 것이고, 정교도는 저빈도

어휘 즉, 고급 어휘의 사용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가 의미 전달을 위해 다양한 어휘나 저빈도 어휘 혹은 고급 어휘를 사용

하고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휘 복잡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어휘 복잡성의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어 왔고 어떠한 구성 요

소들로 어휘 복잡성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살펴본 후 어휘 복잡

성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다음 목에서는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떠한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어떠한 측정

지표를 사용해 왔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2. 어휘 복잡성 측정

어휘 복잡성의 측정을 양적인 측정 방법과 질적인 측정 방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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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볼 수 있는데, 어휘 다양도 측정 방법은 학습자가 사용한 다양한

어휘를 수치화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양적인 측정 방법이고, 반면 어휘

밀도와 어휘 정교도를 수치화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측정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된 어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질적인 측정

방법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휘 복잡성을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

휘 정교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서 어휘 복잡성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 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

다.

2.2.2.1. 어휘 다양도 측정

1) 유형-구현 비율(TTR)

어휘 다양도는 학습자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

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진

것은 TTR(Type-Token ratio)지표로 어휘 다양도를 구하는 것이다.

TTR은 텍스트 내 서로 다른 어휘 유형 수를 어휘 구현 수로 나눈 비율

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형(type)은 개별 어휘들(individual word)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트 자료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어휘의 수(number of different words)로 계산한다. 반면 구현(token)은

모든 어휘(all words)를 말하는 것으로, 텍스트 내에 있는 총 어휘의 수

(total number of words)로 계산된다. 다시 말하면, 어휘 유형은 학습자

가 사용한 서로 다른 어휘 종류의 수를 말하며, 어휘 구현은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트 내의 총 어휘 수를 말한다. 그리고 텍스트 안에서 동일한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면, 이를 하나의 어휘 구현으로 본다

(Malvern et al, 2004:19).

TTR =
텍스트 내 서로 다른 어휘 유형 수(type)

× 100
텍스트 내 총 어휘 구현 수(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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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TR 분석 방법은 모국어 아동의 어휘 다양성을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이후에는 제1언어뿐만 아니라 제2

언어 학습자의 어휘 다양성 연구에도 널리 적용되어 왔다. TTR의 수치

가 높다는 것은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어휘가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TTR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습자가

다양한 어휘를 구사한다는 뜻이다. 반면, TTR의 수치가 낮다는 것은 학

습자가 적은 수의 어휘에만 의지하여 제한된 단어만을 반복해서 사용하

고 있거나 산출할 수 있는 어휘의 수가 빈약하다는 뜻이다(Read, 2000:

203). 그러나 TTR은 어휘 구현의 수(token)가 많아질수록 그 수치가 낮

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많은 수의 어휘 구현이 나타난 텍스트의 TTR 수

치가 오히려 적은 수의 어휘 구현이 나타난 텍스트의 TTR 수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Malvern과 Richards, 2002:87). 이는 텍스의 길

이가 길어질수록 어휘를 반복해서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어휘의 다

양도도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TTR은 텍스트의 길이에 영

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TTR의 대

안 측정으로 텍스트 크기(길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계속 시도해 왔다.

2) 평균 분할 TTR(MSTTR)

MSTTR(Mean Segmental Type-Token Ratio)은 TTR 지표의 한계점

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이다. MSTTR은 Johnson(1944)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이 지표를 제1언어 또는 제2언어의 구어나 문어 그리고

역사 문서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 조사에서 어휘의 다양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Malvern과 Richard, 2002:88). Johnson(1944:2)에 의하면

MSTTR은 서로 다른 크기의 샘플들의 TTR을 동일한 크기로 나누고

각 문단에 대한 TTR을 계산한 다음에 각 샘플에 대한 TTR의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비교할 수 있게 만든 방법이다. 즉,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

트를 부분으로 쪼개어 각 부분의 TTR 비율을 구한 다음에 평균값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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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MSTTR는 예를 들어 텍스트를 30개의 어휘, 50개의 어휘,

혹은 100개의 어휘 등으로 분할하여 각 텍스트의 어휘 다양도를 도출하

고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다. Richards와 Malvern(1997:35)에서는 이를

표준 어휘 구현 수가 포함되는 텍스트를 잇따라 분할한 평균 TTR 이라

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MSTTR은 샘플 길이나 크기의 다양성이라는 문

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정한 개수의 문단에서 얻어낸 표준 어휘 수로

측정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낭비도 적다는 이점을 가진다(Malvern과

Richard, 2002:88). 그리고 이 지표가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MSTTR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Malvern et

al(2004:97)은 MSTTR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서로

다른 크기의 표준 문단으로 계산한 MSTTR 비율은 서로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큰 문단에서 도출된 값이 낮은 문단에서 도출된 값에 비해

여전히 더 낮은 TTR 비율을 제공할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매우

짧은 문단은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분할한 문단의

길이가 짧을수록 이를 넘어서 산출한 해당 문단의 어휘 반복의 경우 측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학습자들이 산출한 자료가 보통 표준

크기의 문단으로 정확하게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언어 자료가 손

실이 될 수밖에 없고 신뢰도도 약화될 수 있다. 넷째, 개별 말이나 글에

나타난 어휘 유형의 수와 어휘 구현의 수 간에 관계가 역동적이기 때문

에 MSTTR 값은 결국에 샘플의 구현 수의 증감에 따라 떨어지는 TTR

곡선의 하강을 나타내는 한 지점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MSTTR의 다

양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측정값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약

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G값 지표/ 제곱근 어휘 다양도(Guiraud Index/ root TTR)

TTR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은 Guiraud Index 이다. 또는 이는 제곱근 어휘 다양도(root TTR)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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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이는 Guiraud(1954, 1960)이 텍스트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

지 않도록 TTR의 변형 방법으로 제안한 측정 지표이다. G값 지표로 알

려진 ‘Guiraud Index 어휘 다양도 측정 지표’는 어휘 유형수를 어휘 구

현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제곱근 방식을 통해 더 긴 텍스트

가 더 높은 값을 나타내도록 한 것이다. 즉, 수학적 변형은 더 긴 텍스트

의 TTR값 감소를 보완하거나 큰 샘플들의 동일한 TTR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Daller와 Xue, 2007:151). G값 지표의 공식은 다음과 같

다.

G값 지표에 대한 많은 연구(Broeder, et.al, 1993; Van Hout와

Vermeer, 1988; Vermeer, 2000)에서 G값 측정이 다른 지표에 비해 어휘

풍부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후 G값 지표를 대규모 데이터에서 사용해도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들의 발화 자료를 분석한

Hess, Sefton와 Landry(1986:133)에서는 G값 지표와 TTR 모두가 신뢰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작은 언어 샘플에서는 G값 지표의 사용이 유

효하지 못한다는 반발이 다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Hess, Haung과

Landry(1989)에서도 TTR 값이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감소

할 때, G값 지표가 특정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에는 G값이 감소하는 TTR 곡선을 과도하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보

인다고 보고하였다.

네덜란드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4-7세 아동의 어휘 다양도를 조사한

Vermeer(2000)에서도 G값 지표와 TTR 지표 모두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G값 지표가 감소된 TTR 곡선을 과도하게 보상하거나,

상황마다 동일하게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G값 지표가 특

정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텍스트 길이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RTTR / G=
텍스트 내 서로 다른 어휘 유형 수(type)

√텍스트 내 총 어휘 구현 수(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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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또 다른 측정 방법으로 수정된 어휘 다양도(CTTR: corrected

TTR) 측정 방식이 상용되기도 한다. 이 방식은 Carroll(1964)이 제안한

방식으로 사용된 어휘 유형 수 즉,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트 내 서로 다

른 어휘 유형 수를 2배의 총 사용 어휘 수(총 어휘 구현 수)의 제곱근으

로 나누어 측정하는 방식이다. CTTR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4) D값(D-value)

D값은 위에서 언급했던 텍스트 길이에 영향을 받는 TTR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Richards와 Malvern(2000)가 개발한 지표이다. D는

TTR×token(어휘 구현)의 곡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매개변수 D를 기반

으로 하는 측정값이다. 그리고 D는 언어 샘플의 곡선이 얼마나 높은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언어 샘플이 더 다양해질수록 더 높은 곡선을 나타낸

다. 여기서 D는 TTR를 측정하는 공식에서 매개변수이기 때문에 곡선을

높이는 D값을 결정함으로써 어휘의 다양성을 측정한다(Malvern et al.,

2004:189). 따라서 D값이 클수록 어휘의 다양성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Johansson, 2008:64). 이 접근 방법은 TTR 값을 함수로 나타냄으로

써 해당 곡선의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어휘 다양도를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적은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TTR 곡선이 낮게 그려지며,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TTR

곡선이 높게 그려지게 된다. TTR 곡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습자의

어휘는 TTR 곡선이 낮은 학습자의 어휘보다 더 다양하다. 이러한 언어

샘플의 곡선을 통해 어휘의 다양도를 설명한다.

CTTR =
텍스트 내 서로 다른 어휘 유형 수(type)

√2 텍스트 내 총 어휘 구현 수(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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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4>는 TTR을 수학적 모형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N을

X축에 그리고 TTR을 Y축에 설정하면 언어 샘플은 N에 대한 TTR의

그래프로 표시된다. 이들은 모두 양극단 사이의 영역에 존재한다. 양극단

의 한쪽이 최대 다양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모든 어휘 구현이 다른 유형

으로 출현된 언어 샘플이라는 뜻이고 다른 한쪽의 경우 최소 다양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한 가지 유형만 반복적으로 출현된 언어 샘플이라는 뜻

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TTR=1과 TTR=1/N사이에 있는 학습

자의 어휘 다양도를 나타내는 곡선의 높이는 D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D

값이 높은 곡선은 어휘 다양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반면 D값이 낮은

곡선은 어휘 다양도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언어 샘플의 그래프

가 TTR=1 라인에 가까울수록 다양도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곡

선이 TTR=1/N에 가까울수록 어휘 다양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Malvern et al, 2004:48). 하나의 어휘를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어휘 유

형을 사용하면 다양도는 커지고, 동일한 어휘 유형을 반복 사용하면 다

양도는 작아지는 것이다.

모든 언어 샘플들은 1과 1/N의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게 되며, 어휘 구

현 수가 많아질수록 TTR 곡선은 하강한다. D값을 얻기 위한 측정 방법

에는 어근형D(root forms), 어간형 D(stem forms), 굴절형 D(inflected

forms)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어근형 D는 실질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

<그림 4> 어휘 다양도의 수학적 모형(Malvern et al, 2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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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근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어간형 D는 어미가 결합되지 않은

어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굴절형 D는 학습자가 산출한 각각 다

른 활용형을 그대로 측정하는 것이다(Malvern et al., 2004:81). 어근형 D

는 가장 적은 D값을 산출하게 되고, 굴절형 D는 가장 많은 유형이 나타

나기 때문에 가장 높은 D값을 산출하게 된다(남주연 외, 2017:10). D값

은 CLAN(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Program)을 활용하여 측정

할 수 있다. 이 언어 분석 프로그램은 아동 언어 연구를 위해 Mac

Whinney가 개발한 것인데 이를 통해 어휘 다양도를 나타내는 D값을 산

출한다.

2.2.2.2. 어휘 밀도 측정

어휘 밀도의 측정은 어휘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질적인 측정 방법으로

학습자가 산출한 전체 어휘 가운데 내용어의 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측

정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어를 정보를 전달하는 어휘로 보기 때문에 내용

어의 비율이 높은 텍스트가 그렇지 않은 텍스트보다 더 많은 정보가 포

함된 것으로 본다. 이는 어휘 사용을 통해 많은 정보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내용어의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어휘의 밀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다(Laufer와 Nation, 1995:309).

그만큼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많고 복잡하다는 의미

다. 이렇듯 어휘 밀도의 측정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내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

선 내용어와 기능어를 분류하는 일을 선행해야 한다. 여기서 내용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어휘 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용어 범주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텍스트의 내

용을 전달해 주는 어휘들이 포함되며, 기능어 범주에는 조사와 어미 같

은 문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Halliday(1985)의 연

구에서는 내용어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면서 어휘 밀도의 개념도 더욱 진

보하게 되었다(Johansson, 2008:66). Halliday는 어휘 밀도의 개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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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어와 기능어의 구분을 중요하게 다루어줘야 함을 지적하며 내용어는

한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turn

up’와 같은 단어를 Ure(1971)에서 ‘turn’과 ‘up’를 하나의 내용어와 하나

의 기능어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 Halliday(1985:63)에서는 이와 달리

‘turn’과 ‘up’를 쪼개어 보지 않고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하나의 단어, 즉 하나의 내용어로 보았다. 이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았

을 때 관계가 있는 어휘 유형의 경우 내용어로 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

이다.

또한 어휘 밀도는 텍스트의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휘 밀도는 내용어의 비율과 관련된 것으

로 내용어의 비율이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어휘 밀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휘 밀도는 문어보다 구어의 어휘 밀도가 낮은 경향

이 있다. Ure(1971)와 McCarthy(1990)에서는 보통 문어 텍스트는 평균

40% 이상의 어휘 밀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구어 텍스트의 경우 일반

적으로 평균 40% 보다 낮은 어휘 밀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는 발화보

다 문어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기능어는 내용어보다 짧기 때문에 이는

평균 단어 길이에도 영향을 미친다(Malvern et al., 2004:158). 이뿐만 아

니라 어휘 밀도가 높은 텍스트일수록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독자에게 처리 부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텍

스트의 수준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권민재, 2013:202).

앞서 설명하였듯이 어휘 밀도의 측정은 기능어에 대한 내용어의 비율

을 통해 계산하거나 총 어휘에 대한 내용어의 비율을 계산할 수도 있는

데 Ure(1971), Laufer와 Nation(1995), Read(2000)에서 제시된 어휘 밀도

의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총 내용어 수를 전체

어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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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어휘 정교도 측정

학습자가 산출한 어휘들의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어휘의 정교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휘 정교도

는 흔치 않거나 고급 수준인 어휘 사용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학

습자가 매우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어휘들만 산출한다면 이를 어휘 정교

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전문적이고 고급 수준의 어휘들을 산출한다면 이

는 어휘 정교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이처럼 학습자가 산출해 낸 전체

어휘 중 흔치 않거나 고난이도의 어휘 또는 고급 수준의 어휘들을 측정

함으로써 어휘의 정교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정교한 어휘를 어떤 개

념으로 보고 어떻게 측정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Laufer와 Nation

(1995:309)은 고급 수준의 어휘를 저빈도 어휘로 보고 어휘의 정교도를

측정하였다.

보통 학습자들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어휘들을 산출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에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고급 수준의 어휘들의 경우 산출 빈도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고급 수준의

어휘들을 빈도가 낮은 어휘, 즉 저빈도 어휘로 보는 것이다. 즉, 고빈도

어휘는 흔하게 쓰이는 어휘를 말하고 저빈도 어휘는 전문 영역에서 쓰이

는 어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빈도 어휘와 고

빈도 어휘를 어떻게 구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Kuiken과

Vedder(2012:146)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주 많이 사용하는 어휘를 고빈도

어휘로 보고 그 고빈도의 어휘 2000개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들을 정교한

어휘라고 하여 이러한 어휘들의 비율을 통해 어휘 정교도를 측정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산출한 전체 어휘 중에서 저빈도 어휘의

비율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어휘의 정교도를 나타낼 수

있다. Laufer와 Nation(1995)에서는 어휘 정교도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

어휘 밀도=
총 내용어 수 (Total number of Lexical words)

×100
총 어휘 수(Total number of words in th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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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측정 지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Read(2000:280)에서는 학습자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치

않거나 고급 수준의 어휘를 정교한 어휘로 보고 이에 대한 비율 측정을

통해 어휘 정교도를 측정한다고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초

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어휘와 같은 고급 수

준의 어휘들을 사용하여 복잡한 의사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여기서

고급 수준의 어휘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어휘의 등급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어휘 등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어휘의 정교

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휘 등급의 선정 기준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Arnaud(1984)와 Linnarud(1986)에서는 각자 나라의 중학교 영어 교육을

위한 공식적인 어휘 목록을 비교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학습자들의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해당 교육체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해당 어휘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반

면에 Laufer(1991)는 고급 수준에 있는 이스라엘 대학생들에게 대학 단

어 목록에 있는 단어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휘의 정교도를 측정하였다.

Read(2000)에서는 어휘 정교도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측정 지표를 제

시하였다.

이외에도 어휘의 정교도와 관련된 측정으로 ‘어휘적 개성’(lexical

individuality), 또는 ‘어휘 독창성’(lexical originality)의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어휘적 개성은 Linnarud(1986)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한 집단

에서 한 학습자만이 사용하는 고유한 어휘의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어

휘 독창성은 Laufer(1991)가 정의한 개념으로, 다른 학습자들이 사용하지

어휘

정교도=

고급 수준의 어휘 구현 수(Number of advanced tokens)
×100

총 어휘 구현 수(Total number of lexical tokens)

어휘

정교도=

텍스트 내 정교한 단어 수(the number of sophisticated word
families in the text)
텍스트 내 총 단어 수(the total number of word families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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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독특한 어휘를 단독적으로 사용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휘들

은 다른 텍스트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해당 텍스트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특정 수준의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휘

목록을 벗어나는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정교한 어휘

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이경, 2015:90). 이것은

분명히 비교 집단 내 학습자들 간의 능력 범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측정 방법보다 안정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하지만 비교적

동일한 학습자 집단에서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Read, 2000:204).

2.2.3.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어휘 복잡성 측정 지표

다음으로 어휘 복잡성 연구에서 어떤 측정 지표들을 사용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Wolfe-Quintero et al.(1998), Bulté & Housen(2012)에서

제시된 측정 지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까지 사용해 온 어휘

측정 지표들을 정리하여 제시된 Wolfe-Quintero et al.(1998:101-102)에

의하면 어휘 복잡성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비율 측정 방법을 통해 학습

자가 사출한 어휘의 복잡성을 다루어 왔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비율

측정 방법으로 잘 알려진 어휘 유형-구현(type-token ratio, TTR)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비율

측정 방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측정 방법으

로 TTR(type-token ratio)가 있는데 이에 대한 측정 지표로 총 어휘당

어휘 유형 수의 비율(WT/W)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두 번째 측정

방법은 TTR(type-type ratio)인데 이에 대한 측정 지표로 총 어휘 유형

당 정교한 어휘 유형 수의 비율(SWT/WT)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며,

세 번째 측정 방법인 TTR(token-token ratio)은 총 어휘당 내용어 수의

비율(LW/W)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 세 가지 비율 측정 방법 모

두가 어휘 다양도 및 어휘 밀도 그리고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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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Wolfe-Quintero et al.(1998)에서는 앞서 언급한 각 측정 지표

들을 정리하여 다음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우선 어휘 다양도에

대한 측정 지표를 보면, TTR(type-token ratio) 측정 유형인데 이 유형

에서 총 어휘당 어휘 유형 수(WT/W), 총 동사당 동사 유형 수(VT/V),

총 내용어당 내용어 유형 수(LWT/LW)와 같은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

다. 그 다음에 어휘 밀도에 대한 측정 지표에는 TTR(token-token ratio)

의 유형으로 여기에는 총 어휘당 내용의 수를 측정하는 지표 하나만 포

함된다. 그리고 어휘 정교도의 측정 지표의 경우 세 가지 측정 유형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TTR(type-token ratio)로

이 유형에 총 동사당 정교한 동사 유형 수(SVT/V)를 계산하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두 번째, 유형은 TTR(type-type ratio)로 이 유형에는

총 어휘 유형당 정교한 어휘 유형 수(SWT/WT)와 총 어휘당 기본 어휘

유형 수(BWT/WT)를 계산하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

인 TTR(token-token ratio)에서는 총 내용어당 정교한 내용어 수

(SLW/LW)와 총 내용어당 개별 내용어수(ILW/LW)를 계산하는 지표들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Wolfe-Quintero et al.(1998)는 이러한 지표들

중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측정 지표로 어휘 유형 수

측정 (WT/ )방법과 정교한 어휘 유형 수 측정(SWT/WT)방법을

제안하였다.

측정

측면
측정 지표

다양도 type/token

총 어휘당 어휘 유형 수
word types per words

(WT/W)

총 동사당 동사 유형 수
verb types per verbs

(VT/V)

총 내용어당 내용어 유형 수
lexical word types per

lexical words (LWT/LW)

밀도 token/token 총 어휘당 내용어 수
lexical words per words

(LW/W)

<표 5> 영어권에서 사용된 어휘 복잡성 측정 지표(Wolfe-Quintero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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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과제 기반 연구에서 사용해 온 어휘 복잡성의 측정 지표들을

정리한 Bulté & Housen(2012)에서는 아래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우선 어휘 다양도 측정 지표에 있어 어휘 유형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총 어휘당 어휘 유형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평균 TTR의 값을 구하는

방법, G지표를 활용하여 어휘 다양도를 구하는 방법, 어휘당 어휘 유형

의 제곱근으로 계산하는 방법, D 값을 통해 어휘 다양도를 구하는 방법

과 같은 여섯 가지 측정 방법이 있다. 또한 어휘 밀도 측정 지표의 경우

내용어와 기능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총 어휘당 내용어의 수를 계산

하는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어휘 정교도의 측정 지표를 보

면, 총 어휘당 저빈도 어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정교도

type/token 총 동사당 정교한 동사 유형 수
sophisticated verb types per

verbs (SVT/V)

type/type

총 어휘 유형당 정교한 어휘

유형 수

sophisticated word types per

word types (SWT/WT)

총 어휘당 기본 어휘 유형 수
basic word types per word

types (BWT/WT)

token/token
총 내용어당 정교한 내용어 수

sophisticated lexical words

per lexical words

(SLW/LW)

총 내용어당 개별 내용어 수
individual lexical words per

lexical words (ILW/LW)

측정 측면 측정 지표

다양도

어휘 유형의 수 Number of word types
총 어휘당 어휘 유형의 수

(TTR)
TTR

평균 분절 TTR Mean segmental TTR
G 지표 Guiraud Index
어휘당 어휘 유형의 제곱근 (Word types)2 / words
D 값 D

밀도
내용어 / 기능어 Lexical words / Function words

총 어휘당 내용어 수 Lexical words / Total words

<표 6> 영어권에서 사용된 어휘 복잡성 측정 지표(Bulté와 Hous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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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육의 어휘 복잡성 관련 연구에서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어떤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어

휘 복잡성을 측정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한

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어휘 복잡성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측정

지표들을 다음 <표 7>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7>에서 보듯이 한국어 교육의 어휘 복잡성 관련 연구들은 학습

자의 어휘 복잡성을 면밀히 측정하기 위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논의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휘 다양도와

정교도 총 어휘당 저빈도 어휘 수 Less frequent words / Total words

측정

측면
측정 지표 연구

다양도

TTR

배도용(2012), 김선정(2012), 배도용(2014),

이경(2014), 남주연(2015), 류한레이(2016),

안의정(2017), 원미진 외(2017), 주월랑

(2018), 주우동(2019), 리순녀(2019), 강정희

(2020)
MSTTR 이경(2014)
G값 지표 주우동(2019)
L값 주우동(2019)

D값
남주연·김영주(2014), 남주연(2015), 류한레

이(2016), 남주연 외(2017), 주월랑(2018)
CTTR 이복자(2015)

밀도
내용어 수 / 전체 어

휘 수

배도용(2012; 2014), 이경(2014), 남주연

(2015), 류한레이(2016), 안의정(2017) 원미

진 외(2017), 주월랑(2018), 주우동(2019),

리순녀(2019), 강정희(2020)

정교도
연구자에 따라 상이

함

이경(2014), 남주연(2015), 이복자(2015), 류

한레이(2016) 원미진 외(2017), 주월랑

(2018), 주우동(2019), 강정희(2020)

<표 7>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된 어휘 복잡성 측정 지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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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밀도는 측정 지표가 거의 일치되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어휘 정교

도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어휘 다양도의 측정을 보면, 어휘 유형수를 어

휘 구현수로 나누어 어휘의 다양도를 구하는 TTR 측정 방법과 평균

TTR의 값 즉 MSTTR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G값이나 D값, 또는 L값

을 통해 어휘 다양도를 구하는 방법과 어휘 유형수를 2배의 누적 어휘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어휘 다양도를 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왔다.

특히 이 측정 방법 중 TTR 측정 방법이 다른 측정 지표에 비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TR 값은 텍스트 길이에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어휘

다양도를 구하는 방법보다 선호되는데, 그 이유는 이 측정 방법이 다른

측정 방법보다 측정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며, 대규모 코퍼스를 기반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분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Johansson, 2008:63).

이러한 TTR 측정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의 TTR 도출 방법을 확인해 보

면, 텍스트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게 텍스트의 길이나 크기를 비슷하

게 조정하거나 텍스트의 어절 수를 맞추기 위해 텍스트 어절의 일부를

생략하여 측정하는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주우동(2019:80)에

서 지적하였듯이 학습자가 텍스트를 길게 쓰든 짧게 쓰든 이는 학습자의

능력이며, 어휘 다양도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살

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작성한 텍스트를 모두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TTR의 보완 방법으로 D값을 어휘 다양도를 구하는 방법으

로 취하는 경우가 많다. TTR과 D값을 비교하여 분석한 남주연·김영주

(2014)에서는 TTR은 숙달도와 관계가 없었으나, D값이 숙달도가 높아

질수록 상승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남주연(2015)은

TTR과 D값의 어휘 다양도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우선 TTR을 통해 분

석한 결과 모어화자는 오히려 외국인 학습자보다 TTR 값이 더 낮게 나

타나 TTR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반면, D값은 어휘 구현 수에 따

라 증가하였으므로 D값이 한국어의 어휘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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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류한레이(2016)에서는 TTR의 한계점을 보완하

고자 D값도 함께 측정하였는데 이들은 텍스트의 특성을 그대로 측정해

낸 값으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D값이 텍스트 길이에 영향을 받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지만, 강하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

다. 그리고 주월랑(2018)에서도 TTR값과 D값을 측정해 본 결과 둘 다

작문 크기에 따라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류한례이(2016)와 주월랑

(2018)의 분석 결과를 참고해 보면, D값이 TTR 값에 비하면 텍스트 길

이나 크기와 관계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한편 MSTTR을 활용한 이경(2015)에서는 텍스트의 분량을 동일하게

맞춘 후 MSTTR의 값을 도출하였기에 대상 학습자 그룹 간에 어휘 다

양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숙달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TTR값과 함께 G값과 L값을 활용하여 어휘 다양도를 구한

주우동(2019)에서도 문장 길이에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G값과 L값 측정 방법도 TTR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

하는 L값은 어휘 유형수 2배의 제곱근 대비 어휘 수로 어휘 다양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주우동, 2019:123). 또한, 어휘 유형 수는 숙달도

에 따라 증가하는 형상을 보였으나 어휘 다양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숙달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므로 어휘 다양도는 학습자의 숙

달도를 판별하는 데 유효한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이복

자(2015)에서는 어휘 유형 수를 사용된 누적 어휘 수×2의 제곱근으로 나

누는 CTTR 방식으로 어휘 다양도를 측정하는 것이 텍스트 길이의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어휘 밀도의 측정은 학습자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다

양한 내용어를 산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위해 내용어와 기능

어의 비율로 어휘 밀도를 측정하거나 전체 어휘에 대한 내용어의 비율로

도 어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어휘 밀도를 측정하는 데 우선시 되어

야 할 것은 내용어와 기능어를 구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과 같은 텍스트의 내용을 전달하는 어휘들을 내용어로

보고 그 외의 문법적인 요소들을 기능어로 보고 측정한다. 지금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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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밀도 측정을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내용어와 기능어를 어떻게 구분하

여 측정해 왔는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연구 내용어 기능어
배도용

(2012, 2014)
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일반 부사 -

이경(2015)
일반명사, 의존명사, 고유명사, 대명
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일반
부사, 감탄사, 지정사, 보조용언,

격조사, 보조사,
접속 부사

남주연(2015)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동사, 형용사, 보조용언, 지정사)
수식언(관형사, 부사)
독립언(감탄사)

관계언(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류한레이
(2016)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동사, 형용사, 보조용언, 지정사)
수식언(관형사, 부사)
독립언(감탄사)

관계언(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안의정(2017)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일부 조사
와 접사 포함)

-

원미진
외(2017)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
조사, 대명사, 의존
명사, 접속부사, 지
시관형사

주월랑(2018)
일반명사, 고유명사, 대명사, 수사, 동
사, 형용사, 지정사, 보조용언, 관형
사, 일반부사, 감탄사

의존명사, 조사(격
조사, 보조사, 접속
부사)

주우동(2019),
명사(자립명사), 수사(양수사), 동사
(본동사), 형용사, 관형사(성상관형사,
수관형사), 부사(성상부사, 양태부사)

명사(의존명사), 대
명사(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수사
(서수사), 조사(격
조사, 접속사, 보조
사), 동사(보조동
사), 형용사(보조형
용사), 관형사(지시
관형사), 부사(지시
부사, 부정부사, 접
속부사), 감탄사, 접
사

리순녀(2019)
체언(명사, 수사, 대명사), 용언(동사,
형용사), 수식언(관형사, 부사), 독립

조사(격조사, 보조
사, 접속조사)

<표 8> 기존 연구의 내용어와 기능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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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8>에서 보듯이 기존 연구들은 내용어와 기능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배도용(2012, 2014)은 일반명사, 동사, 형

용사, 일반부사만을 내용어로 보고 내용어 수를 전체 어휘 수로 나누어

어휘 밀도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경(2014)에서는 접속부사를 문법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일반 명사, 동사, 형용사, 일반 부

사 외에 의존명사, 고유명사, 수사, 관형사, 감탄사, 지정사, 보조용언까지

를 내용어에 포함시켜 내용어 수를 총 어휘 수로 나누어 어휘 밀도의 비

율을 구하였다. 남주연(2015)은 어미와 접사를 어휘 분석 대상에서 제외

시켜 강범모·김홍규(2009)의 어휘 분석 기준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을 내용어로 보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휘 밀도를 계산하는 데

어휘 유형 측면에서 본 내용어의 비율과 어휘 구현 측면에서 본 내용어

의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기능어당 내용어 수, 총 어휘당 내용어 수로

계산하였다.

류한레이(2016)는 남주연(2014)과 마찬가지로 내용어의 범위를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지정하였고, 기능어는 관계언인 격조사, 보조

사, 접속조사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기능어, 내용어, 각각의 어휘

합계 대비 비율, 내용어 유형 및 기능어 유형의 어휘 합계 대비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어휘 밀도를 구했다. 안의정(2017)에서는 내용어와 기능어

구분에 대한 자세한 제시가 없지만 어휘 측정을 위해 어미만을 제외하였

고 조사를 포함시켰고 접두사와 접미사를 통합시켜 어근과 함께 하나의

어휘로 취급하여 다루었음을 언급하였다. 원미진 외(2017)에서는 기능어

에 조사, 대명사, 의존명사, 접속사, 지시관형사를 포함시켰고 그 외의 어

휘들을 모두 내용어로 처리하였다. 어휘 밀도의 측정은 내용어 수를 총

어휘 수로 나누어 이에 대한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측정하였다. 주월랑

(2018)에서는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을 내용어로, 기능어는 수식언의

접속 부사와 조사로 지정하였으며, 총 어휘 대비 내용어 구현 수 및 유

언(감탄사)
강정희(2020) 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일반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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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수 와 기능어 유형 수와 내용어 유형 수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어휘

밀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우동(2019)은 품사 분류 체계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립명사, 양수사, 본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만 내용어로 보고 나머지

는 기능어로 처리하였으며, 전체 어휘에 대한 내용어의 비율을 계산함으

로써 어휘 밀도를 측정하였다. 리순녀(2019)는 남주연(2015)과 류한레이

(2016)처럼 체언, 용언, 수식어, 독립어를 내용어로 보았으며, 이외에도

접속부사와 의존명사도 내용어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그리고 내용어수를

총 어휘 구현 수로 나눔으로써 어휘 밀도를 구했다. 강정희(2020)에서도

배도용(2012, 2014)과 같이 기본적으로 의미 전달 기능만 하는 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일반 부사를 내용어로 한정하여 총 어휘 수 대비 내용어

수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어휘 밀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

구들의 어휘 밀도 측정 방법과 내용어 및 기능어 구분에 대해 종합해 보

았을 때 대부분의 연구들은 총 어휘 수 대비 내용어의 비율로 어휘 밀도

를 측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내용어인 체언, 용언, 수식언을 구

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나 조사, 어미와 같은 기능어의 설정에서 연구

자에 따라 그 분류가 다르다. 이외에도 내용어의 범위에 대해서도 연구

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 다음에 어휘 정교도의 측정을 볼 때, 연구자마다 상이한 측정 지표

를 사용하여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는 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느냐에 따라 어휘의 정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휘 사용의 정교함을 측정하기 위해 저빈

도나 고급 수준의 어휘 목록에 기대어 저빈도 어휘나 고급 수준의 어휘

사용률을 측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존 연구에

서 고빈도나 저빈도 어휘, 혹은 고급 수준의 어휘를 어떻게 구하고 어떤

어휘 목록에 기대어 어휘의 빈도나 등급을 어떻게 판별하였는지를 정리

해 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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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경(2015)에서는 어휘 수준 즉, 어휘 등급 판단의 기준을 위해

조남호(2003), 김광해(2003), 김중섭(2009, 2010)를 참조로 하여 총 3개의

어휘 등급(A등급, B등급, C등급)과 해당 참고 어휘 모록에서 제시되지

않은 어휘를 X등급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등급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lafuer(1991)

가 언급한 다른 텍스트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였는지

를 측정하는 어휘 독창성(lexical originality)을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상위 핵심어 어휘 목록으로 총 20개의 어휘를 추출하였다. 여기서 말하

연구 측정 지표 참고 어휘 목록

이경(2015)
( (A등급*1+B등급*2+C등급*3+X등급

*4)/20(상위핵심어)*100

조남호(2003)

김광해(2003)

김중섭(2009,

2010)

남주연

(2015)

저빈도 어휘 사용 비도(고빈도 어휘인 초

급 어휘1,683개를 제외한 중·고급 어휘

9,435개에서만 측정)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어휘(국립국어원,

2011)
이복자

(2015)
숙달도별 어휘 사용 빈도

국립국어원(2012,

2013, 2014)
류한레이

(2016)

초·중·고급의 어휘 등급에 따른 어휘 사

용 비율 측정

강현화 외(2012,

2013, 2014)

원미진

외(2017)

(저빈도 어휘 유형 수/ 어휘 유형 수(조

사 미포함))*100 (초급 어휘 목록 외의 어

휘를 저빈도 어휘로 봤음)

강현화 (2014)

주월랑

(2018)

(B등급, C등급의 빈도 수/ 총 어휘

수)*100 (중급 이상의 어휘를 저빈도 어

휘로 봤음)

한송화 외(2015)

주우동

(2019)

(저빈도 어휘 유형 수/ 어휘 유형

수)*100(초급 이상의 어휘를 저빈도 어휘

로 봤음)

강현화 외(2012,
2013. 2014)

강정희

(2020)

(중·고급 어휘 유형수/ 어휘 유형 수)*100

(고급 어휘 유형수/ 어휘 유형의 수)*100
한송화 외(2015)

<표 9> 어휘 정교도 측정 지표 및 참고한 어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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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심어 어휘 목록은 학습자의 언어 표본이 다른 표본에 비해서 그 사

용이 두드러지는 어휘 목록을 말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상위 어휘 목

록은 빈도를 통해 측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텍스트와의 비교를 통해 상

위 수준의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위 핵심어 어휘 목록

을 설정한 후 상위 핵심어 대비 전체 A, B, C, X등급의 어휘 수의 비율

로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남주연(2015)에서는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어휘를 기준

으로 초급 어휘를 고빈도 어휘로 보고 중·고급 어휘를 저빈도 어휘로 보

았다. 따라서 중·고급 어휘 9,435개를 저빈도 어휘 목록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실제 학습자들의 산출에서 사용된 어휘와 비교하여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였다. 이복자(2015)는 국립국어원(2012, 2013, 2014)에서 제시한

초·중·고급 어휘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숙달도별 어휘 사용 비도를 계산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숙달도별 어휘 유형의 빈도

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휘의 정교도를 고찰하였

다. 그 다음에 류한레이(2016)에서는 저빈도와 고빈도 어휘로 구분하여

보지 않고 어휘의 등급으로 어휘 정교도를 다루었다. 어휘 등급 평가 규

준으로 강현화 외(2012, 2013, 2014)를 활용하여 각 등급의 어휘 수, 어휘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숙달도에 따른 어휘의 정교함을

측정하였다.

원미진 외(2017)는 강현화의 한국어 어휘교육 내용 개발 선정 어휘(초·

중·고급) 목록을 기준으로 삼아 초급 어휘 1800개를 제외한 어휘를 저빈

도 어휘로 보고 정교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급 어휘를 저빈

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기준으로 어휘 정교도를 측

정해도 중급의 어휘가 많이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정교도의 측정값이

20% 내외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중급 어휘를 고빈

도로, 고급 어휘와 고급 이상의 어휘를 저빈도로 보고 이들에 대한 결과

를 비교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주월랑(2018)에

서는 이민자가 산출한 어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한송화 외(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 등급을 기준으로 어휘를 A, B, C등급으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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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화 외(2015)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의 경우 X등급으로 설정

하였다. 그러나 정교도 측정 시에는 이 X등급 어휘를 제외하고 측정하였

다. 이와 같이 어휘 등급을 판정한 후 총 어휘 대비 B, C등급 빈도수의

비율을 측정하여 어휘 정교도를 구했다.

주우동(2019)에서는 강현화 외(2012, 2013, 2014)의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개발에서 초·중·고급 목록에 따라 어휘 등급을 판정하였는데 이 연

구에서는 초급 이상의 어휘를 저빈도 어휘로 보았다. 그리고 등급 목록

에 없는 어휘의 경우 최고급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 의미하는 저빈도 어휘는 중급 어휘 유형 수, 고급 어휘 유형 수, 최

상급 어휘 유형 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교도 측정 방식으로 원미

진 외(2017)의 측정 방식처럼 어휘 유형 수 대비 저빈도 어휘 유형 수의

비율을 통해 어휘 정교도를 계산했다. 강정희(2020)의 경우 숙달도에 따

른 어휘 정교도의 측정을 위해 각 단계별로 교육 과정과 한국어 교재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어휘 등급을 판별한 한송화 외(2015)의 어휘 목록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는 저빈도 어휘를 중·고급 어휘와 고급 어

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중급에서 상위 수준의 어휘를 고급 어

휘, 고급에서 상위 수준의 어휘를 고급 이상의 어휘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선행 연구들과 달리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는 데 중·

고급 어휘의 비율과 고급 어휘의 비율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숙

달도가 초·중급일 때의 상위 등급의 어휘 산출 능력과 중·고급과 고급에

서의 상위 등급의 어휘 산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앞선 살펴본 연구들은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 지표

와 기준이 상이하지만 어휘 등급 판정에 대해서 대부분 중급과 고급 어

휘를 저빈도 어휘의 기준으로 하여 전체 어휘 수 대비 중급 어휘와 고급

어휘의 비율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저빈도 어휘의

기준을 설정할 때는 대상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를 고려하여 기준을 설

정할 필요가 있다. 모어 화자에게 적용되는 전문 용어이나 최저빈도 어

휘를 저빈도 어휘로 선정한다면 학습자들에게 산출될 가능성이 희박해지

기 때문이다(남주연, 2015:174). 그렇기 때문에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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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학습자가 해당 숙달도에 맞는 등급의 어휘를 산출하는지, 혹은 해

당 숙달도에 비해 상위 등급 어휘를 얼마나 많이 산출하는지 등을 가지

고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어

휘 정교도 측정 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측정 지표가 어휘의 정

교도를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한지에 대한 논증이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떠한 측정

지표를 사용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어휘 복잡성을 측정한

연구들도 앞서 살펴본 통사 복잡성의 측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정 지

표를 사용하여 어휘 복잡성을 측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이 산출한 어휘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사

용한 지표들을 참고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3. 정확성의 개념 및 측정

3.1. 정확성의 개념

정확성은 CAF 구인 중 가장 오래된 구인으로, 학습자의 발달된 언어

수준을 기술하기 위해 주요 구인으로 사용되어 왔다(Norris & Ortega,

2003:737). 오래전부터 많은 언어 연구에서 정확성을 제1언어에 대한 규

범으로서 올바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Skehan(1996:23)은 정확성을 목표 언어의 규칙 체계에 얼마나 부합하게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며, Pallotti(2009:592)에

서는 정확성을 특정 규범에 대한 접합성의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Brumfit(1984:51)에서는 정확성이 교사에 의해 창조된 교수상 맥락에 근

거하여 학습자가 언어의 형식적 요소나 적절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O’Malley와 Pierce(1996:65)의 경우 문법 복잡

성과 문장 구조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정도에 따라 정확성을 결정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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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Skehan & Foster(1999:96-97)와 Ellis

(2009:475)에서는 정확성을 학습자가 언어를 수행할 때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능력 즉,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도전적인 구조를 피할 줄 아는 것

이라고 하였다. Wolfe-Quintero et al.(1998:33)와 Housen et al.(2012:2)

에서도 정확성이 목표어와 같이 오류 없는 언어를 만드는 능력을 의미한

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어 교육에 있어 정확성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노아실(2007:17)에서는 오류 없이 학습자의 의도를 정확한 형태로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었고, 김영주 외(2013:220)에서는 언어를 수

행할 때 최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반영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능

력을 정확성으로 보았다. 이복자(2015:116)는 정확성이란 발화를 오류 없

이 생산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주우동(2019:53)은 정확성을 문법적,

어휘적 오류 없이 맥락이나 상황에 적절한 어휘 및 복잡한 문법적 구조

선택을 통해 학습자의 의도를 정확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의 김지현(2020:475)에서는 문법과 어휘를 규칙적으로 오

류 없이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정확성으로 보았으며, 주월랑(2018:53)

에서는 정확성은 제2언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들이 산출한 결과가 목표어

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규범에서 벗어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이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정확성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

반적으로 정확성은 제2언어 수행에 있어 학습자가 목표어의 규칙 체계를

따르거나 목표어를 오류 없이 수행하는 정도 혹은 목표어의 규범으로부

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한다. 학습자가 목표어의 규범에서 벗어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목적에 따라 모어 화자나 외국어 화자 또는 숙달도

가 다른 학습 단계의 학습자들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성을 판단한다

(Towell, 2012:52). 여러 습득 연구에서 학습자가 말이나 글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언어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목표어의 규범을 가

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때 목표어의 규범에서 벗어난

언어 자료의 편차를 흔히 오류(error)라고 한다(이복자, 2015:37).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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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은 오류 분석과 연관된 것으로 학습자의 언어가 목표어의 규범에

서 벗어난 정도를 판단하고 그 정도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확성

의 판단이 오류로부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정확성의 개념이

오류 분석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오류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한다.

우선 Corder(1967:167)는 오류를 정확한 규칙에 대한 지식의 결핍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학습자의 일탈로 보고 있으며, Nunan(1988:28)에서는

오류를 표준 문법 규범에서의 일탈이 아닌 부분적으로 바르고 불완전한

발화로 봄으로써 이를 틀린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보았다.

그 다음의 Brown(2007:277)에서는 오류는 학습자의 현재 언어 체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학습자 언어의 고유한 특성의 반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오류를 보는 견해가 다양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

은 오류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학습자의 언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다. 여러 학자들의 오류를 보는 관점을 정리한

Karin Kleppin(1998:28-33)에서는 학자들이 어떤 것을 오류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류의 판정 기준을 ‘정확성’,

‘이해 가능성’, ‘상황 적절성’, ‘수업 종속성’, ‘융통성과 학습자 관련성’과

같은 5가지 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정확성’의 기준에서 보면

오류는 언어 체계에서의 일탈, 규칙 위반, 불완전한 언어 사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 가능성’ 기준에서 보는 오류는 의사소통의 방해 여부에 따

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문법 규칙에서 벗어나더라도 모국어 화자가

이해한다면 오류로 인정하지 않다는 의미다.

또한 ‘상황 적절성’의 기준으로 보면 오류는 화용론적 규범에서 위반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며, ‘수업 종속성’은 교과서나 교사의 지시규범을 위

반한 것을 오류로 보는 것이다. ‘융통성과 학습자 관련성’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오류를 허용 또는 간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쳐주어야

하는지 등과 같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더불어

Karin Kleppin(1998)은 오류를 판단하는 데 무엇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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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상황에 적절한지에 대한 문법성

(grammaticality),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 적절성(appropriateness)과

같은 기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Ellis(2008)에서도 오

류 판정의 기준으로 문법성과 수용 가능성을 삼았는데, 문법성은 문법적

으로 오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완성된

형식을 갖추었을 때 이를 문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수용 가능성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문화 구조 안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어휘, 문법, 철자법, 문장 구조 등의

언어학적 기호를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문법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언어학적 기호를 조금이라도 갖추지 않더라도 모국어 화자가 이해 가능

하다면 수용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다(주우동, 2019:52).

한편, Housen et al.(2012:4)에서도 목표어의 규범에서 일탈된 것을 오

류라고 보고 이를 정확성의 판정 기준으로 제한하였을 때의 정확성 개념

의 본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확성 개념에 맥락의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까지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Pallotti(2009:592)

에서는 적절성을 오류를 판단하는 정확성의 개념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Palloti(2009)는 오류를 주관적으로 해석하

여 판단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입장으로 적절성이 정확성의 측정이 아니

라, 이해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정확성의 범위를 구조적 관

점으로 한정하여 판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Ellis와 Barkhuizen(2005:56)

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류를 모어 화자에게서는 생산되지 않는 언

어적 형태나 결합된 형태라고 언급하였으며, 정확성의 개념에 수용 가능

성을 포함시키는 경우 잘못된 해석을 이끌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Ellis와 Barkhuizen(2005)은 수용 가능성은 문법적 판단보다는 연

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오

류를 판정하려면 상황과 맥락의 적절성을 잘 구별하려는 시도가 포함되

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연구자가 학습자의 자료를 어떻게 바라

보느냐에 따라 오류의 판정 기준을 문법성에 두느냐 수용 가능성에 두느

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Ellis와 Barkhuizen(200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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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otti(2009)의 견해를 지지하여 오류 판정의 기준을 문법성에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정희(2002:4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

가 생산한 언어가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완성된 형식을 갖추었을 때

문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의도를 전

달할 때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 오류 없이 정확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정확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정확성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살핀 후 정확성의 하위 범위로 무엇을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

으로 문어 산출 연구의 경우 형태나 어휘, 혹은 통사적 범위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Polio, 1997:101). 본 연

구에서도 앞서 살핀 논의들을 고려하여 정확성의 범위를 어휘·통사의 측

면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2. 정확성 측정

정확성의 측정 방법도 복잡성의 측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특정(specific)

측정 방법과 일반(general) 측정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특정 측

정 방법을 살펴보면, 이 방법은 특정 언어 항목이나 구조에 초점을 맞춰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학습자가 특정 언어 항목이나 구조를 생산하도록

설계된 유도 과제에서 널리 사용된다(Ellis와 Barkhuizen, 2005 :151). 일

반적으로 연구자가 학습자의 발달 순서, 숙달도와 과제의 조건을 기반으

로 하여 어떤 언어 형태와 맥락을 측정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

한 측정은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들의 언어 산출 자료보다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언어 산출 자료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된다. 초기 정확성 연

구에서 특수한 발달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이러한 측정 방법이 활용되었

다. 학습자가 시제나 복수를 특정 맥락에서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정 방법은 특정 문법 항목이나 형태에만 초점을 맞춰 측정하



- 87 -

는 것이라 학습자의 전반적인 정확한 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학습자가 아무리 특정 문법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

키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특정 문법 항목은 학습자의 모어 배

경에 따라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Ellis와 Barkhuizen,

2005 :151). 이뿐만 아니라 특정 문법이나 어휘가 과제의 주제에 따라 달

리 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 문법이나 어휘가 학습

자 언어 산출에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정

문법 형태의 정확성만 측정한다면 학습자가 잘못 사용한 어휘 오류를 포

착할 수 없고 무시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Michel,

Kuiken, Vedder(2007:247)는 AS-unit당 조사, 동사, 주어의 탈락하는 횟

수를 측정하는 것과 총 어휘 오류 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다양한 특정 측정은 여전히 연구자가 목표로 하는 오류만을

포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 측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목표 구조나

항목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지만 전체적인 정확성 수행을 포착하는 데에

는 적합하지 않다(Vercellotti, 2012:11).

한편, 일반 측정은 주로 100 단어당 무오류 절이나 100 단어당 오류 수

를 계산하거나, 무오류절의 수 또는 T-unit이나 AS-unit당 무오류 절의

수를 계산하거나 T-unit이나 AS-unit당 오류 수를 계산함으로써 측정한

다. 이 측정 방법은 학습자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러한 측정 방법은 구조화 과제 즉, 통제된 과제보다 비구조

화 과제를 통해 학습자가 자유롭게 산출한 언어 자료를 측정하는 데 유

용하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 시 잘 모르는 형태나 구조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된 과제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 자료를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다시 말해 이 측정

방법은 학습자가 특정한 구조나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수행할

때 나타나는 언어 산출에 대한 정확성의 전반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언어 배경을 가진 학습자

들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집단 간의 미세한 정확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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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할 때도 자주 활용된다(Vercellotti, 2012:13). 정확성의 특정 측정

방법과 일반 측정 방법에 대해 Ellis와 Barkhuizen(2005:150)는 아래 <표

10>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정확성을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특

정 측정과 일반 측정이 혼합되어 사용된 연구들(Ahmadian & Tav

akoli, 2011; Yuna & Ellis, 2003; Michel, Kuiken & Vedder, 2007)도 있

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일반 측정은 특정 측정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

거나 일반 측정 방법이 특정 측정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제안되는데, 일반적으로 빈도 측정의 경우 신뢰도가 낮아 이를 측정 지

표로 사용하지 않고, 집단 간 정확성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율 측

정을 측정 지표로 사용한다(Wolfe-Quintero et al, 1998:38).

이처럼 정확성을 특정 측정 방법과 일반 측정 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자료에 맞게 언어 산출에 대한 전

반적인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일반 측정 방법으로 정확성

을 측정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정확성의 측정 방법을 알아본 후 다음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어떠한 측정 지표를 사용해 왔는지를 구체적으

측정 방법 설명

특정
측정

(specific)

목표어 같은 동사형태부
비율

맞는 정형 동사구의 개수를 전체 동사구 수
로 나누고 100을 곱함

목표어 같은 복수의 사
용 비율

제대로 사용된 복수의 개수를 복수를 사용
해야하는 상황의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함

목표어 같은 어휘 사용
어휘 오류의 개수를 텍스트에 사용된 전체
단어 수로 나눔(비유창성 제외)

일반
측정

(general)

자기 수정 개수
전체 범한 오류 중 자기 수정을 한 오류의
비율

무오류 절의 비율
무오류절의 개수를 전체 주절, 종속 단위,
종속절 개수로 나누고 100을 곱함

100단어당 오류 개수
100단어 당 나타난 오류 수를 전체 단어 수
로 나눔

<표 10> 정확성 측정 방법(Ellis와 Barkhuiz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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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볼 것이다.

3.3.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정확성 측정 지표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정확성 측정을 위해 어떤 측정 지표들을 사용

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Wolfe-Quintero et al.(1998)에

서 제시한 측정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에서 사용했던 정확성 측정 지표들을 정리하여 다음 <표 11>과 같이 제

시하였는데, <표 11>에서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통사 복잡성 측정과 동

일하게 기본 측정 단위로 T-unit이나 문장 혹은 절을 설정하거나 어휘

정확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절이나 내용어, 또는 어휘나 동사 등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은 정확성 측정의

기준으로 무오류나 오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우선 오류 측정과 관련하여 오류 자체 즉, 오류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Ellis와 Barkuizen(2005)와 Polio(1997)에서는 통사 복잡

성 측정 측면에서 여전히 무엇을 T-unit으로 결정하고, 무엇을 절로 결

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처럼 정확성 측정 측면에서도 오류를 확인

하기 위해 무엇을 오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

다. 이에 대하여 Wolfe-Quintero et al.(1998:35)는 오류의 다양한 유형

때문에 연구자들이 학습자들이 산출한 자료의 오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해 무엇을 오류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

였다. 이때 오류를 배제하거나 포함시키기 위해 결정은 학습자 수준, 집

단 내 오류의 차별적인 값, 연구자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하

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학습자 산출에서 오류 여부를 결정할 때 문법 오

류, 통사 오류, 형태 오류, 절차 오류, 구두점 오류, 어휘 선택의 오류 등

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었다. 이처럼 오류 판단에의

기준 선정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Wolfe-Quintero et al.

(1998:35)에서는 연구들 간에 오류 기준의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간의 비교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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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오류 측정에 대해 Bardovi-Harlig과 Bofman(1989:22)에서는 단

일 오류가 포함된 T-unit은 여러 오류가 포함된 T-unit과 동일하게 처

리되기 때문에 T-unit당 무오류는 T-unit 내에서 오류가 얼마나 포함되

어 있는지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무오류 측정에서 정확

성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오류를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Polio

와 Shea(2014)에서도 고급 학습자들이 점진적으로 더 긴 T-unit을 산출

할 수 있으나 오류가 없는 더 많은 T-unit을 산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습자 집단 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집단 간의 변화를 거의 발

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무오류 측정은 그 측정 자체

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보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무오류

T-unit 측정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Arthur(1979), Bardovi–Harlig과

Bofman(1989)은 단어, 절, T-unit과 같은 생산 단위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이 접근법은

오류가 없는 말이나 글을 식별하는 것이 아닌 오류의 양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접근법에서 단어당 오류의 개수를 계산하는 것과 같이 모든 오

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절당 형태적 오류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여러

유형의 오류를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오류를 통사 오류, 형태 오

류, 어휘 오류, 의미 오류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렇듯 무오류 측정과

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

왔다. 이는 연구자가 학습자의 언어 자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된 두 가지 측정 방법에 대해서 Wolfe-Quintero et al.

(1998)에서는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연구자의 선호에 따라 두 가지 측정

방법 중 하나만 선정하여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향후

연구들은 이 두 가지 측정 방법 중 하나만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보다 두

측정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한 후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유용할 것

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Wolfe-Quintero et al.(1998)에서는 현재까지

학습자들의 쓰기 발달 수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확성 측



- 91 -

정 지표로 T-unit당 무오류 T-unit의 비율과 T-unit당 오류 수를 제안

하였다. 그러나 Ishikawa(1995)와 Perkins(1980)는 초급과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의 경우 언어 수행에 있어 이러한 무오류 언어 산출을 기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무오류 언어 측정은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보다는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에게만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

서 연구자들은 T-unit당 총 오류수가 초급 학습자의 정확성을 측정하고

언어 사용자의 전반적인 정확성을 설명하는 데 더 신뢰할 만한다고 주장

하였다.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무오류 T-unit의 비율 error-free T-unit ratio(EFT/T)
문장당 무오류 T-unit의 수 error-free T-units per sentence(EFT/S)
텍스트당 무오류 T-unit의 수 error-free T-units per word(EFT/W)
무오류 문장의 비율 error-free sentence ratio(EFS/S)
무오류 절의 비율 error-free clause ratio(EFC/C)
문장당 무오류 절의 수 error-free clause per sentence(EFC/S)
T-unit당 무오류 절의 수 error-free clause per T-unit(EFC/T)
텍스트의 무오류 절의 비율 words in error-free clauses ratio(WEFC/WC)
T-unit당 오류 수 errors per T-unit(E/T)
T-unit당 1차 오류 수 first-degree errors per T-unit(1DE/T)
T-unit당 2차 오류 수 second-degree errors per T-unit(2DE/T)
T-unit당 3차 오류 수 third-degree errors per T-unit(3DE/T)
절당 오류 수 errors per clause(E/C)
절당 통사 오류 수 syntactic errors per clause(SynE/C)
절당 형태 오류 수 morphological errors per clause(MorE/C)
절당 어휘 오류 수 lexical errors per clause(LexE/C)
동사당 어휘 동사의 오류 수 verb lexical errors per verb(VlexE/V)
내용어당 내용어의 오류 수 lexical errors per lexical word(LexE/LW)
어휘당 오류 수 errors per word(E/W)
어휘당 문법적 오류 수 grammatical errors per word(GrE/W)
오류당 통사적 오류 수 semantic errors per error(SemE/E)
어휘당 맞는 접속사 수 correct connectors per word(CorrCN/W)
어휘당 맞는 대명사 수 correct pronouns per word(CorrPN/W)
맞는 관사의 비율 correct article ratio(CorrART/CX)
맞는 정관사의 비율 correct definite article ratio(CorrDEF/CX)
맞는 부정관사의 비율 correct indefinite article ratio(CorrINDEF/CX)

<표 11> 영어권에서 사용된 정확성 측정 지표(Wolfe-Quintero et al., 19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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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영어 교육 분야에서 사용해 온 정확성 측정 지표들을 살펴보

았다. 정확성 측정은 통사 측면과 어휘 측면 둘 다 오류 측정과 무오류

측정을 통해 주로 측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류 측정의 경우 오류의

유형으로 통사 오류, 어휘 오류, 형태 오류, 동사 오류, 내용어 오류를 다

루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어서 한국어 교육에서 정확성을 측정하

기 위해 무엇을 측정 단위로 설정하고, 어떤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학습

자들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에 한국어 교

육 분야에서 다양한 오류분석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 중 CAF이

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정확성 측정 지표를 다음 <표 12>

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12>에서 보듯이 한국어 교육의 CAF 관련 연구들은 복잡성 측정

과 마찬가지로 정확성 측정을 위해 기본 측정 단위로 절, T-unit, 문장

을 설정한 후 해당 기본 측정 단위에 따라 무오류나 오류를 측정함으로

써 정확성을 측정해 왔다. 서세정(2009), 김영주 외(2013), 김정운 외

(2017), 김미선(2020)에서는 무오류를 측정하였는데 나머지 연구들은 모

두 오류를 측정하였다. 무오류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성을 측정한 연구들

맞는 복수의 비율 correct plural ratio(CorrPL/CX)

구분 측정 지표 연구

절
절당 무오류절의 수 김영주 외(2013)
절당 무오류절의 비율 김정운 외(2017), 김미선(2020)

T-unit T-unit당 무오류 T-unit 비율 김정운 외(2017)

문장
문장당 오류 수 이복자(2015), 주우동(2019),
문장당 오류율 주우동(2019), 주월랑(2018)
문장당 무오류절의 수 서세정(2009)

오류 영역
오류 영역별(문법, 어휘, 철자,
판정불가) 빈도

서세정(2009), 김영주 외(2013), 이복자
(2015), 류한레이(2016), 주월랑(2018), 주
우동(2019), 김미선(2020), 우성숙(2021)

오류 유형
오류 유형별(대치, 첨가, 누락,
오형태) 빈도

이복자(2015), 류한레이(2016), 주월랑
(2018), 주우동(2019),

<표 12> 한국어교육에서 사용된 정확성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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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기본 측정 단위당 무오류의 수나 오류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정확성을 측정하고 있었다. 이 연구들은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오류를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오류를 기준으

로 하여 정확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해당 기본 측정 단위당 오류의 수나

오류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연

구들에서는 오류의 영역을 주로 문법, 어휘, 철자, 판정불가에 대한 오류

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류 유형을 대치, 첨가, 누락, 오형태로 분석하

고 있다. 문법 오류 분석은 조사, 어미, 시제, 높임 등, 어휘 오류 분석은

형용사, 동사, 부사, 관형사, 의존명사, 일반 명사, 고유명사, 대명사 등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연구자의 선

호에 따라 정확성을 무오류를 통해 측정하거나 오류를 통해 측정하고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무오류와 오류에 대한 논의를 고려하

여 정확성을 무오류와 오류를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이상으로 정확성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 왔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 정

확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기존 연구에서 어떠한 측정 지표를

사용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4.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

제2언어 습득 과정에 있어 CAF 구인들은 학습자들의 언어 수행과 발

달을 설명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인지적, 언어적, 심리언어학적 과정과 메

카니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러한 CAF 구인들은 다차원적이고 여

러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3개 구인 간에 작용하는 인지 처리

과정과 메커니즘에 따라 이들이 단순한 대응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계되

어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학습자 언어의 복잡성은 명시적인

선언적 지식(explicit declarative knowledge)으로 습득된 관련 언어 구조

와 규칙이 절차화되고 암시화되는 정도를 통해 형성된다. Wol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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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tero et al(1998)에서는 제2언어 수행에 있어 복잡성은 학습자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중간언어의 선언적 지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정확성은 학습자의 목표어 표준과 관련된 선언적인

중간언어 지식(declarative linguistic IL knowledge)에 따라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이는 처리 제한이나 불완전한 절차화로 인해 언어 지

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적용되느냐에 따라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복잡성과 정확성은 현재 학습자의 명시적인 선언적 지식

(explicit declarative knowledge)과 암시적인 절차적 지식(implicit

procedural knowledge)과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성과 정확성은 주로 제2언어 지식 즉, 내재화된 제2언어 지

식의 수준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성과 정확성은 언

어 처리 과정에서 개별 구인으로 내재화된 언어 지식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Housen 외, 2012:5-6).

이러한 복잡성과 정확성이 제2언어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 순서를

통해 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Housen 외(2012:7-8)에서는

우선 복잡성 출현 단계에서는 새롭고 더 복잡한 언어 구조가 이후에는

더 복잡한 중간언어 체계를 이끌어 줌으로써 더 복잡한 언어 구조를 형

성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확성이 증가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

서 학습자는 내면화된 구조를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통해 정확성을 확

립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언어의 다양한 차원들이 선형적으로 발달되지 않고 서로 상호 연계되어

다변인적이고 역동적인 양상을 나타낸다(Spoelman & Verspoor, 2010:

547).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에 대한 발견은 제2언어 발달이 학습자의 능

력과 처리 제한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이 구인들은 어떠한 상호 연계를 보이는가? 복잡성과 정확성

두 구인을 언어의 수행과 숙달도의 차원으로 본다고 해서 이 두 구인이

제2언어 생산과 발달 과정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서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2언어 습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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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CAF 구인들은 동일하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인들 간에 때로

는 상호 지원적이고 때로는 경쟁적으로 나타난다(Housen 외, 2012:7).

Ellis(1994:107)는 제2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암시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의 다양한 형태와 제2언어 습득에서 개별적으로 발달되는 지식 분석

(knowledge analysis)과 지식 자동화(knowledge automatisation)로 인해

정확성과 복잡성이 발달됨에 따라 유창성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가정

하였다. 이러한 복잡성과 정확성 그리고 유창성이 개별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제2언어 지식을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심리언어학적 처리 과정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의 주의력과

처리 능력이 한정적이라고 주장한 연구자들은 복잡성과 정확성은 주의력

자원에 의해 서로 경쟁하는 차원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

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세 구인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구인을 희생하게 되는 상호반비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

와 다른 또 하나의 관점은 학습자들이 다차원적이고 비경쟁적인 주의력

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에 복잡성과 정확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습자들의 제2언어 수행에 있어 과제의 조건에 따라 해

당 구인들이 동시에 모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두 개의 대립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Skehan(1996, 1998)의 한정된 주의력 모델 가설(Limited

Attentional Capacity Model)과 Robinson(2001, 2005)의 다자원 주의력

모델 가설(Multiple Resources Attentional Model)을 설명할 필요가 있

다. 이 두 개의 경쟁 모델은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의 복잡성과 정확성

그리고 유창성을 설명하는 데 주의력, 작업 기억, 자동화, 추론 및 기타

인지 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먼저 Skehan(1996, 1998)

의 한정된 주의력 모델은 정보처리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이 이론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주의력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

에 처리할 때 중심적 주의 집중과 주변적 주의 집중을 선택적으로 사용

하게 된다. 이때 어떤 하나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한쪽이 희생되는 상호

반비례 효과(trade-off effect)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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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보아,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한정된 주의력의 범위 내에서 먼저

언어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인 후 주의 자원이 남아 있으면 언어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보다 복

잡한 과제에서 주의력을 발휘하는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

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 형태에 집중할 수 없다. 이는 주의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것에 동등하게 집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

상을 통해 Skehan(1996, 1998)은 복잡성과 정확성 사이의 상호반비례 가

설을 제안하였다.

학습자들은 주의력 자원이 제한됨에 따라 언어 형태의 처리보다 의미

처리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로 과제가 복잡하면 언어

산출의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증가하지 않고 반비례적 성질을 보인

다(Skehan과 Foster, 2001:183). 이처럼 Skehan(1996:50)은 복잡성과 정

확성이 주의력의 자원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언어 차원이라고 보았다.

즉,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발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

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언어를 생산하는 동안 정확성과 복

잡성에 동시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때는 복

잡한 언어 구조를 표현하려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언어의 복잡성은 높

아지는 반면 정확성은 감소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한 과제의 경우 복

잡한 언어 구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없이 간단한 언어 구조를 사용하

여 수행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언어의 복잡성이 낮아지고 정확성이 높아

진다. 그러므로 학습자 언어 수행의 결과는 학습자가 자신의 주의를 어

디에 두는지와 과제의 유형과 수행 조건에 따라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Skehan와 Foster, 1999:96-97). 따라서 상호반비례 효과 현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Skehan

(1996, 1998)의 한정된 주의력 모델은 학습자들이 한정된 주의력 때문에

인지 자원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과제일수록 복잡성과 정확성을 모두 높

일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을 높이려면 다른 한쪽을 희생시켜야 하는 상호

반비례 관계가 작동된다는 것이다.

반면, Robinson(2001b, 2005)의 다자원 주의력 모델은 Skeha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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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이 강조하였던 인간은 한정된 인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학습자의 주의력 자원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주의를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을 보인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

에 Robinson(2001b, 2005)은 정확성과 복잡성 간의 관계를 상호반비례

관계로 설명하였던 Skehan(1996, 1998)의 한정된 주의력 가설을 반박하

면서 정확성과 복잡성이 오히려 동시에 증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Robinson(2001b, 2005)이 인간의 주의 자원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인지 가설을 내세우면서 학습자들이 제2언어를 수행

할 때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촉진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Robinson

(2001b, 2005)의 인지 가설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다차원적이고

비경쟁적인 인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

다. 또한 정확성과 복잡성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인지적 요구가 복잡한

과제일수록, 혹은 더 복잡한 표현을 생성해야 하는 과제일수록 더 많은

주의력을 발휘하여 과제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때 두 구인이 함께 발달한

다고 보았다(Robinson, 2003:47). 즉, 높은 과제의 복잡성이 더 정확하고

문법적인 산출을 유도하게 되고, 통사적으로 더 복합적이고 정연한 산출

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Robinson(2001b, 2005)의 이론에서는

Skehan(1996, 1998)의 이론과 달리 학습자들의 언어 수행에 있어 복잡성

과 정확성 모두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Skehan과 Robinson

의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상반된다. Skehan과 Foster

(2012:215)에서는 Skehan(1996, 1998)의 상호반비례 가설과 Robinson

(2001b, 2005)의 인지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상호반비례 가설과 인지 가설(Skehan와 Foster, 2012:215)

상호반비례 가설 인지 가설

-한정된 주의 자원으로 인해 언어를 수
행할 때 주의 집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에 대한 선택에 경쟁이 있다.
-상호반비례 효과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과제의 복잡성이 언어 산출의 복잡
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언어 산출의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
계는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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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면 Skehan은 주의 자원의 한계 때문에 언어의 정확성과 복

잡성이 동시에 증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Robinson은 인간이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인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복잡한 과제

를 수행할 때 정확성과 복잡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렇듯 Skehan와 Robinson이 복잡성과 정확성의 상호 관계를 해석하는 입

장은 상반되지만,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구인 간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과정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이복자, 2015:47).

이와 같이 복잡성과 정확성은 개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복잡성과 정확성 구인 간의 관계를 파

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를 복

잡성 측면과 정확성 측면에서 분석할 뿐만 아니라 복잡성과 정확성 구인

간의 관계도 알아보고자 한다.

5.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 패턴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은 단순히 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

습자들이 목표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언어 사용을 하다가 부정

확한 언어를 사용한 후 또 다시 정확한 언어 사용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에 대하여 Corder(1973: 270-272)에서는 학

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는 목표어 학습의 연습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체계적이고 예측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학습자들이 목표어에 접

근해 가는 과정에서 전체계적(pre-systematic), 체계적(systematic), 후체

계적(post-systematic)이라는 3가지 단계를 거쳐 언어가 발달하는 것으

로 보았다.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규칙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오류를 무작위로 저지르게 되는 단계를 전체계적 단계로 보았고, 학습자

들이 목표어에 대한 규칙을 발견하기 시작하였을 때 이는 체계적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후체계적 단계에서는 학

습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목표어에 대한 규칙들을 적용해 보려고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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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여러 번 시도함으로써 목표어에 대한 올바른 규칙들을 발견하게

됨을 언급하며 학습자들의 오류를 바탕으로 발달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

여 설명하였다.

Brown(2007:288-289)에서는 Corder(1973)가 제시한 발달 단계를 바탕

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무

작위 오류(random error)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목표어의 체계

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태라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 형태

를 추측하여 나름대로 실험해 봄으로써 규칙성 없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중간언어의 출현(emergent) 단계로 학습자가

목표어 체계를 구분하고 특정 언어 규칙들을 내재화하기 시작하며 일관

성 있게 목표어를 생산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학습자가 생산하는 규칙들

은 목표어의 기준으로 보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으나 학습자 수준에서

는 이를 합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목표어에 대

한 규칙들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보이다가 이전 단계로 퇴행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며, 오류를 지적해 주더라도 이를 학습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특정 언어 구조나

화제를 회피하는 양상을 흔히 보이기도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체계적(systematic) 단계로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목표

어를 보다 일관성 있게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물론 학습자가 알

고 있는 규칙들이 모두 구조적으로 정형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나름대

로의 일관성을 갖고 목표어 체계와 매우 근접되어 있는 단계라 할 수 있

다. 또한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와 달리 자신이 범하

는 오류에 대해 지적 받았을 때, 이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마지막 단

계인 안정화(stabilization) 단계는 Corder(1973)가 말한 후체계적

(postsystematic) 단계와 유사한 단계로,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거의 오

류가 발생하지 않고 목표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의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다지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다. 이 단계

의 특징은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가 목표어의 안정화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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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도달하였지만 사소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넘어가면 화석

화(fossilization)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Brown(2007)은 오

류 분석에 기반을 두고 언어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렇듯 학습자들이 문법적으로 올바른 형태를 사용하다가 잘못된 형태

를 사용하다가 다시 올바른 형태를 사용하는 현상을 곡선으로 표시하면

U자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U자형 패턴은 3단계의 언

어 사용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제1언어 습득에서 잘 알려진 현상이며,

특정 형식에 대해 초기에 정확하게 습득된 것이 퇴행(back-sliding)의 양

상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난 후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

다. Kellerman(1985)에서는 최초로 이러한 현상이 제2언어 습득 현상에

서도 발견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U자형 발달은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목표어에 대한 정확도를 곡선으로 표현한

발달 패턴으로, 이를 Kellerman(1985)에서는 U자형 행동 발달(U-shaped

Behavioral development)이라고 칭하였다. Kellerman(1985)은 영어와 독

일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대부분 학습 초기 단계에서 오류 없는 언어

수행을 보이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목표어의 규범에서 어긋난 언어 사

용을 수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올바른 단계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발견했다. Kellerman(1985)은 이와 같이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관찰을 근거로 하여 U자형 발달 패턴을 보고하였다

(Cowan and Leeser, 2007:291-129).

아울러 Lightbown(1983:177)에서도 학습자들이 U자형 패턴을 보인다고

하였다. Lightbown(1985)에서는 학습자들이 이전에 잘 숙달되고 광범위

하게 연습했던 형태나 패턴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수행

한 형태나 패턴은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학습자들이 재구조화

(restructuring) 과정을 거쳐 습득한다고 하였다. 재구조화 과정은 언어

자체가 비선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계층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

타나다. 이러한 점에서 한 영역의 오류율의 증가는 다른 영역의 복잡성,

혹은 정확성 증가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

구조를 습득할 때 과잉일반화나 단순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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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여기서 재구조화는 학습자의 내부 표상에 질적 변화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재구조화의 결과가 U자형 발달 패턴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

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떨어지다가 다시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학습자들은 학습 초기에 목표어의 구조를 따르

다가 학습량이 많아지면서 사전에 학습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 퇴행의

현상을 보이가다도 다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진보의 현상을 보

일 수도 있고, 또한 목표어의 복잡한 언어 구조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정

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언어의 발

달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진보와 퇴행 과정을 거치면서 비선형적으로 발

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 중

목표어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를 언어 발달이 후퇴하고 있

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중간언어가 발달하고 있

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김영규, 2014:265).

CAF와 관련해서 Ortega(1999:137)에서는 제2언어 발달이 같은 속도로

동등하게 발달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서 CAF 구인 중 복잡성은 가장

느리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으나 유창성은 더 빠르게 발달하며 정확성이

나 복잡성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더 길고

다양한 문장을 생산할 때 유창성은 정확성보다 더 빠르게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언어 발달에서 정확성은 선형적이지 않은 반면 유

창성과 복잡성은 선형적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한편, Wolfe-Quintero

et al.(1998:73-74)에서도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은 비선형적으로 발달되는

것을 언급하며 학습자들이 특정 단계에서 중간언어의 구조적 발달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후 그 다음 단계에 도달하였을 때 감소

하는 모습인 오메가 Ω형 발달 패턴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U

자형 발달 패턴은 초기 단계의 복잡성과 정확성이 감소한 다음 다시 증

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면 오메가 Ω형 발달 패턴에서는 목표어의 복잡

한 언어 구조를 많이 사용할수록 정확성이 떨어지고 목표어의 복잡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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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구조의 사용이 줄어들수록 정확성이 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확성은 U자형 발달 패턴을 나타내고

복잡성은 오메가 Ω형 발달 패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Bulté와 Housen(2017:148)에서는 학습자들의 제2언어 수행에

있어 언어 복잡성은 그들의 제2언어 숙달도가 높을수록 함께 증가하지만

이러한 언어 복잡성과 숙달도는 항상 나란히(parallel) 향상되는 것이 아

님을 언급하면서 어휘, 형태, 통사와 같은 언어 복잡성의 구성요소들과

다양도, 정교도, 밀도 같은 언어 복잡성의 하위 차원들이 모두 선형적이

고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 발달 과정과 마찬가지

로 오히려 변화와 변이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서로 다른 차원의 구성 요

소들은 지원적이고 경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도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언어 발

달, 특히 제2언어의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은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

는 즉각적으로 증가하지만 퇴행 및 정체 단계의 특성을 갖는 역동적인

과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복잡성과 정확성이

숙달도에 따라 어떠한 발달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6. 복잡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학습자

의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모두 언어 산

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CAF 구인은

서로 상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AF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

다. 먼저 내부 언어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언어적 요인에는 항목, 패

턴, 구성, 규칙과 같은 특정 언어적 현상과 특징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가 발달 과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통사적 형태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형태와 기능적 특징들을 통해 학습자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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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산출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된다(Housen et al., 2012:9).

그리고 CAF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으로는 외향성이나

불안 같은 학습자의 개인적 요인, 동기와 같은 사회적 요인, 적성과 같은

인지 요인, 명시적·암시적 교수, 피드백의 유형과 같은 교수·학습의 개입

유형, 그리고 입력의 특성과 같은 기타 상황적 요인 등이 있다.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의 복잡성과 해당 과제를 구어 또는 문어로 수행하느냐,

독백 또는 대화형으로 수행하느냐 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

라서도 CAF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 과제의 복잡성과 관련하

여 Robinson(2005:5)에서는 인지적 측면에서 자원 지향(resource-

directing) 요인과 자원 분산(resourse-dispersing) 요인으로 나누어 이에

따라 학습자의 과제 수행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Kuiken et al.(2019:161)에서도 CAF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

언어 숙달도, 과제의 양식, 과제의 유형과 장르가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동기, 성격, 사회적 배경과 같은 학습자의 개인적 차이로 인해 학습자들

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고, 학습자의 발달 단계 혹은 학습 과정의 지점

에 따라 제2언어 생산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Michel

(2017:11)에서도 학습자의 나이와 인성, 학습 환경, 교수적 개입과 함께

과제의 복잡성, 과제의 친숙도,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 시간이 CAF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간의 CAF 연구들은 주로 이러한 내

적·외적 요인이 학습자의 언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 종속 변수로서 CAF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AF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숙달도와 장르에 관심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

다.

6.1. 숙달도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 학습자들의 제2언어 숙달도를 언어 발달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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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시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제2언어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주

요 개념으로 사용되는 언어 숙달도는 언어 사용자의 언어 능력과 관련된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며, 이는 제2언어 학습자의 산출물을 설명하는 데

중심 요소로 간주된다. Wolfe-Quintero et al.(1998:2-3)에서는 언어 발달

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발달 연속체의 한 지점이나 단계에서 산출한 언어

의 특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CAF 측정이라고 불리는

평균 T-unit 길이나 T-unit당 무오류 수 혹은 T-unit당 절 수 등을 통

해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발

달 지표 연구 중 하나로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제2언어 발달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발달 지표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CAF는

학습자들의 숙달도를 설명해 주는 포괄적인 기준으로 많은 연구들

(Skehan 1998; Ellis 2009; Housen and Kuiken 2009; Ahmadian 2012)에

서 CAF 측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숙달도를 설명하였다.

이렇듯 CAF 측정은 제2언어 숙달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기 때문

에(Colleen, 2017:243) 교수자나 연구자들은 숙달도 평가 테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CAF 지표를 숙달도 평가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평가 분야에서는 CAF 측정을 통해 언어 숙달도의 양상을 파악하고, 습

득 분야에서는 CAF 측정을 통해 특정 학습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의 언

어 특성과 그들의 언어 발달을 파악한다(Iwashita, 2018:2762). 또한

CAF 관련 연구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상관관계나 t-검정 혹은 분산

분석을 통해 언어 숙달도 즉, 쓰기 숙달도와 발달 지표를 비교하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언어 발달 측정과 숙달도 사이의 선형적 관계

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Young(1995)에서는 언어 사용의 증가가 선형적

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없으며, 숙달도나 발달에 대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속도로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

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언어 발달과 관련된 CAF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발달 지표

가 숙달도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발달 지표가 같은 숙

달도 수준에 있는 학습자들의 단기적 발달 진도를 포착할 수 있는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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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은 언어 수준에 있는 학습자들이 일정한 기간을 걸친 후 언어 발달

에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Wolfe-Quintero, 1998:9). 이때

학습자들의 숙달도 기준으로 평가 척도(rating scales), 표준화 시험

(standardized tests), 프로그램 등급(program level), 학급(school level), 수

업 성적(classroom grades), 원어민과의 비교를 통해 숙달도를 판단한다. 여

기서 무엇을 기준으로 숙달도를 보느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우선 평가 척도를 확인해 보면, 이는 글의 질이나 의사소통, 혹은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합격이나 불합격

을 결정해 주는 척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표준화 시험과 프로그램 등급

같은 경우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 숙달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프로그램

등급과 학급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제도에 따라 등급 부여를 결정하는 것

으로 이는 실제 학습자들의 숙달도 차이가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 수업 성적의 경우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학습자들의 진정한 언어 능력으로 보기 어

렵다. 또한 언어 학습자들이 목표로 하는 언어 수준은 원어민 즉, 모어화

자처럼 목표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어 화자와의 비교

를 통해 학습자의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으나 모어 화

자를 기준으로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를 판정하는 것이 객관적인 숙달

도 판정 기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Wolfe-Quintero et al., 1998:6-7).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 숙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표준화 시험을 숙달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숙달도를 평가하는 공인된 인증 시험인 TOPIK(한국

어능력시험)을 숙달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그 숙달도 기준

에 따라 학습자들의 복잡성과 정확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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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장르

6.2.1. 장르의 정의

복잡성, 정확성과 유창성은 학습자의 내부 요인인 숙달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외부 요인인 과제 유형이나 장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우선 장르(genre)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장르라는 말은 영문학에서 유형(type), 또는 종류(kind)를 의미하는데, 구

조적, 문체적 특징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범주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소설

유형과 같은 문학적 범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외에도 영화, 연

극, 그래픽 아트와 같은 미디어에서도 창조적인 결과물을 범주화하기 위

해서 사용된다. 최근에 들어서는 장르를 비문학적 문어 텍스트의 범주에

서도 적용해 왔으며, 쓰기 교육을 위해 그러한 텍스트의 특징을 특성화

하기 위해서도 적용한다. 신문 사설이나, 편지, 부고, 또는 각기 다른 학

술적 텍스트 유형을 장르로 본다(Bruce, 2008:6). 장르의 개념이 문학, 수

사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장르에 대한 정의도 여러 관점에서 정의된다.

Swales(1990:45)는 장르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

유하는 텍스트로서 의사소통 상황의 종류라고 설명하였다. Martin(1993:116)

에서는 장르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장르란 목표 지향적인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였다. Thornbury(1999:85)에서는 사회적 맥락의 관점에서

장르는 총체적인 구조와 문법적 자질, 어휘적 자질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텍스트 유형이라고 하였다. Hyland(2002:114)는 장르를

추상적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된 언어 사용법이라고 정의하여, 이는 텍스

트를 함께 집단화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상황에 맞게 반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Weigle(2002:26)에서는 장르

는 텍스트를 모은 덩어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필자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는 상황을 언어를 사용해 어떻게 전형적으로 표현하는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Bruce(2008:5)에서는 장르의 개념을 구조적, 문체적 특징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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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텍스트의 범주를 분류한 ‘문학적 범주’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장

르 개념은 어떤 특성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의 차이가 있으나 일

반적으로는 장르를 텍스트 자체로 보고 있다.

언어 교육에서 장르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특히 쓰기 교육

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Johns, 2002:3). 쓰기 장르는 필자가 에세이

를 기술하는 데 독자에게 어떤 장면을 시각화할 수 있게 하거나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된 스타일로 간주된다(Lam et al., 2011:271).

따라서 필자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를 사용한

다. 글쓰기 교육에서 장르에 대한 주된 접근법으로 3가지 접근법을 들

수 있는데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 신수사학

(New Rhetoric), 특수 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문맥상에서 작가나 화자가 선택

하는 언어 체계의 기능과 형식을 강조하고 언어와 그 기능과의 관계를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본다(Hyland, 2002:115). 그리고 다양한 장르에 목

적 지향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순차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과 언어는 맥

락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체계 기능 언

어학은 장르의 사회적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진화되어 온 수사

적 구조에 의해 설명된다.

한편, 신수사학적 관점에서의 장르는 전형적인 담화 형식으로 구체화된

사회적 표준 전략으로 간주된다(Coe와 Freedman, 1998:137). 그러므로

장르를 본질이나 형식이 아닌,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활용한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행동의 형식으로 본다(Miller, 1994:24). 그렇기 때

문에 장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따라 결정되

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새로 생겨날 수도 있는 다양성

과 역동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능력 수행으로서의 장

르인 특수 목적 영어에서는 학문적 및 전문적 맥락에서 비원어민 영어

화자에게 요구된 글쓰기를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장르에 관

심을 두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목적

을 공유하고 있는 특정 담화 공동체에서 쓰이는 일련의 의사소통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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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르로 본다(Swales, 1990:45-47). 그러므로 특수 목적 영어에서의 핵

심은 바로 공동체와 사회적 목적이다. 이상으로 장르의 정의에 대한 여

러 학자들의 관점 및 접근방법을 살펴보았다.

6.2.2. 장르의 유형

장르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체계기능 언어학 관점에서는 장르를 일반

수사학적 분류에 따라 경험적 이야기(recount), 절차(procedures), 서사(narrative),

기술(description), 보고(report), 설명(explanation), 설득(exposition) 등으로 구분

한다. Connors(1981)는 텍스트의 장르 분류를 서사(narration), 논증문

(argumentation), 기술문(description), 설명문(exposition)으로 나누었으며,

Pilegaard와 Frandsen(1996)과 Lam et al.(2011)에서는 서사적 글쓰기(narrative

writing), 설득적 글쓰기(persuasive writing), 기술적 글쓰기(descriptive

writing), 설명적 글쓰기(expository writing)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글쓰기

의 장르를 분류하였다. Tompkins(2003)에서는 장르를 목적에 따라 시(poetry),

설득적 글쓰기(persuasive writing), 서사적 글쓰기(narrative writing), 저널

(journals)과 편지(letters), 정보 전달 글쓰기(informational writing), 기술문

(descriptive writing)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Weigle(2002)에서는 장르를 형식(form)과 기능(function)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는데 형식에 의한 장르에 편지, 실험 보고서 또는 에세이와 같은 쓰기 산

출물이 해당되며, 기능적 측면에서의 장르에는 전통적인 언어 수업에서 가르

치던 의사소통 기능인 묘사하기(describing), 초대하기(inviting), 사과하기

(apologizing)나 전통적인 쓰기 수업에서 다루던 담화 방식인 서사(narration),

묘사(description), 설명(exposition), 논증(argumentation)의 글이 해당하는 것

으로 언급하였다. Beers와 Nagy(2011)는 장르의 분류를 서사(narrative)와 비서사

장르(non narrative)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비서사 장르를 설명적(expository)

장르라고 칭하였다. 비서사 장르에는 설득문(persuasive), 기술문(description),

절차적 텍스트(procedural texts), 비교/대조 텍스트(compare/ contrast text)와

같은 장르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Grabe(2002)에서는 경험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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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unt), 예측(forecounts), 역사적 사건(historical events), 자서전(biographies),

소설(fiction) 등을 서사(narrative) 유형으로 보고 있다.

여러 장르 유형 중 서사(narrative)와 설득(expository) 장르는 학문적 맥락

과 비학문적 맥락의 장르 연구에서 널리 연구된다(Oretga, 2015:88). 여기서

서사(narrative)와 설득(expository) 장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

지만, 일반적으로 설득적 글쓰기(expository writing)는 아이디어, 주장

(claims), 논증(arguments)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반면 서사는 일련의 사건들

을 시간 순으로 서술하는 글의 유형이다(Grabe, 2002). 더불어, Ravid

(2005:339)에서도 서사(narrative)는 사람과 그들의 행동과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적 틀에 따라 사건의 전개를 표현하며, 반면에 설득문

(expository)은 비서사 장르로서 아이디어와 개념에 초점을 두고 인과적

맥락에서 주장과 논증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Berman et al.(2007)과 Beers와 Nagy(2009)에서도 Grabe(2002)와 Ravid

(2005)와 같은 관점에서 논증(argumentative) 장르를 설득(expository)

장르와 같은 개념으로 논의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Butt et al.(2000

:241)에서도 설득(expositions) 장르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주장

(arguments)과 이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글이라고 설명하였

다. 이러한 논증(argumentative) 장르와 설득(expository) 장르를 같은

개념으로 논의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논증(argumentative) 장르와 설득적

(expository) 장르를 동의어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장르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서사

(narrative)와 설득(expository)으로 나뉘어 설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도 학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각 장르에는 구조와 언어적 특징

과 같은 텍스트의 특성이 있으나 이들이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예

를 들면, 기술적(descriptive) 장르를 서사(narrative) 장르에서 주로 에세

이나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lam et al., 2011:271). 이는

하나의 장르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르에 따른 복잡성과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장르

가운데 핵심적인 장르라 할 수 있고 그 성격도 비교적 변별적인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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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장르와 논증(argumentative) 장르를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6.2.2.1. 서사 장르

서사는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념도 각각

강조점을 달리하여 설명되고 있다. 우선 서사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Polkinghorne(1988:13)에서는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이야기의 인지적 도

식, 그 과정의 결과, 이야기나 설화 혹은 역사 등을 서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Polkinghorne(1988)는 서사를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과

결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서사의 특징으로 경험과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점, 행위와 사건들을 에피소드(episode)식의 통합

체로 종합한다는 점, 과거의 사건들과 미래의 계획을 구조화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Clandinin과 Connelly(1999: 52-54)에서는 이야기

(story)와 서사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그들에 의하면 이야기(story)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화를 의미하며, 서사는 긴 시간 속에 걸쳐 있는

삶에 대한 사건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서사를 경험에 대해 되

풀이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서사문에 대해 황병순과 장만호(2013:107)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전달하는 글로 보았으며,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건의 내

용을 알리는 글이라고 언급하여 하나의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그렇게 되었는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Lam

et al.(2011:270)은 서사문은 일련의 이야기로서 짧은 에세이나 이야기

(story)를 뜻하는 것으로 어떤 환경 및 상황에 대해 화자의 관점에서 쓰

인 글이라고 언급하였다. 서사문은 일반적으로 문제 및 해결을 중심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이때 순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서사문은 서사(이야기)가 있는 글이며, 개인적 서사문과 허구적 서사문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 서사문의 경우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며, 허구적 서사문은 서사문에 등장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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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나 배경 등이 허구적으로 구성된다(박영민 2012:40). 본 연구에서 관

심을 두는 것은 허구적 서사문이 아닌 개인적 서사문이다.

서사적 글쓰기는 경험을 매개로 하는 글이며, 이야기의 정보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서사문의 목적 자체가 일어난

일을 전달하려는 글이며, 담화 기능에 있어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

을 한다. 그리고 시제와 문장 구조와 관련된 시공간적 특이성을 나타내

며, 수사학적으로 구어적이고 간단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형용사의 사용

이 많으며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김수미, 2011:31). 실제로 경험했

던 것을 기술하는 글로서 서사적 글쓰기는 화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화자의 기억에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적

글쓰기는 역동적이고 개인적이며 구체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다(Ravid,

2005:340). 이처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솔직하고 자세히 쓴 글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에게 하는 이야기는 주로

서사적 글쓰기의 양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서사적 글쓰기의 유형에 대하여 이승희(2002:10-12)는 자전적 서사로서

일기를, 경험 전달적 서사로서 기행문 쓰기, 기사 쓰기, 매체 비평하기를,

허구적 서사로서 인물의 성격을 바꾸어 쓰기, 결말 바꾸기, 재구성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김경한 외(2013:195)에서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뿐만 아

니라 기행문, 묘사문, 일기, 수필, 자서전 등이 서사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며, 이호철(2015:109)은 생활문, 생활기록문, 기사문, 사생문,

기행문, 견학기록문, 관찰기록문을 서사적 글쓰기로 보았다. 이처럼 서사

적 글쓰기는 다양한 글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법과 목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글이다. 일반적으로 서사적 글쓰기

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모든 수준의 학습자들이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장

르 유형이며, 학습자들에게도 가장 친숙한 장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서사문은 제2언어 학습자의 시제, 접속사 사용과 같은 언어적 특징

또는 담화 지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언어 수행을 측정하

는 데 유용한 틀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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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논증 장르

논증(argumentation)이란 합리적 판단에 앞서 어떤 입장을 정당화 혹

은 반박하려는 의도로 일련의 명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논박의 여지가 있

는 입장에 대한 청자 또는 독자의 수용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또는 감소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추론 행위를 의미한다

(Eemeren, et al.1996:5, 민병곤, 2001:242에서 재인용). 황병순·장만호

(2013:155)에서는 논증적 글쓰기란 필자가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내세우는 글이라고

하였으며, 이재성 외(2010:238)에서는 논증적 글쓰기는 주어진 문제에 대

한 필자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을 정합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

하는 글쓰기라고 하였다. 이는 필자가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주장하는 글’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은 필자가

어떤 주제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워 합리적으로

해석, 평가,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하는데 이때 주장과 논리적인

근거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주장과 근거를 통해

결국 불특정 다수나 반대의 관점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논증문의

목적이다. 논증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

로 설득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병곤(2008:113)

에서도 논증적 글쓰기는 단순한 논리적 글쓰기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논증적 글쓰기에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이슈, 그 이슈에 대한

배경 지식, 필자의 주장, 그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근거들 그리고 주장과

반박이 포함된다(Oshima와 Hogue, 2006). 여기에서 논제의 성격에 따라

‘사실이나 가치(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대립

되는 의견’에 대한 찬반 논의 또는 특정 입장에서의 논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민병곤, 2008:111). 논증적 글쓰기에서 논의의 대상은 논쟁의 여지

가 있는 논제를 대상으로 하는데(민병곤, 2001:243) Levinson(2006: 1204)

에 의하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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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가지며 해당 문제에 대해 서로 설명이나 해결책을 제공하며 해당

문제가 많은 사람이나 다양한 집단과 연관되고, 해당 문제가 객관적인

증거의 호소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논증적 글쓰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입장

표명과 본격적인 의견의 제시, 자신의 입장 정리의 순서로 글이 구성된

다. Hyland(1990:69-74)에 따르면 논증적 글쓰기의 구성은 크게 논제

(thesis), 논증(argument), 결론(conclusion)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논제 단계는 주제를 소개하고 논의의 중심이 되는 명제를 도입하는 단계

이며, 논증 단계에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전개하여 논의하

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또 다시 주장을 도입하는 표지(marker), 명제

의 재진술(restatement), 핵심 주장(claim), 뒷받침 근거를 통한 지지

(support)의 네 절차가 반복된다. 마지막 결론 단계는 필자가 타당성을

입증하여 논의를 종합하는 단계이다. 논증적 글쓰기는 문어적이고 주로

현재형을 쓰며, 다양한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인과적, 조건적, 결과적, 대

조적 접속문이 실현된다(이혜정, 2013:38).

논증적 글쓰기에서 필자가 독자를 설득하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타당한 논거는 쟁점이나 주제

와 관련된 풍부한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논증문

은 특히 지식이 더 중요시된다.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거는 자신이

제시한 논거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하며,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의 경우 논증적 글쓰기의 논거가 될

수 없으며, 독자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논증 장르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 근거와 예시를 통해 정당화 혹은 논리적 전개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 비해 훨씬 복합적이며 합리적인 사

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글이기도 한다. 그리

고 논증 장르는 다른 장르보다 다양한 시험이나 교육 분야에서 널리 활

용되고 있는 장르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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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장르의 영향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는 장르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언어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르는 글쓰기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학습자들의 언어 산출

을 측정한 초기 CAF 연구들은 과업의 복잡성이 학습자의 언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업의 복잡성에만 관심이 많았다. 이 연

구들은 과업의 유형과 과업의 복잡성이 학습자의 언어 산출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피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고 장르를 기반으로 한 연구조

차도 장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과업의 복잡성이

학습자의 언어 수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인지적 측면에서

다루어왔을 뿐이며, 장르를 기반으로 한 과제에서 나타난 언어적 요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Hwang, 2012:44). 제2언어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그 중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요인은

장르이다. Kaldieh(2000:523)에서는 제2언어의 쓰기 숙달도가 학습자가

수행한 장르와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장르의 유형에 따라 학습

자가 잠재적으로 생성한 언어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언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자가 장르에 따라 산출한 언어가 학습

자의 구어와 문어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어 담화

방식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실제 언어 능력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Yang과 Sun, 2012:33). 특히 제2언어 쓰기 연구

의 경우 장르에 따라 학습자들이 생성한 언어의 차이를 살피는 것이 너

무나 중요하다. 장르에 따라 요구된 언어 조건이 다르며, 결과적으로 언

어 사용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Biber와 Conrad,

2009:16). 예를 들어, 서사적 글쓰기에서는 과거 시제와 3인칭 대명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논증적 글쓰기에서는 더 많은 관계절이 사

용될 수 있다. 앞 항에서 살펴봤듯이 장르의 유형을 목적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장르를 기본적으로 서사와 비서사로 구

분하여 설명한다. 서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특정 기간 내에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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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행동에 집중하면서 상황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글인 반면, 비서사

장르는 아이디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거나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

개된 글이다(Berman와 Slobin, 1994). 이처럼 장르마다 아이디어를 표현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장르에 따라 언어적 특성도 조금씩 다른 경

향이 있다(Beers와 Nagy, 2011; Ravid, 2005).

지금까지 여러 제1언어 및 제2언어 연구에서 언어 생성에 미치는 장르

의 영향을 확인해 보았지만 많은 연구들은 제1언어 쓰기에만 주목하고

있었다.(Yoon과 Polio2017:280). 설득적 글쓰기에는 더 많은 관계절과 더

긴 단어, 더 높은 통사적 깊이, 보다 추상적인 명사, 그리고 더 정교한

수식어가 포함된 더 복잡한 명사구가 출현한다(Ravid와 Berman, 2010

:3). 따라서 다양한 언어에 있어 설득적 글쓰기는 학습자들의 광범위한

언어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Ravid와

Berman, 2010:18). Tavakoli(2014:226)는 언어 교육에서 서사적 글쓰기는

학습자와 관련된 친숙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글이라 이를 초급 단계부터

다루고 학습자의 친숙도를 고려한 연구의 경우 서사 장르가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라고 언급하였다. Skehan(2009:511)에 의하면 서사적

글쓰기 과제는 학습자들이 언어를 더 복잡하게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나

덜 유창하고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친숙한 정보

를 기반으로 한 특정 과제의 경우 정확성과 유창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제2언어 습득 연구와 CAF 연구에서는 논증적/설득적 글쓰기가 널리 사용

된다. 논증적/설득적 글쓰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다.

이처럼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언어로 표현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전개

하고 설득하는 것은 언어 기능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인지적 부담이 큰 논증적 글쓰기는 서사적 글쓰기와 기술적 글쓰

기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Yang과 Sun, 2012:33). 이뿐만

아니라 논증적/설득적 기술은 예측 가능한 순서에 따라 발달되며, 논증

의 언어적 기능도 특정적(specific)이다(Golder와 Coirier, 1996:271). 이는



- 116 -

설득이나 논증을 할 때 장르에 따라 수사적 장치와 같은 언어적 구조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Beers와 Nagy(2011)는 제1언어 학습자들의 장르와 관련하여 통사 복

잡성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이 다른 장르에 비하면 기술 장르에

서 더 긴 절을 생성하고 설득 장르에서 T-unit당 더 많은 절을 생성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Beers와 Nagy(2009)에서는 통사 복잡성이 서사와

설득 장르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종속절이 서사 장

르와 정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득 장르와는 부적 상

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절의 길이에서는 설득 장르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나 서사 장르와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양한 장르에 있어 글쓰기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통사 구조

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Ravid(2005:341)도 제1언어 글쓰기에 있어 서사 장르와 설득 장르를 분

석하였는데 설득 장르는 추상적인 개념과 세계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

어 이를 구성하는 것이 서사 장르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언

어적 복잡성의 증가와 관련해서 설득 장르가 서사 장르에 비하면 더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설득 장르에서 언어적 복잡성이 더 발달

한다. Way et al.,(2000)은 프랑스어 학습자들의 기술적 글쓰기, 서사적

글쓰기, 설득적 글쓰기를 다루었는데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설득 장

르가 서사 장르와 기술 장르보다 어휘에 더 높은 복잡성을 보였다. 게다

가 Way et al.,(2000)에서는 설득적 글쓰기에 학습자의 정확성과 유창성

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와, 이러한 과제는 제2언어 학습자에게 가장 어

려운 장르라고 주장하였다. Lu(2011)에서도 문장당 절의 수가 서사 장르

보다 논증 장르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을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논증적 글쓰기와 서사적 글쓰기를 비교한 여러 연구에서는

논증적 글쓰기가 서사적 글쓰기보다 복잡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Hwang,2012:45). Robinson(2001)의 인지 가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더

복잡한 과제가 더 복잡한 언어와 더 정확한 언어를 생성한다고 제안하였

다. 이는 제2언어 학습자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 요구되는 과제보다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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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추론을 요구하는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더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논증적 글쓰기는 인과 관계에 대

한 추론이 요구되는 것으로 더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논

증적 글쓰기는 서사적 글쓰기보다 추론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논증적

글쓰기에서 더 복잡한 언어를 생성하는 것이다(Yoon과 Polio, 2017:282).

이와 같이 장르는 무엇이고 어떠한 장르 유형들이 있으며, 장르가 복잡

성과 정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으로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문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

성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복잡성과 정확성의 개

념을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그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어떠한 측정 지표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 관계는 어떻고 어떠한 발달 패턴으로 발달하는

지 살펴본 후, 복잡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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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한국 내 대학의 언어교육원, 학부, 대학원

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숙달도를 기준으로

하여 학습자들이 숙달도별로 복잡성과 정확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학습자들은 무엇보다도 한국어

숙달도 평가 시험인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로 한정하

였다. TOPIK시험은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를 평가하는 신뢰도

가 높은 공인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자를 선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험은 TOPIK-I과

TOPIK-II로 구분되고 획득한 종합점수에 따라 1∼6급으로 나뉘는데

TOPIK-I은 초급 수준으로 보고 TOPIK-II는 중·고급 수준으로 본다.

TOPIK 시험의 구성 영역을 보면, TOPIK-I은 듣기와 읽기로만 구성되

어 있는 반면 TOPIK-II는 듣기, 쓰기, 읽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쓰기

영역에서도 작문형 쓰기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TOPIK-II 소지자들은

본 연구의 작문 쓰기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OPIK-II(3급∼6급) 취득자를 연구 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구분 상세정보 인원수(명)

성별
남 18
여 91

연령

10대 2
20대 초반 38
20대 후반 49
30대 20

국적
베트남 43
중국 29
몽골 13

<표 13>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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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 산출 과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문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을 분

석하기 위해 작문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작문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

의 문어 복잡성과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문 과제를 설계하는 데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필요할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학

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제에 적합한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과제는 글쓰기에 필요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학습자가 과제 해석을 통해 글의 방향과 계획

을 세우는데, 이때 작문 과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의

글쓰기 수행도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시간’ 이 글쓰기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이를 작문 쓰

기 과제의 구성 요소로 선정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구성 요소를 고려

하여 서사적 글쓰기와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과제를 설계하도록 한다.

주제는 필자가 ‘무엇에 관하여 써야 할 것’을 의미하며(양경희, 2017:

92), 쓰기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서수현,

2008:459). 주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든 학습자가 접근할 수 있는가

미얀마 11
태국 4
캄보디아 2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더치, 가봉,

미국,

스페인

각 1

토픽 등급

6급 30
5급 30
4급 31
3급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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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이다. Weigle(2002:151)에 의하면 학습자별로 고유의 경험에 대해

쓰게 하는 개인적인 주제의 경우 별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습자가 접근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선

정하는 데 배경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신과 관련이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사전

지식이 요구되는 글쓰기의 경우, 해당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는 글

을 완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들로 하여

금 친숙한 주제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처럼 친숙한 주제를 선정함으로

써 실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주제의 친숙도가 높을수록

내용과 어휘가 보다 풍성한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본 연구는 장르 관련 특성을 가진 두 가지 유형

의 글쓰기 과제에 관심을 두었으므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장르의 특성이

잘 드러난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서사적 글쓰기는 실제

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직

접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

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한편, 논증적 글쓰기의 경우 주제를 선정하는 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학습자들의 접근 가능성과 장르 특성을 고

려하여 서사적 글쓰기에 대한 제재로 ‘유학 생활’을 정하였으며,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제재로 ‘소셜미디어’를 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학습자

는 현재 한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보내고 있으므로 ‘유학 생활’ 주제를

받는다면 자신과 관련 있는 주제로서 학습자들이 별 어려움 없이 기술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학습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학 생활’ 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현재 사회는 소셜미디어의 시대라

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주제를 글로 쓸 때 별도의 사전 지식 필요 없이 논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소셜미디어’를 논증적 글쓰기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또

한 주지하듯이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소셜미디어’

사용의 역기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 주제



- 121 -

는 어느 정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은 글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

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주제만

을 제시해 준다면 모호한 내용을 작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제를

설계할 때 명료한 지시문 즉 프롬프트를 제공해야 한다. 프롬프트는 학

습자들이 글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글쓰기의 방향과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잘 만들어진 프롬프트

는 주제에 맞게 글을 완성하게 해주는 반면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 프롬

프트의 경우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시문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주

제와 어긋난 쓰기 결과물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

하여 ‘유학 생활’ 및 ‘소셜미디어’ 주제를 프롬프트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자 한다. 여기에서 또 고려해야 할 점은 프롬프트를 어떤 유형으로 제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Korll과 Reid(1994:233-234)에서는 프롬프트 유형을 단순 프롬프트(bare

prompt), 과제 기반 혹은 읽기 기반 프롬프트(task-based or reading-based

prompt), 틀 프롬프트(framed prompt)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방법인 단순 프롬프트는 과제를 직접적이고 간단한 용어로 지시하는 방

식인데 이처럼 자세한 정보 없이 개방형으로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이 어

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못 잡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학습

자들에게 주제와 함께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는 학습자들이

받은 자료를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글을 쓰도

록 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목표 주제는 개개인의 이야기와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기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제공할 필요

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유형인 틀 프롬프트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

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시 방식은 요구된 내용을 틀로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

떤 내용에 대한 글을 작성해야 할 것인지를 쉽게 파악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틀 프롬프트 방식으로 글쓰기 과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틀 프롬프트 방식의 경우 쓰기 수행을 위해 상황이나 조건을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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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학습자가 작성할 글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제시할 상황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제시해 줄 것인지 잘 결정해

야 한다. 이에 대하여 Weigle(2002:149)에서는 서로 다른 능력과 다른 배

경 지식을 가진 학습자들이 각자 뭔가 말할 것을 찾아서 글을 쓸 수 있

도록 쓰기 과제의 프롬프트가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프롬프트로부터 정보를 해석하고 이를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시된 상황이 지나치

게 포괄적이면 이를 받은 학습자들이 내용에 대한 사고의 방향을 잡기가

어렵고 글을 쓰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과제의 프롬프

트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롬프트를 구성할 때 상황 제시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글

쓰기를 수행하는 데 사고나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주제와 관련된 구체

적인 질문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보다 사고의 방향에 초점

을 잡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외에도 Korll과 Reid(1994:231-241)에서는 프롬프트의 지시문은 간

단하고 명료해야 하며, 프롬프트에 사용된 어휘·문법과 문장 구조도 명

확하고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수사학적인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프롬프트에 수사적 설명이 어

느 정도 드러나 있으면 학습자들이 글의 초점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너무 많이 드러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정보가 반복됨으로써 학습

자의 시간을 낭비하여 오히려 글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Weigle, 2002:

118).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사적 설명으로서 장르

형태(-에 대한 이야기, 논증하는 글)를 과제 표면에 명시해 주었다. 수

사적 신호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증’의 의미를 학습자가 모를 경우

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함께 제시하였다.

글쓰기 과제 설계 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쓰기 과제에

서의 시간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시간을 의미한다(서

수현, 2008:465).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쓰기 과제의 난

이도와 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계획과 수정이 필요한 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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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과제의 경우 시간을 얼마 정도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많이 제공할수록 학습자들의 글쓰기 성취가 높

아질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글을 잘 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Weigle, 2002:165). 글쓰기에 있어 시간제한의 영향을

다루었던 Powers와 Fowles(1996)의 연구에서는 같은 집단의 학습자들에

게 2개의 작문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때 작문 하나를 40분으로 제한하

고 또 하나의 작문을 60분으로 제한하였다. 학습자들은 40분보다 60분을

주었을 때 글쓰기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추후

그들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로 인해 Powers와 Fowles(1996)는 시간제한은 특정 집단의 학습자들에

게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가 있었다.

본 연구의 글쓰기 활동은 특정 장소나 교실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집에서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사전을

참고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교수 현장이나 평가 상황에서는

대부분 글쓰기 과제 수행 시 시간이나 자료 참고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제 현장의 글쓰기 환경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같은 조건하에

수행하도록 시간제한으로 과제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소요 시간은 40∼45분으로 정하였다. 이 소요 시간은 모든 학

습자들이 글쓰기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시간과

상호 관련성이 높은 분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시간과 분량

을 동시에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에게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려 사항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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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다음 과제는 서사적 글쓰기 과제입니다. (narrative essay형)

<과제-2>

다음 과제는 논증적 글쓰기 과제입니다. (argumentative essay 형)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해외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유학 생활에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여러

분의 한국 유학 생활이 어떻습니까?

아래 질문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한국으로 처음 유학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왔습

니까?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에 어떠한 경험들(예: 학업, 문화, 사회생활

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작성해 보십

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위챗 등) 널리 사

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우리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질문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소셜미디어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or)

-소셜미디어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 중 입장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글로 작성해 보십시오.

논증하는 글 :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등이 반영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독자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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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 자료는 작문 쓰기 활동을 통해 수집되었다3). 작문 쓰

기 활동은 학습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1인당 2편의 작문을 작성하도록 하

였다. 작문 쓰기 활동은 Zoom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학습자들은 동일한 조건하에 작문 쓰기를 수행해야 하므로 수행

과정 중 자료 검색이나 사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작문 작성 시간

도 통제하여 진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참여 링크에 접속해서 Zoom 회의창에 들어온 후 작문 주제, 주

의 사항, 소요 시간이 적혀 있는 Zoom 메인화면을 보고, 진행 순서에 대

한 설명을 듣는다. 이후 별도로 배포된 학습자 활동지에 학습자의 기본

정보를 기입하게 한 후 2편의 작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작문을

작성하는 소요 시간은 한 편당 40-45분이며, 첫 번째 작문을 작성한 뒤

1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완성된 2편의 작문은 연구자에게

이메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 철자나 어

휘·문법의 오류 측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에게 학습자 활동

지나, A4 용지 혹은 공책(학습자 활동지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다가 작

문을 작성하여 이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어 산출 자료의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표 14>와 같다.

3)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 승인[IRB NO.2108/
001.001]을 받은 후 학습자를 모집하여 실시하였다.

숙달도 주제 학생 수 텍스트 어절 수 문장 수

6급
유학 생활

30명
30 6555 546

소셜미디어 30 5906 434

5급
유학 생활

30명
30 5872 513

소셜미디어 30 5125 402
4급 유학 생활 31명 31 4984 488

<표 14> 언어 산출 자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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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기준

4.1 통사 복잡성 측정

통사 복잡성은 단일 측정만으로 그 양상이 포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

습자들이 생성한 문장의 복잡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필 수 있도록 다차

원적인 하위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Norris와 Ortega, 2009:564). II장의

통사 복잡성 측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사 복잡성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산출 길이에 따른 복잡성 측정과 문장 확장에

따른 복잡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생산하는 문장의 복잡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기본 측

정 단위를 설정한 후 통사 복잡성과 관련이 깊은 문장 길이 및 문장 확

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1.1 기본 측정 단위 설정

통사 복잡성은 특정 기본 측정 단위 내에서 얼마나 많은 하위 단위들

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생성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

본 측정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사 복잡성 연구에서 사용

해 온 측정 단위를 확인해 보면 앞의 II장에서 확인하였듯이 영어교육에

서는 전통적으로 T-unit를 문어 분석을 위한 기본 측정 단위로 널리 사

용하고 있었다. 한국어의 경우 T-unit의 설정이 한국어와 일치하지 않아

소셜미디어 31 4620 419

3급
유학 생활

18명
18 2640 307

소셜미디어 18 2186 244
합계 109명 218편 37888개 33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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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복자, 2015; 김현아, 2016;

주월랑, 2018; 주우동, 2019; 최수완, 2020).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문장이

T-unit의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T-unit 대신 문장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처럼 문장을 기본 측정 단위로 설정한다면 무엇을 문장으로 볼 것인

가에 대한 문장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장의 개념을 살펴

보면, 임지룡 외(2005:237)에서는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

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인데, 문장은 구성상으로 볼 때 주어와 서

술어를 갖추어야 하며, 형식상으로 볼 때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

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창운(2006:17)에서는 문장이란 하나의 완

결된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의 단위라고 하였다. 나찬연(2016:

253)에서는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고 서술어에 종결어미가

실현되어 있으며, 의미적인 면에서 통일되고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있는

언어 형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본관 외(2015:209)에서는 문장을 생각

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독립

적 형식 단위로 정의하여,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

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로 문장 끝에 문장 부호를

(가) 완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한 무리의 낱말이다.

(나) 하나의 통일된 말로 드러낸 것으로서, 의미로나 형식으로나 온전히 다른 것

과 따로 독립적인 것이다.

(다) 어떤 문법적 구성 방식으로도 더 큰 언어 형식 속에 내포되지 않는 것이다.

(라)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2대 요소로 이루어진 언어 구조다.

(마)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온전히 포함된 단위이다.

(바) 문장 부호를 가진 단어의 연속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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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 이런 것이 생략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상의 문장 개념을 정

리해 보면 문장은 구조적인 면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며, 의

미적인 면에서는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는 언

어 단위라고 불 수 있겠다. 또한 문장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데 연구 대

상으로 삼은 자료의 특성과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자료는 한국어 학습자가 산출하는 문어 작문

자료이므로 문장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술어에 종결어미가 결합되어 문

장 끝에 부호가 있는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문장만을 문장으로 보고자

하였다.

4.1.2. 문장 길이에 따른 통사 복잡성 측정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자료는 학습자가 생성하는 문어 작

문 자료이기에 문장을 기본 측정 단위로서 설정하였으므로 문장 단위를

기준으로 문장 길이에 따른 복잡성을 살피고자 한다. 문장 길이에 의한

측정은 통사 복잡성을 측정할 때 양적인 측면에서 살필 수 있는 방식이

다. 문장 길이는 주로 학습자가 생성하는 문장에서 단어나 형태소의 수

를 측정함으로써 숙달도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다(주월랑, 2018:48). 기

존 연구들에서 문장 길이에 따른 복잡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살

펴본 결과 ‘문장당 음절 수’, ‘문장당 어절 수’, ‘문장당 단어 수’, ‘문장당

어휘 수’, ‘문장당 형태소 수’를 통해 문장 길이에 따른 복잡성을 측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서세정(2009)과 남주연 외(2016), 그리고

주월랑(2018)에는 하나 이상의 측정 기준을 통해 문장 길이에 따른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였다. 우선 문장당 어절 수와 문장당 형태소 수를 기준

으로 문장 길이에 따른 통사 복잡성을 분석한 연구로 서세정(2009)과 주

월랑(2018)이 있는데 서세정(2009)에서는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문장당

어절 수와 형태소 수가 늘어났으므로 학습자의 숙달도 변별에 문장당 어

절수와 형태소 수가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주월랑(2018)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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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측정이 시간의 축에 따라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문장당 어절 수와 문장당 단어 수를 통해 산출 길이에 따른

통사 복잡성을 측정한 남주연 외(2016)에서는 두 측정이 모두 전체 숙달

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문장당 어절 수가 초급과 중급, 그리

고 모어 화자 간의 차이를 구별해 주는 데 더 유용하다고 하였다. 문장

당 어절 수, 형태소 수, 단어 수를 비교하여 측정한 음승민(2012)에서는

측정치 모두가 학습 단계의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았으나 초급

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형태소의 증가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어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측정 기준을 찾고자 한 최예슬(2017)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

용된 모든 통사 복잡성 측정 기준을 종합하여 해당 측정 기준들의 등급

변별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문장당 어절, 단어, 형태소, 음절의 4개

의 측정 기준 모두가 급수가 올라갈수록 평균값이 상승하였으나 통계적

으로 급 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중·고급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급수를 통계적으로 변별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해 그동안 측정해 온 기준이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고 하였다. 이처럼 똑같은 측정 기준을 사용하여 분석하더라도 분석하는

대상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 이상의 측정 기준을 통해 문장 길이에 따른 통사 복잡성

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당

측정 기준들에 대한 변화의 추세를 확인해 보면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측정 기준들은 한국어의 특성상으로 보았을 때도 비

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장당 형태소가 많다면 문장당 어

절 수나 어휘 수도 많다고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당 형태소의 수가 문장의 길이를 측정하는 데 좀 더 세밀하게 측정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기본적인 측정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음승민(2012:5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문장 길이의 측정에 있어

서 어절과 단어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으나 한국어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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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미가 풍부하고 형태적으로 교착어에 속하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형태소를 기준으로 문장의 길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문장 길이에 따른 통사 복잡성을 측정할 때 형태소를 기준으로

하여 문장당 형태소의 수를 측정하도록 한다.

4.1.3. 문장 확장에 따른 통사 복잡성 측정

통사 복잡성은 단순히 학습자가 생산하는 문장의 길이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학습자들은 단순한 단문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도

다양한 하위 단위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복문을 만들

어낸다. 이처럼 학습자가 문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통사 복잡성과 밀

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장을 확장하여 만

들어내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문장 확장 방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문장을 단문과 복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문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지칭하는 반면, 복문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지칭한다. 이와 같이 서술어가 몇 번 나타

나느냐에 따라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어진다. 이관규(2002:253)에 의하면,

여러 개의 단문이 모여 복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문장의 확장이라고

한다. 복문에 문장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문이 단문보다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문보다 복문을 많이 산출하는 것이 복

잡한 문장을 많이 산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문

은 문장 확장과 관련된 개념으로 복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장

확장에 따른 통사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은 절로 구성되는데 문장에 포함된 절의 개수와 종류

등에 따라 문장의 구조가 여러 유형으로 하위 분류된다. 단문은 ‘아이가

잔다.’처럼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며, 하나의 절로 이루

어지고, 복문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갈다.’처럼 두 개의 절이 대등한 자



- 131 -

격으로 이어지거나, ‘나는 봄이 왔음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처럼 두 개

의 절 중 하나가 하나를 안고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나, 둘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다(구본관 외, 2015:254-255). 이를 보면 절에 의해 문장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문장 안에 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구조적으로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하나의 문장 안에 몇 개의 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장 확장에 따른 통사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문과

절의 사용을 측정함으로써 문장 확장에 따른 통사 복잡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1.4. 문장 확장 유형에 따른 통사 복잡성 측정

앞서 언급하였듯이 절의 개수와 종류에 따라 문장의 유형도 달라지는

데 앞뒤 절이 나란히 놓인 문장을 이어진문장(접속문)이라고 하고, 어떤

문장 속에 다른 문장(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안긴문장(내포문)이라

한다. 그러나 복문을 이어진문장과 안긴문장으로 나눌 뿐 아니라 이어진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대등접속문)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접속문)으로 나누고 안긴문장은 성격에 따라 다시 명사절, 관형사

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영근·구본관,

2008:484). 여기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과 구성이 유사하

여 그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종속접속문의 종속절을 부사

절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어진 문장(접속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

한 견해가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임지룡(2005:262)에서는 종속접속문은

대등접속문과 달리 부사절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종속접속문의

종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가. 비가 오더라도 내일은 소풍을 가겠다.

가'. 내일은 비가 오더라도 소풍을 가겠다.

나. *창수는 책을 보고, 자기 동생은 신문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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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룡(2005)에서 예문 (1가)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을 예

문 (1가')와 같이 뒤 절 속으로 이동시키면 앞 절이 뒤 절에 안긴 것으

로 보이며 이는 부사절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문 (1나)

와 같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 절과 뒤 절 사이에 재귀화가

허용되지 않는데, 예문 (1나')와 같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재귀화

가 일어나는 경우 이를 부사절로 다룬다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종속적으

로 이어진 문장의 절의 위치를 바꾸면 부사절과 유사해지기 때문에 종속

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다르게 구분하지 않고 종속적으로 이어

진 문장의 선행절을 부사절로 보는 것이다. 또한, 남기심·고영근

(2014:395)에서는 종속적 연결어미에 의해 이루어진 이어진 문장은 의미

적으로나 통사적으로나 부사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속적 연

결어미를 부사형 전성어미로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구

본관 외(2015:269-270)에서도 종속절을 포함하는 종속접속문을 구별하지

않고 부사절로 보고 있다. 이관규(1999:235-255)에서도 제7차 문법 교과

서에 의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언

급하면서 종속절이 부사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어진 문

장 가운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로 처리하였다.

한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국립국어원, 2005:12)에서도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대등적으로 연결된 문장과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을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이 한국어의 학습에 큰 의미가 없으며, 대

등적 연결과 종속적 연결은 결국 의미적인 구분일 뿐, 문법 형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문법적 기능이나 문법적 특성의 차이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견해를 인정하여 본

연구에서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부사절로 보는 견해를

인정하여 종속적 연결어미로 실현된 종속접속문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

고, 대등접속문만 접속문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문장 확장 유형으로

나'. 창수는 마음씨가 착해서 자기 동생을 잘 보살펴 준다.

(임지룡, 200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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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접속을 통한 문장 확장과 내포를 통한 문장 확장을 살피도록 한다.

4.1.3.1. 대등접속을 통한 문장 확장

접속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장이나 성분이 대등적으로 연결되어 보다

큰 단위의 구성을 이루는 통사 현상이다(최재희, 2004:286). 전통적으로

는 접속의 유형을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구분하여 왔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속접속문을 보지 않고 대등접속문만 알아보고자 한

다. 대등접속은 두 개의 절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대등적 연결어미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등적 연결어미를 통해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적으

로 이어졌을 때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그 두 절이 서로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 의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문법적으로 서로 연관되지 않은 채 대등하게 별개의

절로 독립해 있다는 것이다(구본관 외, 2020:142).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

결해 주는 대등적 연결어미로 ‘-고, -(으)며, -지만, -(으)나, -거나, -든

지’ 등이 있는데, 이 연결어미는 문장 내에서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를

가진다(임지룡 외, 2005:260). 대등적 연결어미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선행절과 후행절을 대등절이라고 한다.

구본관 외(2020:142)에서는 대등접속문을 이루는 대등적 연결어미를 나

열 혹은 순접의 기능을 지닌 연결어미, 대조 혹은 역접의 관계가 있는

연결어미,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분류하였으며, 권재일

(1992:256-260)에서는 객관적인 형태 분석에 따라 나열(순접)관계, 대조

(역접)관계, 선택(선접)관계로 대등적 연결어미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허용 외(2005:298-310)에서는 연결어미를 학교문법의 연결어미처럼 대등

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의미범주에 따라 나열·병렬관계, 대조관계, 선택관계로 분류하였다. 국립

국어원(2005a:117-149)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도 이어진 문

장, 즉 접속문에서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어미의 의

미 기능에 따라 나열, 대립·대조,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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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외(2020), 권재일(1992), 허용 외(2005), 국립국어원(2005)에서 제시한

연결어미를 종합해서 제시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임지룡 외(2005), 고영근·구본관(2008), 구본관 외(2015)에서 언급한

대등접속문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등접속문은 두 홑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기 때문에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예문 (2가)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문

(2가)의 ‘바람이 세차게 불다’는 예문 (2나)의 후행절과 같이 위치를 바꾸

어도 의미 차이가 없다.

2) 대등접속문에서 앞 절이 뒤 절 속으로 이동할 수 없다.

예문 (3가)의 선행절인 ‘바람이 세차게 불다’는 예문 (3나)와 같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다’ 안으로 이동시키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선행절이 후행

절 안으로 이동할 수 없다.

(3) 가.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나. *바람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세차게 분다.

(임지룡 외, 2005:260)

(2) 가.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나.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분다.

(임지룡 외, 2005:260)

의미관계 연결어미
나열 -고, -고서, -(으)며, -(으)면서, -자

대조
-지만, -(으)나, -는데/-(으)ㄴ데, -아도/어도, -(으)되,
-건만, -느니

선택 -거나, -든(지), -든가

<표 15> 대등절을 이끄는 연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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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문 (4)에서 보듯이 대체로 선행절에 시제, 상, 높임, 양태 요소의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켜 쓸 수 있다.

4) 대등접속문에서는 후행절의 요소를 선행절에서 일반 대명사나 재귀

칭 대명사로 나타낼 수 없다.

예문 (5)의 대등접속문에서 앞뒤 절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후행절의 요

소인 ‘철수’가 선행절에서 ‘자기’, ‘그’로 대용될 수 없다.

5) 대등접속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에 ‘대조’나 ‘주제’의 보조사 ‘은/는’

이 결합될 수 있다.

예문 (6가)에서는 ‘은/는’의 결합으로 문장의 의미가 오히려 강조된 반

면 예문 (6나)와 같은 문장에서는 ‘은/는’의 결합이 성립되지 못한다. 이

상으로 대등접속을 통한 문장 확장 방식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내포문

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내포를 통한 문장 확장 방식을 알아보고

자 한다.

(4) 가. 철수가 가거나/갔거나 영희가 갔다.

나. 산은 높고/높았고 물은 깊었다.

(구본관 외, 2015:258)

(5) 가. *자기 동생은 열심히 일했고 철수는 놀기만 했다.

나. *그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철수의 아내는 중학교 선생님이다.

(고영근·구본관, 2008:490)

(6) 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나. *봄은 오면 꽃은 핀다.

(고영근·구본관, 200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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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내포를 통한 문장 확장

내포는 접속과 함께 복문을 생성하는 문법적 기제로서, 하나의 문장이

절로서 다른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내포되는 절차 혹은 그 현상을 말한

다(최재희, 2004:262). 이때 안고 있는 절을 모절 혹은 안은 절이라 하고

안겨 있는 절을 내포절 혹은 안긴 절이라고 한다(구본관 외, 2015:259).

내포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어미를 내포 어미라고 한다. 내포 어미는 특

정 범주나 기능으로 절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성어미

라고도 한다(구본관 외, 2020:144). 내포문이 갖는 내포절로는 명사절, 관

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이 있다.

1) 명사절

명사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를 갖춘 언어 형식이 문장 속에서 명사

처럼 기능하는 절이다(나찬연, 2016:284). 명사절은 가장 보편적으로 명

사형 어미 ‘-음’, ‘-기’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구본관 외, 2015:260). ‘-

음’, ‘-기’는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선택되는데 ‘-음’은 ‘보다, 듣다’와 같

은 지각동사, ‘알다, 깨닫다’와 같은 인식 동사, ‘분명하다, 확실하다’와 같

은 평가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또한 ‘-음’은 실체가 있는 경우와 사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반면, ‘-기’는 보다 추상적인 경우, 불확

실한 경우,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이익섭·채완, 1999:

390). 이외에도 ‘-(으)ㄴ것’, ‘-는 것’, ‘-(으)ㄹ 것’과 같은 의존명사 ‘것’과

의문형 종결어미 ‘-느냐, -(으)냐, -는가/-(으)ㄴ가, -는지/-(으)느지, -

(으)ㄹ지’ 의 결합에 의해서 명사절을 이루어지기도 한다(남기심·고영근,

2014:386; 구본관 외, 2015:261). ‘-(으)ㄴ것’, ‘-는 것’, ‘-(으)ㄹ 것’은 ‘-

음’, ‘-기’와 기능상 유사한 점이 많고 많은 경우에 서로 바꾸어 쓸 수 있

어 이들이 포함된 문장을 명사절로 대치할 수 있다(구본관 외, 2015:

264).

그러나 ‘-(으)ㄴ것’, ‘-는 것’, ‘-(으)ㄹ 것’이 포함된 문장의 경우 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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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것’이 붙거나 문장 종결형에 ‘-는 것’이 붙어서 된 명사절을 과연

명사절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학자마다 다르다. 이는 ‘-는, -

(으)ㄴ, -(으)ㄹ’ 은 관형사형 어미고 ‘것’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이를

명사절을 가진 구성이 아니라, 관형사절을 가진 구성으로 다루어야 한다

는 의견이다(고영근·구본관, 2008:500).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사물을 나

타내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들은 명사절을 가진 구성이 아

니라 관형사절을 가진 구성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구본관 외

(2015:264)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 -(으)ㄴ, -(으)ㄹ’ 이 이끄는 관형

사절이 의존 명사 ‘것’을 꾸미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아래 예문 (7)에서

‘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먹는 것’ 전

체가 명사절로서 어떤 사태를 지시하고 있으므로 의미 기능적으로는 ‘-

는 것’을 하나의 어미처럼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고 언급하

였다. 이러한 ‘것’의 의미적 추상성 때문에 ‘-(으)ㄴ것’, ‘-는 것’, ‘-(으)ㄹ 

것’ 전체가 명사형 어미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존명사 ‘것’이 포함된 절의 경우,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면 명사절로 보

고자 한다.

또한, 의문형 종결어미 ‘-느냐, -(으)냐, -는가/-(으)ㄴ가, -는지/-(으)느

지, -(으)ㄹ지’에 의한 명사절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러한 의문형

종결어미를 가진 문장의 경우 일종의 인용문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명사절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의견도 있다(고영근·구본관, 2008:500). 본

연구에서는 남기심·고영근(2014:386)과 구본관 외(2015:261)의 입장과 같

이 의문형 종결어미를 가진 문장을 명사절로 인정하도록 한다. 한편, 문

법적으로는 명사절이 되기 어려운 특정 형식의 구성이 명사(구)혹은 명

사절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구본관 외, 2015:263). 아래 예문 (8가)의 밑

줄 부분에서 대조적인 내용의 말이 접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명사

절을 만드는 장치가 없더라도 명사절이 되는 경우다. 예문 (8나)는 분열

(7) 가. 병이 나으려면 이 약을 먹는 것이 좋다.
(구본관 외, 201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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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cleft sentence)으로, 정상적인 어순을 취하지 않고 강조하고 싶은 내

용을 서술어에 배치한 문장인데, (8나)에서 ‘우리가 떠나자마자’라는 절은

원래 부사절이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 앞에 쓰였으므로 명사절로 볼 수

있다.

한편 명사절 가운데 ‘-기 나름이다’, ‘-기 마련이다’, ‘-기 십상이다’, ‘-

기 위해서’, ‘-기 때문에’와 같은 말의 전체가 굳어진 표현으로 쓰인 경우

도 있다(구본관 외, 2015:261).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 정리한 명사절을 이루는 구성은 다음 <표 16>과 같다.

2) 관형사절

관형사절은 하나의 단문이 다른 문장 속에 내포되어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내포절을 말한다(최재희, 2004:271).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에 의해 만들어지며 관형사절은 일반적으

로 동격 관형사절과 관계 관형사절로 분류된다. 동격 관형사절은 한 문

장의 모든 필수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관형사절이고 관계 관형사

절은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성분이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되어 있는 관

형사절로서 각각 동격절, 관계절로도 부른다(구본관 외, 2020:145). 다음

명사형 전성어미 -음, -기
관형사형 어미+것 ‘-(으)ㄴ것’, ‘-는 것’, ‘-(으)ㄹ 것’

의문형 종결어미
‘-느냐, -(으)냐, -는가/-(으)ㄴ가, -는지/-(으)
느지, -(으)ㄹ지’

‘-기 나름이다’, ‘-기 마련이다’, ‘-기 십상이다’, ‘-기 위해서’, ‘-기 때
문에’ 와 같은 말의 전체가 굳어진 표현
문법적으로는 명사절이 되기 어려운 특정 형식의 구성

<표 16> 명사절 판단 기준

(8) 가. 그는 열정에 사로잡히면 일이 어렵고 쉽고를 가리지 않는다.

나. 형이 온 것은 우리가 떠나자마자였다.

(구본관 외, 201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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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격 관형사절과 관계 관형사절의 구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예문 (9가, 나)의 밑줄 친 부분 ‘그 선생님을 만난’과 ‘철수와 영희가 곧

결혼한다는’ 는 동격절이고 예문 (9다)의 밑줄 친 부분 ‘이순신 장군이

만든’은 관계절이다. 동격절은 관형사형 어미 앞이 완전한 문장 형식인지

여부에 따라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로 나눈다. 예문 (9나)에서 관형사

형 어미 ‘-는’ 앞에는 ‘철수와 영희가 곧 결혼한다’와 같은 완전한 문장

형식이 있으므로 예문 (9나)의 밑줄 친 부분은 긴 동격절이라고 하고 예

문 (9가)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 앞에는 ‘그 선생님을 만나’와 같은 불

완전한 절의 형식이 있으므로 예문 (9가)의 밑줄 부분은 짧은 동격절이

라고 한다(구본관 외, 2015:266). 예문 (9다)의 밑줄 친 부분은 관계절이

다. 관계절의 경우 수식하는 명사구와 동일한 명사구가 빠져 있는 관형

사절을 뜻하는데 관형사절 속의 문장 성분 중 하나가 그 관형사절을 꾸

며 주는 명사와 동일한 것이 관계절의 특징이다. 아래 예문 (10가)는 관

계절[ ]에서 주어로 해석되는 ‘고양이가’가 생략된 관계절이며 예문 (10

나)는 주어가 생략된 관계절이다. 특히 예문 (10나)의 ‘넓은’은 언뜻 보기

에는 절 같아 보이지 않으나 구본관 외(2015:267)에서는 이를 ‘밭이 넓

다’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넓은’을 하나의 관계절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예문 (10)과 같은 형용사와 동사의 서술어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는 것을 분석할 때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는 관형사절을 형

성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하나의 단어만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것이 통

사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남

(9) 가.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나 철수와 영희가 곧 결혼한다는 소문이 돈다.

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입니다.

(구본관 외, 2015:265)

(10) 가. [쥐를 잡은] 고양이가 낮잠을 잔다.
나. [넓은] 밭이 펼쳐져 있다.

(구본관 외, 201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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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2015: 99, 김현아, 2016:59).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언

어 형식이며, 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주어가 실현되지 않

은 관형사절을 절의 단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나찬연, 2016:287).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주어가 생략된 문장의 관형사절은 영어의 비정형

동사와 같은 하나의 절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사적으로 복잡한 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남주연(2015)과 김현아(2016)에서

는 주어가 생략되고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하나의 요소만으로 형성된

경우 별도의 절 구성으로 보지 않아 관형사절에서 제외하였고, 아래 예

문 (11)처럼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

앞에 논항이나 추가적인 수식이 있는 경우에만 관형사절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주연(2015)과 김현아(2016)와 같은 입장에서 학

습자들이 얼마나 통사적으로 복잡한 복문 구조를 산출하고 있는지를 분

석하기 위해 관형사형 어미만으로 결합된 관형사절을 관형사절로 보지

않고 다른 논항이나 추가적인 부가어가 있는 경우만 관형사절로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관계절도 아니면서 동격절도 아닌 어느 쪽으로 분류하기 어

려운 특수한 관형사절도 있는데 고영근·구본관(2008:503)에서는 이를 연

계절이라고 불렀다. 이는 특수한 명사와 어울려 선행절을 후행절에 연결

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영근·구본관, 2008:309). 아래 예문 (12가)에서

명사 ‘소리’와 관형사형 ‘피아노 치는’은 구조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

며 공통되는 논항도 찾을 수 없다. 예문 (12나)도 마찬가지로 관형사절

‘그가 온’은 의존명사 ‘후’와 관련을 짓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절로 특정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의존적인 명

사 ‘후, 대신, 다음’ 등과 함께 나타난다.

(11) 가. 철수는 문짝이 부서진 차를 보았다.

나. 완전히 부서진 차를 보았다.

(남주연, 2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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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문 (12나)의 밑줄 친 ‘그가 온 후’와 같은 현상을 부사절로 보

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명사구를 부사절로 보는 것에 대하여 구본관 외

(2015:273-274)에서는 부사격조사 ‘에’가 없어도 있는 것과 동일한 기능

을 하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보면 ‘그가 온’이 ‘후’를 꾸며 주는 관형사

절이고 ‘그가 온 후’ 전체는 명사구로 분석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부사어로 쓰인 부사절로 볼 수 있다고 설

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본관 외(2015)의 해당 명사구 전체를 부사절

로 기술할 수도 있다는 점에 동의하나 김현아(2016)과 최수완(2020)처럼

예문 (12나)와 같은 현상을 연계절로 처리하는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이외에도 관형사절을 판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가 포함된 덩어리 표현을 관형사절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덩어리 표현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명사/의존명사+조사’의 구성으

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거나, ‘관형사형 전성어미

+명사/의존명사+용언’의 구성으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

를 드러내기도 한다. 한송화(2015:215-216)에서는 관계절, 동격절 외에도

선행절을 후행절을 연결하는 문장 연결형 관형사절, 양태형 관형사절을

모두 관형사절로 범주화하였다. 이복자(2015)에서도 한송화(2015)에서 제

시된 구분을 바탕으로 관형사절을 분석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덩어리 표현을 문형 혹은 문법 표현 등으로 지칭하고, 이들의 문법

화된 문법적 기능에 주목하여 이들의 의미 기능을 교수해 왔다. 국립국

어원(2005:15-16)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의 의사소통 상의 의미

기능을 지니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관계절, 동격절, 연계절뿐만 아니라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포함된 덩어리 표현을 모두 관형사절로 처리하도록 한다.

(12) 가. 피아노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나. 그가 온 후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고영근·구본관, 2008:309)



- 142 -

3) 부사절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 ‘-이, -게, -도록, -듯(이), -ㄹ 수록’ 등이 결합

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나 종속적 연결어미를 부사형 어미에 포함하는 것

이 보통이다(구본관 외, 2020:146).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의 의미 범주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사절을 이루는 어미는

다른 절을 이루는 어미보다 그 종류가 훨씬 다양하다. 구본관 외(2020)

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속절과 부사절을 별개로 보지 않고 종

속적 연결어미로 다루어진 모든 어미들을 부사형 어미로 다루었다. 따라

서 구본관 외(2020)에서는 기본적인 부사형 어미 ‘-이, -게, -도록, -듯

(이), -(으)ㄹ 수록’과 함께 동시적 사건의 의미를 가진 종속적 연결어미

‘-(으)면서/-(으)며’, 계기적 사건의 의미를 가진 종속적 연결어미 ‘-자, -

자마자, -고(서), -아(서)/어(서)’, 사건의 전환의 의미를 가진 종속적 연

결어미 ‘-다가’, 이유·원인의 의미를 가진 종속적 연결어미 ‘-아(서)/어

(서), -(으)니까, -느라(고), -다가, -기에, -길래’, 조건·가정의 의미를 가

진 종속적 연결어미 ‘-(으)면, -거든, -아야/어야’, 인정·양보의 의미를 가

진 종속적 연결어미 ‘-아도/어도, -(으)ㄹ지라도, -더라도, -ㄴ데, -아야/

어야, -(으)ㄴ들’, 목적·의도의 의미를 가진 종속적 연결어미 ‘-(으)러, -

(으)려고, -고자’, 배경·상황 설명의 의미를 가진 종속적 연결어미 ‘-는데,

-(으)ㄴ데, -(으)니’를 모두 부사절로 간주하여 다루었다.

한편, 국립국어원(2005)과 허용 외(2005)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부사형 어미 등으로 분류하고 않고

의미범주에 따라 연결어미를 분류하였다. 먼저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관계절이나 동격절을 이루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 ‘-는’, ‘-(으)ㄹ’, ‘-던’

연계절
의존적인 명사 ‘후, 대신, 다음’ 등과 함
께 나타나는 구성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포함된 덩어리 표현

‘-는 대로’, ‘-는 바람에’, ‘-ㄹ 수 있다 ’,
‘-ㄹ 뿐만 아니라’ 등

<표 17> 관형사절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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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동시, 순서, 전환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대립·대조, 이유·원인,

조건, 목적, 인정, 선택, 방법·수단, 배경으로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분

류하였다. 또한 허용(2005)에서는 국립국어원(2005)과 유사하게 시간을

동시, 순차, 전환으로 나누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유관계, 조건관계, 목

적·의도관계, 가정·인정관계, 수단·방식관계, 배경관계로 부사절을 이끄는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나누었다. 이상으로 구본관 외(2020), 국립국어

원(2005), 허용 외(2005)에서 분류된 연결어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에 전

통적으로 부사형 어미로 분류되던 ‘-이, -게, -도록, -듯(이), -ㄹ 수록’

이 내포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 (13가)에 쓰인 부사형 어미 ‘-게’는 가장 일반적인 부사형 어미로,

성질이나 상태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며, 예문 (13나, 다)의 경우 부사형

어미 ‘-이’를 통해 부사절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는 ‘다르다, 같다, 없다’로

만 한정되어 있어 ‘달리, 같이, 없이’로만 나타난다. 예문 (13라, 마)에 쓰

인 ‘-도록’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문 (13라)의

‘-도록’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예문 (13마)의 ‘-도록’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문 (13바)에 쓰인 어미 ‘-ㄹ 수록’은 ‘점차 심해짐’의

의미를 나타내며, 예문 (13사)에 쓰인 ‘-듯(이)’은 유사한 점을 비유적으

로 표현할 때 쓰는 어미이다(구본관 외, 2015:273). 그러나 부사절을 분

석할 때 관형사절과 마찬가지로 부가적인 절의 요소 없이 하나의 어절로

이루어진 절의 구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

여 남주연(2015)과 김현아(2016)에서는 한 어절로 이루어진 부사절의 경

(13) 가.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나. 미국과 달리 한국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원래의 성씨를 쓴다.

다. 우리는 돈 없이 1주일을 더 견뎌야 합니다.

라. 엄마는 아이에게 혀가 닳도록, 닳게 타일렀다.

마. 아이를 해가 저물도록, *저물게 타일렀다.

바. 날이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 나그네가 달이 구름에 가듯(이)걸어간다.

(구본관 외, 2015: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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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성분 부사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절의 구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사절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남주연(2015)과 김현아(2016)에서는

아래 예문 (14)처럼 용언 어간에 ‘-이, -게, -도록’이 결합된 단어 앞에

추가적인 논항이나 추가적인 부가어가 있을 경우에만 부사절로 인정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남주연(2015)과 김현아(2016)와 같은 입장에서

통사적으로 훨씬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추가 논항이나 부가어가 결합된

경우에만 부사절로 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부사절을 판별하는 데 또 하나의 고려해야 할 점은 보조용언

구문을 부사절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보조용언은 자립성이 결여

되어 있거나 거의 희박하고 어휘적인 의미보다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준

다(고영근·구본관, 2008:101).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을 학자에 따라

하나의 서술어로 보는 경우도 있고 부사절로 보는 경우도 있다. 박기덕

외(2003:94)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은 선어말어미의 의미와 비

슷하기 때문에 연결어미나 부사형 어미와 같은 단계에 놓고 비교하는 것

이 유용하다고 하였다. 최현배(1961:819)에서는 부사형 어미로 다루어왔

던 ‘-아/어, -게, -지, -고’ 등은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아 한 덩어리의

서술어가 되므로 단문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남기심·고영근(2014:261)

에서도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의 주어에 대한 서

술어가 된다고 보았다. 구본관 외(2015:231)에서는 어미 ‘-아/어, -게, -

지, -고, -고야’ 등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매개하여 하나의 서술어로 기

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용언+어미+보조용언’ 전체를 하나의 서술어로 인정

한 구본관 외(2015)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를 서술어로 보고 부사절로

보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아래 예문 (15가)의 ‘-게 되다/생기다’ 구문에

서 ‘-게’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예문 (15나)의 ‘-게 하

(14) 가. 철수는 [발에 땀이 나게, 나도록]달렸다.
나. [발에 땀이 나게, 나도록] 철수는 달렸다.

(남주연, 2015:102)



- 145 -

다’ 사동문에서는 모절의 주어와 내포절의 주어가 다르므로 ‘-게’를 보조

적 연결어미로 볼 수 없다(구본관 외, 2015:2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동의 의미를 가진 ‘-게 하다’에서 ‘-게’를 부사형 어미로 보고 부사절

로 분석하기로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사형 어미 ‘-이, -게, -도록’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종속적 연결어미로 간주된 연결어미와 사동의 의미를 가진

‘-게’도 모두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여 이들로 구성되는 부사절을 모두

부사절로 보도록 한다.

4) 인용절

인용절이란 남의 말이나 글, 생각 따위를 따오듯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상위문에 안긴 절을 가리키며, 문장에 부사격 조사 ‘(이)라고’와 부사형

어미 ‘-다고, -냐고, -(으)라고, -자고’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인용절은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로 나뉜다. 직접 인용절에는 큰따옴표(“ ”)나

작은 따옴표(‘ ’)가 앞뒤에 붙는 것이 원칙이며, 그 뒤에 부사격 조사 ‘(이)라

고’를 붙어야 한다. 특히 남의 말이나 바람 소리, 물소리 같은 것을 그대로

흉내내어 전달하고자 할 때는 ‘하고’를 많이 쓰인다(구본관 외, 2020:

147-148). 간접 인용절은 말한 그대로를 따오지 않고 화자의 관점에 따라

변형하여 따온 것이다. 평성문의 경우 ‘-다고’, 의문문은 ‘-냐고’, 명령문은

분류 부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이, -게, -도록, -듯(이), -ㄹ 수록’

종속적 연결어미
-(으)면서, -자마자, -아(서)/어(서),

‘-아도/어도’ 등
사역 ‘-게’

<표 18>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형 어미

(15) 가. 현수가 가게 되었다/생겼다.
나. 선생님께서 내가 집에 가게 하셨다.

(구본관 외, 20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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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청유문은 ‘-자고’로 각각 다른 형태로 쓰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절은 명사절, 관형사절과 다르게 통사구조에 근거한 명

칭이 아니라 의미 기능에 근거한 명칭이며, 직접 인용의 경우 부사격 조사가

붙어 명사구나 명사절로 처리할 수 있고, 간접 인용도 마찬가지로 부사형

어미가 붙어 부사절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나 부사절에 포함시켜

다루고자 하는 의견도 있다(구본관 외, 2015:277). 고영근·구본관(2008:510)

에서 언급하였듯이 인용절을 따로 다루는 것은 이들이 ‘화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옮기기’ 위해 사용된다는 독특한 기능을 가

지고 있으므로 따로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도 인용절을 명사절이나 부사절과 별개의 절로 인정하도록 한다.

5) 서술절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할 때, 이 절을 서술절이라고 한다. 서술절

을 안고 있는 문장 전체는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나

오는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가 서술절에 해당한다. ‘하영이는 마음씨가 착

하다.’에서 주어는 ‘하영이는’이며 서술어가 ‘마음씨가 착하다’인데, 서술

어인 ‘마음씨가 착하다’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술절이

라고 보는 것이다(임지룡, 2005:256-257).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절을 인

정하고 있으나 서술절은 다른 명사절이나 관형사절과 달리 절을 만들어

주는 뚜렷한 문법 요소가 없다는 점(고영근·구본관, 2008:516), 그리고 이

를 내포절의 하위 절로 설정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있다는 점(이관규,

2002:257)으로 미루어 보아 서술절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4) 구본관 외(2015:275)에서 ‘하고’는 아직 문법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
조사나 인용 어미가 아닌 인용 동사 ‘하다’의 활용형으로 본다고 하였다.

분류 조사/어미

직접 인용 조사 (이)라고, 하고4)

간접 인용 어미 ‘-다고’, ‘-냐고’ ‘-라고’, ‘-자고’

<표 19> 인용절을 이끄는 조사/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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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운, 2006:42). 그리고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문장의 확장은 한국

어 학습자가 산출한 문장의 통사 복잡성을 분석하는 것인데 서술절의 경

우 두 개의 주어가 나타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통사적으로 복잡

한 문장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에 동의하여 서술절

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으로 내포절을 이루는 유형인 명

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내포를 통

한 문장 확장 방식을 알아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어에서 문장 확장은 접속 및 내포를

통해 문장을 확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접속 및 내포에 의한

문장 확장 방식을 조사함으로써 문장 확장 유형에 따른 통사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속의 경우 대등절에 의한 문장

확장을 살펴볼 것이고 내포의 경우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에

의한 문장 확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장 확장에 따른 통사 복잡성의 측정을 보면

문장 확장을 양의 측면과 유형의 측면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는데 우선

양의 측면에서 문장 확장은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복문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얼마나 많은

복문을 산출하여 문장을 확장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문과 복문의

비율’을 통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학습자가 같은 복문을 산출하

더라도 해당 복문이 몇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장당 절의 수를 측정함으로써 양의 측면에서 문장 확장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복문의 비율과 절의 수를 통해 문장 확장을 양의 측면에서

분석한 후, 학습자가 어떤 방법으로 문장을 확장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살

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복문을 만들어내는 데 두 문장을 대등

하게 만들어 냈는지, 혹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방식

으로 문장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장당 ‘대등절 수, 내포절 수,

그리고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를 분석함으로써 문장 확장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문장 확장에 따른 통사 복잡성 측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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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측면에서 복문의 비율과 문장당 절의 수를 측정하고 문장 확장 유

형 측면에서 문장당 ‘대등절 수, 내포절 수, 그리고 문장당 유형별 내포

절 수’를 측정할 것이다.

문장의 확장을 살펴본 다음에, 학습자들이 대등절과 내포절을 생성할

때 어떠한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 혹은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생성하였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유형별 절을 이끄는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 혹은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까지 세부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문을 대등절과 내포절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각

절의 유형별로 통사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법 항목을 설정하였다5).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대등절 및 내포절을 이끄는 절 유형별 문법 항

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20>과 같다.

5) 본 연구에서는 임지룡 외(2005), 국립국어원(2005a), 국립국어원(2005b), 이익섭
(2005), 허용 외(2005) 고영근·구본관(2008), 남기심·고영근(2014), 구본관 외(2015)
등을 참고하여 각 절을 이끄는 문법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구분 절 유형 문법 항목

대등

절

나열 -고, -며, -면서, -자
대조 -나, -지만, -ㄴ데, 아도
선택 -거나, -든지/든가

내

포

절

명사절

명사형 어미 -ㅁ, -기6)

의문형
종결어미

-냐/느냐, -ㄴ/는 가, -ㄴ/는 지 / -ㄹ지,
-ㄹ 까

관형사절+‘것’ -ㄴ/는 것, -ㄹ 것, -던 것
관형사7)

절
관형사형 어미 -ㄴ/는, -ㄹ, -던

부사절

동시 -면서, -며
선후 -자 -자마자, -고(서), -아서
전환 -다가

이유·원인 -아서, -아/-어, -니까, -느라(고), -다가,
-기에, -길래, -므로, -라서,

조건·가정 -면, -라면, -다면, -냐면, -자면,
-려면,-거든, -아야

인정·양보 -아도 -ㄹ 지라도, -더라도, -ㄴ데, -어야,
-ㄴ 들,

목적·의도 -러, -려고, -고자, -게, -게끔, -도록

<표 20>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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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본 측정 단위를 설정한 후,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문장 확장 유형’에 따른 통사 복잡성 측정에 대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문장 확장과 관련된 문법 항목을

정리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통사 복잡성

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는 아래 <표 21>과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6) ‘ -기 마련이다, -기 바라다, -기 위해, -기 전에, -기 좋다, -기 쉽다, -기 싫다,
-기 어렵다, -기 때문에’ 등을 명사절을 이끄는 문법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7) ‘-ㄴ 다음에, -ㄴ 후에, -ㄴ/는 대신에, -ㄴ/는 반면에, -ㄹ 때 등’과 같은 표현은
구본관 외(2015:273)에서 부사절로 언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계절로
다루었으므로 관형사절을 이끄는 문법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그 다음에 ‘-는 적
이 있다, -는 대로, -ㄹ 뿐만 아니라, -ㄹ 정도, -ㄹ 수 있다 ’ 등과 같은 표현을
관형사절을 이끄는 문법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측정 측면 측정 기준 측정 방법
문장 길이 문장당 형태소 수 총 형태소 수/ 총 문장 수

문장 확장
단문과 복문의 비율 단문·복문의 수/총 문장 수 *100
문장당 절의 수 총 절의 수/ 총 문장 수

문장 확장

유형

문장당 대등절의 수 총 대등절의 수/ 총 문장 수
문장당 내포절의 수 총 내포절의 수/ 총 문장 수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의 수 총 해당 내포절의 수/ 총 문장 수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 분석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 항목

의 빈도

각 집단에서 사용된 대등절 및 내

포절 관련 문법 항목의 횟수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 항목

의 비율

집단별로 사용된 대등절 및 내포

절 관련 문법 항목/ 총 대등절 및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

<표 21>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배경·상황 설명 -ㄴ/는데, -니까, -아서, -더니
성질·상태 -게, -이
결과·도달 -게, -도록
비유 -듯(이), -다시피
점차 심해짐 -ㄹ 수록
방법·수단 -아서, -고
사역 -게

인용절
직접 인용 (이)라고, 하고
간접 인용 -다고/(이)라고, -냐고, -(으)라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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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휘 복잡성 측정

어휘 복잡성은 학습자가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얼마

나 정교한 어휘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II장

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간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3개의 영역

인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가 사용되었다. 전통적으로 어휘

다양도는 어휘 유형-어휘 구현 비율 TTR(Type-Token Ratio)로 측정하

고, 어휘 밀도는 전체 어휘 중 내용어의 사용 비율로 측정하며, 어휘 정

교도는 저빈도 어휘나 고급 수준의 어휘의 비율로 측정한다. 어휘 복잡

성 측정도 통사 복잡성 측정과 마찬가지로 각 영역의 측정을 위해 우선

시해야 하는 것은 해당 기본 측정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어휘의 측정

범위와 어휘 측정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어

휘의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분석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어휘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관규(2002:195)에

서는 단어는 개별적인 단위라면, 어휘는 이 단어들이 모인 총체를 가리

킨다고 하여 어휘를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하였다. 임지룡

외(2005:202)에서도 어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어들이 모인 집합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이재승(1996:164)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어휘를 일

정한 범위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목록과 그 구성 체계로 보고 어휘는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된 단어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들이

어휘를 공통적으로 단어들의 집합으로 언급하였으므로 ‘단어’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어라는 용어는 문법 단위 중 가장 기본적인 단위

로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정의는 문법가들이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특히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느

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단어를 보는 견해가 다르다. 고영

근·구본관(2008:34)에서는 조사와 어미 처리에 대한 문법가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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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견해는 ‘분석적 체계’로 조사나 어미의 일부를 단어로 인정하

는 견해이며, 두 번째 견해는 ‘절충적 체계’ 로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고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세 번째 견해는 ‘종합적 체계로’

조사나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한국어 교육의 기

존 연구들에서 조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조사만을 단어로 인정하고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절충적 체계’를

따라 조사를 단어에 포함시켜 어휘를 양적으로 측정한 연구들(남주연,

2015; 원미진 외, 2017; 이정현, 2017; 안의정, 2017; 주우동, 2019; 리순

녀, 2019)이 있는 반면에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측

정한 연구들(최지영, 2017; 강정희, 2020; 구다영, 2017; 류한레이, 2016;

이복자, 2015)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고 어미를 단

어로 인정하지 않는 ‘절충적 체계’에 따라 단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조사에 선행하는 체언의 자립성이 어미에 선행하는 용언 어간의

자립성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어미와 달리 조사를 단어로 취급할 수

있으며(고영근·구본관, 2008:32), 현행 학교문법을 비롯한 많은 문법가들

(이익섭·채완, 1994; 이관규, 2002; 고영근·구본관, 2008)도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조사만을 하나의 단어로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를 단어로 분석하지 않을 경우, 어휘를 어절과 동일한 형태로 분석

하게 되어 어휘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를 어휘 범주에 포함시켜 ‘절충적 체계’의 관점에서 어휘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어휘의 범위를 설정한 후에는 어휘를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단어는 품사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이관규, 2002:121) 본 연구에서는 어휘 측정을

위해 품사를 기본 측정 단위로 삼아 어휘를 분석하고자 한다.8) 품사는

(16) 가. 철수가 책을 읽었다.
나. 철수, 가, 책, 을, 읽, 었다. (분석적 체계)
다. 철수, 가, 책, 을, 읽었다. (절충적 체계)
라. 철수가, 책을, 읽었다. (종합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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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에 따라 적게는 5품사에서 많게는 13품사까지 다르게 분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 문법에 따라 9개의 품사 분류를 따르기로 한다. 그러나

감탄사는 화자의 느낌이나 의지, 또는 화자의 입버릇이나 더듬거림을 나

타내는 것으로 이는 문어 자료에서 거의 출현하지 않으므로 분석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개의 품사 분류 중 체언(명사, 대

명사, 수사), 용언(동사, 형용사), 수식언(관형사, 부사), 관계언(조사)을

어휘로 본다. 이때 구체적인 품사 분류 기준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

제어와 강범모·김흥규(2009)의 어휘 분석 방법을 참고로 하였다. 다시 말

해『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어휘로

보고 처리하고자 한다.

4.2.1. 어휘 다양도 측정

어휘 다양도는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더 많은 다양한 어휘

를 사용할수록 어휘 다양도가 높다고 본다. 즉, 학습자가 텍스트를 생산

하는 데 이미 사용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단어를 많

이 사용하는 것을 어휘 다양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 다양

도는 학습자가 산출한 어휘 중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를 수치화함으로써 보여 줄 수 있다. 어휘 다양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TTR(Type-Token Ratio) 측정 방법

이다. TTR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트에서 중복

되지 않는 고유한 단어의 수를 텍스트에 나타난 전체 단어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휘 구현 수(token)는 분석 대상이 되는 언

어 자료에 있는 총 어휘로 계산되며, 어휘 유형 수(type)는 해당 텍스트

자료에 있는 서로 다른 어휘의 수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철수는 가방을

열고 책을 가방에서 꺼냈다’에서 ‘가방’이라는 어휘는 총 2회 출현하였다.

그리고 ‘가방’이라는 어휘는 한 가지 유형의 형태로만 나타났다. 이때 ‘가

방’라는 어휘의 TTR은 1/2 즉, 0.5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TTR은 ‘가방’

8) 본 연구에서는 어휘와 단어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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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한 가지 어휘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체 산출된 어휘 수에 대한

총 어휘 유형의 비율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 측정 방법은 앞의 II장에서 확인하였듯이 텍스트 길이나 크

기에 양향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같은 길이의 텍

스트를 사용하거나 TTR 공식을 수학적으로 변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대표적으로 MSTTR, CTTR, G값 지표, D값 지표, L값 지표 등과

같은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이 가운데 어떠한 측정 방법

이 텍스트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같은 측정 방법을 같은 수준의 학습자들이 산출

한 텍스트에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측정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하는 D값 측정 방법

과 공식을 통해 구하는 CTTR 측정 방법으로 어휘 다양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D값은 TTR값에 비하면 텍스트 길이나 크기와 관계가 비교적 적

다고 볼 수 있으며, CTTR 측정 방법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텍스트

길이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휘 다양도를 측정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지표임을 제안한 바가 있었다(Larsen-freeman &

Strom, 1977; Wolfe-Quintero et al., 1988; Larsen-Freeman, 2006; 이복자,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 다양도 분석을 위해 앞서 언급한 D값

과 CTTR 측정 공식을 통해 어휘 다양도를 계산하겠다.

4.2.2. 어휘 밀도 측정

어휘 밀도는 학습자가 문장 안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어휘의 사용을 측

정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능어 대비 내용어의 비율을 사용

하거나 전체 어휘 대비 내용어의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기능어

대비 내용어의 비율의 측정은 한 개의 기능어에 몇 개의 내용어가 사용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문법적인 요소를 얼마나 빈번하게 사

용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내용어는 문장 내에서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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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해 주는 기능을 하며 얼마나 많은 내용어를 사용하는지가 어휘 밀도를

결정해 준다. 즉, 어휘 밀도는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트에서 내용어가 차

지하는 비율과 관련이 있다. 한편, 기능어 비율의 경우 통사 복잡성 측면

에서 다루는 문법 확장과 관련된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에서 다룰 것으

로 여기에서는 내용어에만 주목하여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내용을 전달하

기 위해 내용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전체 어휘 대비

내용어의 비율을 통해 어휘 밀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어휘 밀도 측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내용어와 기능어를

구분하는 일이다. 이때 내용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어

휘 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내용어의 범위를 폭넓게 바라보고 다루는 연구들도 있는 반면에 보

다 좁은 범위에서 내용어와 기능어를 구분하는 연구들도 있다. 일반적으

로 체언, 용언, 수식언을 내용어로 설정하고 조사를 기능어로 설정한다.

체언, 용언, 수식언 중에서도 어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일반부사와 같은 단어의 경우 연구자들 모두 내용어로 다루었으

나 의존명사, 보조용언, 지정사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내용어로 다루는

경우도 있고 기능어로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내용어와 기능

어의 범위 설정은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고영근·구본관(2008:86)에 따르면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고 의미적으

로도 실질적인 개념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

능어로 처리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교육에서도 의존명사를 ‘-(으)ㄹ 수

있다’, ‘(으)ㄹ 줄 모르다’처럼 하나의 문형으로 가르치는 것을 고려해 봤

을 때 이를 기능어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보조용

언도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 것으로 어휘적인 의미보다 문법적인 의

미를 가지고 있으므로(고영근·구본관, 2008:100), 이를 기능어로 처리하기

로 한다. 또한 지정사는 학교문법의 품사 분류에 맞춰 볼 때 서술격 조

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내용어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어와 기능어를 구분하는 데 주로 내용 전달 어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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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어로 보기로 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 내용을 전달하는 데 기본적으

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내용어로 보고, 그 이외의 어휘들은 모두 기능어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 아래 <표 22>와 같다.

4.2.3. 어휘 정교도 측정

어휘 정교도는 학습자가 얼마나 정교하고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체

어휘 중 고급 수준의 어휘, 즉 저빈도 어휘의 사용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어휘 정교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는 데

고급 어휘나 저빈도 어휘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

는 고급 어휘라는 것은 학습자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고급 수준

의 어휘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급 학습자가 중·고급 수준의 어

휘를 사용하는 경우, 중급 학습자가 고급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고급 학습자가 고급 이상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저빈도

어휘는 고빈도에 속하는 어휘를 제외한 어휘를 말하는 것이다. Kuiken와

Vedder(2012:146)에서는 저빈도 어휘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빈도 어

휘 2천 개 중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라고 하였다. 이러한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휘 수준을 어떻게 판정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어휘 정교도는 어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Laufer와 Nation(1995:309)에서는

어휘 등급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

내용어 기능어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의존명사, 보조용언, 지정사,

조사

<표 22> 내용어와 기능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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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학습자의 숙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대

상 학습자들 중 숙달도가 높은 5급과 6급 학습자 집단에서는 고급 어휘

가 나타날 수 있으나 숙달도가 낮은 3급과 4급 학습자 집단에서는 고급

어휘의 산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급

어휘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중·고급 수준의 어휘를 기준으로 측

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어휘 정교도를 측정한 연구들은 이미 II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기 위해 초급 수준의 어휘를

고빈도 어휘로 보고 초급 수준의 어휘를 제외한 중·고급 수준의 어휘를

저빈도 어휘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중·고급 수준의 어휘를 저빈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원미진(2017)에서는 중·고급

어휘를 기준으로 측정하더라도 학습자의 작문에서는 중급 어휘조차도 많

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 어휘, 즉 초급 어휘를 고빈

도 어휘로 보고, 이러한 고빈도 기초 어휘를 제외한 어휘를 저빈도 어휘

로 보고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산출한 어휘의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국립

국어원(2017)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적용어

휘 목록을 참조로 하여 어휘 등급을 판정하도록 한다. 이 어휘 목록에서

는 한송화(2015)의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4단계)’에서 선정한 초

급 단계의 어휘를 1급과 2급, 중급 단계의 어휘를 3급과 4급, 고급 단계

의 어휘를 5급과 6급으로 나누어 6등급 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의 대상 학습자의 등급을 보면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라는 점을 고

려하여 중급 이상의 어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어휘 정교도의 측정 자체가 학습자가 해당 숙달도에 맞는 등급의

어휘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해당 숙달도보다 수준이 높은 어휘

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학습자들이 산출한 어휘가 얼마나 정교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참

고 어휘 목록을 중급 이상의 어휘로 설정하여, 전체 산출 어휘 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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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어휘의 비율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에 국립국어원(2017)에서 제시

한 어휘 중 고빈도 어휘에 해당하는 초급 어휘 1835개를 제외한 중·고급

어휘 8,800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학습자들이 산출한 어

휘가 얼마나 정교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어휘 정교도의 측정은 전체

산출 어휘 대비 중·고급 어휘 비율로 측정하도록 한다.

이상으로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본 측정 단위를 설정한 후,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에에 따른 어휘 복잡성 측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어휘 복잡성 측정에 대한 논

의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 <표 23>과 같다.

4.3. 정확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해 무오류와

오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4.3.1. 무오류를 통한 정확성 측정

일반적으로 CAF 연구들은 단위당 무오류나 오류율을 통해 정확성을

많이 측정해 왔다. 정확성은 언어를 수행할 때 최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

력을 반영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정확성은 오류를 유발

측정 측면 측정 기준 측정 방법

어휘 다양도
전체 어휘 중 서로 다른 어휘
유형 수

D를 통해 분석,
어휘 유형수/ 전체 어휘 수 2배의
제곱근

어휘 밀도 전체 어휘 중 내용어의 수 내용어 수/ 전체 어휘 수 *100

어휘 정교도
전체 어휘 중 중·고급 수준의
어휘 수

중·고급 수준의 어휘 수/ 전체 어휘
수 *100

<표 23> 어휘 복잡성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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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도전적인 구조를 막아 오류를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Ellis,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류가 아닌 것을 측정하는 것이 정

확성 측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가 생성한 언어의 정확성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발화하거나 작성한 글에서 오류 없이 얼

마나 정확한 산출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오류 측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

으며, 한편으로는, 학습자들의 숙달도에 따른 언어 능력 변화 양상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의 무오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류가 아닌 것, 즉 무엇을 무오류로 볼 것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면적으로 오류가 없고 문맥적으로 적절하면 오

류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한다. 그리고 정확성 측정도 복잡성 측정과 마

찬가지로 무오류를 측정하기 위해 기본 측정 단위를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 측정과 동일하게 무오류 측정을 위한 기본 측정 단위

를 문장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여기서 무오류를 측정하는 데 어떠한 단

위를 무오류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

무오류 문장 측정이 적절할 수 있지만 오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중급 학습자의 경우 무오류 문장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문장 단위의 하위

단위인 절 단위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무오류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류가 없는 절 즉, 무오류 절을

통해 정확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때 절을 이끄는 문법 항목만이 아닌

철자, 절 내 조사 및 어미, 어휘 등과 같은 언어의 형태와 의미상으로 오

류가 전혀 없는 정확한 절만을 무오류 절로 보고자 한다.

4.3.2. 오류를 통한 정확성 측정

이미 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무오류를 통해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은 학

습자가 범하는 오류 유형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모든 유형

의 오류를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글을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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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학습자가 생성한

글에서 어떠한 유형의 오류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

론, 제2언어 학습자들은 목표어 학습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에는 언어 지식이 반영되어 있고 학습자 언

어 수준에서의 언어 체계를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류 측정

을 통해서도 정확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산출한 오류를 측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오류를 식별하고 판단하는 작업이다. 오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

료를 오류문과 정문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이때 오류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오류를 판정하기 위해 무엇을 오류로 보고

오류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오류

의 판정 기준을 문법성과 수용 가능성을 두 축으로 삼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이미 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오류의 판정 기준은 문법성에 두고자 한

다. 수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

는데다가 판단하는 모어 화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문법성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어의 규준으로부터 벗어난 언어 형식을

오류로 판정하고자 한다.

문법성을 기준으로 하여 오류를 판정할 때 ‘명백한 오류’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숨은 오류’를 추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

류를 생산한 학습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그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무

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의 경우 연구자가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의도한

의미에 대한 추론하여 재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오류 분석의 대상

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오류를 식별하는 데 또 하나의 고려해야 할 점은 오류와 실수를 구별

하는 일이다. 오류는 학습자의 지식상의 차이나 간격을 반영한 반면 실

수는 언어 수행상 가끔 일어나는 과실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오류는

학습자가 무엇이 정확한지를 몰라서 발생하는 것이며, 실수는 학습자가

알고 있는 것을 특정한 경우에 그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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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s, 2001:25). 오류는 학습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다. 실수는 비체계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언어 수행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결과물이고

오류처럼 언어 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이정희,

2019:15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류 발생의 빈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

면 그것을 오류로 처리하고 학습자가 다음 문장에서 스스로 수정한 경우

실수로 보기로 한다.

오류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를 살핀 다음에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

기 위해 오류를 유형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한국어교

육에서 오류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여 분석해 왔는지를 검토해 보면 대

표적으로 이정희(2002), 고석주 외(2004), 강현화(2017)가 있다. 먼저 이

정희(2002)에서는 먼저 대분류로 원인에 따른 분류와 결과의 판정에 따

른 분류,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였다. 원인에 따른 분류는 다시 모국어

와 목표어 그리고 교육과정에 의한 영향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결과 판정

에 따른 분류도 영역별 오류, 현상에 따른 오류, 정도에 따른 오류로 각

각 세분화하였다.

고석주 외(2004)에서는 실제 학습자들이 산출한 쓰기 말뭉치 자료를 바

탕으로 오류 분석의 기준을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마련하였다. 영역별

오류를 크게 어휘 오류, 문법 오류, 오류의 혼합, 철자 오류로 구분하였

으며, 문법 오류를 조사 오류, 어미 오류, 어순 오류, 표현적인 오류, 문

장 전체의 오류로 구분하였다. 오류의 양상에는 대치, 첨가, 생략, 이외에

도 환언 및 형태론적 오류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강현화(2017)에서는 오류 영역을 크게 오류 위치, 오류 양

상, 오류 층위로 구분하였다. 오류 위치는 품사 오류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이를 다시 실질어와 기능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오류 양상은 크게

누락, 첨가, 대치, 오형태(오철자)로 구분하였다. 오류 층위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어느 영역의 오류인지를 판단한 것으로, 크게 음운, 형태, 통사,

담화의 네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의 분류는 연구자마다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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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오류의 영역은 주로 통사와 어휘로 한정하여 판단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오류 분류를 참고

하되 복잡성과 정확성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법

오류(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조사, 시제, 높임, 어순, 표현), 어휘

오류(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철자 오류를 대상

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24>와 같

다.

위 <표 24>에서 보이듯이 본 연구에서는 오류 영역에 있어 문법과 어

휘 이외에 철자 오류도 설정하였다. 이는 실제 학습자 산출 자료에서 맞

춤법 인식 부족이나 유사 형태의 혼동으로 인해 철자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오류 영역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문법성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어의

규준으로부터 벗어난 언어 형식을 오류로 판정하고자 한다. 문법 오류는

학습자가 산출한 문장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조사, 시제, 높임, 어순, 표현에서

발생한 오류를 모두 포함하였다. 먼저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오

류를 판단할 때 학습자가 적절한 어미를 사용하였는지, 의미가 유사한

어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였는지, 용언과 결합할 때 통사 규

칙에 맞게 결합하였는지, 다른 어미로 교체하여 사용하였는지, 사용되어

오류 영역 구분 오류 양상

문법

연결어미

대치

첨가

누락

오형태

전성어미
종결어미
조사
시제
높임
표현
어순
어휘
철자

<표 24> 본 연구의 오류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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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어미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조사 오류의 경우 적절한

조사를 사용 못하고 다른 조사로 대치하였는지, 누락 혹은 첨가하였는지

를 검토하였으며, 시제 오류와 높임 오류를 잘못 사용하였는지, 혹은 미

사용된 오류를 검토하였다. 또한 표현 오류는 보조 용언이나 여러 요소

의 결합 구성으로 이루어진 표현 문형의 사용이나 문맥 내 의미상으로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지 않은 부적절한 사용들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표

현을 첨가하였는지 혹은 필수 표현을 누락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

고 어순 오류는 문장 구성에서 한국어 어순에 맞는지, 문장 내 호응이

일치하는지, 문장 전체적으로 의미 해석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였다.

어휘 오류는 의미상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는지, 형태적

으로 정확하게 구성하였는지, 통사적으로 정확하게 결합하였는지, 필수

어휘를 누락하였는지, 불필요한 어휘를 첨가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분석하

였다. 이처럼 오류를 판정하고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한 다음에는 앞선

무오류 측정과 마찬가지로 오류를 측정하기 위해 기본 측정 단위를 설정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무오류 측정과 동일하게 기본 측

정 단위를 문장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무오류와 오류를 판정하여 분석한 다음에는 이를 수치화하

여 객관적인 측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이미 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

구에서는 전반적인 정확성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일반 측

정 방법으로 정확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일반 측정은 특정 단위당 무오

류나 오류를 통해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오류

와 오류 측정을 위해 기본 측정 단위를 문장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문장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무오류와 오류를 측정하고자 한다.

무오류 측정의 경우 무오류절의 비율과 문장당 무오류절 수를 통해 정확

성을 살펴보고 오류 측정의 경우 문장당 오류 수를 통해 정확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정확

성 측정 지표는 아래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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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오류와 오류를 통해 정확성을 살펴본 후 학습자들이 어떠한

오류를 범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확인함으로써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오류 영역 및 오류 유형의 비율도 함께 확인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4.4. 자료 분석 방법 및 통계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특정 문법이나 특정 어휘에 초점을 둔 연구가 아니므로 학

습자가 산출한 언어의 복잡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일반 측정 방법인 빈도 측정이나 비율 측정을 사용하였다.

4.4.1. 복잡성 분석 방법

복잡성은 크게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으로 구분되는데 통사 복잡

성의 측정은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문장 확장 유형의 측정에 의해 이루

어지고 어휘 복잡성의 측정은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의 측

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각 측정 방식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1.1. 통사 복잡성 분석 방법

1) 문장 길이

평균 문장 길이에 대한 문장당 형태소 수의 측정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측정 측면 측정 기준 측정 방법

정확성 측정
무오류절의 비율 무오류절 수/ 전체 절 수 *100
문장 당 무오류절 수 총 무오류절 수/ 총 문장 수
문장당 오류 수 총 오류 수/ 총 문장 수

<표 25> 정확성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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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총 형태소 수를 그 텍스트의 전체 문장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형태소의 수9)는 태그(tag)의 개수를 세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아래 예

문에서 볼 수 있듯이 6급 학습자는 ‘유학 생활’이라는 주제에 대한 글에

서 전체 14개 문장에서 총 265개의 형태소를 산출하였는데 이 학습자의

문장당 형태소 수는 265/14=18.9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학습

자가 산출한 텍스트의 문장당 형태소를 계산하였다.

2) 문장 확장

문장 확장은 양의 측면과 문장 확장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피도록 한

다. 우선 문장 확장의 양의 측면에서 ‘단문과 복문의 비율’ 또한 ‘문장당

절 수’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단문과 복문’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예문 17(가)와 같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하나뿐

이고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단문으로 보았으며, 예문 17(나)처럼

두 개의 절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나 예문 17(다)처럼 둘 이상의 절

9) 문장 길이에 따른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능형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Korean Intelligent Word Identifier, KIWI)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형태소 분석
기는 철자 오류가 있는 경우 올바른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사 작업 과
정에서 띄어쓰기나 철자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태깅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연구자
가 하나씩 확인하여 올바른 기호로 다시 수정하였다.

<그림 5> 형태소 분석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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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문장을 복문으로 보았다. 단문과 복문의 비율 측정은 하나

의 텍스트에서 산출된 총 단문의 개수와 복문의 개수를 그 텍스트의 전

체 문장 수로 나눈 후 이를 100으로 곱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양의

측면에서 한 텍스트에서 얼마나 많은 단문과 복문이 차지하고 있는지 알

아보았다.

한편 문장당 절의 개수에 대한 측정은 한 문장 내에서 산출된 모든 절

의 수를 통해 측정된다. 여기에서 총 절 수를 셀 때 대등접속문을 구성

하는 대등절, 내포문을 구성하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뿐만

아니라 모절, 후행절까지 포함시켜 측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구본관 외

(2015:206)에서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단문으로 보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따라 단문을 하나의 절로 보고 측정하고자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절의 개수를 세는 데 단문을 비롯한 선행

절과 후행절 그리고 내포절과 모절 모두 포함시켜 문장당 절의 개수를

계산한다.

10) 학습자 ID에서 A는 6급 학습자, B는 5급 학습자, C는 4급 학습자를 D는 3급 학
습자를 의미하며, SA는 ‘유학 생활’을, SM는 ‘소셜미디어’를 의미한다. 뒤에 있
는 숫자는 학습자를 구별하는 학습자 고유 번호이다.

(17) 가. ｜지금까지 나의 한국생활을 살펴보았다.｜(SAC27)10)

나. 2019년 10월에 한국에 왔고|| 부산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

다.｜(SAC27)

다. 다른 나라에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SAC27)

(18) 가.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소셜미디어도 빨리 발전되었다.|(SMA20)

나. |지금은 공모전 하나 준비 중 이고|| 여행 프로그램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SAB26)

다. |이는 제 유학생활의 빙산일각이지만 || 제 학업에 큰 || 영향을 끼친 ||

일이라서|| 이 학습자 활동지에 적었습니다.|(SA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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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 18(가)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며 하

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하나의 절로 보고, 예문 18(나)와 같은 선행

절 ‘지금은 공모전 하나 준비 중 이고’와 후행절 ‘여행 프로그램 하나 준

비하고 있습니다’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2개의 절로 보고, 예문 18(다)

와 같이 둘 이상의 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경우 해당 절들을 모두

계산한다. 예문 18(다)는 ‘이는 제 유학생활의 빙산일각이지만’(대등절),

‘제 학업에 큰’(관형사절), ‘영향을 끼친’(관형사절), ‘일이라서’(부사절),

‘이 학습자 활동지에 적었습니다’(모절)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총 5개의

절로 보았다. 따라서 문장당 절 수에 대한 측정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산

출된 총 절의 개수를 그 텍스트의 전체 문장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양의 측면에서 하나의 문장에 몇 개의 절이 포함되어 있는지

를 알아보았다.

3) 문장 확장의 유형

그 다음에 문장 확장의 유형에 대한 측정은 문장당 대등절과 내포절의

수, 또한 유형별 내포절 수의 측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 대등절 측정

대등절은 한 접속문에서 ‘-고, -지만, -거나’ 등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행절을 측정한다. 아래 예문 19

(가)의 경우 ‘같이 여행도 하고,’ ‘한국 문화도 배웠고’만이 대등절로 측정

되며 예문 19(나)의 경우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지만’만이

대등절로 측정된다. 따라서 문장당 대등절 수에 대한 측정은 하나의 텍

스트에서 산출된 총 대등절의 개수를 그 텍스트의 전체 문장 수로 나누

어 계산하였다.

(19) 가. 같이 여행도 하고|| 한국 문화도 배웠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SAD1)



- 167 -

㉡ 내포절 측정

한 내포문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등 한 개 이상의 내포

절을 안고 있으므로 내포절에 대한 측정은 해당 문장에 안긴 내포절들의

개수만을 측정한다. 아래 예문 (20)의 경우 ‘과거에 책으로만 공부할’ ‘지

금은 SNS 사용자들이 널리 공유되는,’ ‘게시물로 쉽게’, ‘지식을 습득하면

서’, ‘저장할’ ‘질문 또한 쉽게’, ‘주고받을’ ‘있어서’만이 내포절로 측정된

다. 따라서 문장당 내포절 수에 대한 측정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산출된

총 내포절의 개수를 그 텍스트의 전체 문장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 유형별 내포절 측정

마지막으로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의 측정은 내포절의 개수를 각 유

형별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우선 명사절은 각 문장 내에 ‘명사형 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관형사절+것’이 실현되어 형성되는 절을 명사절로 측

정한다. 이에 아래 예문과 같이 예문 (21가)의 ‘어느 순간부터 유학생활

을 즐기기’와 예문 (21나)의 ‘상대방은 요즘은 잘 지내고 있는지’와 예문

(21다)의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명사절로 측정한다. 따라서 문장당

명사절 수에 대한 측정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산출된 총 명사절의 개수를

그 텍스트의 전체 문장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11) 본 연구에서‘-아/어, -게, -지, -고, -고야’등과 같은 보조적 연결어미를 서술어
로 보고 부사절로 보지 않았다.

나.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의 여가생활을 침

해하고 있다. (SMA5)

(20) 과거에 책으로만 공부할 || 수 있지만, || 지금은 SNS 사용자들이 널리

공유되는|| 게시물로 쉽게 || 지식을 습득하면서 || 저장할 || 수 있고||

질문 또한 쉽게 || 주고받을|| 수 있어서 || 공부의 방법도 달라지게11)

된다. (SMA15)

(21) 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유학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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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절은 각 문장 내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이

실현되어 형성되는 절을 관형사절로 측정한다. 이에 아래 예문과 같이

예문 (22가)의 ‘한국에 아는’과 예문 (22나)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그리고

예문 (22다)의 ‘먼저 힘들었던’을 관형사절로 측정한다. 따라서 문장당 관

형사절 수에 대한 측정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산출된 총 관형사절의 개수

를 그 텍스트의 전체 문장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부사절은 각 문장 내에 ‘-(으)면서, -아/어서, -느라고, -(으)면, -아/어

도, -(으)려고, -는데’ 등으로 연결되어 동시, 선후, 이유·원인, 조건·가정,

인정·양보, 목적·의도, 배경·상황 설명 등으로 사용되는 절을 측정한다.

또한 부사 파생 접미사인 ‘-이’나 부사형 어미인 ‘-게, -도록’으로 연결되

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절도 부사절로 측정한다. 이에 아래 예문과 같

이 예문 (23가)의 ‘그때는 11개월 아들을 키우면서’와 예문 (23나)의 ‘언

어를 배우면’ 그리고 예문 (23다)의 ‘사람들끼리 연결할 수 있게’를 부사

절로 측정한다. 따라서 문장당 부사절 수에 대한 측정은 하나의 텍스트

에서 산출된 총 부사절의 개수를 그 텍스트의 전체 문장 수로 나누어 계

산하였다.

(SAA13)

나 또한 상대방은 요즘은 잘 지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SMB1)

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더 쉽게 알아 볼 수 있다.(SMA6)

(22) 가. 셋 번째,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SAC5)

나 개인정보를 노출할|| 확률이 높다.(SMC4)

다. 먼저 힘들었던||일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었다.(SAC4)

(23) 가. 그때는 11개월 아들을 키우면서|| 한국어를 독학했다. (SAB3)

나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AA16)
다. 공통 취미를 가진 사람들까지 연결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SM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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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절은 각 문장 내에 ‘-다고, -냐고, -(으)라고, -자고, (이)라고, 하

고’ 등의 형태로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절을 측정한다. 이에

아래 예문과 같이 예문 (24가)의 ‘소셜미디어를 넓은 사회라고’와 예문

(24나)의 ‘영향과 효과를 우리 생활에 줄 수 있다고’를 인용절로 측정한

다. 따라서 문장당 인용절 수에 대한 측정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산출된

총 인용절의 개수를 그 텍스트의 전체 문장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4.4.1.2. 어휘 복잡성 분석 방법

1) 어휘 다양도

본 연구에서 어휘 다양도는 D값과 CTTR를 통해 측정하였다. 우선 D

값은 CLA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CLAN 프로그램을 활용

하기 위해서는 작문 전사 자료와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에서 얻은 품사별

분석 결과를 CLAN 프로그램 내의 파일 포맷인 ‘CHAT’로 작성해야 한

다. CHAT(Codes for the Human Analysis of Transcripts)은 문어나 구

어 전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특정한 언어 코드를 말한다. CHAT형식

은 각 전사 자료의 머리말에 ‘@Begin’을 입력하고, 전사 기록의 마지막

행에 ‘@End’를 입력해야 한다. 학습자를 구별할 수 있게 학습자 정보

‘*SAA3’(학습자 고유번호)를 적은 후 해당 학습자의 전사 자료를 입력한

다. 그리고 그 행 아래에 ‘%mor’이라는 기호를 적고 옆에는 형태소 분석

자료를 그대로 붙인다. 형태 분석에서 어휘별 태그를 붙일 때는 품사 표

지와 어휘 사이에 ‘│’를 붙여야 한다. 다음 <그림 6>은 CHAT 형식으

로 입력한 자료의 예이다.

(24) 가.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를 넓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SMB11)

나 위에 언급된 이유로 소셜미디어가 좋은 영향과 효과를 우리 생활에 줄

수 있다고|| 믿는다. (SM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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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CHAT 형식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CLAN 프로그램에 불러

넣어 분석을 실행하였다. CLAN에 붙여넣기 한 파일은 ‘filename(파일

명).cha’의 형태로 저장해야 어휘 다양도를 분석할 수 있다. 파일을 .cha

형태로 저장하여 CLAN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실행시키면 어휘 유형 수

(Type), 어휘 구현 수(Token), TTR 그리고 D값이 산출될 수 있다. 어

휘 다양도를 분석하기 위해 ‘vocd’명령을 입력해야 한다. vocd 실행을 위

한 명령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명령을 입력하여 CLAN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D값이 세 번

에 걸쳐 출력된다. 다음 그림은 CLAN 프로그램에서 실행되어 세 번에

걸쳐 출력된 결과물의 예이다. 어휘 유형 수(Type), 어휘 구현 수

(Token), TTR, 3개의 D값, D값의 평균 순서로 제시된다. 따라서 해당

학습자의 D값을 통해 측정된 어휘 다양도는 84.29이다.

<그림 6> 전사 자료를 CHAT형식으로 입력한 예

‘vocd + t“*SAA3” + t“%mor” -t“*” filename.cha
다양도 분석 참여자 형태소 줄, 문단 파일명

전사 자료 분석 제외

<표 26> 어휘 다양도 분석 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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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vocd 실행 결과로 얻어진 Type, Token, TTR, D값

그 다음으로 CTTR 측정 방식을 통해 측정한 어휘 다양도 분석은 학

습자가 산출한 어휘 유형수를 학습자가 사용한 전체 어휘 수×2의 제곱

근으로 나눈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어휘 유형 수는 앞에

CLAN에서 추출된 어휘 유형 수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SAA3 학습자의 산출 자료를 CLAN를 통해 분석한 결과 어휘 유형 수

(118) 및 어휘 구현 수, 즉 전체 어휘 수(184)로 나타났다. 이를 CTTR의

측정 방식에 맞게 계산하면 118/× =6.15가 된다.

2) 어휘 밀도

어휘 밀도에 대한 측정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산출된 총 내용어 수를

그 텍스트의 전체 어휘 수로 나눈 후 이를 100으로 곱하여 계산한다. 이

를 위해 우선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아래 <그림 8>와 같이 어휘 목

록을 도출한 후 내용어와 전체 어휘의 수는 태그(tag)의 개수를 세는 방

식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SAA5 학습자는 ‘유학 생활’ 주제에 대한

글에서 총 내용어 수 114개와 전체 어휘 수 총 184개를 산출하였다. 따

라서 해당 학습자의 어휘 밀도는 114/184*100=61.95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트의 어휘 밀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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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학습자별로 산출한 어휘 목록 예

3) 어휘 정교도

어휘 정교도에 대한 측정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산출된 중·고급 어휘

수를 그 텍스트의 전체 어휘 수로 나눈 후 이를 100으로 곱하여 계산한

다. 어휘 정교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 어휘 목록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국립국어원(2017)에서 배포한 어휘 목록 중 총 8,800개의 중·고급 어

휘를 추출하였다. 학습자가 산출한 어휘 중 ‘명사+하다/되다/시키다/당하

다’와 ‘어근+하다/되다’형 어휘들의 경우 기준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

는 대로 따라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축된 두 어휘 목록을 AntWord

Profil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개 이상의 데

이터 간의 어휘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준 어휘 목록

과 분석 대상 어휘 목록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분석 대상 어휘 목록과

기준 어휘 목록이 일치하는 어휘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SAA1 학습자

가 ‘유학 생활’ 주제에 대한 글에서 총 중·고급 어휘 57개와 전체 어휘

수 총 295개를 산출하였다면, 해당 학습자의 어휘 밀도는 57/295

*100=19.32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트의

어휘 정교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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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정확성 분석 방법

정확성은 무오류와 오류를 통해 측정한다. 무오류는 오류가 없는 절

즉, 무오류절을 통해 측정하며, 오류는 문법 오류, 어휘 오류, 철자 오류

의 개수를 통해 측정하도록 한다.

1) 무오류를 통한 정확성 측정

무오류절을 측정할 때는 절을 이끄는 문법 항목만이 아닌 철자, 절 내

조사 및 어미, 어휘 등과 같은 언어의 형태와 의미상으로 오류가 전혀

없는 정확한 절만을 무오류절로 본다. 이때 학습자가 산출한 총 절 수의

계산은 앞서 통사 복잡성의 절 측정과 동일하게 단문을 비롯한 선행절과

후행절 그리고 내포절과 모절 모두 포함시켜 문장당 절의 개수를 계산한

다. 따라서 학습자가 산출한 자료에서 무오류절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예문 (25)는 3개의 절을 산출하였는데, 관형사형 어미와 종결어미

에서 대치 오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3개의 절 안에 2개의 오류가 나타

났으므로 무오류절의 수는 1개로 계산된다. 무오류절 비율에 대한 측정

(25)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한(√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다

(√않다). (SAD5)

<그림 9> AntWord Profiler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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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산출된 총 무오류절의 개수를 그 텍스트의 전체

절 수로 나눈 후 이를 100으로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문장당 무오류절

수의 측정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산출된 총 무오류절의 개수를 그 텍스트

의 전체 문장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무오류절을 통해 학습

자들이 어느 정도 절을 정확하게 산출하였는지 알아보았다.

2) 오류를 통한 정확성 측정

오류를 통해 측정하는 정확성은 오류 개수를 확인한 후에 문장당 오류

개수를 계산함으로써 측정한다. 이때 오류로 문법 오류(연결어미, 전성어

미, 종결어미, 조사, 시제, 높임, 어순, 표현), 어휘 오류(명사, 대명사, 수

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철자 오류를 모두 포함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산출한 문장에서 나타난 오류 개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예문 (26)의 경우 한 문장 안에 3개의 오류가 나타났으므로 오류

개수는 3개로 계산된다. 즉 문장당 오류 수의 측정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산출된 총 오류의 개수를 그 텍스트의 전체 문장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

다.

또한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를 세부적으로 살피기 위해 영역별 오류 양

상을 확인하였다. 이때 오류 양상을 각 영역별로 조사하였는데 예를 들

어, 조사의 누락 오류가 몇 개인지, 연결어미와 어휘의 대치 오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를 문법 오류, 어휘 오류, 철자

오류로 구분한 후 각 영역에서 출현한 오류를 대치12), 첨가13), 누락14),

12) 문법, 어휘 등에 있어서 적절한 표현 대신 적절하지 못한 문법이나 어휘를 사용
하는 경우

13) 나타나지 말아야 할 형태가 쓰인 경우나 중복된 형태를 반복해서 사용한 경우
14) 나타나야 할 형태가 빠져 있는 경우

(26) 미국에서 *많이(√많은) *연애인(√연예인)이 소셜미디어를 이용

해서 부자*를(√가) 되었다. (SM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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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태15)로 분류하여 양상별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자 오류를 분

류하고 분석할 때 특히 학습자의 사용 오류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오

류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법 오류

문법 오류에는 통사 복잡성과 관련된 문법 항목인 연결어미, 전성어미

와 함께 종결어미, 조사, 시제, 높임, 어순, 표현에서 발생한 오류를 모두

포함한다. 먼저 연결어미에서 발생한 오류의 예를 보면 아래 예문과 같

다. 예문 (27가)는 연결어미 간에 정확한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여 서로

다른 범주의 연결어미를 사용한 오류이다. 예문 (27나)는 유사 연결어미

간의 의미 혼동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이다. 예문 (27다)는 용언과 연결

어미가 결합할 때의 정확한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전성어미에서 발생된 오류의 예를 보면 아래 예문과 같이 예문 (28가)

와 예문 (28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명사형 어미의 미사용으로 발생

한 오류이며. 예문 (28나)는 명사절을 이끄는 유사 문법 형식 간의 의미·

기능 차이를 혼동한 오류이다. 예문 (28다)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들 간의

혼동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이다.

15) 조사와 어미의 활용 형태가 잘못된 경우, 즉 활용 또는 곡용을 잘못하여 다른
이형태를 사용한 경우

(27) 가.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으니 가족이나 친구와 떨어지*면(√떨어져도/떨

어져 있어도)외롭지 않다. (SMB8)

나. 그러므로 유학생활이 편하*며(√고)좋기 위해서(SAD2)

다. 수업이 진짜 재미있*서(√어서) (SAC25)

(28) 가. 어학당 다니*Ø(√ㄹ) 때 이런 불안한 느낌 점점 없*졌다.(SAC25)

태국 친구를 사귀*Ø(√기) 시작했다(SAB11)

나 친구들이랑 만나*기(√는 것이) 적어지고 (SAB21)

다. 친구나 모른*(√모르는) 사람한테도 공개할 수 있다(SM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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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어미에서 발생한 오류의 예를 보면 아래 예문과 같이 예문 (29가)

는 ‘ㄹ’ 탈락 용언에서 종결어미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종결어미

대치 오류이며 예문 (29나, 다)는 용언 ‘편하다’와 ‘필요하다’가 형용사이

므로 종결어미를 ‘-다’로 써야 하는데 ‘-ㄴ다’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예문 (29라)는 ‘되다’ 동사의 활용을 잘못 인식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조사에서 발생된 오류의 예를 보면 예문 (30가)는 주격조사 ‘가’ 대신에

목적격조사 ‘를’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목적격조사 ‘를’의 대치 오

류이다. 예문 (30나)는 조사가 불필요한 곳에 첨가된 경우이며 예문 (30

다)는 조사가 사용되어야 할 부분에 누락된 오류이다.

시제 오류는 맥락 내에서 일관된 시제를 사용되지 못하고 현재와 미래,

혹은 현재와 과거 시제 등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오류다. 아래 예문

(31가)는 과거형 시제의 오형태 오류이며, 예문 (31나)는 동시의 의미를

갖는 ‘(으)면서’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며, 예문

(31다)는 과거형 시제 ‘-었-’을 누락한 오류이다.

높임법 오류는 높임 선어말 어미 ‘-시-’의 미사용 또는 과잉 사용을 한

(30) 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가) 있기 때문에 (SMC12)

나. 한국 친구들*이(√Ø)도 많이 사귀었다.(SAC25)

다. 요즘은 학생들이 유학생활*Ø (√에)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SAC23)

(29) 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을 팔아 생활비를 버*는다.(√번다.) (SMB7)

나.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상대방을 연락하기가 편한*다.(√편하다.) (SMB1)

다. 동시에 스스로의 판단력도 필요한*다.(√필요하다.) (SMB23)

라. 소셜미디어로 각각 국가의 친구들이 알게 돼*다.(√된다.) (SMC25)

(31) 가. 서로 한국말 배우고 *재미겠 보내*었요.(√보냈어요) (SAD16)

나. 그러나 시간이 *지났으면서(√지나면서) 경험이 쌓였고 (SAC2)

다. 그 동안에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쌓였다)(SA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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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다. 아래 예문(32가)는 ‘-시-’의 과잉 사용으로 발생한 오류이며, (32

나)는 ‘-시-’의 미사용 오류이다.

어순 오류는 문장 내 호응이 불일치하거나 문장 전체적으로 의미 해석

이 부적절한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래 예문(33가)는 부사의 어순

을 잘못 사용한 오류이며, 예문 (33나)는 전체적인 문장 구조의 오류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표현 오류는 보조 용언이나 여러 요소의 결합 구성으로 이루어진 표현

문형의 사용에서 나타난 오류나 맥락 내 의미상으로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지 않을 때 발생한 오류이다. 아래 예문 (34가)와 (34나)는 표현 문형

에서 발생한 오류이며 예문 (34다)는 맥락 내 의미상으로 자연스러운 연

결이 되지 않을 때 발생한 오류이다.

㉡ 철자 오류

철자 오류는 학습자가 의미는 잘 알고 있어도 음운적으로 유사하거나

맞춤법 연습 부족 혹은 유사 형태와의 혼동으로 정확한 형태를 산출하지

못한 단순 맞춤법 오류이다.

(32) 가. 경기대학교로 교환을 *하셨습니다.(√했습니다.) (SAD18)

나. 한국에 와서 선생님들이 *도와주(√도와주시)니까 (SAA12)

(33) 가. 공부에서 *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었다. (SAD11)

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친구 기회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도 있다) (SMD15)

(34) 가. 한국어 공부도 익숙해 *주었고(√졌고)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SAB25)

나. 한국*에 비해 우리나라 몽골, 문화가 *달라지(√다르)기 때문에 (SAC6)

다. 또한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다면(√알면 / 알게 된다면 )자신의 나라의

차이점을 알고∼ 중략 (SA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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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오류

어휘 오류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의 사용에

서 나타난 오류이다. 아래 예문 (36가)와 (36나)는 의미 전달에 맞지 않

은 동사나 형용사의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한 오류이며, 예문 (36다)는 의

미가 비슷한 명사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이며 예문 (36라)는 ‘아무

도’와 ‘아무것도’를 혼동하여 사용한 대명사 오류이며 예문 (36마)는 부사

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오류이다.

4.4.3. 데이터 입력

수집된 작문 자료는 컴퓨터 파일로 전사하였다. 1차 전사 시에 문장 부

호, 문단 구분, 철자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입력

하였다. 통사 복잡성 측정은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문장 확장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문장 길이의 측정은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하였고,

문장 확장 및 문장 확장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문과 복문 그리

고 절의 유형에 따라 코딩 기호를 부착하였다16). 정확성의 측정은 무오

(35) 가. *한상(√항상) 배달 음식, 아니면 라면으로 끝났던 날이 많았습니다.

(SAB27)

나. 6개월만 토픽 4급을 합격해서 아주 *부뜻했다(√뿌듯했다). (SAA2)

다. 지금 한국의 *결울(√겨울)도 무섭지 않고(SAC16)

36. 가. 그 중에 사람과 사람*과 사이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가 *도

달되었다(√개발되었다). (SMA24)

나.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일생을 *쉽게(√편리하게)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SMB5)

다. 인플루언서의 SNS *계좌(√계정)를 통해 (SMB12)

라.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아무도(√아무것도) 몰랐다. (SAD17)

마 일상생활은 *깜박(√갑자기) 바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S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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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오류로 측정하였는데 무오류 측정을 위해서는 무오류절에 코딩 기

호를 부착하였고, 오류 측정을 위해서는 오류 분석 틀에 따라 코딩 기호

를 부착하였다17). 이런 식으로 코딩한 것을 모두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

한 후 그 수치를 항목별로 엑셀 파일에 입력하였다. 어휘 복잡성의 측정

은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로 구분해서 측정하였는데 어휘

다양도와 어휘 밀도는 CLAN을 활용하여 도출하였고, 어휘 정교도는

AntWord Profiler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도출된 각 항목별 수치를 엑

셀 파일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 화면은 다음 <그림 10>과

같다.

16) SS=Simple Sentence, Complex Sentence=CS, EC=Equivalent Clause, NC=
Noun Clause, MC=Modifying Clause, AC=Adverb Clause, QC=Quotation
Clause

17) EFC=Error Free Clause, REP=대치, OM=누락, ADD=첨가, MIF=오형태, C=연
결어미, D=전성어미, E=종결어미, P=조사, T=시제, H=높임, PE=표현, NN=명사,
NP=대명사, NR=수사, VV=동사, VA=형용사, MM=관형사, MAG=부사

<그림 10> 엑셀 데이터 구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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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통계 분석 방법

통계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숙

달도에 따른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 그리고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장르에 따른 통사 복

잡성과 어휘 복잡성 또한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t-test)을 실시하였다. 숙달도와 복잡성·정확성의 관계, 복잡성과 정확성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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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문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 분석

1. 숙달도에 따른 복잡성과 정확성

1.1. 숙달도에 따른 통사 복잡성

본 절에서는 학습자들의 문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이 숙달도에 따라

어떤 사용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복잡성은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통사 복잡성의 경우 숙달도에

따른 문장 길이, 숙달도에 따른 문장 확장, 숙달도에 따른 문장 확장 유

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어휘 복잡성의 경우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

휘 정교도로 나누어 살피도록 한다.

1.1.1. 숙달도에 따른 문장 길이

숙달도에 따른 문장 길이는 문장당 형태소 수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우

선 숙달도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평균 형태소 수를 살펴보면

3급 학습자들은 문장당 평균 18.3개, 4급 학습자들은 문장당 평균 22.3개,

5급 학습자들은 문장당 평균 25개, 6급 학습자들은 문장당 평균 26.8개로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문장당 형태소의 사용 개수가 많아지면서 문장을

길게 생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형태소의 사용이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몇 배 정도 늘어났는지 확인해 보면, 4급은 3급에 비해 1.2배, 5급

은 4급에 비해 1.1배, 6급은 5급에 비해 1.0배 정도 늘어났음을 볼 수 있

다. 숙달도에 따른 문장 길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아래 <표 27>에서 볼 수 있듯이 F=21.982, p=.000으로 나타나 숙달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다시 사후검정(Scheffe Test)을 통해 어느 급수 간의 차이가 유의



- 182 -

한지 분석해 본 결과 3급과 4급, 5급, 6급(3급<4급, 5급, 6급) 그리고 4급

과 6급(4급<6급)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4급과 5급 그리고

5급과 6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형

태소를 기준으로 하는 문장 길이의 측정에 있어 3급은 4급, 5급, 6급과

차이를 보였고 4급은 6급과 차이를 보였으나 4급과 5급 그리고 5급과 6

급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3급에서 4급

으로 올라갈 때 문장당 형태소의 사용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4급에

서 5급으로 올라갈 때에는 형태소의 양이 뚜렷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5급에서 6급에 도달하였을 때도 형태소 개수의 증가

율이 적어지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문장

길이의 변화가 중급 수준 내에서 크게 일어난 다음에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 때에도 다시 큰 변화가 일어나지만 고급 내에서는 변화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문

장 길이는 3급부터 5급까지만 두드러지게 길어지고 그 이후에 증가 속도

가 느려진다고 볼 수 있다.

1.1.2. 숙달도에 따른 문장 확장

문장 확장과 관련하여, 단문과 복문의 비율 그리고 문장당 절의 수를

측정함으로써 문장 확장의 양의 측면에서 통사 복잡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측정
지표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문장길이

3 36(a) 18.3 4.62

21.982/
.000***

a < b, c, d
b < d

4 62(b) 22.3 4.57

5 60(c) 25.0 5.69

6 60(d) 26.8 6.07
*p<.05 **p<.01 ***p<.001

<표 27> 숙달도에 따른 문장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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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숙달도에 따른 단문과 복문의 비율

먼저 문장 확장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숙달도에 따른 단문과 복문의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3급 수준에서 총 문장의 18.0%를 단

문, 82.0%를 복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4급 수준에서는 총 문장의

11.1%를 단문, 88.9%를 복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5급 수준의 경우 총

문장의 8.6%를 단문, 91.4%를 복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6급 수준에서

는 총 문장의 7.6%를 단문, 92.4%를 복문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즉, 단

문의 사용 비율은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낮아졌으며, 복문의 경우 숙

달도가 증가할수록 그 사용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복문의 사용 비율이 몇 배 정도 증가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4

급은 3급에 비해 1.08배, 5급은 4급에 비해 1.02배, 6급은 5급에 비해

1.01배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생성한 단문

과 복문의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복문의 비율이 더 높아 학습자들이 숙

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급수 간의 단문과 복문의 사용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

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아래 <표 28>에서 볼 수 있듯이 F=9.624, p=.000으로 나타나 숙달

도에 따라 단문과 복문의 사용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어서 어

느 급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Scheffe

Test)을 실시한 결과 단문의 경우 4급, 5급, 6급과 3급(4급, 5급 6급<3

급)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복문의 경우 3급과 4급, 5급, 6급(3급<4급, 5

급, 6급)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단문과 복문의 사용 비율을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3급과 4급, 5급, 6급 간에만 차이를 보였고 4급과 5급 혹

은 5급과 6급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보면 4급이 되어야 단

문의 사용률이 낮아지고 복문의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그 후로부터 안정

적으로 복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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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절 수

다음으로는 문장당 평균 절의 개수를 측정함으로써 문장 확장의 양의

측면에서 숙달도에 따른 절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학습자들이 한

문장 안에 절을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3급에서 평균

2.74개, 4급에서는 평균 3.29개, 5급의 경우 평균 3.94개, 6급의 경우 평균

4.00개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절의 사용량

도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장당 절의 개수가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몇 배 정도 증가하였는지 살펴보면, 3급과 4급 사이에 절의

개수가 1.20배로 증가했고 4급에서 5급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1.19배로 증

가했다가 6급으로 이르면서 절의 증가율이 1.01배로 약간 감소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문장당 절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검증해 본 결과, 아래 <표 29>와

같이 F=22.212, p=.000으로 급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다시 사후검정(Scheffe Test)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3급

과 4급, 5급, 6급(3급<4급, 5급, 6급) 그리고 4급과 5급, 6급(4급<5급, 6

급) 사이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급과 6급간에는 통계적으

측정 지표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단문의

비율

3 36(a) 18.0 14.93

9.624/
.000***

d, c, b, < a
4 62(b) 11.1 9.24
5 60(c) 8.6 9.06
6 60(d) 7.6 6.78

복문의

비율

3 36(a) 82.0 14.93

a < b, c, d
4 62(b) 88.9 9.24
5 60(c) 91.4 9.06
6 60(d) 92.4 6.78

*p<.05 **p<.01 ***p<.001

<표 28> 숙달도에 따른 단문과 복문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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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내포절의 사용이

3급과 4급, 5급, 6급 간 그리고 4급과 5급, 6급 사이에만 유의미하게 증

가하였고 5급과 6급 사이에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습자들이 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확

장시키는 것이 주로 4급에서 5급까지에만 단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5급 이후로부터 문장 확장의 양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문장

확장에 있어 3급부터 5급까지 증가하나 그 이후에는 증가율이 줄어들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급 수준인 3급과 4급, 그리고 중급 수준인 4급

과 고급 수준인 5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중급 내에서

나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시기에만 문장 확장의 양이 뚜렷하게 증

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1.1.3. 숙달도에 따른 문장 확장 유형

1.1.3.1.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대등절과 내포절 수

문장당 대등절과 내포절의 개수 측정을 통해 문장 확장의 유형을 알아

보았다. 우선 급수별 문장당 대등절의 사용을 살펴보면, 문장당 대등절의

사용이 3급에서 평균 0.37개, 4급에서 평균 0.39개, 5급에서 평균 0.48개,

6급에서 평균 0.52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급수별 문장당 내포절

의 사용을 확인해 보면, 3급은 평균 1.38개, 4급은 평균 1.95개, 5급은 평

균 2.49개, 6급은 평균 2.53의 내포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문장당 대등절

측정 지표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문장당
절 수

3 36(a) 2.74 0.72
22.212/
.000***

a < b, c, d
b < c, d

4 62(b) 3.29 0.74
5 60(c) 3.94 0.94
6 60(d) 4.00 0.97

*p<.05 **p<.01 ***p<.001

<표 29>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절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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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포절의 평균 사용 개수를 비교해 보면, 대등절의 사용보다 내포절

의 사용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숙달도

가 향상됨에 따라 대등절보다 내포절을 더 많이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시

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포절의 문장 구조가 대등절보다 더 복잡하

기 때문에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문장의 복잡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내포절의 사용 개수가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몇 배 정도 증가

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4급은 3급에 비해 1.41배, 5급은 4급에 비해 1.27

배, 6급은 5급에 비해 1.01배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장당 대등절과 내포절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검증해 본 결과, 아래 <표

30>과 같이 대등절의 경우 F=3.704, p=.013, 내포절의 경우 F=25.681,

p=.000으로 급수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사후검

정(Scheffe Test)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대등절의 경우 급수 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숙

달도가 높아지더라도 대등절의 사용량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내포절의 경우 3급과 4급, 5급, 6급(3급<4급, 5급,

6급) 그리고 4급과 5급, 6급(4급<5급, 6급)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내포절의 사용이 3급과 4급, 5급, 6급 간 그리고 4급과 5급, 6급 간

에만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5급과 6급 간에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

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면 학습자들의 내포절 사용량이 3급

에서 5급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5급과 6급 사이에서는 뚜렷하게 증

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내포절의 사용이 중급 수준인 3급과

4급 간 그리고 중급 수준인 4급과 고급 수준인 5급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학습자들이 중급 내에서나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

라갈 때 내포절의 사용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대등절에 비해 내포절의 사용량이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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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내포절의 경우 대등절에 비하면 그 수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

에 따로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유

형별 내포절의 수를 측정함으로써 하나의 문장에서 학습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내포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아래 <그림 11>에서 보이듯이 먼저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 양상을 보았

을 때, 문장당 평균 명사절의 수는 3급에서 평균 0.22개, 4급에서 평균

0.36개, 5급에서는 평균 0.39개, 6급에서는 평균 0.46개로 숙달도가 올라

감에 따라 문장당 명사절의 개수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명사절의 사용이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몇 배 정도 증가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4급은 3급에 비해 1.63배, 5급은 4급에 비해 1.08배, 6급은 5급에 비

해 1.17배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당 평균 관형사절

의 수는 3급은 평균 0.59개, 4급은 평균 0.83개, 5급은 평균1.18개, 6급은

1.23개로 관형사절의 사용이 3급에서 4급까지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5급에서 그 증가 속도가 눈의 띄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6급까지 유지되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관형사절의 증가율이 각 숙달도 집

단별로 몇 배 정도 증가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4급은 3급에 비해 1.40배,

5급은 4급에 비해 1.42배, 6급은 5급에 비해 1.04배 증가하였음을 볼 수

측정 지표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문장 당
대등절 수

3 36(a) 0.37 0.26
3.704/
.013

-
4 62(b) 0.39 0.23
5 60(c) 0.48 0.28
6 60(d) 0.52 0.31

문장 당
내포절 수

3 36(a) 1.38 0.49
25.681/
.000***

a < b, c, d
b < c, d

4 62(b) 1.95 0.57
5 60(c) 2.49 0.66
6 60(d) 2.53 0.69

*p<.05 **p<.01 ***p<.001

<표 30> 숙달도에 따른 문장 당 대등절과 내포절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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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문장당 부사절의 평균 개수는 3급에서 평균 0.46개, 4급에서 평균

0.65개, 5급에서 평균 0.81개, 6급에서 평균 0.71로 3급에서 5급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6급에서는 그 개수가 5급보다 낮아 오

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6급에서는 부사절의 사용이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사절의 사용이 각 숙달도 집단에서 몇 배

정도 증가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4급은 3급에 비해 1.41배, 5급은 4급에

비해 1.24배, 6급은 5급에 비해 1.12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문

장당 인용절의 평균 개수의 경우 3급과 4급에서 평균 0.10개, 5급에서는

평균 0.11개, 6급에서는 평균 0.12개로 3급과 4급 사이에 인용절의 평균

개수가 정체되었다가 6급에서 아주 미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각 숙달도 집단 간에 인용절의 사용이 몇 배 정도 증가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3급과 4급 사이에는 인용절의 증가를 보이지 못했고, 5급에서는 4

급에 비해 1.1배, 6급에서는 5급에 비해 1.09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부사

절을 제외한 나머지 절 유형에서 숙달도에 따라 그 개수가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다.

이어서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 순서를 급수별로 확인해 보면 모든 숙달

도 집단에서 모두 관형사절 > 부사절 > 명사절 > 인용절 순으로 사용

하고 있었다. 특히 관형사절과 부사절의 경우 급수마다 높은 수치로 나

타나 학습자들이 관형사절과 부사절을 통해 주로 문장을 확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명사절과 인용절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

용절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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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포절 유형별 사용에 대하여 각 급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존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검증해 본 결과, 아래 <표 31>과 같이 문장당 명사절은

F=8.220, p=.000, 문장당 관형사절은 F=20.226, p=.000, 문장당 부사절은

F=8.464, p=.000으로 급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문장당 인용절의 경우 F=.199, p=.89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다시 Scheffe Test를 실시하여 사후검정을 해 본

결과, 문장당 명사절의 경우 3급과 4급, 5급, 6급(3급<4급, 5급, 6급)간에

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명사절의 사용 차이가 3급과 4급, 5급, 6

급 사이에만 유의미하였고 나머지 급수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명사절의 사용이 3급과 4급, 5급, 6급 사이에만 유의

미하게 증가하였고 4급과 5급간 혹은 5급과 6급간은 유의미하게 증가하

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명사절의 사용 차이가 중급 수

준인 3급과 4급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중급 내에서만 명사절의 사

용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고 고급 내에서는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사절의 사용은 4급 이후로부터 그 사용량이 급

격히 증가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문장당 관형사절의 경우 3급과 5급, 6급(3급<5급, 6급) 그리고 4급과 5

급, 6급(4급<5급, 6급) 간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형사절의 사

용 차이가 3급과 5급, 6급 그리고 4급과 5급, 6급 사이에만 유의미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명사절의 사용이 3급과 5급, 6급 사이, 그리고 4

0.0

0.5

1.0

1.5

3급 4급 5급 6급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그림 11>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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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5급, 6급 사이에만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3급과 4급 간, 5급과 6급

간에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급 수

준인 3급과 4급이 고급 수준인 5급, 6급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관형사절의 사용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갔을 때 뚜렷하게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급 내에서나 고급 내에서는 관형사

절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늘어나지 않았다.

또한 문장당 부사절도 문장당 관형사절과 비슷하게 3급과 4급이 5급과

6급(3급, 4급 < 5급, 6급)간에만 차이를 보였다. 부사절의 사용 차이도 3

급, 4급과 5급, 6급 사이에만 유의미하였다. 즉, 중급과 고급 사이에만 부

사절의 사용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중급 내에서나 고급 내에서는 유

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5급 후반으로 갈수록 부사절의 사용량

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용절의 경우 다른 절

에 비하면 사용률이 상당히 낮아, 이에 대한 증가율도 유의미하지 않았

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전체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에 있어 전반적

으로 3급부터 5급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그 후에는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유형별 내포절의 사

용 증가는 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갔을 때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양

상을 볼 수 있었다.

측정 지표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문장 당
명사절 수

3 36(a) 0.22 0.16
8.220/
.000***

a < b, c, d
4 62(b) 0.36 0.25
5 60(c) 0.39 0.25
6 60(d) 0.46 0.23

문장 당
관형사절
수

3 36(a) 0.59 0.36
20.226/
.000***

a < c, d
b < c, d

4 62(b) 0.83 0.40
5 60(c) 1.18 0.52
6 60(d) 1.23 0.52

문장 당
부사절 수

3 36(a) 0.46 0.29 8.464/
.000***

a < d, c
b < d, c4 62(b) 0.65 0.29

<표 31> 숙달도에 따른 문장 당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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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숙달도에 따른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

다음으로는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이 숙달도에 따라 어떠

한 사용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숙

달도별로 사용한 문법 항목을 총 사용 빈도, 표준화 빈도, 비율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총 사용 빈도’는 각 숙달도 집단에서 사용된 해당 문법

의 총 횟수를 의미하고, ‘표준화 빈도’는 해당 문법의 총 사용 빈도를 해

당 집단의 총 문장 수로 나누고 100곱을 곱한 것이다. 이 측정 방법은

김현아(2016)과 최수완(2020)에서 사용한 측정 방법으로 작문의 양이 서

로 다른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표준화한 측정 방법이므로 본 연구에서

도 이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비율’은 해당 문법 항목의 총 사용

빈도를 각 집단에서 사용된 총 절의 수로 나눈 값으로 총 절 중 각 문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선 숙달도별로 나타난 대등절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 32>와 같다.

5 60(c) 0.81 0.41

6 60(d) 0.71 0.32

문장 당
인용절 수

3 36(a) 0.10 0.15
.199/
.897

-
4 62(b) 0.10 0.12
5 60(c) 0.11 0.12
6 60(d) 0.12 0.12

*p<.05 **p<.01 ***p<.001

대등절 관련
문법 항목 3급 4급 5급 6급

나
열

-고
14918)

16419)
(18.6%)

247

263
(13.0%)

310

332
(12.8%)

338

370
(12.9%)

27.04
20) 27.23 33.88 34.49

-며/
-면서

15 16 22 32

2.72 1.76 2.40 3.27
-나 0 23 0 55 1 61 10 88

<표 32> 숙달도에 따른 대등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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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각 숙달도 집단에서 대등절 관련 문법 항목이 차지하는 비

율이 3급에서 21.9%, 4급에서 16.7%, 5급에서 15.8%, 6급에서 16.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 범주별 각 문법 항목의 표

준화 빈도를 살펴보면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 중 ‘-고’, 대

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 중 ‘-지만’,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 중 ‘-거나’의 사용이 모든 숙달도 집단 간에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고’ 의 경우 숙달도와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고’를 중심으로 대등절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숙

달도 집단별로 사용한 대등절 관련 문법 항목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고급 숙달도 집단인 5급과 6급에서 3급과 4급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대등절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고’, ‘-지만’, ‘-거나’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명사절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나열의 의미

를 나타내는 ‘-고’의 사용은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주로 ‘-고’에 의존하여 대등절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18) 총 사용 빈도
19) 해당 문법 항목이 각 집단에 차지하는 비율
20) 표준화 빈도

대
조 (2.6%) (2.7%)

0.11

(2.3%)

1.02

(3.1%)

-지만
21 54 52 73
3.81 5.95 5.68 7.45

-는데
2

0
1 1

0.36 0.11 0.10

-아도 0
1 7 4
0.11 0.77 0.41

선
택

-거나
6

7
(0.8%)

16
18
(0.9%)

19
21
(0.8%)

22
26
(0.9%)

1.09 1.76 2.08 2.24
-든지/든
가

1 2 2 4
0.18 0.22 0.22 0.41

총 대등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빈도(비율)

194(21.9%) 336(16.7%) 412(15.8%) 48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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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숙달도 집단별로 대등절을 형성하는 각 문법 항목의 사용 양

상을 보면 아래 예문(37)과 같다.

다음으로 숙달도별로 나타난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에 대해 살

펴보면 아래 <표 33>과 같다. 전체적으로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이 차지하

는 비율을 살펴보면, 3급에서 78.1%, 4급에서 83.3%, 5급에서는 84.1%, 6급에서

83.1%를 차지하였다. 대등절 관련 문법 항목에 비하면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

의 사용이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포절의 하위 범

주별 차지하는 비율을 급수별로 확인해 보면, 3급에서 명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13.2%,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33.1%,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26.9%, 인

용절 관련 문법 항목이 4.8%를 차지하였으며, 4급의 경우 명사절 관련 문법 항

목이 15.8%,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35.1%,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28.1%, 인용절 관련 문법 항목이 4.4%를 차지하였고, 5급에서는 명사절 관련 문

법 항목이 14.0%,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39.2%,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27.4%, 인용절 관련 문법 항목이 3.5%를 차지하였으며, 6급의 경우 명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15.5%,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39.9%,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

이 24.0%, 인용절 관련 문법 항목이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모든 숙달도 집단

에서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 명사절 관련 문법 항

목 > 인용절 관련 문법 항목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7) 가. 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자고 너무 좋았다. (SAD4)

나. 3년 동안 한국어도 늘었으며 호기심도 많아진 것 같다. (SAB28)

다.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SAC11)

다. 강사로 강의하거나 과외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SAA20)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 3급 4급 5급 6급

명사
형
어미

-ㅁ 0 28
(3.2%)

3
117
(5.8%)

2
125
(4.8%)

12
136
(4.7%)0.33 0.22 1.22

-기 28 114 123 124

<표 33> 숙달도에 따른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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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12.57 13.44 12.65

의문
형
종결
어미

-냐/느냐 0

24
(2.7%)

0

24
(1.2%)

1

37
(1.4%)

1

43
(1.5%)

0.11 0.10
-ㄴ/는
가 0

1
0 0

0.11
-ㄴ/는
지

23 20 28 36
4.17 2.21 3.06 3.67

-ㄹ 지
1 1 6 2
0.18 0.11 0.66 0.20

-ㄹ까 0
2 2 4
0.22 0.22 0.41

관형
사절
+것

-ㄴ/는
것

50

65
(7.4%)

166

177
(8.8%)

182

201
(7.7%)

222

267
(9.3%)

9.07 18.30 19.89 22.65

-ㄹ 것
14 10 14 28
2.54 1.10 1.53 2.86

-던 것
1 1 5 17
0.18 0.11 0.55 1.73

총 명사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빈도(비율)

117
(13.2%)

318
(15.8%)

363
(14.0%)

446
(15.5%)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

관형
사형
어미

-ㄴ/는
121

313
(14.8%)

346

378
(18.7%)

541

603
(23.2%)

684

751
(26.2%)

21.96 38.15 59.13 69.80

-ㄹ
7 17 35 34
1.27 1.87 3.83 3.47

-던
3 15 27 33
0.54 1.65 2.95 3.37

기타 관형사절
162 162

(18.3%)
330 330

(16.4%)
415 415

(16.0%)
394 394

(13.7%)29.40 36.38 45.36 40.20
총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빈도(비율)

293
(33.1%)

708
(35.1%)

1018
(39.2%)

1145
(39.9%)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

동시 -면서
14 14

(1.6%)
51 51

(2.5%)
53 53

(2.0%)
56 56

(2.0%)2.5 5.62 5.79 5.71

선후

-자 0

19
(2.1%)

0

66
(3.3%)

0

93
(3.6%)

1

77
(2.7%)

0.10

-자마자
3 1 5 2
0.54 0.11 0.55 0.20

-고(서)
8 27 29 21
1.45 2.98 3.17 2.14

-아서
7 36 55 44
1.27 3.97 6.01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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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서

1 2 4 8
0.18 0.22 0.44 0.82

-고
나니까 0 0 0

1
0.10

전환 -다가
2 2

(0.2%)
3 3

(0.1%)
8 8

(0.3%)
7 7

(0.2%)0.36 0.33 0.87 0.71

이유
·
원인

-아서
47

66
(7.5%)

136

152
(7.5%)

119

155
(6.0%)

125

148
(5.2%)

8.53 14.99 13.01 12.76

-니까
13 9 17 10
2.36 0.99 1.86 1.02

-느라
(고)

1
0

3 1
0.18 0.33 0.10

-다가 0 0
2

0
0.22

-기에 1
0 0

6
0.18 0.61

-므로 0
3 5

0
0.33 0.55

-라서
(라)

4 4 9 6
0.73 0.44 0.98 0.61

조건
·
가정

-면
56

60
(6.8%)

79

93
(4.6%)

88

109
(4.2%)

86

116
(4.0%)

10.16 8.71 9.62 8.78

-라면 0
4 5 2
0.44 0.55 0.20

-다면
4 9 8 12
0.73 0.99 0.87 1.22

-냐면 0 0 0
3
0.31

-자면 0
1 1 5
0.11 0.11 0.51

-려면 0 0
1 3
0.11 0.31

-아야 0 0
6 5
0.66 0.51

인정
·
양보

-아도
6

6
(0.7%)

7

11
(0.5%)

21

28
(1.1%)

12

18
(0.6%)

1.09 0.77 2.30 1.22

-더라도 0
1 3 5
0.11 0.33 0.51

-ㄴ데
(도) 0

2 2 1
0.22 0.22 0.10

-아야 0
1 2

0
0.11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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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의도

-러 0

8
(0.9%)

4

16
(0.8%)

8

34
(1.3%)

10

32
(1.1%)

0.44 0.87 1.02

-려고
3 1 8 9
0.54 0.11 0.87 0.92

-고자 0
2

0
2

0.22 0.20

-게
1 1 11 8
0.18 0.11 1.20 0.82

-게끔 0
2

0 0
0.22

-도록
4 6 7 3
0.73 0.66 0.77 0.31

배경
·
상황
설명

-ㄴ/는
데

20

31
(3.5%)

44

53
(2.6%)

34

58
(2.2%)

48

72
(2.5%)

3.63 4.85 3.72 4.90

-니까
5 4 13 3
0.91 0.44 1.42 0.31

-더니
2 1

0
1

0.36 0.11 0.10

-다보니
2 4 8 3
0.36 0.44 0.87 0.31

-던데
2

0 0 0
0.36

-아서 0 0
3 17
0.33 1.73

성질
·
상태

-게
16

29
(3.3%)

68
95
(4.7%)

96
137
(5.3%)

77
102
(3.6%)

2.90 7.50 10.49 7.86

-이
13 27 41 25
2.36 2.98 4.48 2.55

결과
·
도달

-게 0
0

(0.0%)

2
3

(0.1%)

9
9

(0.3%)

2
6

(0.2%)
0.22 0.98 0.20

-도록 0
1

0
4

0.11 0.41

비유
-듯(이) 0

(0.0%)
0

(0.0%)
0

1
(0.04%)

2
4

(0.01%)
0.20

-다시피 0 0
1 2
0.11 0.20

점차
심해
짐

-ㄹ 
수록

1 1
(0.1%)

9 9
(0.4%)

8 8
(0.3%)

4 4
(0.1%)0.18 0.99 0.87 0.41

방법
·
수단

-아서
1

2
(0.2%)

12
14
(0.7%)

14
18
(0.7%)

31
37
(1.3%)

0.18 1.32 1.53 3.16

-고 1 2 4 6
0.18 0.22 0.44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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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각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명사절 관련 문법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관형사절+것’ > ‘명사형 어미’ > ‘의문형 종결어미’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사형 어미’의 경우 ‘-ㅁ’에 비하면

‘-기’를 통한 명사절의 형성이 지배적이었다. ‘의문형 종결어미’ 중 ‘-ㄴ/

는지’의 사용은 ‘-냐/느냐’, ‘ㄴ/는가’, ‘-ㄹ지’, ‘-ㄹ까’의 사용보다 모든 숙

달도 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관형사절+것’ 유형 중 ‘-던 것’의

사용은 다른 숙달도 집단보다 6급 숙달도 집단에서만 압도적으로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ㄴ/는 것’의 사용 빈도가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그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주로 ‘-ㄴ/는 것’을 이용한 명

사절의 형성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숙달도별 학습자들

이 사용한 명사절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 (38)과

같다.

사역 -게 0 (0%) 0 (0%)
2 2

(0.1%)
11 11

(0.4%)0.22 1.12
총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빈도(비율)

238
(26.9%)

566
(28.1%)

713
(27.4%)

690
(24.0%)

직접
인용 (이)라고

1 1
(0.1%)

1 1
(0.05%)

2 2
(0.1%)

1 1
(0.03%)0.11 0.11 0.22 0.10

간접
인용

-(이)라
고

1

41
(4.6%)

18

88
(4.4%)

29

90
(3.5%)

25

105
(3.7%)

0.18 1.98 3.17 2.55

-다고
40 70 61 79
7.26 7.72 6.67 8.06

-냐고 0 0 0
1
0.10

총 인용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빈도(비율)

42
(4.8%)

89
(4.4%)

92
(3.5%)

106
(3.7%)

총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빈도(비율)

690
(78.1%)

1681
(83.3%)

2186
(84.1%)

2387
(83.1%)

(38) 가. 유학 생활이 힘들기보다 재미있게 보냈다. (SA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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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절은 ‘-ㄴ/는, -ㄹ, -던’ 과 같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의해서 이

끌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연계절과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포함된 덩어리

표현들을 모두 관형사절을 이끄는 문법 항목으로 보았으므로 이에 대한

문법 항목을 관형사절을 이끄는 문법 항목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따라

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관형사절을 형성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의해 이루어진 관형사절, 연계절, 관

형사형 전성어미가 포함된 덩어리 표현 모두가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그

사용 빈도도 꾸준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숙달도

집단별로 차지하고 있는 유형별 관형사절의 사용 비율을 확인해 보면 4

급, 5급, 6급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형성된 관형사절의 비율이 기타

관형사절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급 학습자 집단에서는

기타 관형사절의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관형사형

전성어미 중 ‘-ㄴ/는’의 사용 빈도가 숙달도와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주로 ‘-ㄴ/는’을 중심으로 관형사

절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타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 중에서는 ‘-ㄹ 수 있다’ 와 ‘-ㄹ 때’가 숙달도 집단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숙달도별 학습자들이 사용한 관형사절 관련 문

법 항목의 사용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 (39)와 같다.

나. 이러한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SMA19)

다. 나는 한국 온지 11개월 되었다. (SAC17)

라. 모국어로 전공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외국어로 공부하는 것은 100배 어렵다.

(SAB13)

마.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 방법을 찾을 것이 필요하다. (SMC15)

공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SAA22)

(39) 가. 물론 소셜미디어의 편리 덕분에 우리가 정치 참여나 표현할 방식이 많아졌

지만 사회의 민주주의 과정을 파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SMA4)

나. 유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많이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잘 극복하면 정말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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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의 경우 의미 범주에 따라 그 수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미 범주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숙달도

집단별로 어떠한 의미 범주별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6급에서 ‘이유·원인’ > ‘조건·가정’ > ‘성질·상태’ > ‘선후’

> ‘배경 상황 설명’ 순으로 이에 대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5급

과 4급에서는 ‘이유·원인’ > ‘성질·상태’ > ‘조건·가정’ > ‘선후’ > ‘배경

상황’ 순으로, 3급에 경우 ‘이유·원인’ > ‘조건·가정’ > ‘배경 상황 설명’

> ‘성질·상태’ > ‘선후’ 순으로 이에 대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

시 말하면, ‘이유·원인’, ‘조건·가정’, ‘성질·상태’, ‘배경 상황’, ‘선후’에 대

한 부사절 형성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이유·원인’의 부사절 형성은 모든

숙달도 집단에 걸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의미 범주별 부사절 중 어떤 문법 항목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동시의 의미를 갖는 부사형 어미인 ‘-며’ 출현

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면서’만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후’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와 ‘-아서’의 사용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 2

개의 문법 항목의 사용이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그 사용 빈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4급, 5급, 6급 집단에서는 ‘-고’의 사용보다 ‘-아서’의 사

용이 많았으나 3급 집단에서는 ‘-고’의 사용이 ‘-아서’ 사용보다 약간 많

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6급 집단에서 ‘-고’와 ‘-아서’ 외에도 선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자’, ‘-자마자’, ‘-고 나서,’ ‘고 나니까’와 같은 다양

한 문법 항목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환’의 의미를

있는 경험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얻을 수 있다. (SAB15)

다. 언어교육원에서 1년 정도 공부한 뒤 서울대학교 건축학교에 건축공학 석사과

정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SAA22)

라. 이처럼 SNS는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SMB18)

마.. 제가 처음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한류 때문이다. (S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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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다가’ 어미의 사용도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출현되었다. 숙달도별

학습자들이 사용한 ‘동시’, ‘선후’,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의

사용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 (40)과 같다.

‘이유·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관련 문법 중 ‘-아서’, ‘-니까’,

‘-라서’의 출현은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나타났다. 이를 표준화 빈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아서’의 빈도는 4급에서만 높게 나타났고 5

급과 6급에서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니까’의 사용도 3급

에서만 가장 높았다. 그리고 ‘-라서’의 경우 5급에서 많이 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서’, ‘-니까’, ‘-라서’는 모든 숙달도 집단

에서 출현되었으나, 그 사용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

이지는 않았다. ‘조건·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관련 문법 중 모

든 숙달도 집단에서 출현한 문법 항목은 ‘-면’ 과 ‘-다면’이다. 그러나 ‘-

다면’의 사용은 ‘-면’의 사용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 않았다. 특히 6급 학

습자 집단에서는 ‘조건·가정’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면’과 ‘-다면’뿐만

아니라 ‘-라면, -냐면, -자면, -려면, -아야’와 같은 다양한 문법 항목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달도별 학습자들이 사용한 ‘이유·

원인’, ‘가정·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의 사용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 (41)과 같다.

(40) 가. 과외하면서 중국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외국어

를 가르치면서 언어교육에 대해서 재미있게 느끼게 되었다. (SAA21)

나. 격리 기간이 마치자마자 부동산 가서 집을 구했습니다. (SAB26)

다. 한복을 입어보고 경북궁에 가는 것은 옛날 시대에 돌아가는 것과 같다.

(SAC12)

라.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어학원에서 다녔고 한국어만 배웠다. (SAD6)

(41) 가. 소셜미디어로는 다양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SMA20)

나. SNS 중독성이 위험하니까 이러한 점이 주의해야 하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는 매개라고 생각한다. (SM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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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양보’의 의미를 가진 문법 항목 중 ‘-아도’의 경우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출현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 빈도도 나머지 문법 항목에 비하

면 그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4급과 5급에서 ‘인정·양

보’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아도’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문법 항목

의 사용의 발견되었다. 그 다음으로 ‘목적·의도’의 경우 ‘-려고’, ‘-게’, ‘-

도록’의 출현이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나타났다. ‘-려고’의 경우 6급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였는데 ‘-게’와 ‘-도록’의 경우 5급에서 가장 많이 출현

하였다. 특히 4급 집단에서는 ‘-려고’, ‘-게’, ‘-도록’ 외에도 다른 유형의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목적·의도’의 뜻을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숙달도별 학습자들이 사용한 ‘인정·양보’, ‘목적·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의 사용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 (42)와 같다.

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필요한 것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SAB26)

라. 비대면이라서 같이 공부할 친구도 없어서 힘들고 있다. (SAC29)

마. 소설미디어에 내용이 너무 다양하므로 개인 좋아하는 분야를 선정해서

볼 수 있다. (SMC14)

바. 물론, 유학하면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SAD3)

사.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몰래 볼 수도 있다. (SMC14)

아. 다른 나라에서도 지내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SAB24)

(42) 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내 마음이 더 강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잘 극복할 수 있다. (SAB4)

나. 새벽 4시쯤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새거나 편의점에 가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SAB28)

다. 요즘은 집 밥이 그리워져 될 수 있으면 직접 해먹으려고 노력 중이다.

(SAA27)

라.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에 유학하러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
다. (SAB4)

마. 힘든 사회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SM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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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상황 설명’과 관련한 문법 항목 중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출현한

문법 항목은 ‘-ㄴ/는데’, ‘-니까’, ‘-다 보니’ 3개의 항목이다. 이 중 ‘-ㄴ/

는데’의 사용은 모든 집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질·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인 ‘-게’와 ‘-이’도 모든

숙달도 집단에 걸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

이’에 비하면 ‘-게’의 출현은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

다. ‘결과·도달’의 의미를 갖는 ‘-게’와 ‘-도록’의 경우 3급 집단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4급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급과 6급

에서는 ‘-게’와 ‘-도록’의 출현이 모두 나타났으나 5급에서는 ‘-게’의 출

현만 발견되었고 ‘-도록’의 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 숙달도별 학습자들

이 사용한 ‘배경 상황 설명’, ‘성질·상태’, ‘결과·도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의 사용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 (43)과 같다.

‘비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듯(이)’와 ‘-다시피’는 3급과 4급에서 거의

출현되지 않았고, 5급과 6급에서만 출현되었다. 6급에서는 이 2개의 항목

이 둘 다 출현되었으나 5급에서는 ‘-다시피’의 출현만 발견되었다. ‘점차

바.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SMD2)

(43) 가. 특히 이 크로나 19 시기에는 어디도 못 가는데 온라인을 통해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할 수 있다. (SMA7)

나. 서울에서 살아 보니까 생활비가 부담이 되었다. (SAB12)

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편해졌습니

다.(SAC20)

라.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적당하게 사용하고 시간을 내서 주변 친구들과 잘 소통하

면서 현실 생활을 잘 지내야 한다. (SMD14)

마. 다른 유학생들과 달리 동반 비자로 한국에 왔다. (SAB3)

바.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되었다. (SAC16)

사. 이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이 일취월장하도록 향상되었습니다. (SA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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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짐’을 나타내는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인 ‘-ㄹ수록’의 출현은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4급에서는 다른 급수에 비하면 약간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방법·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인 ‘-아서’와 ‘-고’의 출현도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나타

났는데 특히 ‘-아서’의 사용은 ‘-고’의 사용보다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역’을 나타내는 ‘-게’는 3급과 4급에서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가 5급과 6급에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달도별 학습자들이 사용한 ‘비유’, ‘점차 심해짐’, ‘방법·수단’,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의 사용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 (44)

와 같다.

인용절 관련 문법 항목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래 예문 (45가)와 같이

직접인용을 이끄는 ‘라고’는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출현되었으나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미미하였다. 한편 예문 (45나), (45다)와 같이 간접인용절을

이끄는 ‘-라고’와 ‘-다고’의 경우 직접인용절을 이끄는 문법 항목보다 모

든 숙달도 집단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특히 ‘-다고’의 사용이 모든 숙

달도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 가. 모든 것이 양면이 있듯이 소셜미디어는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SMA29)

나. 알다시피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SAB18)

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소셜미디어도 그에 따라 발전한다. (SMC9)

라. 소설미디어를 이용해서 공부, 인터넷 장사, 봉사활동 등도 많이 편해졌다(SMB6)

마.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마음껏 한국을 구경했다. (SAA12)

바. 우리 지도교수님께서 제 선배로 하여금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하셨습니

다. (SAA3)

(45) 가. 남자학생들이 “네,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기 시작하였다. (SAB2)

나. 소셜미디어를 넓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SMB11)

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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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습자들이 사용한 문법 항목의 유형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3급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문법 항목들이 4급에 이르러서 나타나기 시작

했으며 4급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문법 항목들이 5급, 6급에 이르렀을 때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문법 항목의 개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문법 항목의 종류도 많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대등절과 내포절을 산출함으로써 문장을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 숙달도에 따른 어휘 복잡성

어휘 복잡성에 대한 측정은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고자 한다.

1.2.1. 숙달도에 따른 어휘 다양도

어휘 다양도는 전체 어휘 중 서로 다른 유형의 어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습자가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산출하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

에서는 어휘 다양도를 측정하기 위해 TTR 측정 방법 이외에도 D값 및

CTTR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우선 숙달도별 어휘 사용을 살펴보면,

어휘 유형 수(Type)는 3급에서 평균 100.3개, 4급에서 평균 116.1개, 5급

에서 평균 135.7개, 6급에서 평균 156.9개로 나타나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어휘의 산출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어휘 구현 수(Token)

의 경우 3급은 평균 186.9개, 4급은 평균 225개, 5급은 평균 262.7개, 6급

은 평균 303.4개로 나타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어휘가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숙달도별 어휘 유형 수와 어휘 구현 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SA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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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어휘 유형 수는 F=28.793, p=.000,

어휘 구현 수는 F=18.179, p=.000으로 나타나 숙달도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어휘 유형

수는 3급, 4급과 5급, 6급(3급, 4급<5급, 6급) 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 3급과 4급 간 또는 5급과 6급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어휘 유형 수의 생산이 3급에서 4급으로 혹은 5급에서 6급으

로 올라갈 때 두드러지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어휘

유형 수의 증가가 중급 내에서나 고급 내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나지 않았

다. 그러나 평균값으로 보았을 때에는 어휘 유형 수의 생산이 중급 내 4

급, 고급 내 6급에서 가장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를 보면 어휘 유형 수

의 생산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 때만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어휘 구현 수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3급과 5급, 6급(3급<5급, 6

급)간, 4급과 6급(4급<6급)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를 보면 어휘

구현 수의 생산이 3급에서 4급으로 올라갔을 때나 4급에서 5급으로 올라

갔을 때, 또는 5급에서 6급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큰 변화가 두드러지게

일어나지 않았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평균값으로

보았을 때 어휘 구현 수의 생산이 중급 내 4급과 고급 내 6급에서만 큰

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급 내에서나 고급 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중급과 고급 간에만 두드러지게 일어난다고 유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휘 유형 수와 어휘 구현 수의 생산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급수가 올라갈수록 생산이 많아졌으며, 특히 중급

내 4급과, 고급 내 6급에서 어휘 유형 수와 어휘 구현 수의 생산 능력이

활발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 유형 수와 어휘 구현 수에 대한 사용을 살핀 후 어휘 다양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TTR 분석 결과에서 숙달도별 어휘 다양도

평균값이 3급은 0.6, 4급, 5급, 6급은 모두 0.5로 나타나 숙달도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어휘 다양도가 학습자들의 숙달도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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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TTR의 문장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

이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TTR의 분석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한 D값과 CTTR의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 D값에

대한 숙달도별 어휘 다양도의 평균값이 3급에서 76.6, 4급에서 77.5, 5급

에서 87.5, 6급에서 93.8 로 나타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D값, 즉, 어휘

다양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D값에 대한 어휘 다양도가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몇 배 정도 늘어났는지 확인해 보면, 4급은 3급에 비

해 1.01배, 5급은 4급에 비해 1.12배, 6급은 5급에 비해 1.07배 정도 늘어

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TTR에 대한 숙달도별 어휘 다양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3급

에서 5.2, 4급에서 5.5, 5급에서 5.9, 6급에서 6.4로 나타나 CTTR에 대한

어휘 다양도도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서 CTTR에 대한 어휘 다양도가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몇 배 정도 증가

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4급은 3급에 비해 1.05배, 5급은 4급에 비해 1.07

배, 6급은 5급에 비해 1.08배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D값과

CTTR에 대한 어휘 다양도의 차이가 각 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D값에 대한 어휘 다양도가 3급

과 6급(3급<6급) 간, 4급과 6급(4급<6급) 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3급과 4

급 혹은 5급과 6급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보면 어휘 다양

도가 중급 내에서나 고급 내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고 중급과 고급 간에

만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급과 6급에서만 어휘 다양

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CTTR에 대한 어휘 다양도에서도 3

급과 4급이 5급과 6급(3급, 4급<5급, 6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휘 다양도는 역시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갔을 때 두드러지게 높아진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들

의 다양한 어휘를 산출하는 능력도 발달되는데, 특히 그 발달 능력이 4

급과 6급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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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숙달도에 따른 어휘 밀도

어휘 밀도는 학습자가 산출한 전체 어휘 중 내용어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내용어를 얼마나 풍부하게 산

출하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내용어로 보고 분석하였다. 우선 학습자들이 어떠한 내용어를 얼

마 정도 산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어를 유형별 내용어 유형 수

와 내용어 구현 수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 <표 3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산출한 전체 유형별 내용어 수, 즉 유형별

내용어 구현 수는 숙달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모든

측정
지표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Type

3 36(a) 100.3 28.49
28.793/
.000***

a < c, d
b < c, d

4 62(b) 116.1 24.75
5 60(c) 135.7 30.01
6 60(d) 156.9 41.48

Token

3 36(a) 186.9 68.66
18.179/
.000***

a < c, d
b < d

4 62(b) 225.0 65.67
5 60(c) 262.7 79.45
6 60(d) 303.4 102.55

TTR

3 36(a) 0.6 0.08
1.350/
0.259

-
4 62(b) 0.5 0.07
5 60(c) 0.5 0.07
6 60(d) 0.5 0.06

D값

3 36(a) 76.8 22.77
6.850/
.000***

a < d
b < d

4 62(b) 77.5 20.20
5 60(c) 87.5 21.71
6 60(d) 93.8 26.76

CTTR
3 36(a) 5.2 0.71

30.017/
.000***

a < c, d
b < c, d

4 62(b) 5.5 0.59
5 60(c) 5.9 0.60
6 60(d) 6.4 0.77

*p<.05 **p<.01 ***p<.001

<표 34> 숙달도에 따른 어휘 다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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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도 집단에서 명사 > 동사 > 형용사 > 부사 > 관형사 > 대명사 >

수사 순으로 산출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산출한 유형별 내용

어의 유형 수를 확인해 보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유형 수가 숙달

도에 따라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이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용어의 유형도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다양

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숙달도별로 산출된 유형별 내용어의 유형 수와 구현 수를 확인한 다음

에는 학습자들이 산출한 어휘의 밀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어휘 밀도는

학습자들이 내용어를 비율적으로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체 어휘 대비

내용어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우선 숙달도별 내용어의 평균값을 확인해

보면, 3급에서 121.1, 4급에서 140, 5급에서 163.5, 6급에서 187.7로 나타

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내용어의 산출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내용어의 증가가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몇 배 정도 증가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4급에서 3급에 비해 1.15배, 5급에서는 4급에 비해 1.16배,

6급에서는 5급에 비해 1.14배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총 어휘수

의 산출량을 확인해 보면, 3급은 평균 185.9, 4급은 평균 224.3, 5급은 평

숙달도 3급 4급 5급 6급
유형별

내용어
유형 구현 유형 구현 유형 구현 유형 구현

명사 487 1866 760 3953 919 4412 1213 5319

대명사 23 210 21 269 22 336 25 362

수사 7 15 8 31 7 35 9 51

동사 234 1016 363 2072 419 2313 582 2584

형용사 95 582 119 1217 156 1446 203 1447

관형사 17 122 22 214 19 251 30 300

부사 96 548 130 925 147 989 183 1201

<표 35> 숙달도별 내용어의 유형 수와 구현 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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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61.4, 6급은 평균 302.5로 나타나 총 어휘수의 산출도 숙달도에 따라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숙달도별 내용어와 총 어휘 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

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

래 <표 36>에서 보듯이 내용어는 F=15.970, p=.000, 총 어휘 수는

F=18.354, p=.000으로 나타나 숙달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에서 내용어는 3급과 4급, 5급, 6급 간(3급<4급, 5급,

6급), 그리고 4급과 6급(4급<6급) 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보

면 4급 이후로부터 내용어의 산출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

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산출량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급수 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4급과 6급 간에만 유의미하게 증가하

였다. 즉 4급과 6급에서 내용어의 산출량이 크게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어휘 수의 산출에서는 3급과 5급, 6급(3급<5급, 6급) 간 그리고 4급

과 6급(4급<6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3급과 4급 사이의 총 어휘 산출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4급 이후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갔을 때 총 어휘 산출량이 유

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급에 도달하였을 때 산출하는

총 어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

들은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휘의 산출량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내용

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내용어의 산출과

총 어휘수의 산출량을 알아본 후 어휘 밀도에 대한 분석한 결과, 숙달도

별 평균 어휘 밀도의 값이 3급에서 65.1, 4급에서 62.4, 5급에서 62.8, 6급

에서 62.0로 나타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어휘 밀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각 급 간 어휘 밀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 <표

36>에서 보이듯이 F=6.054, p=.000로 숙달도에 따라 어휘 밀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평균값을 보면 숙달도에 따라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

다. 즉,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어휘 밀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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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앞서 TTR에 대한 어휘 다양도 분석 결과에서 확인하였듯

이,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용어와 총 어휘 수의 산출량도 많아지는

데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비슷하게 나타난 내용어 수를 총 어휘수로 나

누어 측정되는 어휘 밀도는 TTR 측정 방법처럼 산출 길이나 크기에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휘 밀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

보면, 숙달별 학습자들의 어휘 밀도를 측정한 주우동(2019)와 강정희

(2020)에서도 어휘 밀도가 숙달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정희(2020)에서는 성취도가 낮거나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에게서 어휘 밀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Hwang(2012:122)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같이 텍스트를 짧게 산출하는 학

습자가 텍스트를 길게 산출하는 학습자보다 어휘 밀도가 더 높게 나타났

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어휘 밀도의 측정은 숙달도

집단 간의 발달 차이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측정 지표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내용어

3 36(a) 121.1 44.58

15.970/
.000*** a < b, c, d

b < d

4 62(b) 140.0 40.31
5 60(c) 163.5 48.19
6 60(d) 187.7 64.60

총어휘 수

3 36(a) 185.9 68.09

18.354/
.000***

a < c, d

b < d
4 62(b) 224.3 65.53
5 60(c) 261.4 78.79
6 60(d) 302.5 102.18

어휘밀도

(내용어/총어

휘 수)

3 36(a) 65.1 4.86

6.054/
.001*** a > d, b, c

4 62(b) 62.4 3.48
5 60(c) 62.8 3.03
6 60(d) 62.0 3.34

*p<.05 **p<.01 ***p<.001

<표 36> 숙달도에 따른 어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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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숙달도에 따른 어휘 정교도

어휘 정교도는 전체 어휘 중 정교한 어휘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얼마나 정교한 어휘를 산출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급 어휘를 기준으로 학

습자들의 어휘 정교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학습자들이 중·고급 어휘를

숙달도별로 얼마나 산출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중·고급 어휘를 유

형 수와 구현 수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 <표 37>에서

보듯이 학습자들이 산출한 전체 중·고급 어휘의 어휘 구현 수는 숙달도

가 증가함에 따라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고급 어휘의 어휘 유

형 수도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숙달도가 올라감

에 따라 중·고급 수준의 어휘 산출도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달도별로 산출된 중·고급 어휘의 유형 수와 구현 수를 확인한 다음

에 학습자들이 산출한 어휘의 정교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 정교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체 어휘 대비 중·고급 어휘의 비율을 측

정하였다. 우선 숙달도별 어휘 정교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3급에서 평

균 8.6, 4급에서 평균 10.5, 5급에서 평균 12.1, 6급에서 평균 14.3로 나타

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중·고급 수준의 어휘 산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중·고급 어휘의 산출이 높아

지면서 어휘 정교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각 숙

달도 집단 간에 어휘 정교도가 몇 배 정도 증가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4

급에서는 3급에 비해 1.22배, 5급에서는 4급에 비해 1.15배, 6급에서는 5

급에 비해 1.18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숙달도 3급 4급 5급 6급

중·고급

어휘

유형 구현 유형 구현 유형 구현 유형 구현

268 295 461 546 578 690 880 1045

<표 37> 숙달도별 중·고급 어휘의 유형 수와 구현 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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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도별 어휘 정교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38>에서 보이듯이 F=16.473 p=.000으로 나타나 숙달도 간의 차이가 유

의미하였다.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3급과 5급, 6급 간(3급<5급,

6급)간, 4급과 6급간(4급<6급) 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를 보면 중·고급 어휘의 구사 능력이 3급 학습자에 비해 5급, 6급의

학습자가, 또한 4급 학습자에 비해 6급 학습자가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3급과 4급 간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중·고급 어휘의 산출이 3급에서 4급으로 올라갔을 때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4급 이후부터 중·고급 어휘의 산출량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급과 5급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중·고급 어휘의 산출

량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갔을 때 변화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급과 6급 간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6급에

서 중·고급 어휘의 산출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고급 어

휘의 산출은 4급과 6급에서 두드러지게 향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학

습자가 4급 정도 되었을 때 중·고급 어휘의 산출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6급에 도달했을 때 폭발적으로 많아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1.2.4. 숙달도별 어휘 등급 분포

이어서 각 숙달도 집단별 학습자들이 작문을 작성할 때 등급별 어휘를

측정 지표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어휘

정교도

3 36(a) 8.6 4.64
16.473
/.000***

a, < c, d

b < d
4 62(b) 10.5 3.59
5 60(c) 12.1 4.66
6 60(d) 14.3 3.82

*p<.05 **p<.01 ***p<.001

<표 38> 숙달도에 따른 어휘 정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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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정도 산출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숙달도별로 사용한 각 등급별

어휘의 개수를 세어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12>에서 보듯이 초급 어휘의 경우 3급은 83.17%, 4급은 78.08%,

5급은 75.87%, 6급은 70.37%로 3급에서 6급으로 올라감에 따라 초급 어

휘의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급 어휘의 경

우 3급은 15.14%, 4급은 20.01%, 5급은 21.43%, 6급은 24.94%로 나타났

고 고급 어휘의 경우 3급은 1.69%, 4급은 1.91%, 5급은 2.70%, 6급은

4.68%로 나타났다. 중급 어휘와 고급 어휘는 3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수

록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급 어

휘는 3급, 4급과 5급 사이에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하다가 6급에 가서 많

이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고급 어휘의 산출이 3급에서 5급까지

미약하고 6급 정도 되어야 고급 수준의 어휘 산출량이 많아졌다. 이로써

어휘 정교도는 6급 학습자 집단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급 어휘는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중급 어휘와 초급 어휘

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3. 숙달도에 따른 정확성

정확성에 대한 측정은 무오류절의 비율, 문장당 무오류절 수, 문장당

오류 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0%
20%
40%
60%
80%
100%

3급 4급 5급 6급

<그림 12> 숙달도에 따른 어휘 등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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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숙달도에 따른 무오류절의 비율

우선 정확성은 무오류절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판단하고자 한다. 오류

절에 대한 측정은 학습자가 목표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

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숙달도에 따라 변화해가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이에 학습자들이 전반적으로 무오류절을

얼마 정도 산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숙달도별 차지하고 있는 무

오류절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3급에서 41.8%, 4급에서 57.1%, 5급에서

69.7%, 6급에서 77.6%로 무오류절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숙달도에 따라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정확성이 높

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무오류절의 비율이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몇 배

정도 늘어났는지 확인해 보면, 4급에서는 3급에 비해 1.36배, 5급에서는

4급에 비해 1.22배, 6급에서는 5급에 비해 1.11배 정도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숙달도별 무오류절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39>에서 보듯이 F=62.261 p=.000으로 나타나 무오류절

의 비율이 숙달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검

정 결과에서는 3급과 4급, 5급, 6급간(3급<4급, 5급, 6급), 4급과 5급, 6급

간(4급<5급, 6급), 그리고 5급과 6급(5급<6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무오류절의 비율이 모든 숙달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이를 보면 3급 학습자에 비해 4급, 5급, 6급의 학습자가, 또한 4급 학습

자에 비해 5급, 6급 학습자가, 그리고 5급 학습에 비해 6급 학습자가 더

많은 양의 무오류절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학습자들이 글

을 작성할 때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오류가 없는 절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향상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숙달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 오류의 양도 줄어드는데 이때 생산

하는 언어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숙달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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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경우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절의 산출이 어

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오류절을 통해 정확성을 측

정한 결과 숙달도에 따라 정확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3.2.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무오류절 수

학습자들이 산출한 무오류절의 비율을 확인한 후 문장당 무오류절 수

를 측정함으로써 정확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숙달도별 학습자들이 생산

하는 문장당 무오류절 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3급에서 문장당 무

오류절의 개수가 평균 1.05개, 4급에서는 문장당 무오류절의 개수가 평균

1.69개를 산출하였으며, 5급과 6급의 경우 문장당 무오류절의 개수가 평

균 2.45개, 2.76개를 각각 산출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문장당 무오류절

의 산출이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장당 무오류절의 개수가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몇 배 정도 증가

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4급은 3급에 비해 1.60배, 5급은 4급에 비해 1.44

배, 6급은 5급에 비해 1.12배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숙달도에 따라 문장당 무오류절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 40>에서 보듯이 F=52.765 p=.000으로 나타나

문장당 무오류절의 개수가 숙달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확인해 보면, 3급과 4급, 5급, 6급 간(3급<4

급, 5급, 6급), 또한 4급과 5급, 6급(4급<5급, 6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측정 지표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무오류절

비율

3 36(a) 41.8 14.03
62.261
/.000***

a < b, c, d

b < c, d

c < d

4 62(b) 57.1 14.48
5 60(c) 69.7 12.09
6 60(d) 77.6 9.37

*p<.05 **p<.01 ***p<.001

<표 39> 숙달도에 따른 무오류절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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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였다. 즉, 문장당 무오류절의 개수가 5급과 6급 사이에만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나머지 급수 간에는 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문장당 무오류절은 3급 학습자에 비해 4급, 5급, 6

급의 학습자가, 또한 4급 학습자에 비해 5급, 6급 학습자가 더 많이 생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감에 따

라 더 정확한 절을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6급의 경우 5급

보다 더 많은 양의 무오류절을 생산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급에서는 무오류절의 생산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정확도가 고급 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더라도 중급 내에서나 중급과 고급 사이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와 같이 고급에서 큰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학습자들이 5급을

지나 6급으로 올라가더라도 특정 문법이나 어휘 사용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해 여전히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1.3.3.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오류 수

앞에서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를 무오류를 통해 정확성을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무오류의 측정 방법과 상반되는 오류 측정 방법을 통해 정확성

을 확인하고자 한다. 숙달도별 학습자들이 생산하는 문장당 오류 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3급 학습자들은 한 문장 안에 평균 2.04개의 오

류를 범하고, 4급 학습자들은 문장당 평균 1.46개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

측정 지표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문장당

무오류절 수

3 36(a) 1.05 0.42
52.765
/.000***

a < b, c, d

b < c, d
4 62(b) 1.69 0.67
5 60(c) 2.45 0.87
6 60(d) 2.76 0.77

*p<.05 **p<.01 ***p<.001

<표 40>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무오류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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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5급과 6급의 경우 한 문장 안에 범하는 오류의 개수가 1.20개, 0.90개

로 나타나 3급, 4급에 비하면 오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장 당 오류의 개수가 숙달도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문장당 오류의 개수가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몇 배 정도 발생하였는

지 확인해 보면, 3급은 4급에 비해 1.39배, 4급은 5급에 비해 1.21배, 5급

은 6급에 비해 1.33배 정도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숙달도에 따라 문장당 오류의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 41>에서 보이듯이 F=34.815 p=.000으로 나타

나 문장당 오류의 개수가 숙달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확인해 보면, 6급과 4급, 3급 간(6급<4급, 3급),

5급과 3급 간(5급<3급), 또한 4급과 3급(4급<3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문장당 오류의 개수는 6급과 5급 간, 5급과 4

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등급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오류의 개수는 중급 내와 중급과 고급 사이에서만

두드러지게 줄어들고, 고급 내에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

자들은 3급에서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다가 4급으로 올라갈 때 그 개수가

줄어들며, 이는 5급까지 큰 차이 없이 유지되면서 6급이 되어야 오류의

개수가 뚜렷하게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측정 지표 숙달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문장당 오류

수

3 36(a) 2.04 0.65
34.815
/.000***

d < b, a
c < a
b < a

4 62(b) 1.46 0.60
5 60(c) 1.20 0.48
6 60(d) 0.90 0.48

*p<.05 **p<.01 ***p<.001

<표 41> 숙달도에 따른 문장당 오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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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숙달도에 따른 오류 양상

학습자들이 한 문장당 범하는 오류의 개수를 알아본 후에 학습자들이

주로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숙달도에 따라 어떠한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13> 숙달도에 따른 오류 영역 및 오류 유형

우선 학습자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문법 오류

> 어휘 오류 > 철자 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문법 오류의 경우 모든 집

단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법 오류는 3급에

서 16.44%, 4급에서 18.02%, 5급에서 14.66%, 6급에서 12.25%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3급에서 4급까지는 문법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다가 숙달도가

5급 정도 되면 오류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휘

오류는 3급에서 6.24%, 4급에서 7.09%, 5급에서 6.98%, 6급에서 5.69%

로 나타나 4급에서 어휘 오류의 발생률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숙달도가 5급, 6급에 도달하였을 때는 어휘 오류율이 줄어들더라도 두드

러지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철자 오류의 경우 3급에서 2.99%, 4급에서

4.47%, 5급에서 2.88%, 6급에서 2.16%로 나타나 철자 오류는 3급에서 4

0
5
10
15
20
25

3급 4급 5급 6급
문법 오류 어휘 오류 철자 오류

0

5

10

15

20

3급 4급 5급 6급
대치 오류 첨가 오류 누락 오형태



- 219 -

급으로 올라갈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다가 그 후반부터 감소되는 추이

를 보였다.

숙달도별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 유형을 확인해 보면 대치 오류는 3

급에서 13.17%, 4급에서 16.81%, 5급에서 16.49%, 6급에서 12.39%로 나

타나 4급과 5급에서 대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되다가 6급이 되면서 그

비율이 두드러지게 낮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첨가 오류는 3급에서

2.62%, 4급에 3.19%, 5급에서 2.89%, 6급에서 2.73%로 나타나 첨가 오류

는 4급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누락 오류는 3급에서 8.11%, 4급에서 6.34%, 5

급에서 4.39%, 6급에서 4.58%로 나타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누락 오류

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5급에 비하면 6급에서 누락 오류를

범하는 비율이 약간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오형태 오류의 경우 3급에

서 2.03%, 4급에서 2.3%, 5급에서 1.1%, 6급에서 0.86%로 나타나 오형태

오류는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숙달도

별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 유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치 오류 >

누락 오류 > 첨가 오류 > 오형태 오류의 순으로 대치 오류가 모든 숙달

도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모든 숙달도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인 문법 영역에서 어

떠한 오류들을 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1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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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조사 시제 높임 어순 표현

<그림 14> 숙달도에 따른 문법 오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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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법 오류 가운데 연결어미 오류에 대해 살펴보면 위의 <그림

14>에서 보듯이, 연결어미 오류는 3급에서 1.57%, 4급에서 1.8%, 5급에

서 1.1%, 6급에서 1.06%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3급에서 4급까지 연결어

미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

류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래 예문 (46)에서 보듯이 이유·원

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서’와 선후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서’ 대신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고’를 사용하는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

났다. 이외도 성질이나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대신 ‘-고’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도 보였다.

전성어미 오류는 3급에서 1.7%, 4급에서 2.14%, 5급에서 1.86%, 6급에

서 1.68%로 나타나 4급과 5급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성어미 오류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항목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는’, ‘-ㄹ’의 형태 대치 오류다. 예문 (47가)와 (47나)는 관형사형 전

성어미 중 현재형 시제를 표시하는 ‘-는’과 과거형 시제를 표시하는 ‘-

ㄴ’을 혼동하여 발생한 오류이며, 예문 (47다)와 (47라)는 현재형 시제를

표시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대신에 미래형 시제를 표시하는 관형

사형 전성어미‘-ㄹ’를 사용하는 대치 오류이다. 예문(47마)와 (47바)는 형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동사가 현재일 때 사용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는’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대치 오류이다. 한편 ‘-는 것’ 대신에 명

사형 전성어미 ‘-기’를 사용하는 대치 오류도 많이 확인되었다.

(46) 가. 한국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못해서) 사이가 점점 *멀리졌

다.(SAA17)

나. 공공시설부터 교통수단까지 모두 다 이용자의 *편함을 *배려하*고

(√고려하여) 만들었다. (SAB7)

다. 오늘날 사람들이 일 때문에 정말 바쁘*고(√게) 살고 있다. (SMC3)

(47) 가. 한국에서 유학한*(√유학하는) 동안 외국어로 내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많았지만 (SA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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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어미 오류에 대해 살펴보면 3급에서 0.53%, 4급에서 0.92%, 5급에

서 0.32%, 6급에서 0.37%로 나타나 4급에서 종결어미의 오류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가 5급에서 오류율이 줄어들면서 6급에서 약간 높아지는 모

습을 보였다. 학습자들이 종결어미 오류를 어떻게 범하였는지를 실제 학

습자 자료에서 확인해 보면 아래 예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예문(48가)

와 (48나)는 형용사 어간에 종결어미 ‘-다’를 사용해야 하는데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사용하는 ‘-ㄴ다’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며, 예문(48다)와 (48

라)의 경우 앞의 용언이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어간에 사용하는 종결어

미 ‘-ㄴ다’를 사용해야 하는데 학습자가 형용사 어간에 사용하는 ‘-다’로

대치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이다. 예문 (48마)와 (48바)는 받

침 있는 형용사 어간에 사용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과 종결어미의

결합형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로도 볼 수 있고 어말이 자음

으로 끝나기 때문에 ‘-은’을 잘못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로도 볼 수 있다.

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발달해 오*는(√온) 기술이 많이 있다 (SMB20)

다. 계약이 끝날*(√끝나는) 대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다. (SAA22)

라. 소셜미디어를 부정적으로 *볼(√보는)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볼(√보

는) 사람들이 많다. (SMD3)

마. 이 시대에 필요하*는(√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SMC20).

바.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옳고 보람차*는(√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해서

(SAC4)

사. 이제 한국어를 말하*기도(√말하는 것이) 덜 무섭고 발표하*는 *용감도

생겼다. (SAA7)

(48) 가. 회사생활은 유학생활과 완전히 *다른다.(√다르다)(SAA12)

나.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상대방을 연락하기가 *편한다(√편하다) (SMB1)

다. 과제를 했*었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다(√모른다) (SAB3)

라. 대인관계망을 *넓일 수 있는 플랫폼을 *가리키다. (√가리킨다) (SM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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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오류의 경우 문법 오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3급에서

9.71%, 4급에서 9.23%, 5급에서 7.92%, 6급에서 5.69%로 나타나 숙달도

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 오류율도 함께 감소하였으며, 특히 5급과 6급 사

이에 오류율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오류 중에서 가

장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은 ‘목적격조사’ 대신 ‘주격조사’로, ‘주격조

사’를 ‘목적격조사’로 대치한 오류이다. 아래 예문 (49가)와 (49나)는 목적

격조사 ‘을/를’ 대신 주격조사 ‘이/가’를 사용해서 일어난 주격조사 대치

오류이며, 예문 (49다)와 (49라)는 주격조사 ‘이/가’ 대신 목적격조사 ‘을/

를’을 사용해서 일어난 목적격조사 대치 오류이다.

아래 예문 (50가)는 적절한 보조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으로

학습자가 보조사 ‘는’ 대신 목적격조사 ‘을’로 대치한 오류이며, 예문 (50

나)는 목적격조사 ‘을’ 대신 보조사 ‘은’으로 대치해서 나타난 보조사 ‘은’

의 대치 오류이다. 예문 (50다)는 부사격조사 ‘에’ 대신에 목적격조사 ‘을’

을 대치한 오류이며, 예문 (50라)는 목적격조사 ‘을’ 대신에 부사격조사

‘에’를 사용해서 일어난 부사격조사 ‘에’의 대치 오류이다.

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한 것이 쉽지 *않은다. (√않다)(SAD5)

바. 전화를 하는 것*이 한 번 만나는 것이 *낫은다. (√낫다) (SMD12)

(49) 가. 소셜미디어*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 여러*까지 있지만

(SMC20)

나.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이(√을) 들었으니까

(SAD9)

다. 논문*을(√이) 개재되었다는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다. (SAA19)

라. 지금 한국의 대부분 문화*를(√가) *익숙한다. (ASD12)

(50) 가. 현재 시대에서 소셜미디어*를(√는) 매우 필요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출

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SMC18)

나. 코로나로 인해 너무 *아깝게 보내고 있는 것*은(√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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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문 (51가∼51다)는 관형격조사 ‘의’의 대치 오류들로 예문 (51

가)는 부사격조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관형격조사를 잘못 사용해서 일어

난 예이며, 예문 (51나)와 예문 (51다)에서도 주격조사 ‘가’와 목적격조사

‘을’ 대신에 관형격조사 ‘의’로 대치해서 일어난 오류이다.

아래 예문 (52가∼52마)는 부사격조사 ‘에’의 대치 오류인데 예문 (52

가)는 관형격조사 ‘의’대신 소리 나는 대로 ‘에’를 사용한 오류이며, 예문

(52나)는 학습자가 동사 ‘통화하다’가 부사격조사 ‘와/과’와 어울려 쓰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사격조사 ‘에’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오류

이다. 예문 (52다)는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부사격

조사 ‘에’로 대치해서 일어난 오류이다. 예문 (52라)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로 대

치해서 일어난 오류이며, 예문 (52마)는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

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게’ 대신에 ‘에’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오류이다.

(SAB5)
다. 생활 방식*을(√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SMB6)

라. 저는 올해 겨울에 처음 한국*의 땅*에(√을) 밟게 되었다. (SAA23)

(51) 가. 생활*의(√에) 필요한 *기본 것도 모르고 힘들었다. (SAB19)

나. 소셜미디어는 자기*의(√가) 만든 상품*이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SMB18)

다. 소셜미디어에서 의견*의(√을) 나눌 수 있으며(SMD11)

(52) 가. 청소년들*에(√의) 관심*이 *꿀고 있다. (SMC20)

나. 가족과 친구들*에(√과) 쉽게 통화하고 채팅할 수 있다. (SMC6)

다. 소셜미디어*에(√가/를) 좋은 통신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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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문 (53가∼53나)는 부사격조사 ‘에서’의 대치 오류인데 예문 (53

가)는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어떤 행위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 대신에 ‘에서’를 잘못 사용하여

일어난 오류이며, 예문 (53나)는 행위의 진행 방향이나 목적지를 나타내

는 부사격조사 ‘에’ 대신에 ‘에서’로 대치하여 일어난 오류이다. 예문 (53

다∼53라)는 부사격조사 ‘에게’의 대치 오류로 예문 (53다)는 부사격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게’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이다. 예문 (53라)의 경우 부사격조사 ‘와’를 부사격조사 ‘에

게’로 대치함으로써 일어난 오류이다.

한편 대치 오류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조사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첨가

오류와 필요한 조사를 빠뜨리는 누락 오류도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예

문들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 (54가∼54나)는 불필요한 주격조사와 관형격

조사를 첨가함으로써 일어난 오류이며 예문(54다∼54마)는 꼭 있어야 할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가 누락되어 일어난 오류이다.

(SMC21)

라. 친구와 서울*에(√에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SAC21)

마. 자기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에(√에게) 공유하고(SMA23)

(54) 가. 한국 친구들*이(√Ø) 덕분에 말하기 능력*을 늘었습니다. (SAB6)

(53) 가.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짧은 시간 내*에서(√에) 많이 성장했다.

(SAA24)

나. 처음에는 주로 어학원*에서(√에) 다녔고(SAD6)

다. 소셜미디어*에게(√에) 긍정적인 효과는 많지만 (SMA27)

라. 세계적인 소식을 받을 수 있고 세계*에게(√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SM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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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오류에 대해 살펴보면 3급에서 1.47%, 4급에서 1.34%, 5급에서

1.13%, 6급에서 1.15%로 나타나 시제 오류는 3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면서 6급에서 다시 오류율이

약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시제 오류 중 눈에 띄게 나타난 오류는

시제 누락 오류이다. 이에 대한 예문들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 (55가∼55

다)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고하고 과거형 시제 ‘-었/았-’ 대신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일어난 오류들이다.

높임에 대한 오류는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3급과 4급에서 각각 0.05%

로 나타났다가 6급에서는 0.12%로 나타났다. 5급의 경우 높임 오류가 발

견되지 않았다. 학습자들이 범하는 높임 오류에 대한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 (56)과 같이 주로 문장의 주어에 존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

(으)시-’의 높임법 미사용 오류가 많았다.

나. 교환학생*의(√Ø) 때보다 더 많이 힘들고 ( SAA29)

다. 자신*Ø(√이) 관심이 있는 문제도 많이 알 수 있고 (SMC22)

라. 장학금으로 동물 과학*Ø(√을) 공부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ASD15)

마.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Ø(√에게) 부탁했다. (SAD18)

(55) 가. 지난번*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 많*(√많았)지만 이번*은 맘껏 즐

기고 경험해 본 것이 정말 *많다(많았다). (SAA10)

나. 한국에 오기 전에 많이 *기대하기(√기대했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대화

를 하지 못해서 실망했다. (SAB17)

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진짜 많이 *힘들다(√힘들었다). (ASC24)

(56) 가. 선생님들*이 *말해줬(√말씀해주셨)을 때랑 실제로 사람들이 말한 것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서(SAC8)

나. 면접했을 때 선생님들*이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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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순 오류의 경우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3급에서 0.37%, 4급에서

0.48%, 5급에 0.25%, 6급에서 0.25%로 나타나 3급과 4급 간에만 어순 오

류를 많이 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들이 범하는 어순 오류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예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예문 (57가)는 부사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순서를 잘못 사용하여 일어난 오류이며, 예문 (57나)는 전

체적인 문장 구조의 오류로 해석이 불가능한 오류이다. 예문 (57다)는

통역과 번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통번역’을 거꾸로 사용하여 일어난

오류이다. 예문 (57라)의 경우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틀린 부분은 없으

나 문장 구성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아 해석하기가 어려운 오류이다.

마지막으로 표현 오류는 3급에서 1.04%, 4급과 5급에서 2.07%, 6급에

서 1.93%로 나타나 4급과 5급 사이에서만 표현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어떠한 표현 오류를 범하였는지 확인해 보

면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문 (58가)는 ‘있게 되다’와 같이 문맥

내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발생한 표현 오류이다. 예문 (58나)는 표현

문형 ‘-에 대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이며, 예문 (58다)의

경우 표현 문형 ‘-어야/아야 하다’의 잘못된 사용으로 일어난 오류이다.

으셨다). (SAA9)

다. 선생님*께 빨리 *말해서(√말씀하셔서) *듣지 않*은 뿐만 아니라

(SAD11)

(57) 가. 누구*나에게(√누구에게나) 유학생활*이 힘들어도 *제미있는 경험이라

고생각한다.(SAD5)

나. *소통기간 선생님과 다른 친구와 같이 힘들었다. (√선생님과 다른

친구 와 같이 소통할 때/교류할 때/ 얘기할 때 힘들었다) (SAD11)

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베트남 유학생을 위해 *번통역(√통번역) 봉사*으로

하다가 (SAB9)

라. 떨어지고 있는 *노란 해를 아름답게(√아름다운 노란 해를) 보았

다.(AS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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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58라)에서는 ‘왜냐하면’과 호응이 되는 ‘-기 때문에’의 누락으로 인

해 나타난 오류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각 숙달도 집단별로 정리하여 보

면, 3급 학습자들은 조사 오류 > 전성어미 오류 > 연결어미 오류 > 시제

오류 > 표현 오류 > 종결어미 오류 > 어순 오류 > 높임 오류 순으로 오

류를 범하고 있으며, 4급 학습자들은 조사 오류 > 전성어미 오류 > 표현

오류 > 연결어미 오류 > 시제 오류 > 종결어미 오류 > 어순 오류 > 높

임 오류 순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고, 5급과 6급 학습자들은 조사 오류 >

표현 오류 > 전성어미 오류 > 시제 오류 > 연결어미 오류 > 종결어미

오류 > 어순 오류의 순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사 오류의 경우 숙달도와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들이 범하는 어휘 오류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래 <그림 15>와

같다.

(58) 가.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외로운 기분이 *있게 됐다. (√들었다)

(SAA25)
나. 한국은 나의 인생*에 대한(√인생의/ 인생에 /인생에 있어) 기적과 같다.

(SAB24)

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 *처해야 해서(√처해 있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을 수 있다. (SMC15)

라. 왜냐하면 유학을 통해서 *저는 더욱 좋은 사람이 *된다.(√되었기

때문이다) (SA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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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명사 오류를 살펴보면 3급에서 2.01%, 4급에서 2.25%, 5급에서

2.73%, 6급에서 2.65%로 나타나 명사 오류는 3급, 4급에 비하면 5급, 6

급에서 많이 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들이 범하는 명사 오류의 경

우 아래 예문에서 보이듯이 예문 (59가)와 같이 한국어에 없는 말을 만

들어서 사용하거나 예문 (59나)와 같이 의미가 비슷한 말을 대치하여 사

용하거나 예문 (59다)와 같이 ‘전진’과 ‘발달’의 뜻을 혼동하여 잘못 사용

한 오류들이 많았다. 다음으로 대명사 오류는 3급에서 0.64%, 4급에서

0.51%, 5급에서 0.46%, 6급에서 0.37%로 나타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오

류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명사 오류의 경우 아래 예문 (59라)

와 같이 문장의 종결을 ‘-다’로 서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 대신에 ‘저’

를 대치한 오류, 예문 (59마)와 같이 ‘내’와 ‘네’의 형태를 잘못 쓰거나 예

문 (59바)와 같이 대명사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오류들을 볼 수

있었다.

0
1
2
3
4
5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3급 4급 5급 6급

<그림 15> 숙달도별 어휘 오류 양상

(59) 가. *흥미심(√호기심)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나라로 왔다.

(SAA16)

나. 유학은 꽃 *거리(√길)만 걷는 것이 아니다. (SAB8)

다. 우리* 사는 세상을 *전진(√발전) 시킬 수 있다. (SMC21)

라.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욕망이 *저(√나)를 다시 박사로

들어오게 했다. (SA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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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오류의 경우 다른 오류에 비하면 오류율이 낮게 나타났다. 수사

오류는 3급에서 0.05%, 4급에서 0.08%, 5급과 6급에서는 각각 0.03%로

나타났다. 수사 오류는 아래 예문 (60가)와 같이 차례를 나타내는 수사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동사 오류는 3급에서 3.24%, 4급에서 3.83%, 5급

에서 3.19%, 6급에서 2.11%로 나타나 3급부터 5급까지 빈번하게 발생하

다가 숙달도가 6급이 되어서야 오류율이 눈에 띄게 감소되는 추이를 보

였다. 학습자들이 범하는 동사 오류를 살펴보면 아래 예문(60나)와 같이

‘중독되다’ 대신에 ‘중독하다’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오류, 예문(60

다)와 같이 피동사와 능동사의 대치 오류와 예문(60라)와 같이 의미가

유사한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오류들이 많았다.

형용사 오류는 3급에서 0.88%, 4급에서 0.99%, 5급에서 1.15%, 6급에서

0.72%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3급부터 5급까지 형용사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고 6급 정도 되어서야 형용사 오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형용

사 오류는 주로 아래 예문 (61가∼61나)와 같이 의미가 유사한 형용사를

혼동하여 대치한 오류들이 많았다. 관형사 오류의 경우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지 않았는데 3급과 5급에서 각각 0.08%, 4급과 6급에서 각각 0.05%

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범하는 관형사 오류를 확인해 보면 예문 (61

다)와 같이 관형사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오류가 많다. 마지막으

마. 용감하게 네(√내) 생각을 밝히기 시작했고 (ASD13)

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아무(√아무것)도 몰랐다.(SAD17)

(60) 가. 소셜미디어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첫(√첫 번째) 이유는

(SMC18)

나. SNS사용에 *중독하여(√중독되어) 인생이 망가진 사례만 보고 (SMA15)

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는 스트레스를 *풀리는(√푸는) 데 도움이 *되다.

(SMA29)

라. 한국인 친구 덕분에 한국어 수준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향상되

었고)(SAB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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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사 오류는 3급에서 0.37%, 4급에서 0.54%, 5급에서 0.48%, 6급에서

0.67%로 나타나 부사 오류는 숙달도에 따라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6급

에서 제일 높은 비율로 나타나 부사 오류는 숙달도가 6급이 되더라도 여

전히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범하는 부사 오류를 확

인해 보면 아래 예문 (61라∼61바)와 같이 문맥에 맞지 않은 부사를 잘

못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대치 오류와 예문 (61사)와 같이 불필요한 부사

를 첨가함으로써 일어난 오류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어휘 오류 중 각 집단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류를 확인해 보면 3급, 4급, 5급에서는 동사 오류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6급의 경우 명사 오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다.

1.4. 숙달도와 복잡성·정확성의 관계

1.4.1. 숙달도와 복잡성의 관계

여기에서는 앞서 측정된 복잡성의 측정 지표들이 학습자의 숙달도와

(61) 가. 특히 한국인들의 착하고 좋은 태도 덕분에 빨리 *익숙할(√적응할) 수 있

었다. (SAB19)

나. 한국인은 외모를 아주 *주용하고(√중요시하고) (ASC19)

다.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기도 *이런(√그런) 몸매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SMA23)

라. *또는(√그리고) 어학당에 다니는 동안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SAD6)

마. *얼마나(√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중독이 되면 (SMB28)

바. 소셜미디어의 긍정적인 효과는 *더(√잘/올바르게) 쓰*려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려주는 효과가 있다. (SMB16)

사. 그 친구는 지금까지 *아직(√O) 연락하고 (SAB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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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복잡성과 숙달도와의 관계를 알아

보는 데에 있어 복잡성을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으로 구분하여 알아

보았다. 그리고 복잡성의 어느 측정 지표가 숙달도와 상관성을 보이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통사 복잡성을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문장 확장 유형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어휘 복잡성의 경우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복잡성의 각 측정 지표들과 숙달도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위의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측정 지표들이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문장 길이에 따른 복잡성과 숙달도의 관계를 살

펴보면 문장 길이와 숙달도는 r= .479, p=.000로 나타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산출한 문장의 길이가 학습자들

의 숙달도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한 문장 안에서 더 많은 형태소를 사용하여 문장을 길게 생

숙달도 - 복잡성 (N=218)
Spearma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통사
복잡성

문장 길이에
따른 복잡성

문장당 형태소 수 .479** .000

문장 확장에
따른 복잡성

단문 비율 -.263** .000
복문 비율 .263** .000
문장당 절 수 .476** .000

문장 확장
유형에 따른
복잡성

문장당 대등절 수 .215** .001
문장당 내포절 수 .488** .000
문장당 명사절 수 .322** .000
문장당 관형사절 수 .459** .000
문장당 부사절 수 .245** .000
문장당 인용절 수 .114 .092

어휘
복잡성

어휘 다양도(D값) .268** .000
어휘 다양도(CTTR) .536** .000

어휘 밀도 -.179** .008
어휘 정교도 .436** .000

*p<.05 **p<.01 ***p<.001

<표 42> 숙달도와 복잡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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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장 산출 길이가 학습자들의 숙

달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 확장에 따른 통사 복잡성과 숙달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문과 복문 비율에 대한 상관계수가 r= ±.263, p<.01으로 나타나 숙달

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문 비율의 경우 숙달도

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단문 비율이 낮아지고

숙달도가 낮아질수록 단문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복

문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복문의 비율도

함께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장당 절 수는 r=.476, p<.01로 나

타나 숙달도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숙달도가 향상될수록

한 문장 안에 많은 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단문의 사용률이 낮아지

고 복문의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절의 사용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장 확장에 따른 통사 복잡성에서 문장당 절

수는 숙달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어 문장당 절 수가 한국어 숙달도를 예

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사 복잡성 정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

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 확장 유형에 따른 통사 복잡성과 숙달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면, 문장당 대등절 수는 r=.215, p<.01, 문장당 내포절 수는

r=.488, p<.01로 나타나 숙달도와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대등절과 내포절의 사용량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응절의 상관계수는 내포절의 상관계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 학습자들이 문장을 확장시키는 데 대등절보다 내포절을 많이

사용하여 확장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대등절

사용보다 내포절 사용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유형별 내포절에 의한 문장 확장을 살펴보면, 문장당 명사절수

는 r=.322, p<.01, 문장당 관형사절 수는 r=.459, p<.01, 문장당 부사절 수

는 r=.245, p<.01, 문장당 인용절 수는 r=.114, p>.01로 나타나 문장당 인

용절 수를 제외한 나머지 절들이 모두 숙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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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시켜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관형사절의 경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숙달도가 높아지면 관형사절을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관형사절에 의한 문장 확장을 많이 한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내포절을 통해

문장을 확장시키는데 이때 관형사절을 많이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장 확장 유형에 따른 통사 복잡성에

서 문장당 내포절 수와 문장당 관형사절 수는 숙달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어 문장당 내포절 수와 문장당 관형사절 수가 한국어 숙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숙달도 평가에 내포절과

관형사절 문항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어휘 복잡성과 숙달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D값으로 측정된 어휘

다양도는 r=.268, p<.01로 나타났고 CTTR로 측정된 어휘 다양도는

r=.536, p<.01로 나타나 모두 숙달도와 상관성을 보였다. 특히 CTTR로

측정되는 어휘 다양도가 숙달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CTTR 어휘 다양도가 D값 어휘 다양도보다 숙달도와 더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숙달

도가 올라갈수록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숙달도가 올라가면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향

상된다고 볼 수 있다.

어휘 밀도와 숙달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면 r=–.179, p<.01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어휘 밀도가 낮아지고 숙

달도가 낮아질수록 어휘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숙달도에 따른 어휘 밀도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어휘 밀도 측정 방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오히려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어휘 밀도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휘 정교도와 숙달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r=.436, p<.01로 나타나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

들의 숙달도가 향상될수록 어휘 정교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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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통해 학습자들의 숙달도가 높아지면 정교한 어휘의 사용률도 높아

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높아지면 다양한 어휘

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정교한 어휘를 산출할 수 있

는 능력도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휘 복잡성에서

어휘 다양도와 어휘 정교도는 숙달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어 어휘 다양도

와 어휘 정교도가 한국어 숙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 다양도와 어휘 정교도를 숙달도 평가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어 복잡성이 숙달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측정 지표들이 숙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지 알아보았다.

1.4.2. 숙달도와 정확성의 관계

다음으로는 앞서 측정된 정확성의 측정 지표들이 학습자의 숙달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확성 측정 지표를

무오류절의 비율, 문장당 무오류절 수, 문장당 오류 수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정확성의 각 측정 지표들과 숙달도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 43>에

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측정 지표들이 p<.01에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무오류절의 비율과 숙달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무오류절의 비율이

숙달도 - 정확성

(N=218)

Spearma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무오류절 비율 .669** .000

문장당 무오류절 수 .674** .000
문장당 오류 수 -.549** .000

*p<.05 **p<.01 ***p<.001

<표 43> 숙달도와 정확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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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69, p<.01로 나타나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무

오류절의 비율이 학습자들의 숙달도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무오류절을 많이 생성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숙달도가 향상되면서 오류 없는

절을 생산하는 능력도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당 무오류절 수와 숙달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문장당 무

오류절에 대한 상관계수가 r=.674, p<.01로 나타나 숙달도와 높은 상관성

을 보였다. 문장당 무오류절 수를 통해 측정된 정확성 측정이 숙달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한 문

장 안에 무오류절을 산출하는 양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즉, 숙달도가 올

라갈수록 문장 산출에 있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높아지면서 한 문장 안에서 오류가 없는 절을

많이 산출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됨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문장당 오류수와 숙달도의 상과관계를 확인해 보면, 문장당 오류

수에 대한 상관계수는 r=–.549, p<.01로 나타나 숙달도와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오류 수가 낮아지고 숙달도가 낮아질

수록 오류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들은 초기에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다가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오류의 횟수가 줄어

들면서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를 통해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문장당

범하는 오류 수가 적어지면서 문장의 정확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확성에서 문장당 무오류절 수는 숙달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어

문장당 무오류절 수가 한국어 숙달도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

확성의 정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상으로 정확성과 숙달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숙달도와 복잡성·정확성의 관계를 정리

해 보면 복잡성과 정확성 모두 숙달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는 복잡성과 정확성 모두가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함께 향

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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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르에 따른 복잡성과 정확성

본 절에서는 학습자들의 언어 산출에 있어 장르에 따라 복잡성과 정확

성이 어떻게 나타나지 알아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르에 따른 복

잡성과 정확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서로 성격이 비교적 변별적인 서

사 장르와 논증 장르를 선정하였다. 서사 장르는 개인의 경험이나 일상

생활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제를 ‘유학 생활’로 정하였고,

논증 장르는 일반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제를 ‘소셜미디어’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르에 따른 복잡성과 정확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여 두 장르를 비교하였다.

2.1. 장르에 따른 통사 복잡성

2.1.1. 장르에 따른 문장 길이

먼저, 장르에 따른 문장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 문장당 형태소를 기준으

로 하여 문장 길이를 측정하였다. 각 장르별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평균 형태소 수를 확인해 보면 서사적 글쓰기에서 문장당 형태소가 평균

22.6개, 논증적 글쓰기에서 문장당 형태소가 평균 24.6개로 학습자들이

서사 장르보다 논증 장르에서 더 많은 형태소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문장을 생성하는 데 서사 장르에 비해 논

증 장르에서 더 긴 문장을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르에 따른

문장 길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t-test)

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아래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t=-2.466,

p=.014로 나타나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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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문장 길이에 있어 학습자들이 서사적 글쓰기보다 논증적 글쓰

기에서 더 긴 문장을 생성하는 것은 논증적 글쓰기 자체가 이야기를 단

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들어 논증해야 하므로 서사적 글쓰기보다 더 긴 문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문장 길이는 장르에 영향을 받

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2.1.2. 장르에 따른 문장 확장

문장 확장과 관련하여, 장르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

해 단문과 복문의 비율 그리고 문장당 절의 수를 비교해 봄으로써 장르

에 따른 문장 확장의 통사 복잡성을 살피고자 한다.

2.1.2.1. 장르에 따른 단문과 복문의 비율

장르별로 단문과 복문의 사용 비율을 확인해 보면 서사 장르에서는 총

문장의 10.8%를 단문, 89.2%를 복문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반면 논증 장

르의 경우 총 문장의 10.4%를 단문, 89.6%를 복문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두 장르 간에 있어 단문과 복문의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장르 모두 다 단문의 사용 비율이 복문의 사용 비율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학습자들이 서사 장르에 대한 글을 쓸 때나

논증 장르에 대한 글을 쓸 때나 더 많은 복문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르 간의 단문과 복문의 사용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t-test)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아

측정 지표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값/유의확률

문장 길이
서사 109 22.6 5.86 -2.466/

.014**논증 109 24.6 6.14
*p<.05 **p<.01 ***p<.001

<표 44> 장르에 따른 문장 길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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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표 4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t=±.242, p=.809로 나타나 장르에 따

른 단문과 복문의 사용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듯 단문과 복문의 사용 비율에 있어 장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앞서 숙달도에 따른 통사 복잡성 측정에서 확인한 바

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 학습자들은 대부분 3급 이후부터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복문을 안정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므로 서사 장르를 작성할

때나 논증 장르를 작성할 때나 장르 유형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복문

을 비슷하게 생성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1.2.2. 장르에 따른 문장당 절 수

이어서 문장 확장의 양의 측면에서 문장당 절의 수가 장르에 따라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장르별로 학습자들이 한 문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절을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서사 장르에서 문

장당 절의 수가 평균 3.5개, 논증 장르에서 문장당 절의 수가 평균 3.7개

로 나타났다. 평균값으로만 비교해 보면, 서사 장르보다 논증 장르에서

문장당 절의 개수가 더 많았다.

즉, 문장당 절의 개수가 서사 장르에 비해 논증 장르에서 더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문장당 절의 개수가 서사 장르보다 논증 장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언급한 Lu(2011)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문장 길이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

은 서사 장르에 비하여 논증 장르에서 더 긴 문장을 생성하고 있었다.

측정 지표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값/유의확률

단문의 비율
서사 109 10.8 11.44

.242/.809
논증 109 10.4 9.23

복문의 비율
서사 109 89.2 11.44

-.242/.809
논증 109 89.6 9.23

*p<.05 **p<.01 ***p<.001

<표 45> 장르에 따른 단문과 복문의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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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장르는 서사 장르와 달리 주어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

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이러한 논리적 전개를 위하여 학습자

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나 근거를

들어 논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때 많은 절을 사용함으로써 문장을 더 길

게 확장하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장당 절 개수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t-test)을 실시하여 검증

한 결과 아래 <표 4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t=-1.517, p=.131로 나타나

문장당 절 개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문장당 절의 개수가 장

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문장 확장의 양의 측면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학습자들

은 두 장르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표현하려는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절을 사용해 문장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학습자들이 논증 장르에서 더 많은 절을 사용함으로써 자신

의 입장을 전달하였듯이 서사 장르에서도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전

개하기 위해 많은 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은 두 장르에서 많은 절을 비슷하

게 산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문장당 절의 개수도 장르 유형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2.1.3. 장르에 따른 문장 확장 유형

2.1.3.1. 장르에 따른 문장당 대등절과 내포절 수

측정 지표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값/유의확률

문장당 절 수
서사 109 3.5 0.99

-1.517/.131
논증 109 3.7 0.96

*p<.05 **p<.01 ***p<.001

<표 46> 장르에 따른 문장당 절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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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학습자들이 모두 장르에서 다 절을 많이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시

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장르에 따라 한

문장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등절과 내포절 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대등절의 경우 서사 장르에서 한 문장당 평

균 0.5개, 논증 장르에서는 한 문장당 평균 0.4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장

르별 문장당 대등절의 사용 개수를 비교해 보면, 서사 장르에 더 많은

대등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Hwang(2012)의 결과와

같다. 다음으로 장르별 내포절의 사용 개수를 확인해 보면, 서사 장르에

서 한 문장당 평균 2.05개, 논증 장르에서는 한 문장당 평균 2.28개를 사

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장르별로 비교해 보면 서사 장르보

다 논증 장르에서 더 많은 내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Beers

와 Nagy(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장르별 대등절과 내포절의 문장당 평균 사용 개수를 비교해 봤

을 때 두 장르에서 모두 문장당 평균 내포절의 개수가 더 많아 학습자들

이 대등절보다 내포절을 더 많이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내포절을 더 많이 생성한다. 장르별

대등절과 내포절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t-검

정(t-test)을 실시하여 이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 <표 47>에서

볼 수 있듯이 장르별 대등절 비교에 있어, t=1.763, p=.879로 나타났고

장르별 내포절 비교에서는 t=-2.097, p=.037로 나타나 문장당 대등절의

개수는 장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문장당 내포절의 개수가 장

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지표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값/유의확률
문장당

대등절 수

서사 109 0.5 0.29
1.763/.079

논증 109 0.4 0.27

문장 당

내포절 수

서사 109 2.05 0.83
-2.097/.037*

논증 109 2.28 0.82
*p<.05 **p<.01 ***p<.001

<표 47> 장르에 따른 문장당 대등절과 내포절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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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별 문장당 대등절의 평균 사용 개수는 평균값만으로 비교해 보았

을 때는 차이를 보였으나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분석한 장르별 복문과 단문의 비율, 혹은

장르별 절 개수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장르별 문장 길이나 문장

당 내포절의 비교에서는 두 장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습자들은 서사 장르에 비하여 논증 장르에서 더

긴 문장과 많은 내포절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논증 장르에서 주로 내포절을 많이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시켜 더 긴 문

장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

았을 때 학습자들은 문장을 생성하는 데에 있어, 장르의 유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논증 장르에서 많은 내포절

을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긍정적인 시도를 볼 수 있었다.

2.1.3.2. 장르에 따른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습자들이 전반적으로 내포절을 많이 생성하여

문장을 확장시키고 있으므로 유형별 내포절의 개수가 장르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장르에 따라 한 문장

안에서 어떤 유형의 내포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시키고 있는지를 분

석한 결과, 아래 <그림 15>에서 보이듯이 문장당 명사절의 평균 개수가

서사 장르에서 평균 0.4개, 논증 장르에서는 평균 0.3개로 서사 장르에서

문장당 명사절의 개수가 더 많아, 학습들이 서사적 글쓰기 장르에서 더

많은 명사절을 산출하고 있었다.

문장당 관형사절의 평균 개수를 확인해 보면, 서사 장르에서 평균 0.8

개, 논증 장르에서 평균 1.2개로 나타나, 학습자들은 서사적 글쓰기 장르

에 비하여 논증적 글쓰기 장르에서 더 많은 관형사절을 생산해서 문장을

확장한다고 할 수 있다. 부사절의 경우 서사 장르에서 문장당 평균 0.8

개, 논증 장르에서 문장당 평균 0.6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학

습자들은 논증적 글쓰기 장르보다 서사적 글쓰기 장르에서 더 많은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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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장당 인용절의 평균 개수를

살펴보면, 서사 장르에서 평균 0.1개, 논증 장르에서 평균 0.2개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 장르에서 더 많은 인용절을 산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이 어느 장르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지

그 차이를 확인해 보면, 문장당 명사절과 부사절의 개수가 서사적 글쓰

기 장르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 관형사절과 인용절의 경우 논

증적 글쓰기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장르별로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 순서를 확인해 보면, 서사 장르에서는 부사절 =

관형사절 > 명사절 > 인용절 순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논증 장르에서는

관형사절 > 부사절 > 명사절 > 인용절 순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관형사절과 부사절의 경우 두 장르에서 모두 높은 수치로

나타나 학습자들은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데 주

로 관형사절과 부사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각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이 장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하는지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검정(t-test)을 실시하여 검증해 본

결과, 아래 <표 4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문장당 명사절은 t=3.129,

p=.002, 문장당 관형사절은 t=-6.592, p=.000, 문장당 부사절은 t=4.082,

p=.000, 문장당 인용절의 경우 t=-6.280, p=.000으로 장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이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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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장르에 따른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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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앞에서 분석한 문장 확장에 대한 비교에서는 장

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문장 확장 유형에 대한 비교

에서는 장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문장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 장르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확장하는 문장의 유형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장르 유형

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절의 유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유

형별 내포절의 사용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도 장르 간에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은 장르 유형에 영향을 받는

다고 해석할 수 있다.

2.1.4. 장르에 따른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이 장르에 따라 어떠한 사용 양

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장르별로 사용

한 문법 항목을 총 사용 빈도, 표준화 빈도,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우선 대등절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 <표 49>

에서 보이듯이 전체적으로 대등절 관련 문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

사 장르에서는 18.8%, 논증적 글쓰기에서는 15.1%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볼 때, 두 장르에서 모두 나열 > 대조 > 선

측정 지표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값/유의확률
문장 당 명사절

수

서사 109 0.4 0.25
3.129/.002***

논증 109 0.3 0.23

문장 당

관형사절 수

서사 109 0.8 0.45
-6.592/.000***

논증 109 1.2 0.50

문장 당 부사절

수

서사 109 0.8 0.34
4.082/.000***

논증 109 0.6 0.34

문장 당 인용절

수

서사 109 0.1 0.08
-6.280/.000***

논증 109 0.2 0.14
*p<.05 **p<.01 ***p<.001

<표 48> 장르에 따른 문장당 유형별 내포절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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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르별 각 문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 중에서는 ‘-고’의 사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문법 항목 중에서는 ‘-지만’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선택의 의미를 표현하는 문법 항목 중에서는,

‘-거나’의 사용률이 높았다. ‘-고’와 ‘-지만’의 사용이 두 장르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거나’의 경우 논증 장르에서 더 높은 수

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학습자들이 산출한 실제 언

어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밝힐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나열하여 제시하는 데 ‘선택’의 의미를

가진 ‘-거나’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을

보면 장르의 특성에 따라 사용되는 문법 항목도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

인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 예문 (62)는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서 출현

한 ‘-고’, ‘-지만’, ‘-거나’에 대한 예문이다.

대등절 관련 문법 항목 서사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나열
-고

625
673
(15.2%)

419

456(11.6%)
33.71 27.95

-며/면서
48 37
2.59 2.47

대조

-나
7

142
(3.2%)

4

85
(2.2%)

0.38 0.27

-지만
130 70
7.01 4.67

-는데
2 2
0.11 0.13

-아도
3 9
0.16 0.60

선택
-거나

15
19
(0.4%)

48
53
(1.3%)

0.81 3.20

-든지/든가
4 5
0.22 0.33

총 대등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빈도(비율)

834
(18.8%)

594
(15.1%)

<표 49> 장르에 따른 대등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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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장르별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 <표 50>와 같다.

(62) 가. 고향,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 대단

한 사람을 더 많이 보게 되어서 스트레스에 빠졌다. (SAA11)

나.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만족하고 부정적인 이

미지를 갖게 된다. (SMA8)

다. 문화 총격 때문에 힘들었던 점들이 있었지만 어학연수로 일년 동안 지내

다보니 점점 한국문화와 이숙해진 것 같다. (SAB28)

라.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들을

가져다주지만, 또한 많은 문제를 가져 온다. (SMB9)

마. 친구와 약속 잡거나 재미있는 것들이 공유하거나 모두 이 두 앱을 통해서

합니다. (SMA26)

바. 그 중 타인을 목욕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많다.(SMA14)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 서사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명사형
어미

-ㅁ
10

268
(6.0%)

7
138
(3.5%)

0.54 0.47

-기
258 131
13.92 8.74

의문형
종결어미

-냐/느냐
1

75
(1.7%)

1

53
(1.3%)

0.05 0.07

-ㄴ/는 가
1

0
0.05

-ㄴ/는 지
61 46
3.29 3.07

-ㄹ 지
8 2
0.43 0.13

-ㄹ까
4 4
0.22 0.27

관형사절
+
것

-ㄴ/ 는 것
355

415
(9.4%)

265
295
(7.5%)19.1 17.68

-ㄹ 것 37 29

<표 50> 장르에 따른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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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93

-던 것
23 1
1.24 0.07

총 명사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빈도(비율) 758(17.1%) 486(12.3%)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

관형사절

-ㄴ/는
736

848
(19.1%)

956

1015
(25.7%)

39.70 63.78

-ㄹ
50 43
2.70 2.87

-던
62 16
3.34 1.07

기타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

531 513
(12.0%)

770 770
(19.5%)28.64 51.37

총 관형사절 관련문법 항목
사용 빈도(비율) 1379(31.1%) 1785(45.3%)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

동시 -면서
126 126

(2.8%)
48 48

(1.2%)6.80 3.20

선후

-자
1

186
(4.2%)

0

69
(1.8%)

0.05

-자마자
10 1
0.54 0.07

-고(서)
64 21
3.45 1.40

-아서
95 47
5.12 3.14

-고 나서
15

0
0.81

-고 나니까
1

0
0.05

전환 -다가
17 17

(0.4%)
3 3

(0.01%)0.92 0.20

이유·원인

-아서
310

372
(8.4%)

117

149
(3.8%)

16.72 7.81

-니까
29 20
1.56 1.33

-느라(고)
4 1
0.22 0.07

-다가
1 1
0.05 0.07

-기에
5 2
0.27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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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3 5
0.16 0.33

-라서(라)
20 3
1.08 0.20

조건·가정

-면
121

160
(3.6%)

188

281
(5.5%)

6.53 12.54

-라면
7 4
0.38 0.27

-다면
17 16
0.92 1.07

-냐면
3

0
0.16

-자면
2 5
0.11 0.33

-려면
2 2
0.11 0.13

-아야
8 3
0.43 0.20

인정·양보

-아도
28

40
(0.9%)

18

23
(0.6%)

1.51 1.20

-더라도
5 4
0.27 0.27

-ㄴ 데(도)
5

0
0.27

-아야
2 1
0.11 0.07

목적·의도

-러
22

47
(1.1%)

0

43
(1.1%)

1.19

-려고
16 5
0.86 0.33

-고자
1 3
0.05 0.20

-게
2 19
0.11 1.27

-게끔 0
2
0.13

-도록
6 14
0.32 0.93

배경·상황
설명

-ㄴ/는 데
96

158
(3.6%)

50

56
(1.4%)

5.18 3.34

-니까
25

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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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3 1
0.16 0.07

-다보니
12 5
0.65 0.33

-던데
2

0
0.11

-아서
20

0
1.08

성질·상태
-게

101
169
(3.8%)

156
194
(4.9%)

5.45 10.41

-이
68 38
3.67 2.54

결과·도달
-게

12
15
(0.3%)

1
3

(0.1%)
0.65 0.07

-도록
3 2
0.16 0.13

비유
-듯(이) 0

1
(0.02%)

2
4

(0.1%)
0.13

-다시피
1 2
0.05 0.13

점차 심해짐 -ㄹ 수록
9 9

(0.2%)
13 13

(0.3%)0.49 0.9

방법·수단
-아서

29
39
(0.9%)

29
32
(0.8%)

1.56 1.9

-고
10 3
0.54 0.2

사역 -게
9 9

(0.2%)
4 4

(0.1%)0.49 0.3
총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빈도(비율)
1348
(30.4%)

859
(21.8%)

인용절 관련 문법 항목

직접 인용 (이)라고
5 5

(0.1%) 0 (0%)
0.27

간접 인용

-(이)라고
35

106
(2.4%)

38

218
(5.5%)

1.89 2.5

-다고
70 180
3.78 12.0

-냐고
1

0
0.05

총 인용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빈도(비율) 111(2.5%) 218(5.5%)

총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
사용 빈도(비율) 3596(81.17%) 3348(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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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포절 관련 문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사 장르에서

81.17%, 논증 장르에서 84.9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장르

별로 명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명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서사 장르에서 17.1%, 논증 장르에서 12.3%를 차지하고 있

었다. 그리고 두 장르에서 나타난 전체 명사절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을

표준화 빈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항목이 논증 장르에 비

해 서사 장르에서 빈도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습

자들이 논증 장르보다 서사 장르에서 명사절 관련 문법 항목을 많이 산

출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장르에서

모두 ‘관형사절+것’ > ‘명사형 어미’ > ‘의문형 종결어미’ 순으로 사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문법 항목의 사용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명사형

어미 ‘-기’, 의문형 종결어미 중 ‘-ㄴ/는 지’, 관형사절+것 유형 중 ‘-ㄴ/

는 것’의 사용이 두 장르에서 모두 가장 많이 출현하였음을 볼 수 있는

데 특히 서사 장르에서는 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서사

장르에서는 주로 ‘-ㄴ/ 는 것’ 문법 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개

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실제 학습자들이 생산한 언어 자료에서

도 아래 예시문과 같이 ‘-ㄴ/ 는 것’의 사용이 서사 장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명사형 전성어미 중 ‘-기’의 사용이 뚜렷

하게 나타난 서사 장르를 확인해 보면 ‘-기 때문에’, ‘-기 시작하다’, ‘-기

전에’, ‘-기 어렵다’, ‘-기 쉽다’, ‘-기 힘들다’, ‘-기 도하다’ 등과 같이 ‘-

기’가 포함된 특정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문형

종결어미 ‘-ㄴ/는지’가 서사 장르의 어떠한 문맥에서 출현되었는지를 살

펴보면 주로 ‘-온 지’와 같은 형태로 시간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사 장르에서 출현한 ‘-ㄴ/는 것’, ‘-ㄴ/는지, -기’

에 대한 예문 (63)은 아래와 같다.

(63) 가. 알바를 통해 한국 사람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많고 공부를 통해 전문적

인 한국어를 알게 되었다. (SAA10)

나. 유학생으로 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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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형사절+것’ 표현 중 ‘-던 것’의 사용은 서사 장르에서만 빈번하

게 많이 출현하였고, 논증 장르에서는 1회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사 장

르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

난 사건이나 행위, 상태를 다시 떠올리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던 것’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학습자들이 생성한

언어 자료에서도 아래 예문 (64)와 같이 ‘-던 것’을 사용하여 과거의 상

황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각 장르별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서사

장르에서 31.1% 장르에서 45.3%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두 장르에

서 나타난 전체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을 표준화 빈도를 기준

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던’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서사 장르에 비하

면 논증 장르에서 빈도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습자

들이 서사 장르보다 논증 장르에서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목을 많이 사

용하였음을 판단할 볼 수 있다. 이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ㄴ/는’의

사용이 두 장르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논증 장르에서 ‘-ㄴ/는’의 산출이 더 많았다. 실제 학습자

들이 산출한 언어 자료에서도 아래 예문 (65)와 같이 ‘-ㄴ/는’을 많이 사

용하여 체언을 꾸며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있다. (ASB24)

다. 벌써 한국에 온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SAA5)

라. 나는 유학으로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었다. (SAC4)

마. 나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유학생활 하는 것이 꿈이었다.
(SAB25)

바. 그래서 수업을 따라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SAD18)

(64) 가. 유학의 첫 3개월은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한다. (SAA8)

나. 그런데 한국생활을 하다 보니 책에서 배웠던 것들과 실제로 만났던 것

과 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ASB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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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던’의 산출이 논증 장르에 비하면 서사 장르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관형사절 관련 문법 항

목 중 ‘-ㄹ 수 있다’, ‘-ㄹ 때’의 산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특

히 ‘-ㄹ 수 있다’의 산출이 논증 장르에서 가장 많았으며, ‘-ㄹ 때’의 산

출은 서사 장르에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학습자 언

어 자료를 확인해 보면, 아래 예문 (66)과 같이 서사 장르에서 ‘-던’ 및

‘-ㄹ 때’를 사용하여 과거에 일어난 행위나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

인해 볼 수 있다. 한편 ‘-ㄹ 수 있다’의 경우 주로 소셜미디어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가능한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

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장르별 부사절 관련 문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65) 가. 이젠 무거운 책 대신 가볍고 휴대하기 쉬운 휴대폰만으로도 전세계 새로운

연구를 접근할 수 있는 시대다. (SMA15)

나. 시대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페이스북을 저도 좋아합니다.(SMB27)

다. 사람들과 친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SMC18)

라. 연예인과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을 대해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다.

(SMD13)

(66) 가. 지금까지도 인상이 깊었던 경험은 내가 존댓말과 반말을 잘 구분하지 못하여

수업에서 교수님께 반말을 했던 것 이었다. (SAA13)

나. 조금 힘들었지만 같이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

다.(ASB25)

다. 외국어로 내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않

았지만 그런 일들을 겪은 후에 오히려 한국어 실력이 더 나아진 것이다.

(SAA6)

라. 처음 혼자 왔을 때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는 어렵지 않았다.(ASB27)

마. SNS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도와줄 수 있다. (SMB12)

바. 예를 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의사소통 능력, 요리, 공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SM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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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 장르에서 30.4%, 논증 장르에서 21.8%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부

사절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을 살펴보면, 논증 장르보다 서사 장르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법 항목이 출현하였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해당 문법

항목들의 출현이 장르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서사 장르에서

‘이유·원인’, ‘선후’, ‘조건·가정’, ‘배경 상황 설명’, ‘성질·상태’, 동시의 의

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의 출현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이유·원인’의

의미를 가진 문법 항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논

증 장르의 경우 ‘조건·가정’, ‘성질·상태’, ‘선후’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의 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 중 ‘조건·가정’의 의미를 나타

내는 문법 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각 의미별로 학습자들이 많이 산출한 문법 항목을 확인해 보면, ‘동시’

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 중 ‘-면서’, ‘선후’를 표현하는 문법 항목

중 ‘-아서’, ‘배경 상황 설명’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 중 ‘-ㄴ/는데’

는 특히 서사 장르에서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 자료를 확인해 보면 아래 예문 (67)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서사 장르에서 둘 이상의 행동이나 상태를 ‘동시’

에 겸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나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때나 ‘배경 상황’

을 설명할 때 주로 ‘-면서’, ‘-아서’, ‘-ㄴ/는데’를 많이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예시문은 서사 장르에서 산출된 ‘-면서’, ‘-

아서’, ‘-ㄴ/는데’에 대한 예문이다.

다음으로 ‘이유·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 중에서는 ‘-아서’의

(67) 가. 지금까지 유학생활 하면서 학업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많은 친구들 만났

고 서로 응원해주고 잘 버텼다. (SAA25)

나. 요즘은 나는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을 잘 조정해

서 힘들지 않고 여유 있고 잘 지내고 있다. (SAB16)

다. 절대 무서워서 포기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세요. (SAB6)

라.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에 새로운 것을 알아보거니와 직접 체험하는 것은

여간 재미없다. (SA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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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이 서사 장르에서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건·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 중에서는 ‘-면’, ‘성질·상태’의 뜻을 나타내는

문법 항목 중에서는 ‘-게’의 산출이 논증 장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 자료를 확

인해 보면 아래 예시문에서 보이듯이 서사 장르에서 ‘이유나 원인’에 대

해 표현할 때 ‘-아서’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소셜미

디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때 ‘-

면’이나 ‘-게’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

래 예문 (68)은 서사 장르에서 출현된 ‘-아서’와 논증 장르에서 출현한

‘-면’과 ‘-게’에 대한 예문이다.

마지막으로 장르별 인용절 관련 문법 항목의 산출을 확인해 보면, 전체

인용절 관련 문법 항목의 비율이 서사 장르에서 2.5%, 논증 장르에서

5.5%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특히 논증 장르에서 인용절 관련 문법 항목

을 많이 산출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직접 인용을 표현하는 문법 항목

의 경우 서사 장르에서만 출현하였고 논증 장르에서는 거의 출현하지 않

았다. 간접 인용을 표현하는 문법 항목의 산출을 비교해 보면 논증 장르

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실제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 자료를 확인해

(68) 가. 처음에 보고서 발표문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려웠다.

(SAA10)

나. 그리고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혼자서 울었을 때도 많았다. ASC(1)

다.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나에 대한

안 좋은 댓글이나 평가를 보면 그 페이스북 생활뿐만 아니라 현실

적인 생활에서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SMB28)

라.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소셜미디어에서 검색하면 바로 다양한

정보가 나온다.(SMA29)

마. 4차 사업 혁명으로 소셜미디어도 급증하게 발전해지고 생활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SM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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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아래 예문 (6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다고’를 사용하

여 소셜미디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은 서사 장르에서 출현한 ‘-라고’와 논증 장르에서 출

현한 ‘-다고’에 대한 예문이다.

이상으로 학습자들의 장르에 따른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장르 유형에 따라 문법 항목의 사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장르에 따른 어휘 복잡성

2.2.1. 장르에 따른 어휘 다양도

다음으로는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유형의 장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

어휘 다양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장르별 어휘

사용을 확인해 보면, 어휘 유형 수(Type)는 서사 장르에서 평균 139.9개,

논증 장르에서 평균 120.3개를 산출하였으며, 어휘 구현 수(Token)는 서

사 장르에서 평균 262.5개, 논증 장르에서 평균 238.8개를 산출하였다. 이

러한 각 장르별 어휘 유형 수와 구현 수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서사 장르에 대한 평균값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

이 모두 논증 장르보다 서사 장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 어휘 유형 수

와 어휘 구현 수를 많이 산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9) 가. 교수님이 모두 학생들에게 “나중에 뭐 할 거야? 디자인할 생각이 있어?”라고 물

어보았다.(ASB2)

나. 나의 입장에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SMB10)

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소셜미디어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

다고 생각한다. (SM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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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t-검정(t-test)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아래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어휘 유형 수는 t=3.957, p=.000로

나타나 장르 간에 어휘 유형 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어휘 구현 수의 경우 t= 1.939, p= .054로 나타나 장르 간 어휘 구

현 수 사용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습자들의 장르 간 어휘 사용의

차이를 확인한 다음에 어휘 다양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TR

를 통한 분석한 어휘 다양도는 서사 장르에서 평균 0.55, 논증 장르에는

평균 0.52로 나타나 서사 장르에서 어휘 다양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양

상을 보였다.

TTR로 측정된 어휘 다양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t-검정

(t-test)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t=2.870, p=.005로 나타나 장르 간 어휘

다양도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D값과 CTTR

를 통해 측정된 어휘 다양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D값으로 측정된

어휘 다양도는 서사 장르에서 평균 97.50, 논증 장르에서 평균 71.74로

나타났으며, CTTR로 측정된 어휘 다양도의 경우 서사 장르에서 평균

6.11, 논증 장르에서 평균 5.51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르별 D값과 CTTR

의 평균값이 논증 장르에 비해 서사 장르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보면 서사 장르의 어휘 다양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D값과 CTTR로 측정된 어휘 다양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t-

검정(t-test)을 통한 분석한 결과 D값은 t=9.435, p=.000, CTTR는

t=6.048, p=.000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휘 다양도의 측정이 장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든 다양도 측정에 있어, 서사 장르의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논증 장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보다 서사

장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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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장르에 따른 어휘 밀도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장르의 글을 작성할 때, 어휘 밀도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학습자들이 장르별로 어떠한 내용어를 얼

마나 산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용어를 유형별 내용어 유형 수와 내

용어 구현 수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 <표 52>에서 보이

듯이 유형별 내용어의 구현 수를 살펴보면 두 장르에서 모두 명사 > 동

사 > 형용사 > 부사 > 관형사 > 대명사 > 수사 순으로 산출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유형별 내용어의 유형 수를 확인해 보면, 명사, 대명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의 유형 수가 서사 장르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

며, 수사와 동사의 유형 수는 논증 장르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측정 지표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Type
서사 109 139.9 37.65

3.957/.000***
논증 109 120.3 35.40

Token
서사 109 262.5 89.65

1.939/.054
논증 109 238.8 90.51

TTR
서사 109 0.55 0.068

2.870/.005**
논증 109 0.52 0.071

D값
서사 109 97.50 23.58

9.435/.000***
논증 109 71.74 16.03

CTTR
서사 109 6.11 0.75

6.048/.000***
논증 109 5.51 0.71

*p<.05 **p<.01 ***p<.001

<표 51> 장르에 따른 어휘 다양도 비교

유형별

내용어

서사 논증
유형 구현 유형 구현

명사 1217 8115 1188 7435

대명사 31 651 23 526
수사 9 36 10 96
동사 537 4386 601 3599

<표 52> 장르별 내용어 유형 수와 구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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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학습자들이 장르별로 산출한 유형별 내용어의 사용을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서사 장르에서는 ‘한국, 생활, 때, 유학, 한국어, 친구,

사람, 문화, 처음, 일, 시간, 나라, 동안, 지금, 전, 수업, 경험, 공부, 음식,

추억, 기억, 스트레스, 체험, 교육, 기회, 집’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명

사를 산출하였으며, 논증 장르에서는 ‘정보, 온라인, 사회, 시대, 문제, 발

전, 기술, 사용자, 수단, 건강, 중독, 소식, 청소년, 기능, 동영상, 파일, 실

시간, 효율적, 악영향, 허위, 유혹, 국제화, 현대인, 성장, 노출, 낭비’ 등과

같은 명사를 산출하였다. 대명사의 경우 서사 장르에서는 ‘나’의 산출이

가장 많은 반면 논증 장르에서는 ‘우리’의 산출이 가장 많았다. 수사의

경우 서사 장르에서 ‘하나’의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논증 장르에

서는 ‘첫째, 둘째’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의 사용이 가장 많이 나

타났다.

동사의 경우 서사 장르에서는 ‘공부하다, 배우다, 입학하다, 모르다, 시

작하다, 보내다, 사귀다, 경험하다, 노력하다, 가르치다, 도와주다, 구경하

다, 알아보다, 포기하다, 극복하다, 적응하다’ 등과 같은 동사를 산출하였

으며, 논증 장르에서는 ‘사용하다, 올리다, 공유하다, 연락하다, 홍보하다,

소통하다, 통화하다, 교류하다, 파악하다, 빠지다, 검색하다, 악용하다, 증

가하다, 조심하다, 발생하다, 유행하다’ 등과 같은 동사를 산출하였다. 형

용사의 경우 서사 장르에서는 ‘힘들다, 좋다, 많다, 재미있다, 어렵다, 익

숙하다, 외롭다, 부족하다, 낯설다, 다양하다, 친절하다, 신기하다, 답답하

다, 즐겁다, 어색하다, 행복하다’ 등과 같은 형용사가 산출되었으며, 논증

장르에서는 ‘빠르다, 편리하다, 가능하다, 올바르다, 적당하다, 위험하다,

중요하다, 나쁘다, 크다, 즐겁다, 이상하다, 흥미롭다, 유용하다, 새롭다,

자유롭다, 심각하다’ 등과 같은 형용사가 산출되었다. 관형사의 경우 서

사 장르에서는 ‘그’의 산출이 가장 많았으며, 논증 장르에서는 ‘다른’의

형용사 214 2281 185 2411
관형사 35 465 22 422

부사 205 2262 16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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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사의 경우 서사 장르에서는 ‘너무, 열심히,

같이, 아직, 자주, 벌써, 가장, 다시, 다행히’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부

사가 산출되었으며, 논증 장르에서는 ‘더, 잘, 멀리, 특히, 널리, 다, 바로,

서로, 심지어’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부사가 산출되었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어떠한 유형의 내용어를 산출하였는지를 살펴본 후

에는 장르별로 산출된 어휘의 밀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용

어의 평균 산출을 확인해 보면, 서사 장르에서 167.1개, 논증 장르에서

145.8개로 서사 장르에서 논증 장르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내용어를

산출하였다.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이 산출한 총 어휘의 양을 확인해 보면,

서사 장르에서 평균적으로 총 260.9개의 어휘를 산출하였고 논증 장르에

서 평균적으로 총 238.6개의 어휘를 산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르

별 내용어와 총 어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t-검정(t-test)을 실

시하여 검증한 결과 아래 <표 53>에서 보이듯이 내용어는 t=2.877,

p=.004로 나타나 장르 간 내용어의 사용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총 어휘

수의 경우 t= 1.835, p= .068로 나타나 장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

았다.

이처럼 학습자들의 장르별 내용어와 총 어휘수의 사용 차이를 살펴본

후 어휘 밀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서사 장르에서 평균 64.3, 논증

장르에서 평균 61.4로 나타나 어휘 밀도가 서사 장르에서 더 높은 수치

를 보였다. 즉, 어휘 밀도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논증 장르보다 서사

장르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장르 간 어휘 밀도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t-검정(t-test)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t=6.440, p=.000로

나타나 장르 간 어휘 밀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

이 서사 장르에 대한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 기능어보다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진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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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장르에 따른 어휘 정교도

다음으로는 학습자들이 장르에 따라 글을 작성할 때, 어휘 정교도에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학습자들이 장르별로 중·고급 어

휘를 얼마나 산출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장르별로 산출한 중·고급

어휘를 어휘 유형 수와 구현 수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

<표 54>에서 보이듯이 두 장르에서 나타난 중·고급 어휘의 어휘 구현

수와 유형 수를 확인해 보면 서사 장르에 비하여 논증 장르에서 중·고급

어휘의 어휘 유형 수와 구현 수 모두가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학습자들이 장르별로 산출한 중·고급 어휘의 사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서사 장르에서는 ‘감격스럽다, 개강, 논문, 수강, 수료, 탐구, 향

후, 진보, 파고들다, 편입, 학문적, 통합, 성취, 연수, 흥미진진하다, 착오,

실행, 독립적, 내면, 보호자, 보편적, 시련, 뿌듯하다, 등교’ 등과 같은 다

양한 고급 어휘와 ‘강의, 겪다, 경향, 과외, 깨닫다, 눈치, 늘어나다, 달라

지다, 당황, 등록금, 머뭇거리다, 목표, 반말, 부담, 비용, 속상하다, 순수

측정 지표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내용어
서사 109 167.1 55.57

2.877/.004**
논증 109 145.8 54.17

총 어휘수
서사 109 260.9 89.19

1.835/.068
논증 109 238.6 90.38

어휘밀도

(내용어/총어휘수)

서사 109 64.3 3.60
6.440/.000***

논증 109 61.4 3.22
*p<.05 **p<.01 ***p<.001

<표 53> 장르에 따른 어휘 밀도 비교

유형별

내용어

서사 논증
유형 구현 유형 구현

중·고급

어휘
779 1223 834 1353

<표 54> 등급별 어휘 유형 수와 구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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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신입생, 어느새, 엊그제, 여간, 외로움, 일교차, 통과, 해결, 휴학’ 등

과 같은 다양한 중급 어휘를 산출하였다.

한편 논증 장르에서는 ‘가상, 간주, 과시, 구독, 구축, 근황, 논란, 누리

다, 남용, 동향, 맞춤, 발휘, 이점, 실명, 소홀히, 열등감, 최악, 차단, 추세,

통제, 혼란, 동경, 후기, 직무, 조회, 보편화, 정체성, 충족, 침해, 추적, 현

실성’ 등과 같은 고급 어휘와 ‘가짜, 개인, 거짓, 관심사, 구매, 네티즌, 대

규모, 등장, 대중, 도구, 디지털, 매체, 문의, 미성년자, 범죄, 비판, 비율,

사이트, 소비자, 신제품, 사고방식, 생방송, 선호, 세계화, 영향력, 외모,

장단점, 정보화, 주고받다, 추천, 혜택, 홍보,’ 등과 같은 중급 어휘를 산

출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중·고급 어휘를 얼마 정도 산출하였는지를 살펴

본 후에는 장르별로 산출된 어휘의 정교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장르별

어휘 정교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서사적 장르에서 평균 10.1, 논증적 장

르에서 평균 13.2로 논증적 장르에서 서사적 장르보다 더 높은 정교도를

보였다. 장르별 정교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t-검정(t-test)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아래 <표 55>에서 보이듯이 t=-5269, p=.000로

나타나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의 어휘 정교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논증 장르에서 어휘 정교도가 더 높은 수치

로 나타나 논증 장르의 어휘 정교도가 서사 장르의 어휘 정교도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논증 장르에서 어휘 정교도가 높게 나타

나는 것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

해 주제와 관련된 정교하고 전문적인 고급 수준의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측정 지표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어휘 정교도
서사 109 10.1 3.91

-5.269/.000***
논증 109 13.2 4.68

*p<.05 **p<.01 ***p<.001

<표 55> 장르에 따른 어휘 정교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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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장르에 따른 어휘 분포

이어서 장르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한 어휘 등급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장르별로 학습자들이 산출한 각 등급의 어휘 개수를 세어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 <그림 17>에서 보듯이 서사 장르의 경우

초급 어휘 81.20%, 중급 어휘 16.31%, 고급 어휘 2.49%로 나타났으며,

논증 장르에서는 초급 어휘 68.66%, 중급 어휘 27.66%, 고급 어휘 3.69%

로 나타났다. 두 장르에서 모두 고급 어휘에 비해 초·중급 어휘가 차지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사 장르의 경우 초급 어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급 어휘의 경우 서사

장르에 비해 논증 장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3. 장르에 따른 정확성

2.3.1. 장르에 따른 무오류절의 비율

다음으로는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장르의 글을 작성할 때, 정확성에 차

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글쓰기 장르에 따라 얼

마나 많은 무오류절을 산출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서사 장르에서 총

62.74%의 무오류절을 산출하였고, 논증 장르에서는 총 64.61%의 무오류

0%
20%
40%
60%
80%
100%

서사 논증

초급

중급

고급

<그림 17> 장르에 따른 어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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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산출하였다. 장르별 산출된 무오류절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논증

장르보다 서사 장르에서 무오류절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학습자들이 서사 장르에 비해 논증 장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 더 정확한 언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Skehan(2009:511)에서 학습자들이 서사적 글쓰기 장르에서 더 복

잡한 언어를 생성할 수 있으나 덜 정확하게 생성하였던 것과 같은 결과

이다. 장르별 무오류절의 비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t-검정

(t-test)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아래 <표 56>에서 보듯이 t=-.758,

p=.450로 나타나 장르 간 무오류절의 비율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무오류절의 비율을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

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장르 간 무오류절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오류절의 비율이 장르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장르에 따른 문장당 무오류절 수

장르별 무오류절의 비율을 비교한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문장당 무

오류절의 개수가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학

습자들이 글쓰기 장르에 따라 한 문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무오류절을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서사 장르에서는 문장당 무오류절을 2.08개

정도로 생산하였고, 논증 장르에서는 문장당 무오류절을 2.09개 정도로

생산하였음을 볼 수 있다. 두 장르 간에 있어 무오류절 개수를 비교해

보면, 서사 장르보다 논증 장르에서 약간 더 많은 무오류절을 생산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사 장르의 정확도가 논증 장르의 정

측정 지표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무오류절의 비율
서사 109 62.74 18.35

-758 /.450
논증 109 64.61 18.22

*p<.05 **p<.01 ***p<.001

<표 56> 장르에 따른 무오류절의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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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보다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장르별 문장당 무오류절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t-검정

(t-test)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아래 <표 57>에서 보듯이 t=-.019

p=.985로 나타나 장르별 문장당 무오류절의 개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문장당 무오류절 수를 측정하는 정확성 측정도 무오류절의

비율을 측정하는 정확성 측정과 마찬가지로 장르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르 간 무오류절의 개수가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무오류절의 수가 장르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3. 장르에 따른 문장당 오류 수

무오류를 통해 장르 간의 차이를 비교한 다음에는 오류를 통해 장르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글쓰기 장르에 따라 한 문

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서사 장르에서

는 문장당 오류 수가 평균 1.34개 정도 산출되었고, 논증 장르에서는 문

장당 오류 수가 평균 1.31개 정도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르별로

한 문장 안에서 산출되는 오류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 논증 장르에 비해

서사 장르에서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논

증 장르보다 서사 장르에서 학습자들이 오류를 더 많이 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르별 문장당 오류의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정(t-test)을 통해 검증한 결과 아래 <표 58>에서 볼 수 있듯이 t=.305

측정 지표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문장 당

무오류절 수

서사 109 2.08 0.99
-.019/.985

논증 109 2.09 0.91
*p<.05 **p<.01 ***p<.001

<표 57> 장르에 따른 문장당 무오류절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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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61로 장르별 문장당 오류의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볼 때 문장당 오류의 개수는 장르 간에 차

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문장 안에서 범하는 오류의 수가 장르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4. 장르에 따른 오류 양상

2.3.4.1. 서사 장르에 나타난 오류 양상

앞서 문장당 오류 수 측정을 통해 정확성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각 장르별로 나타난 오류를 센 후 이를 오류 영역 및 오류 유형에 따

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이 서사 장르에 대한 글을 작성

할 때 어떤 영역에서 주로 오류를 범하였는지 또 어떤 유형의 오류가 발

생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아래 <그림 18>과 같다.

측정 지표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문장 당 오류 수
서사 109 1.34 0.63

.305/.761
논증 109 1.31 0.68

*p<.05 **p<.01 ***p<.001

<표 58> 장르에 따른 문장당 오류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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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서사 장르에 나타난 영역별 오류와 오류 유형

서사 장르에서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 영역을 살펴보면, 문법 오류

64.07% > 어휘 오류 23.86% > 철자 오류 11.99% 의 순으로 문법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문법 오류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오류

31.1% > 전성어미 오류 8.0% > 표현 오류 7.9% > 시제 오류 7.1% > 연

결어미 오류 6.1% > 어순 오류 1.8% > 종결어미 오류 1.7% > 높임 오류

0.3% 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휘 오류에서는 동사 오류 11.13% > 명사 오

류 8.24% > 형용사 오류 3.66% > 부사 오류 2.22% > 대명사 오류 2.12%

> 관형사 오류 0.29% > 수사 오류 0.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오류 유형을 보면, 대치 오류 55.9% > 누락 오류 25.8% > 첨가 오류

12.1% > 오형태 오류 6.2%의 순으로 대치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

났다. 학습자들이 범하는 각 영역별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 (7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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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오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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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어휘 철자

(70) 가. 회사 문화가 까다롭*고(√까다로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SAA22)

<연결어미 오류>

나.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생각하*는(√생각했던) 유학생활은 정말 아름다웠다.

(SAA2) <전성어미 오류>

다. 한국생활이 나랑 잘 맞다고 생각하*다.(√생각한다) (SAB28)

<종결어미 오류>

라. 그때 한국어를 좀 할 수 있어서 직접 버스*로(√를) *타 학교에 갔었다.

(SAB10)<조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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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별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19>에서 보듯이 우선 연

결어미에서 대치 오류 5.97%, 오형태 오류 0.77%, 누락 오류 0.29%, 첨

가 오류 0.05%가 나타났으며, 전성어미에서 대치 오류 6.89%, 누락 오류

1.25%, 첨가 오류 0.67%, 오형태 오류 0.53%가 나타났다. 종결어미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으로는 대치 오류 1.64%, 오형태 오류 0.29%가 있었다.

조사 오류의 경우 대치 오류 19.65%, 누락 오류12.24%, 첨가 오류

3.85%, 오형태 오류 0.39%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제 오류는 누락 오류

6.81%, 첨가 오류 1.01%, 오형태 오류 0.39%, 대치 오류0.05%로, 높임

오류는 누락 오류 0.34%, 첨가 오류 0.05%로, 표현 오류는 대치 오류

3.32%, 누락 오류 2.60%, 첨가 오류 1.97%, 오형태 오류1.30%로, 어휘

오류는 대치 18.40%, 첨가 오류 4.43%, 오형태 오류2.50%, 누락 오류

2.36%로 높게 나타났다.

0%

50%

100%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조사 시제 높임 표현 어휘

대치 첨가 누락 오형태

<그림 19> 서사 장르에 나타난 문법 오류 양상

마. 14*날 동안 매우 *심심한다.(√심심했다)(SAD12) <시제 오류>

바. 어머니도 *도와줘서(√도와주셔서) 공부하*기 조금만 힘들었다. (ASC27)

<높임 오류>

사. 지금 한국의 *결울도 무섭지 않고 좋아하*기도 했다.(√좋아하게 되었다)

(ASC16) <표현 오류>

아. 한국으로 처음 유학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좋은 기념*(기억/추억)이 많

이 있다.(SAD5) <어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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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논증 장르에 나타난 오류 양상

다음으로는 학습자들이 논증 장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 어떤 영역에

서 주로 오류를 범하고 또 어떤 유형의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

겠다. 논증 장르에서 나타난 오류 양상을 오류 영역과 유형에 따라 정리

하여 제시하면 아래 <그림 20>와 같다.

<그림 20> 논증 장르에 나타난 영역별 오류와 오류 유형

논증 장르에서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 영역을 살펴보면, 문법 오류

58.01% > 어휘 오류 28.65% > 철자 오류 13.13%의 순으로 문법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문법 오류 중 오류율이 높은 영역을 확인해

보면 조사 오류 34.3% > 전성어미 오류 6.6% > 표현 오류 6.1% > 연

결어미 오류 4.8% > 종결어미 오류 2.7% > 시제 오류 2.6% > 어순 오

류 0.8% > 높임 오류 0.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휘 오류에서는

동사 오류 13.92% > 명사 오류 11.39% > 형용사 오류 3.86% > 부사

오류 1.87% > 대명사 오류 1.81% > 수사 오류 0.30% > 관형사 오류

0.2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오류 유형을 보면, 대치 오류

62.53% > 누락 오류 20.42% > 첨가 오류 10.60% > 오형태 오류 6.45%

의 순으로 대치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범하는

각 영역별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 (7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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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각 영역별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21>에서 보듯이

우선 연결어미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으로는 대치 오류 4.28%, 오형태 오

류 0.90%, 첨가 오류 0.24%, 누락 오류 0.18%가 있으며, 전성어미의 오

류 유형으로는 대치 오류 5.0%, 누락 오류 1.69%, 첨가 오류와 오형태

오류가 각 0.48%로 나타났다. 종결어미의 오류 유형으로는 대치 오류

2.89%, 오형태 오류 0.24%, 누락 오류 0.06%가 나타났으며, 조사 오류의

경우 대치 오류 23.73%, 누락 오류 12.29%, 첨가 오류 2.95%, 오형태 오

류 1.02%가 나타났고, 시제 오류의 경우 첨가 오류와 누락 오류가 각

1.45%, 대치 오류 0.12%가 나타났다. 높임 오류는 첨가 오류 0.06%, 표

현 오류는 대치 오류 2.71%, 누락 오류 1.81%, 오형태 오류1.63%, 첨가

오류 0.96%, 어휘 오류는 대치 오류 23.80%, 첨가 오류 4.46%, 누락 오

류 2.95%, 오형태 오류 2.17%가 나타났다.

(71) 가. 일상생활을 빨리 공유할 수 있으니 가족이나 친구와 떨어지*면(√떨어져 도)

외롭지 않다.(SMB8) <연결어미 오류>

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사용하는 것이) 단점이 있고 *정점도 많이 있다.

(SMD11)<전성어미 오류>

다. 세계*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같은 것*을 아주 필요*한다.(필요하다)

(SMC8) <종결어미 오류>

라. 만날 때 서로 공통점 찾고 친구*를(√가) 되는 것*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다. (SMC22) <조사 오류>

마.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악평을 받*았다.(√받는다)

(SMA25) <시제 오류>

바. 슬픈 일* 여기* 올리*시(√올리)면 친구들이 다 *보였요. (SMD16) <높임 오류>

사. SNS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 이였다(√기 때문이

다). (SMB18) <표현 오류>

아.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더 *보(√보이)기 위해 *제시물(√게시물)을 과도

하게 꾸미고(SMD14) <어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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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르가 복잡성·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이 장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

다. 다음으로는 복잡성과 정확성이 글쓰기 장르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볼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장르에 따른 복잡성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그

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글쓰기 장르에 따라 복잡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사 복잡성은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문장 확장 유형의 3가지 측정 방

식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어휘 복잡성은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다양도의 3가지 측정 방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통사 복잡성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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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논증 장르에 나타난 문법 오류 양상

<그림 22> 장르에 따른 복잡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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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중 2가지 측정만 통계적으로 장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

인되었고 어휘 복잡성의 경우 3가지 측정 모두 장르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문

장 확장에 대한 측정은 장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문

장 길이 및 문장 확장 유형에서는 장르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통계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복잡성이 장르에 영

향을 받는지 살펴보면,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 문장 길이와

문장 확장 유형을 측정하는 지표들인 문장당 내포절 수, 문장당 명사절

수, 문장당 관형사절 수, 문장당 부사절 수, 문장당 인용절 수 모두가 장

르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르의 양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어휘 복잡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확인해 보면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 모두 장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장

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복잡성이

장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성이 장르에 영향을 받는다면 복잡성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이

어떤 장르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각 복잡성 측정 지표들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문장 길이에 따른

복잡성 측정에 있어 서사적 글쓰기 장르보다 논증적 글쓰기 장르의 평균

값이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논증적 글쓰기에서 학습자

들이 더 긴 문장을 생성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 확장

유형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 문장당 명사절 수와 문장당 부사절 수가 서

사적 글쓰기 장르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 서사적 글쓰기 장르에서

명사절과 부사절을 많이 산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장당 내

포절 수와 문장당 관형사절 수 그리고 문장당 인용절의 경우 논증적 글

쓰기 장르에서 많이 나타나 논증적 글쓰기 장르에서는 많은 내포절 중에

서도 관형사절과 인용절을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는 각 측정 지표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어휘 다

양도와 어휘 밀도가 논증 장르에 비해 서사 장르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어휘 정교도는 논증 장르에서 더 높게 나타나 서사적 글쓰기 장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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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다양도와 어휘 밀도가 더 높고 어휘 정교도의 경우 논증 장르에서

더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장르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서사 장르에서

많은 명사절, 부사절을 산출하였으며, 어휘의 다양도와 밀도가 높게 나타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증 장르에서는 내포절을 많이 사용하여 보다

긴 문장을 생성하였으며, 유형별 내포절 중에서도 특히 관형사절과 인용

절을 많이 산출하였고 어휘의 정교도도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장르에 따른 정확성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 23>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르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

확성을 무오류절의 비율, 문장당 무오류절 수, 문장당 오류 수와 같은 3

가지 측정을 통해 비교해 보았으나 정확성을 측정하는 모든 지표가 장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장르는 정확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3.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

이 절에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복잡성

<그림 23> 장르에 따른 정확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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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 문장당 절의 수, 문장당 대등절과 내포절 수는

문장의 길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과 정확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 길이와 정확

성의 관계만을 살펴보되 정확성의 측면으로 문장당 무오류 절 수와 문장

당 오류 수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가 각

장르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숙달도 집단별로 복잡

성과 정확성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

다.

3.1. 장르별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

우선 서사 장르에서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 59>와 같다.

위에 <표 59>에서 보듯이 문장 길이와 문장당 무오류절 수는 r=.82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문장 길이와 문장

당 오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문장 길이와

문장당 무오류절 수의 관계는 문장이 길어질수록 무오류절의 수가 같이

상승되는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문장이 길어질수록 오류 수가 적

어지고 무오류절의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문장 길이와

문장당 무오류절의 수가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문장당 무오류절 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문장당 오류 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문장 길이 .827**/.000 -.067/.491
다양도(D값) .201*/.036 -.156/.106
다양도(CTTR) .343**/.000 -.247**/.010

밀도 -.345**/.000 .362**/.000
정교도 .386**/.000 -.187/.052

*p<.05 **p<.01 ***p<.001

<표 59> 서사 장르의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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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은 서로 지지적인 관계로 발달한

다고 볼 수 있다.

어휘 다양도와 정확성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먼저 D값으로 측정된 어

휘 다양도와 문장당 무오류절 수는 r=.20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어휘 다양도와 문장당 오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CTTR로 측정된 어휘 다양도와

문장당 무오류 절 수는 r=.343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

계를 보였으나 어휘 다양도와 문장당 오류 수는 r=-.247 p<.01에서 통계

적으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D값과 CTTR에 대한 결과가 비

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CTTR의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D값과 CTTR의 결과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어휘 다양도와 문장당 무오

류절 수의 관계는 어휘 다양도가 증가하면 무오류절의 수도 같이 증가되

는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반면 어휘 다양도와 문장당 오류 수의 관계는

어휘 다양도가 높아질수록 오류 수가 적어지거나 어휘 다양도가 낮아지

면 오류 수가 증가하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결국 어휘 다양도가 증가하

면 무오류절이 증가하고 오류가 감소된다는 것이다.

어휘 밀도와 정확성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어휘 밀도와 문장당 무오류

절 수는 r=-.34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어휘 밀도와 문장당 오류 수는 r=.362 p<.01에서 통계적으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어휘 밀도와 문장당 무오류절 수의 관계는 어휘 밀도가

증가할수록 무오류절 수가 낮아지거나 어휘 밀도가 낮아질수록 무오류절

수가 많아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한편 어휘 밀도와 문장당 오류 수의

관계는 어휘 밀도가 향상되면 오류 수도 같이 많아지는 정적 관계를 보

였다. 결국 어휘 밀도가 높아지면 무오류절이 감소하고 오류 수가 많아

진다는 것이다.

어휘 정교도와 정확성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어휘 정교도와 문장당 무

오류절 수는 r=386 p<.01에서 통계적으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어휘 정

교도와 문장당 오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어휘 정교도와 무오류절 수의 관계는 어휘의 정교도가 높아질수록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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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절 수도 많아지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휘 정교도가 높아지면

무오류절이 많아지고 정교도가 낮아지면 무오류절도 같이 적어진다는 뜻

이다.

이와 같이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의 정확성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

를 종합해 보면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의 경우 문장이 길어질수록 정확도

도 같이 높아지는 지지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어휘 복

잡성과 정확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어휘 다양도가 증가하면 무오류절이

증가하고 오류가 감소되는 지지적-경쟁적 관계로 발달하며, 어휘 밀도가

높아지면 무오류절이 감소하고 오류 수가 많아지는 지지적-경쟁적 관계

로 발달하며, 어휘 정교도가 증가하면 무오류절이 증가되는 지지적 관계

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서사 장르에서 통사 복잡성과 정확

성은 지지적인 관계로 함께 발달하는 반면에 어휘 복잡성과 정확성은 지

지적-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서사 장르

에서는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은 동반 발달하나 어휘 복잡성과 정확성은

동반 발달하지 않고 어휘 복잡성이 발달하면 정확성이 감소하거나 어휘

복잡성이 감소하면 정확성이 발달하는 양상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논증 장르에서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면 위에 <표 60>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 길이와 문장당 무오류절 수

는 r=.81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문장

길이와 문장당 오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논증 장르의 문장 길이도 서사 장르와 비슷하게 문장이 길어질수록 무오

문장당 무오류 절 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문장당 오류 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문장 길이 .812**/.000 -.138/.152
다양도(D값) .331**/.000 -.123/.202
다양도(CTTR) .584**/.000 -.344**/.000

밀도 -.258**/.007 .215*/.025
정교도 .198*/.039 -.280**/.003

*p<.05 **p<.01 ***p<.001

<표 60> 논증 장르의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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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절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반 향상된다

고 볼 수 있다.

어휘 다양도와 정확성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먼저 D값으로 측정된 어

휘 다양도와 문장당 무오류절 수는 r=.331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어휘 다양도와 문장당 오류 수는 통계적으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CTTR로 측정된 어휘 다양도와 문장당

무오류절 수는 r=.58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

으나 어휘 다양도와 문장당 오류 수는 통계적으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D값과 CTTR에 대한 결과는 문장당 무오류절 수에서 비슷하

게 나타났으나 문장당 오류 수에서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D값과

CTTR의 결과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논증 장르의 어휘 다양도는 서사 장

르와 마찬가지로 어휘 다양도가 증가할수록 무오류절의 수도 증가하면서

오류 수가 감소하는 등 복잡성과 정확성이 지지적-경쟁적 관계로 발달

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휘 밀도와 정확성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어휘 밀도와 문장당 무오류

절 수는 r=-.258 p<.01에서 통계적으로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어휘 밀도

와 문장당 오류 수는 r=.215 p<.05에서 통계적으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어휘 밀도와 문장당 무오류절 수의 관계는 어휘 밀도가 증가하면 무오류

절 수가 적어지거나 어휘 밀도가 감소하면 무오류절 수가 많아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 어휘 밀도와 문장당 오류 수의 관계는 어휘 밀도가

향상되면 오류 수도 같이 많아지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휘 밀도

가 높아지면 무오류절이 감소하고 오류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즉

내용어의 사용이 많아지면 한편으로 오류 수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것이

다. 결국 어휘 밀도는 정확성과 경쟁적으로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어휘 정교도와 정확성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어휘 정교도와 문장당 무

오류절 수는 r=.198 p<.05 통계적으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어휘 정교

도와 문장당 오류 수는 r=-.280 p<.01에서 통계적으로 부적 관계를 보였

다. 어휘 정교도와 무오류절 수의 관계는 정교한 어휘의 사용이 많아지

면 무오류절 수도 함께 많아지는 관계를 보였다. 반면 어휘 정교도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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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오류 수의 관계는 어휘 정교도가 높아지면 오류 수가 감소하거나

정교도가 낮아지면 오류 수가 증가하는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어휘 정

교도가 증가하면 무오류절이 많아지고 오류가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논증 장르의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의 정확성과의 관계

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선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지지적

인 관계로 동반 발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어휘 복잡성의 경우 어휘 다양

도가 증가하면 무오류절 수가 늘어나고 오류 수가 줄어드는 지지적-경

쟁적 관계로 발달하며, 어휘 밀도가 높아지면 무오류절이 감소되고 오류

수가 많아지는 지지적-경쟁적 관계로 발달하고, 어휘 정교도가 증가하면

무오류절 수가 늘어나고 오류 수가 감소되는 지지적-경쟁적 관계로 발

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써 논증 장르에서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지지적인 관계로 함께 발달하는 반면에 어휘 복잡성과 정확성은 지지적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논증 장르에서 통

사 복잡성과 정확성은 동반 발달하나 어휘 복잡성과 정확성은 동반 발달

하지 않고 어휘 복잡성이 발달하면 정확성이 감소되거나 어휘 복잡성이

감소되면 정확성이 발달하는 양상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서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

를 알아보았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통사 복잡성은 서사 장르와 논증 장

르에서 모두 무오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정확성과 지지적인 관계로 나

타나 통사 복잡성은 정확성과 서로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휘 복잡성은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서 모두 무오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정확성이나 오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정확성과 지지

적인 관계 또한 경쟁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휘 복잡성은 정확

성과 때로는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발달하고 때로는 경쟁적인 관계로 동

반 발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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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숙달도 집단별로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

앞서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서 복잡성과 정확성이 어떠한 관계로 발

달하는지 알아보았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각 숙달도 집단별 학습자들의

복잡성과 정확성이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6급 학습자 집단의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

에서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아래 <표 61>에서

보이듯이 6급 학습자들이 산출한 문장 길이와 문장당 무오류절 수의 관

계는 서사와 논증에서 모두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문장 길이와 오류 수의 경우 서사 장르에서만 정적 관계를 보였고 논

증 장르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사 장르의 문장

길이는 무오류 및 오류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6급 학습자들은 서사 장르에서 문장을 길게 산출

할수록 무오류절의 수도 많아질 수 있고 한편으로 오류의 수도 많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 오류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6급 학습자들의 서사 장르에서 나타난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은 동반 발

달한다고 할 수 없고 통사 복잡성이 높아지면 정확성이 낮아지는 등 경

쟁적으로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6급 학습자들의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서 나타난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논증

문장당 무오류절 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문장당 오류 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서사 논증 서사 논증

문장 길이 .917**/.000 .788**/.000 .364*/.048 .221/.240
다양도(D값) -.140/.459 .455*/.011 -.132/.486 .202/.285
다양도(CTTR) .008/.967 .444*/.014 -.213/.258 .186/.324

밀도 -.419*/.000 .115/.547 .128/.501 .338/.068
정교도 -.094/.621 -.013/948 -.002/.992 -.096/.612

*p<.05 **p<.01 ***p<.001

<표 61> 6급 학습자들의 복잡성과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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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에서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반 향상되는 반면 서사 장르에서는

통사 복잡성만 향상되고 정확성의 향상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6급 학습자들이 산출한 어휘의 다양도가 서사와 논증 장르에

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어휘 다양도와 문장당 무

오류절 수의 관계는 D값과 CTTR에서 모두 논증 장르와만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사 장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어휘 다양도와 오류 수 간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논증 장르에서만 어휘 다양도와 무오류절 수 간에 정적 관계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은 다양도가 높아지면 무오류절의 수도 증가한다는 의미

이다. 따라서 6급 학습자들의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나타난 어휘 다양도

와 정확성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논증 장르에서 어휘 다양도와 정확성이

지지적인 관계로 함께 발달하지만 서사 장르에서는 어휘 다양도와 정확

성 간에 관계가 없었으므로 어휘 다양도의 증가나 감소는 정확성과 관련

이 없고 정확성의 증가나 감소도 어휘 다양도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

다.

다음으로 6급 학습자들이 산출한 어휘의 밀도와 정확성이 어떠한 관계

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어휘 밀도와 무오류절 수는 서사 장르에

서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논증 장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어휘 밀도와 오류 수의 관계에서도 서사와 논증 두 장르에

서 모두 어휘 밀도와 오류 수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서사 장르에서 어휘 밀도와 무오류절 수가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휘 밀도가 높아질수록 무오류절 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6급 학습자들의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나타난 어휘 밀도와 정확성의 관

계를 확인해 보면 서사 장르에서는 어휘 밀도와 정확성이 동반 향상되지

않고 어휘 밀도가 높아지면 정확성이 낮아지거나 정확성이 높아지면 어

휘 밀도가 낮아지는 경쟁적 관계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논증 장르에서는 어휘 밀도의 증가나 감소가 정확성과 관련성이 없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급 학습자들이 산출한 어휘 정교도가 서사와 논증 장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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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확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서사와 논증 장

르에서 모두 어휘 정교도와 정확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6급 학습자들의 어휘 정교도 증가나 감소가 정확

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급 학습자들의 어휘 복잡

성은 서사 장르에서는 정확성과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고 논증 장르에

서는 지지적인 관계로 발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5급 학습자들이 산출한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서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아래 <표 62>에서 보이듯이 5급 학습자들

이 산출한 문장 길이는 서사와 논증 장르 모두에서 무오류절 수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오류 수와 문장 길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서사와 논증 두 장르에서 모두 오류 수와 문장 길이 간에

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5급에서는 문

장이 길어질수록 무오류절 수도 함께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5급에서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은 서사와 논증에서 모두 통사 복잡성이

높아지면 정확성도 같이 높아지는 지지적인 관계로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5급 학습자들이 산출한 어휘의 복잡성이 정확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

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어휘 복잡성의 3가지 구인인 어휘 다양도, 어

휘 밀도, 어휘 정교도 모두가 서사와 논증에서 무오류절 수와도 관계가

없고 오류 수와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5

문장당 무오류 절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문장당 오류 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서사 논증 서사 논증

문장 길이 .822**/.000 .741**/.000 .228/.226 .178/.348
다양도(D값) .023/906 -.016/.935 -.021/.913 -.220/.242
다양도(CTTR) -.033/.862 .248/.187 -.044/.816 -.116/.543

밀도 .126/.506 -.187/.321 .185/.328 -.145/.445
정교도 .305/101 -.167/.377 .137/.471 -.078/.681

*p<.05 **p<.01 ***p<.001

<표 62> 5급 학습자들의 복잡성과 정확성



- 280 -

급에서 어휘 복잡성의 증가나 감소는 정확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급에서는 통사 복잡성만 정확성과 동반 발달하고 어휘

복잡성의 발달은 정확성과 관계없이 발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5급 학습자들의 어휘 복잡성의 증가나 감소는 정확성과 관련성이 없

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4급 학습자들이 산출한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서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아래 <표 63>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4급 학습자들이 산출한 문장 길이와 무오류절 수의 관계는 서사와

논증 두 장르에서 모두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면, 문장 길이와 오류 수의 관계를 보면 서사와 논증 두 장르에서 모두

오류 수와 문장 길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는 문장 산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무오류절 수도

증가하여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반 상승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4급 학습자들의 경우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모두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반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급에서 학습자들이 산출한 어휘의 복잡성이 서사와 논증 장르

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어휘 복잡성의 3가지

구인 중 어휘 밀도만이 서사 장르에서 무오류절 수와 부적 관계를 가지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머지 어휘 다양도와 어휘 정교도는 서사와 논

문장당 무오류 절 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문장당 오류 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서사 논증 서사 논증

문장 길이 .532**/.002 .700**/.000 .048/.798 .183/.325
다양도(D값) .241/.191 .277/.132 -.149/.423 .020/.915
다양도(CTTR) .272/.138 .284/122 -.154/.408 -.231/.212

밀도 -.461**/.009 .123/.511 .226/.222 -.019/.919
정교도 .221/.233 -.271/.140 -.104/578 .171/.358

*p<.05 **p<.01 ***p<.001

<표 63> 4급 학습자들의 복잡성과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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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두 장르에서 모두 정확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즉, 다

양도와 어휘 정교도의 발달이 정확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4급에서 어휘 밀도와 정확성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사 장르에서 나타난 어휘의 밀도가 무오류절 수와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휘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무오류절 수도 낮아지고 정

확성도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4급 학습자들의 어휘 복잡성은 서

사 장르에서만 정확성과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고 논증 장르에서는 어

휘 복잡성과 정확성이 아무 관계없이 발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급 학습자들의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서 나타난 복잡성

과 정확성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아래 <표 64>

에서 볼 수 있듯이 3급에서 산출한 문장 길이는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모두 무오류절 수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반

면, 문장 길이와 오류 수의 관계를 보면 서사와 논증 두 장르에서 모두

오류 수와 문장 길이 간에 아무 관계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3

급 학습자들은 서사와 논증에서 문장 길이가 길어질수록 무오류절 수도

증가하는 등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반 발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

다. 따라서 3급 학습자들의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은 서사와 논증 두 장

르에서 모두 동반 발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3급에서 나타난 어휘 복잡성이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정확성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해 본 결과, 어휘의 다양도만이 서사와 논

문장당 무오류 절 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문장당 오류 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서사 논증 서사 논증

문장 길이 .627**/.005 .840**/.000 .279/.263 .115/.651
다양도(D값) -.170/.501 -.044/.861 -.072/.776 .449/.062
다양도(CTTR) -.312/.207 .307/216 .158/.531 .377/.123

밀도 -.624**/.006 -655**/.003 .518*/.028 .040/.874
정교도 -.129/.609 .298/.229 .647**/.004 -.191/.448

*p<.05 **p<.01 ***p<.001

<표 64> 3급 학습자들의 복잡성과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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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두 장르에서 모두 정확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휘 밀

도와 어휘 정교도는 정확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3

급 학습자들의 어휘 다양도의 증가는 정확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3급 학습자들의 어휘 밀도를 확인해 보면, 서사와 논증 두 장르

에서 모두 어휘 밀도가 무오류절 수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나타난 어휘 밀도가 높아질수록 무오류

절 수도 감소하거나 밀도가 낮아지면 무오류절 수가 증가한다는 의미이

다. 반면, 오류 수와 밀도 간의 관계를 보면, 서사 장르에서만 어휘 밀도

와 오류 수가 정적 관계를 보였고 논증 장르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 장르에서 나타난 어휘 밀도는 무오류절

수뿐만 아니라 오류 수와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논증 장르의 경

우 무오류 절과만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나타난 어휘 밀도는 정확성과 동반 발달하지 않고 하나가 증가

하면 다른 하나가 감소하는 양상으로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3급 학습자들이 산출한 어휘의 정교도가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서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해 본 결과, 우선 무오류절 수와 어휘 정교

도 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수와 어휘 정교도 간

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서사 장르에서만 오류 수와 어휘 정교도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논증 장르의 경우 오류 수와

어휘 정교도 간에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서사 장르의 어휘 정교

도는 정확성과 관계를 보였으나 이는 오류 수와의 정적 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어휘 정교도가 높아질수록 오류 수도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

국, 논증 장르에서의 어휘 정교도는 정확성과 관련이 없지만 서사 장르

에서의 어휘 정교도는 정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각 숙달도 집단별로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복잡성과 정확성

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3급, 4

급, 5급은 서사와 논증 두 장르에서 모두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반

발달하는 반면에 6급은 논증에서만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같이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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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사에서는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같이 발달하지 않았다. 3급, 4급,

6급 학습자들의 어휘 복잡성은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모두 정확성과 관

계가 있었으나 5급 학습자들의 어휘 복잡성은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모

두 정확성과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휘 다양도는 6급 학습

자들의 논증 장르에서만 정확성과 지지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어휘 밀도는 4급, 6급 학습자들의 서사 장르에서만 정확성

과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였으나 논증 장르에서는 정확성과 관계가 없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3급 학습자들의 어휘 밀도는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모두 정확성과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어휘 정교도의 경우 3급 학습자들의 서사 장르에서만 정확성과 경쟁

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숙달도 집단에서는 어

휘 정교도와 정확성 간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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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들의 언어 산출에서 복잡성과 정확성

이 숙달도 및 장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해 앞서 상정한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따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숙달도와 복잡성·정확성에 대한 논의

첫 번째 연구 문제는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문어 산출에서 복잡성·

정확성이 숙달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

문제는 숙달도별 학습자들의 복잡성과 정확성의 양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복잡성과 정확성도

함께 증가하는지, 역동적으로 증가하는지, 또는 각 숙달도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숙달도에 따라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복잡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통사 복잡성은 문

장 길이에 따른 통사 복잡성, 문장 확장에 따른 통사 복잡성, 문장 확장

유형에 따른 통사 복잡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숙달도에 따

라 문장 길이에 따른 복잡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숙달

도가 높아질수록 문장당 형태소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더 긴 문장을 생성해 내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간 한국어교육에서 형태

소를 기준으로 문장 길이에 따른 통사 복잡성을 측정한 기존 연구들(서

세정, 2009; 음승미, 2012; 김현아, 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숙달도별 집단 간에 문장 길이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통계적으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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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급과 4급, 3급과 5급, 3급과 6급 그리고 4급과 6급 간에서만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문장 확장에 따른 통사 복잡성이 숙달도에 따라 어떻게 나타

나는지 알아본 결과,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단문의 사용 비율이 낮아지면

서 복문의 사용과 문장당 절 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숙달도가 증가하면 많은 절을 사용하여 복문을 만들어내는 능력

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숙달도에 따라 복문의

비율을 측정한 음승민(2012), 주우동(2018)과 문장당 절 수를 측정한 남

주연 외(2016) 최예슬(2017) 주우동(2018)의 연구 결과와 같다. 문장 확

장과 관련하여, 숙달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에서는, 단문과 복문의 비율은 3급과 다른 급(4급, 5급, 6급)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4급 이후부터 복문을 안정적으로 사

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장당 절의 개수의 경우 3급과 4급, 3급

과 5급, 3급과 6급, 그리고 4급과 5급, 4급과 6급 사이에만 차이를 보였

다.

숙달도에 따른 대등절과 내포절의 사용을 측정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

를 확인해 보면 최예슬(2017)에서는 대등절의 사용이 숙달도에 따라 꾸

준히 증가하다가 고급에서 줄어드는 반면 내포절의 사용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주우동(2018)에서는 대등절과

내포절 모두 숙달도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특히 내포절의 경우 대등절보

다 증가의 폭이 더 크다고 밝혔다. 남주연 외(2016)에서는 대등절은 숙

달도에 따른 증가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내포절의 경우 숙달도에 따라 증

가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대등절과 내포절의 사용은 숙달도에 따라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

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등절과 내포절의 사용이 모두 숙달도에 따라 증가하

여 특히 내포절의 증가 폭이 대등절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u(2011), Ortega(2003), Wolfe-Quintero et al.(1998)에 의하면 학습자들

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내포절과 같은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문장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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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이 숙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등절보다 내포절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내포절을

주로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하였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숙달도가 높

아질수록 내포절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남주연(2015)의 연구

결과와도 같다.

그리고 내포절의 문장 구조가 대등절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숙달도

가 높아질수록 문장의 복잡성도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대

등절과 내포절의 사용 차이가 숙달도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문장당 대등절의 개수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숙달도가 높

아지더라도 대등절의 사용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내포절의 사용이 각 숙달도별 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3급과 4급, 3급과 5급, 3급과 6급 간 그리

고 4급과 5급, 4급과 6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포절의 사용량이 3급부터 5급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급에서

는 그 사용량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 확장 유형에 따른 통사 복잡성을 측정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최예슬(2017)에서는 관형사절이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상

승하였으나 명사절과 부사절은 숙달도별 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남주연 외(2016)에서는 부사절만 숙달도에 따른

발달 양상이 나타났고 명사절이나 관형사절, 그리고 인용절은 숙달도에

따른 발달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김현아(2016)에서는 명사절과

부사절의 사용이 숙달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관형사절은 5급

이후에 정체되었으며, 인용절 상승은 숙달도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하

였다. 남주연(2015)에서는 다른 절에 비해 부사절과 관형사절이 숙달도

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어진 과제나 장르에 따라 언어 양상이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내

포절의 사용이 숙달도에 따라 상승하였는데 특히 부사절과 관형사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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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있어 숙달도 집단 모두에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사

절의 사용은 5급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형별 내포절의 사용의 차이가 숙달도별 집단 간에 유의미한지 분

석한 결과, 명사절은 3급과 4급, 3급과 5급, 3급과 6급 간에 차이를 보였

으며, 관형사절은 3급과 5급, 3급과 6급, 그리고 4급과 5급, 4급과 6급 간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사절은 3급과 5급, 3급과 6급 그리고

4급과 5급, 4급과 6급 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인용절의 경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휘 복잡성의 분석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어

휘 복잡성을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우선 어휘 다양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산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어휘 구현 수와 서로 다른 어휘를

얼마나 많이 산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어휘 유형수가 숙달도가 올라갈수

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TTR 측정 방식에 따라 어휘 다양도

를 분석한 결과,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어휘 다양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TTR 측정 방식이 텍스트 크기나 길이에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TTR의 대안 방법으로 사용한 D

값과 CTTR를 통해 어휘 다양도를 측정한 결과,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

라 어휘 다양도도 같이 향상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어휘 다양도가 각 숙달도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D값을 통해 측정된 어휘 다양도는 3급과 6급, 그리고 4급

과 6급 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CTTR로 측정된 어휘 다양도에서도 3급

과 5급, 3급과 6급, 그리고 4급과 5급, 4급과 6급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3급과 4급은 5급, 6급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휘 다양도가 중급과 고급 사이에서만 두드러지게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정희(2020), 남주연(2015)의 연

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중급 수준까지 어휘 다양도가 크게 증가

하지 않고, 고급 정도 되어야 다양한 어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

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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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밀도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내

용어를 풍부하게 산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내용어의 산출을 확인해 본 결과,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내용

어의 산출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휘 밀도를

나타내는 총 어휘 대비 내용어의 비율은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도에 따라 어휘 밀도를 측정한 이경(

2015), 주우동(2019) 강정희(2020)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

었다. 어휘 밀도의 측정 방법이 TTR 측정 방법처럼 텍스트의 크기나 길

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어휘 밀도 측정에 대하여 Lu(2012)와

Wolf- Quintero(1998)는 숙달도별 집단 간의 어휘 밀도와 제2언어 쓰기

능력 사이에 관계성이 낮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어휘 밀도의 측정은

학습자의 어휘 발달을 측정하기에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와 같이 어휘 밀도의 측정은 숙달도별 집단 간의 차이를 잘 변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숙달도별 집단 간의 어휘 밀도 차이를 측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어휘 정교도는 학습자가 정교한 어휘를 얼마나 산출할 수 있는지를 보

여주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숙달도별 학습자들의 중·고급

어휘 사용을 확인해 본 결과, 숙달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어휘 정교도를 확인해보면 3급에서

8.6%, 4급에서 10.5%, 5급에서 12.1%, 6급에서 14.3% 정도였다. 본 연구

에서는 어휘 정교도를 중·고급 어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나 학습자들

의 어휘 정교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어서 숙달도별 집단 간에 어휘 정교도의 차이가 유의한지 분석한 결

과 3급과 5급, 3급과 6급 간, 그리고 4급과 6급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

를 통해 중·고급 어휘의 산출이 3급 이후부터 시작되고 6급에 도달했을

때 폭발적으로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달도별 학습자들이 산출

한 등급별 어휘를 확인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초급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미진(2017)과 주우동(2019)에서도 본 연구

와 같이 전체 어휘 중 초급 어휘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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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의 고급 어휘 사용은 상대적으

로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고급 어휘의

사용을 점차 늘릴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고급 수준의 어휘 산출을 유도

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숙달도와 통사 복잡성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측정 지표들이 숙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

히 문장당 형태소를 기준으로 문장 길이의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것이

숙달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문장 확장에 따른 통사 복잡성을 측

정하는 지표 중 문장당 절의 개수, 문장 확장 유형에 따른 통사 복잡성

을 측정하는 지표 중 문장당 내포절 수와 문장당 관형사절 수가 숙달도

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주연(2015)에서도

숙달도와 통사 복잡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산출 길이, 절의 산출,

내포절의 비율이 숙달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어 언어 산출에서 문장 길이뿐만 아니라 절의 사용, 내

포절의 사용, 관형사절의 사용이 숙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내포절의 사용은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

표 중 숙달도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 내포절의 사용이 숙달도를 예

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숙달도와 어휘 복잡성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는 모든 지표들이 숙달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어휘 다양도와 어휘 정교도가 숙

달도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남주연(2015)

과 같은 결과이다. 어휘 다양도 측정 지표 중 CTTR로 측정된 어휘 다

양도가 숙달도와 더 높은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어휘 다양도와 어휘 정

교도는 숙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특

히 CTTR은 어휘 다양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 숙달도와 가장 높은 상관

성을 보여 어휘 다양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겠

다. 따라서 어휘 복잡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휘를 반복적으로 산출

하는 것보다 다양한 어휘를 많이 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어휘 교육



- 290 -

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고급 수준의 어휘도 산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어휘 복잡성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통사 복

잡성에 비하면 더 느리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

는 지표들은 대부분 3급과 4급 간의 차이가 크지만 어휘 복잡성을 측정

하는 지표들은 대부분 3급과 4급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로써

어휘 복잡성이 통사 복잡성에 비해 느리게 발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확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정확

성을 무오류와 오류를 통해 측정하였다. 무오류를 통해 측정한 정확성은

무오류절의 비율과 문장당 무오류절 수를 통해 측정한 것이며, 오류를

통해 측정한 정확성은 문장당 오류의 개수를 측정함으로써 정확성을 측

정하였다. 무오류를 기준으로 정확성을 측정했던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김영주 외(2013)에서는 정확성의 발달이 퇴행과 상승이 반

복하면서 결국 높은 숙달도에 이른다고 하였다. 반면 서세정(2009)에서

는 숙달도가 향상될수록 무오류절의 수가 많아지면서 정확도가 높아진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무오류절의 비율이 숙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또한, 문장당 무오류절 수를 통해

측정한 결과에서도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무오류절 수가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류를 기준으로 정확성을 측정한 기존 연구의 결과

를 확인해 보면, 주우동(2019)에서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오류의 개수는

감소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문장당 오류 개수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달도 집단 간에 정확성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분석한 결과, 무오류절

의 비율은 3급과 4급, 3급과 5급, 3급과 6급 간, 그리고 4급과 5급, 4급과

6급, 그리고 5급과 6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무오류절의 비율이 각 집단마다 뚜렷하게 증가하였

다. 문장당 무오류절 수는 3급과 4급, 3급과 5급, 3급과 6급 간, 또한 4급

과 5급, 4급과 6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문장당 오류 수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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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도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6급과 4급,

6급과 3급 간, 5급과 3급 간, 4급과 3급 간에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숙달도와 정확성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 모든 정확성 측정 지표들이 숙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무오류를 기준으로 측정한 문장당 무오류절 수는 숙달도와 강한 상

관성이 있어 무오류절의 산출은 학습자의 숙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확성과 숙달도의 상관관계는 앞서 확인

했던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의 숙달도와의 상관관계보다 더 강한 상

관성을 보였다. 즉, 정확성이 복잡성보다 숙달도와 상관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정확성보다 복잡성이 숙달도와 더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 보고한 김영주 외(2013)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복잡성과 정확성의 하위 측정 지표들이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몇 배 정도 증가하였는지 확인해 본 결과, 복잡성을 측정하는 하위

측정 지표들의 수치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도 그 수치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반면 정확성을

측정하는 하위 측정 지표들의 수치의 경우 복잡성의 하위 측정 지표들에

비해 그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복잡성의 발달이 정

확성의 발달 속도에 비해 느리게 발달한다고 언급한 Ortega(1999)의 주

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 패턴에 대해서 Wolf-Quintero(1998)는

복잡성은 오메가 Ω형 발달 패턴으로 발달하지만 정확성은 U자형 발달

패턴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하위 측정 지표들은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선형적

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복잡성과 정확성을 측정하

는 지표들이 숙달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지점이 달랐지만 대체

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언어의 사용 증가가 선형적으로 증가

할 수 있으나 같은 속도로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Young, 1995).

다음으로 복잡성과 정확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지점인 시기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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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 문장 길이, 문장당 절 수,

문장당 내포절 수는 중급 내에서나 중급과 고급 사이에 유의미하게 증가

하였으며, 복문의 비율과 문장당 명사절 수는 중급 내에서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문장당 관형사절 수와 문장당

부사절 수는 중급과 고급 사이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 어휘 다양도와 어휘 정교도는 중급과

고급 사이에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 문장당 무오류절 수는 중급 내에서

나 중급과 고급 사이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문장당 오류 수도 중급

내에서나 중급과 고급 사이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오류절의 비율은 중급 내, 중급과 고급 사이, 고급 내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복잡성과 정확성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들은 때로는 중급 내에서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때로는 중급과 고급

사이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고급 내

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은 무오류절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이

외에 다른 지표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복잡성과 정확성은

숙달도에 따라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교육 시 복잡성과 정확성

을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의 향상

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2. 장르와 복잡성·정확성에 대한 논의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문어 산출에서 복잡성·

정확성이 서사와 논증 장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 문제는 장르가 다르면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의 복잡성과 정확

성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아니면 같은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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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장르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 조건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

문에 언어 산출에서도 복잡성과 정확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장르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르의 성격이

비교적 변별적인 서사와 논증에 주목하여 복잡성의 정확성의 양상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장르별로 나타난 복잡성 측정 지표들의 평균값을 비교

해 보았을 때, 서사적 글쓰기 장르에서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 단

문의 비율, 문장당 대등절 수, 문장당 명사절 수, 문장당 부사절 수, 어휘

다양도(D값), 어휘 다양도(CTTR), 어휘 밀도의 평균값이 논증 장르보다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논증적 글쓰기 장르에서는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 문장 길이, 복

문의 비율, 문장당 절 수, 문장당 내포절 수, 문장당 관형사절 수, 문장당

인용절 수,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 어휘 정교도의 평균값이

서사 장르보다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서사적

글쓰기에 비하면 논증적 글쓰기에서 복잡성을 측정하는 많은 지표들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 논증적 글쓰기에서 복잡성이 더 높게 나타났음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서사적 글쓰기보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더 복잡한 언어를 생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장르별로 나타난 정확성 측정 지표들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서사적 글쓰기 장르에서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 문장당 오류

수에 대한 평균값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논증적 글쓰기 장르의 경우 무

오류절 비율과 문장당 무오류절에 대한 평균값은 서사 장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 무오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무오류절의 비율과 문장당 무오류절 수의 평균값이 논증적 글

쓰기 장르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오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문장당

오류 수의 평균값은 서사적 글쓰기 장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서사적 글쓰기에서 오류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사적 글쓰기 장르보다 논증적 글쓰기 장르에서 정

확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논증적 글쓰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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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정확한 언어를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장르의 평균

값의 차이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잡성과 정확성이 장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통사 복잡성이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사 복잡성의 하위 요인들 중 문장 확장에

서 차이가 없었으나 문장 길이와 문장 확장 유형에서는 두 장르 간에 차

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장 확장 유형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 중 문장당 내포절 수와 유형별 내포절 수의 사용이 두 장르

간에 차이를 보였다. 어휘 복잡성의 하위 요인들인 어휘 다양도와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 모두 장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은 장르에 영양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르의 영향을 살핀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Yau와 Belanger(1984)에서는 모든 측정에서 서사적 글쓰기보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더 높은 복잡성이 보였으나 서사적 글쓰기에서는 논증적 글

쓰기보다 더 긴 문장이 생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Hwang(2012)에

서는 논증적 글쓰기보다 서사적 글쓰기에서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더

높게 나타나며, Yoon과 Polio (2017)에서는 서사 장르보다 논증 장르의

통사 복잡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산출 길

이를 측정하는 모든 측정 지표들이 장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

다. 이 외 서사와 논증을 비교한 Lu(2011)와 Way et al.(2000)의 연구에

서도 서사 장르보다 논증 장르에서 복잡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

다.

한편, 어휘 복잡성이 장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연구에서,

Hwang(2012)에서는 어휘 밀도는 논증 장르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어휘

정교도와 어휘 다양도는 서사 장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Yoon과 Polio(2017)에서는 논증 장르에서 어휘 정교도가 높게 나타난 반

면, 서사 장르에서는 어휘 다양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구체적으

로, 논증 장르에서 학습자들이 주로 정형화된 문형(formulaic phrase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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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거나 프롬프트에서 제시된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휘 다양도가 낮게 나타

난다는 것이다. 또한 장르별 어휘 차이를 분석한 강정희(2020)에서는 어

휘 다양도는 주장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설명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휘 정교도의 경우 주장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

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서사 장르보다 논설문, 설명문과

같은 비서사 장르에서 통사 복잡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휘 복잡성의 경우 어휘 다양도는 서사나 설명문에서 더 높게 나

타나지만 어휘 정교도의 경우 서사나 논증, 또한 주장문에서도 높게 나

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서사 장르에서 명사절과 부

사절을 많이 산출하였으며, 어휘 밀도와 어휘 다양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논증 장르에서는 내포절의 사용이 뚜렷하고, 관형사절과 인용

절을 사용하여 더 긴 문장들을 생성하였으며, 어휘 정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이 두

장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장르에 따라 어

휘 사용과 문장 길이 또한 절의 사용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서

사 장르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으로, 학습자들

은 이러한 쉬운 성격을 가진 서사 장르를 기술할 때에는 보다 다양한 어

휘나 내용어를 풍부하게 사용하였다. 이에 서사 장르에서 어휘 다양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명사절을 사용하가나 선후 관계이나 배경·상황을 설명할 때는 부사절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논증 장르의 경우 주어진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논증해야 하므로 학습자들은 이러한 글을 작성할 때 서사 장

르에 비해 정교한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수식 관계가 포함되는 관형사절이나 인용절을 많이 사용하여 자신의 생

각이나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을 측정하는 모든 하위 요인들의 경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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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

문과 논설문 간의 정확성 차이를 살펴보았던 주우동(2019)에서도 장르

간에 정확성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Yoon and Polio(2017)에서도

복잡성 측면에서 장르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확성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발달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정확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Yoon와 Polio

(2017)는 정확성의 변화를 종적으로 살펴보았던 Polio와 Shea(2014)에서

도 정확성 측정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결국 정확성의 향상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정확성이 장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장르별 정확성이 숙달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분

석한 결과, 6급 학습자 집단에서만 장르에 따라 정확성이 다르게 나타나

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장르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6급 집단에서만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확성은

장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6급 학습자들의 장르별

정확성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65>에서 보듯이 문장당 무오류절 수를

제외한 나머지 측정 지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측정 지표들의 평균값을 보면, 무오류절의 비율은 서사 장르보다 논증

장르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6급 학습자들은 서사 장르보다 논증 장

르에서 절을 더 정확하게 산출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문장당 오류

수의 평균값도 논증 장르에서 낮게 나타나 6급 학습자들의 정확성이 논

증 장르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확성이

장르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의 학습자나 다양한 유

형의 장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측정 지표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무오류절 비율
서사 30 73.9 10.58

-3.671/.001**
논증 30 81.4 9.64

<표 65> 6급 학습자의 장르별 정확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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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은 장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정확성은 6급 학습자 집단에서만 장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 집단에서 장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숙달도가 높은 6급 학습자 집단에서만 장르의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르는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 그리고 정확

성 향상을 위해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장르에

따라 복잡성과 정확성이 다른 양상을 보였으므로 학습자들이 더 높은 복

잡성과 정확성을 문어 산출에서 보일 수 있도록 글쓰기 교육 시 장르의

유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르의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결국 다

양한 언어 산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통

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 모두 장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정확성은 6급 학습자 집단에서만 장르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므로,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의 증가만 숙달도 및 장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정확성의 향상은 숙달도 및 장르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6급 학습자 집단의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은 장르에 영향을 받지만 정확성은 6급

학습자 집단의 장르에만 영향을 받는다.

3. 복잡성과 정확성 관계에 대한 논의

세 번째 연구 문제는 복잡성과 정확성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이다. 이

연구 문제는 복잡성과 정확성 두 구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복잡성

문장당 무오류절 수
서사 30 2.7 0.86

-1.308/.201
논증 30 2.9 0.67

문장당 오류 수
서사 30 1.1 0.46

3.283/.003**
논증 30 0.8 0.4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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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확성이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발달하는지, 아니면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우선 두 장르에서 나타나는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확인

한 다음에 숙달도 집단별로도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CAF 구인들은 동일하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

호 지원적으로 때로는 경쟁적으로 발달한다. 이는 Skehan (1998)의 상호

반비례 효과와 Robinson(2005)의 인지 가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Skehan(1998)의 상호반비례 효과는 학습자들이 더 복잡한 과제를 수행

할 때 언어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반면 정확성이 감소되고 단순한 관제의

경우 복잡성이 낮아지고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Robinson(2005)의 인지 가설은 정확성과 복잡성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인지적 요구가 복잡한 과제일수록 복잡성과 정확성이 함께 발달한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본 연

구의 언어 산출 과제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먼저 서사 장르와 관련된 ‘유학 생활’ 주제는 학습자가 인지적 부담

없이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와 같은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가장 친숙

한 주제이며, 반면 논증적 장르의 주제인 ‘소셜미디어’는 학습자가 자신

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논증하여 기술해야 하는 주제로 서사적 글쓰기 장

르에 비하면 난이도가 조금 높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앞에서 살펴본 두 가설로 미루어 보면, Skehan(1998)에 의하면

서사 장르는 친숙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잡성이 낮아지고 정확성

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Robinson(2005)의 인지 가설 관점

에서 보면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난이도가 높은 논증 장르의 경우

Skehan(1998)의 관점에서 보면 복잡성이 높고 정확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Robinson(2005)의 관점에서 보면 복잡성과 정확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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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하고 쉬운 성격을 가진 서사적 글쓰기 장르의 분석 결과를 보면

복잡성과 정확성의 평균값이 일관적으로 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정 지표에서는 높게 나타났고 어떤 측정 지표에서는 낮게 나타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어려운 성격을 가진 논증적 글쓰기

장르의 분석 결과에서도 서사적 글쓰기 장르와 비슷하게 어떤 측정 지표

에서는 복잡성이 높게 나타났고 어떤 측정 지표에서는 정확성이 낮게 나

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 중 문장 길이 측정 지표와 어휘 복

잡성 측정 지표들이 정확성 측정 지표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적 분석 방법인 상관분석 방법을 실

시하였다.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알아본 결

과,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 모두에서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서로 지지

적인 관계로 동시에 발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어휘 복잡성의 경우

정확성과 지지적인 관계와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가 각 숙달도 집단별로 어떻

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3급 학습자 집단의 복잡성과 정

확성 관계는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모두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은 지지적

인 관계로 동반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어휘 복잡성 측면에서는 어휘

밀도가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모두 정확성과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휘 정교도의 경우 서사 장르에서 정확성과 경쟁

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3급 학습들은 다른 숙달도 집단에

비하면 목표어에 대한 어휘 지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어휘 사용에

있어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였으므로 어휘 복잡성과 정확성이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감안해 보

면 3급 학습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

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더라도 정확한 어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급 학습자 집단의 복잡성과 정확성 관계는 서사와 논증 두 장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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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발달하는 모습을 보

였으나 어휘 복잡성 측면에서 어휘 밀도와 정확성은 서사 장르에서 경쟁

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서 어휘 밀도는 내용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4급 학습자들은 내용어 사용에 오류를

많이 범하였으므로 정확성과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즉, 4급 학습자들은 내용어 사용, 즉 어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을 파악할 수 있다.

5급 학습자 집단의 복잡성과 정확성 관계는 서사와 논증 두 장르에서

모두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발달하였으나 어휘

복잡성의 경우 서사와 논증 두 장르에서 모두 정확성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급 학습자들이 어휘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

지 않았으므로 어휘 복잡성은 정확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6급 학습자 집단의 복잡성과 정확성 관계는 서사 장르에서 통사 복잡

성과 정확성이 경쟁적인 관계로 동반 발달하지 않았으나 논증 장르에서

는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서사 장르에서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 간에 경쟁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앞서 분석한 장르별 문장당 오류 수에서 확인하였듯이 6

급 학습자들은 논증 장르보다 서사 장르에서 문장당 오류가 더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은 서사 장르에서 경

쟁적인 관계로 발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휘 복잡성 측면에서는 어휘 다양도가 논증 장르에서 정확

성과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발하였으나 서사 장르에서는 어휘 밀도가 정

확성과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6급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높아지면서 이미 다양한 어휘를 접하고 배웠으므로 논증 장르

를 기술할 때 보다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였기에 어휘 다양도와 정확성은

논증 장르에서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발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러나 서사 장르에서 어휘 밀도와 정확성 간에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6급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높고 목표어를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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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어,

즉 어휘 사용에 아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에는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오류 비율도 높게 나타

났기 때문에 6급 학습자들의 어휘 복잡성과 정확성 관계는 장르 유형에

따라 때로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발달하지만 때로는 경쟁적인 관계로 발

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숙달도에 따라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급 학습자들은 서사 장르에서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지지적인 관계

로 발달하였으나 어휘 복잡성과 정확성은 경쟁적 관계로 발달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Skehan(1996)의 상호반비례 가설을 지지한다

고 볼 수 있다. 반면, 논증에서도 서사 장르와 동일하게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지지적인 관계로 발달하였으나 어휘 복잡성과 정확성은 경쟁적

으로 발달하였으므로 Skehan(1996)의 상호반비례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4급 학습자들은 서사 장르에서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지지적인 관

계로 발달하였으나 어휘 복잡성과 정확성은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였으

므로 이러한 결과는 역시 Skehan(1996)의 상호반비례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논증 장르에서는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지

지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는 Robinson(2001b)의 인

지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5급 학습자들은 서사와 논

증 장르에서 모두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가 지지적인 관계로 발달

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5급 학습자들의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 모두

Robinson(2001b)의 인지 가설을 지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6급 학습자들은 서사 장르에서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이 정확성과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는 Skehan(1996)의 상

호반비례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논증 장르에서는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이 정확성과 지지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모습

을 보였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Robinson(2001b)의 인지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302 -

이상으로 숙달도와 복잡성·정확성, 장르와 복잡성·정확성, 복잡성과 정

확성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복잡성과 정확성이 숙달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중

문장 길이, 문장당 절 수, 문장당 내포절 수, 문장당 관형사절 수, 어휘

복잡성 측정 지표 중 어휘 다양도와 어휘 정교도 등은 숙달도와 높은 관

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휘 복잡성의 발달이 통사 복잡성의 발달보다 더 늦게 일어나

고 복잡성은 정확성에 비해 더 느리게 발달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이 장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정확

성은 6급 학습자 집단의 장르에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복잡성과 정확성은 두 장르에서 모두 지지적-경

쟁적 관계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복잡성과 정확성을 숙달도 집단

별로 분석한 결과 숙달도 집단 및 장르에 따라 복잡성과 정확성이 때로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고 때로는 지지적인 관계로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교육적 시사점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들의

문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의 양상이 시사하는 교육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숙달도에 따른 복잡성과 정확성의 분석 결과, 복잡성과 정확성을

측정하는 하위 측정 지표들이 숙달도에 따라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이 숙달도 단계마다 뚜렷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

서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의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

다면, 학습자들의 복잡성과 정확성을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



- 303 -

한 교육이 필요한가?

먼저 통사 복잡성에 대해 논의해 보면 통사 복잡성은 문장 확장과 관

련이 깊다. 이에 학습자들이 문장 확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내포절의 이해와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포의 통사적 연결 구조가 다른 유형에 비하면 인지적으로 처리

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내

포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내포문의 생성 능력도 중요해진다. 따라서

내포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시키는 다양한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포절을 이끄는 전성어미와 연결어미를

별도의 문법 단위로 제시하여 설명하는 것보다 전성어미와 연결어미는

절을 이끄는 문장 확장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인식하도록 제

시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전성어미와 연결어미에 의해 문장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문장 확장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도 갖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학습자들의 문장 확장 생성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어휘 복잡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어휘 복잡성은 학습자가 얼

마나 다양한 어휘를 산출할 수 있고 얼마나 정교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

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학습자들이 아무리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더

라도 어휘 수준이 초급 어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학습자의 어휘

복잡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휘 복잡성의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휘와 정교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

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어휘 다양도에 대해 살펴보면, 어휘 다양도는 학습자가 어휘의 반

복 사용을 피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

자들이 하나의 의미에 대하여 한 어휘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해당 어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어휘를 알고 있어야 같은 어휘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휘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유의어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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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유의관계 측면에서 어휘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에 학습자들에게 유의어를 목록화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다양

한 과제나 활동을 통해 유의어를 학습하고 익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

의어 교육 시 해당 어휘들의 사용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문맥을 통해 함

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학

습자들이 상황에 맞는 알맞은 어휘를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어휘 정교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어휘 정교도는 고급 수준

의 어휘나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

용 빈도가 낮고 전문적인 고급 어휘들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사용 어휘

보다 이해 어휘로만 머물러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고급 어휘의 사

용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휘 정교도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고급 수준의 어휘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

요하다.

어휘 교육의 목표는 결국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러므로 이해 어휘를 사용 어휘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시키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사용 빈도가 낮은 전문적인 고급 어휘라

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해 어휘에서 사용 어휘로 전환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어휘를 교육할 때 교수자들은 낯선 어휘나 고급

수준의 어휘를 학습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단계를 넘어서서 해당 어휘들

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기회를 줌으로써 사용 어휘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향후 학습자들의 고급 어휘의 사용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확성 측면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본 연구의 오류 분석 결

과, 조사 오류와 어휘 오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다른 연구들과 같은 결과로 역시 조사 오류와 어휘 오류는 정

확성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 오류 중 타동사

서술어가 목적어를 요구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주격조사를 잘못 사

용하거나 형용사 서술어나 자동사 서술어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목적격조사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한 대치 오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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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았다. 이러한 오류들은 학습자들이 서술어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이다. 따라서 조사를 교육할 때 조사의 의미 기능

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서술어의 용언 종류를 고려하여 조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게 된다면 조사 사용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휘 오류의 경우 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어휘 간의 의미 혼동

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와 피동 표현 ‘되다’의 사용을 잘 인식하지 못해

‘되다’ 대신에 ‘하다’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가 가장 많았다. 전자

는 학습자들이 해당 어휘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나 이를 어떠한 상

황에서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 교육 시 학습자들이 유사 의미를 가진 어휘들 간에 차이를

인지하도록 문맥을 통해 설명해 줘야 한다. 후자의 경우 학습자들은 문

장을 구성할 때 주어와의 호응을 생각하지 않고 문장을 만들어 발생한

오류일 수도 있고 피동 표현을 어떠한 상황·맥락에서 사용해야 할지 구

별하지 못해 발행한 오류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피동의 의

미를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동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맥락을 학

습자들이 인지하도록 설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학습자

들이 인지하게 된다면 학습자들의 어휘 선택에도 도움이 되고 오류도 또

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장르가 복잡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

록 하겠다. 분석 결과, 서사 장르에서 명사절과 부사절이 많이 산출되었

으며, 어휘 밀도와 어휘 다양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논증 장르에서는

문장을 더 길게 생성하였고, 관형사절과 인용절을 많이 산출하였다. 정확

성의 경우 두 장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 3급-5급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6급에서 장르에 따라 정확성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이 장르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장르가 복잡성과 정확성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제2언어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지만 그 중 장르 역시 복잡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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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교육을 통해 복잡

성과 정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장르를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장르가 한국어 복잡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서사와 논증 장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 유형이 한국어 학습자의 복잡성과 정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즉 장르 유형에 따라 복잡성과 정확성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어 글쓰기에서 장르별로 나타나는 복

잡성과 정확성을 밝혀내어 이를 평가나 글쓰기 교육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은 두 장르에서 모두 지지적-경쟁적 관계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를 숙달도 집단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은 숙달도 집단 및 장르에 따라 때로는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고 때로는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발달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로써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는 숙달도 및 장르에 따라 상호 반비례 가설과

인지 가설을 지지하였다.

특히 숙달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중에서 6급 학습자들은 논증 장르

에서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이 정확성과 지지적인 관계로 동반 발달

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이나 상황에 따

라 난이도가 높은 장르나,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언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르 유형과 숙달

도는 복잡성과 정확성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 관계를

확인할 때 장르뿐만 아니라 숙달도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 관계에 있어 어떠한 구인들이 동

반 발달하였고 어떠한 구인들이 동반 발달하지 못하였는지 확인해 본 결

과, 3급은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모두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반 발

달하였으나 어휘 복잡성과 정확성은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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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은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모두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반 발달하

였으나 어휘 복잡성은 논증 장르에서만 정확성과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보면 3급과 4급에서는 어휘 사용에 대한 정확성

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급과 4급에서는 어휘 정확성에 더

초점을 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5급은 서사와 논증 장르에서

모두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이 동반 발달하였으나 6급은 서사 장르에서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이 정확성과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였고 논

증 장르에서는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은 정확성과 동반 발달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6급 학습자들은 서사 장르에서 복잡성과 정확성

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6급에서는 어휘뿐만 아니라 조사 정확성

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복잡성과 정확성이 숙달도 및 장르 유형에 따라 어떠한 관

계로 발달하는지 관찰한다면 숙달도 수준에 따라 어떠한 구인들이 동반

발달하고 어떠한 구인들이 동반 발달하지 못하는지 탐구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미약한 어휘나 문법 부분을 포착하여 이

에 대한 교육적 처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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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복잡성과 정확성을 고찰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복잡성과 정확성이 특정 과제, 즉 장르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

이고 복잡성과 정확성 자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힌 연구

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사 복잡성에만 중점을

두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언어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설명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습자들이 산출한 언어에서 복잡성과 정확성이

숙달도 및 장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핀 후 복잡성과 정확성 구

인 자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들이 작성한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

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복잡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학습자 언어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

적인 측면에서 여러 하위 측정 지표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복잡성은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통사 복잡성

은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문장 확장 유형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어휘 복

잡성은 어휘 다양도, 어휘 밀도, 어휘 정교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한편

정확성의 경우 오류와 무오류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지표들을 토대로 측정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문장 길이, 문장 확장, 문장 확장 유형은 숙달

도가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어휘 다양도와 어휘 정교도는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확성을 측정하는 무오류 측정과 오류 측정 모두 숙달

도가 올라갈수록 정확도가 더불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숙달도가 증가하면 복잡성과 정확성도 함께 발달한다는 점을 보여 준

다.

또한 통사 복잡성의 발달과 어휘 복잡성의 발달을 비교해 본 결과 어

휘 복잡성이 통사 복잡성보다 느리게 발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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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정확성의 하위 측정 지표들이 각 숙달도 집단 간에 몇 배 정도 증

가하였는지 확인해 본 결과, 복잡성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들에 비해 정

확성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들 간에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복잡성이 정확성에 비해 느리게 발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숙달도와 통사 복잡성·어휘 복잡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통사

복잡성 측정 지표 중 문장 길이, 문장당 절의 개수, 문장당 내포절 수와

문장당 관형사절 수는 숙달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휘

복잡성 측정 지표 중 어휘 다양도와 어휘 정교도는 숙달도와 높은 상관

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숙달도와 정확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문장당 무오류절 수는 숙달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도별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 항목들의 사용을 분석한 결과, 숙달도

가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문법 항목의 개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문법

항목의 종류도 많아졌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숙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대등절과 내포절을 산출하여 문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

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리고 장르 간 통사 복잡성 관련 문법 항목

들의 사용을 분석한 결과 장르에 따라 학습자들은 다른 문법 항목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숙달도별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분석한 결과, 모든 숙달도 집단에서 조사 오류와 어휘 오류가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르 간 오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사 오류와 어휘 오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장르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사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 문

장 길이와 문장 확장 유형은 두 장르 간에 차이를 보였다. 어휘 복잡성

의 경우 모든 하위 측정 지표들이 두 장르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서사 장르에서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많이 산출하였으며, 어휘 밀

도와 어휘 다양도가 높게 나타났다. 논증 장르에서는 내포절의 사용이

뚜렷하였고, 관형사절과 인용절을 사용하여 더 긴 문장들을 생성하였으

며, 어휘 정교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확성 측정의 경우 전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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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무오류 측정과 오류 측정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6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측정에서는 무오류절 비율과 문장당

오류에서 차이를 보였다.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경우 장르와 상관없

이 오류를 많이 범하였으므로 정확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통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이 장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정확성은 6급 학습자 집단에서만 장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잡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사 장르와 논증 장르에서 모

두 통사 복잡성과 정확성은 지지적인 관계로 발달하였으나 어휘 복잡성

의 경우 정확성과 지지적인 관계와 경쟁적인 관계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

였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숙달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는 숙달도 집단 및 장르에 따라 복잡성과 정확성이 때로는 경쟁적인 관

계로 발달하고 때로는 지지적인 관계로 발달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지적

-경쟁적 관계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6급은 논증 장르에서 통

사 복잡성과 어휘 복잡성은 정확성과 동반 발달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 관계가 장르 유형뿐만 아니

라 숙달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은 숙달도에 따라 대체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이 숙달도 단계마다 두드러지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 복잡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사 복잡성의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내포절을 사용한 문장 확

장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어휘 복잡성의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유의관계의 교육과 고급 어휘의 사용을 늘릴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정확성의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정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조사와 어휘의 오류

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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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르가 복잡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 시 복잡성과 정확성의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장르를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는 복잡성과 정확성이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는 데 장르

와 숙달도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습자

언어의 복잡성과 정확성을 관찰할 때 장르뿐만 아니라 숙달도 수준에 대

한 고려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들의 문어 산출에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을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였는지에 대해 밝혔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장르에 관심을 두고 복잡

성과 정확성이 장르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복잡성과

정확성 구인 자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이때 두 장르에서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의 발달 관계

를 밝히는 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각 숙달도 집단에서 복잡성과 정확

성이 장르에 따라 어떠한 발달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들의 산출 자료를 수집하였

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국적을 균형적으로 수집하지 못했다. 특히 연구

참여자 중 베트남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의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있는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분석하지 못했다. 연구

자료의 경우 통시적 연구(diachronic study)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가 아

닌 유사 통시적 연구(pseudo-longitudinal study)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

를 분석하였으며,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남는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모어가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표

본 수집 시 연구 참여자의 국적을 균형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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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국적이나 모어를 고려하여 자료를 균형적으로 수집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중 중국어 모어 화자와 베트남어 모

어 화자가 상당수였다. 그러므로 모어가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국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

닌 학습자의 숙달도를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경우 이러한 요인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모어를 고려한 복잡성과 정확성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언어권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각 언어권 집단에서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의 양상이 언

어권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났는지, 혹은 다르게 나타났는지 밝히기 어렵

다. 따라서 언어권에 따라 나타난 복잡성과 정확성 양상을 비교하여 이

들 간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복잡성과 정확성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언어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숙달도와 장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기에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복잡성과 정확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관계로 발달하는

지에 대해 살핀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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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중·고급 어휘 목록
1) 유학 생활

3급

중

급

어

휘

한국어, 않다, 대하다, 위하다, 적응, 님, 과정, 한국인, 체험, 통하다, 사회,
어려움, 활동, 적, 한국말, 실력, 차이, 겪다, 낯설다, 장학금, 인생, 그래도,
생활비, 지식, 경우, 환경, 생, 씩, 일상생활, 포기, 게다가, 따라서, 문법, 알
아듣다, 여유, 자신감, 기대, 삶, 순간, 실제로, 연구, 온라인, 달리, 따르다,
발표, 보람, 설레다, 쌓이다, 편, 학비, 관련, 근데, 동아리, 발음, 후회, 되게,
발생, 부담, 불구하다, 예의, 과목, 듣기, 사투리, 아쉽다, 점차, 참가, 각, 국
가, 번역, 부동산, 생생하다, 신경, 어색하다, 의지, 자연스럽다, 적용, 즉, 거
치다, 과학, 그룹, 독립, 밝히다, 비용, 오해, 완벽, 전통, 중국인, 지역, 흥미,
각국, 다행, 사라지다, 상담, 시스템, 신입생, 용감하다, 제한, 창피, 책임, 가
스, 격려, 관, 기념, 기본적, 끊임없이, 넓히다, 다정, 다행스럽다, 당연하다,
맨, 문의, 본인, 볼링, 사촌, 살찌다, 시각, 원룸, 윗사람, 이동, 장기적, 전자,
조언, 존중, 책임지다, 해소, 회

고
급
어
휘

격리, 소통, 의사소통, 인턴, 자가, 파고들다, 견문, 교과, 끼리, 농장,
북적거리다, -실, 편입, 풍토, 흥미진진하다

4급

중
급
어
휘

한국어, 않다, 대하다, 위하다, 적응, 님, 과정, 또한, 한국인, 체험, 통
하다, 상황, 사회, 어려움, 자기, 적, 한국말, 실력, 차이, 겪다, 낯설
다, 장학금, 인생, 추억, 그래도, 생활비, 지식, 참여, 경우, 말하기, 박
사, 없이, 환경, 외로움, 공간, 방식, 씩, 일상생활, 포기, 학습, 해결,
게다가, 극복, 따라서, 문법, 성장, 알아듣다, 이루다, 자신감, 진행,
째, 경제적, 과제, 사회생활, 삶, 실제로, 온라인, 인하다, 자, 합격, 달
리, 따르다, 발표, 보람, 비하다, 설레다, 쌓이다, 장점, 제대로, 지원,
편, 향상, 교류, 근데, 동아리, 반면, 발음, 봉사, 쓰기, 표현, 학과, 후
회, 꾸준히, 단점, 마찬가지, 발전, 부담, 불구하다, 예의, 원래, 응원,
적극적, 정부, 개발, 개인, 겨우, 과목, 깨닫다, 너무나, 늘리다, 당하
다, 대신, 듣기, 마련, 인상적, 집중, 참가, 풍습, 향수, 가능, 각, 경복
궁, 고려, 당연히, 등록금, 목표, 문화적, 비교적, 비자, 살펴보다, 서
투르다, 수준, 시기, 신경, 외, 우울, 자연스럽다, 장단점, 절대, 정,
즉, 채우다, 측면, 통과, 특징, 활발하다, 흥미롭다, 거치다, 나아지다,
담다, 대로, 독립, 두려움, 발달, 밝히다, 비용, 선진국, 시대, 어쩌다,
여간, 완벽, 용기, 유창하다, 인간, 접하다, 정보, 지역, 진심, 최선, 한
편, 허락, 흥미, 가득하다, 각자, 고통, 곳곳, 관리, 기본, 다행, 대표
적, 돌보다, 매력, 모험, 방해, 변화, 보고서, 볼거리, 부정적, 비록, 살
아가다, 상당히, 설득, 아마도, 아시아, 연구자, 예컨대, 오랜, 완성,
외모, 용감하다, 유지, 잇다, 제공, 제한, 주의, 책임, 최대한, 취하다,
타인, 가입, 결합, 경향, 곁, 고객, 곱다, 구성, 국민, 균형, 긍정적, 기
사, 늘이다, 다만, 달라지다, 대, 데리다, 돌아보다, 동의, 두려워하다,
따라가다, 딱, 떠나오다, 무조건, 문자, 밉다, 반복, 분리, 비롯하다,
상관, 상식, 설명서, 수면, 시도, 시력, 실험, 야경, 양보, 언론, 언젠
가, 엊그제, 역사적, 연구원, 연장, 용돈, 운명, 위로, 음주, 이끌다, 이
제야, 익히다, 재학생, 전날, 절망, 접근, 정책, 차이점, 초급, 초청, 추
가, 충분히, 태우다, 판단, 평가, 풀리다, 현대적, 형식, 혹은, 효과, 효
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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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
어
휘

의사소통, 소통, 학업, 석사, 격리, 경영학, 도우미, 습득, 어학, 연수, 자가,
강화, 거리02, 관하다, 나날, 논문, 능숙하다

5급

중
급
어
휘

한국어, 않다, 대하다, 감, 원, 위하다, 적응, 님, 과정, 또한, 한국인,
체험, 통하다, 상황, 사회, 어려움, 활동, 자기, 적, 한국말, 실력, 차
이, 겪다, 낯설다, 장학금, 인생, 추억, 그래도, 생활비, 지식, 참여, 경
우, 말하기, 박사, 없이, 환경, 생, 신기하다, 외로움, 방식, 씩, 일상생
활, 포기, 학습, 해결, 게다가, 극복, 따라서, 문법, 성장, 알아듣다, 여
유, 이루다, 자신감, 진행, 째, 강의, 경제적, 과제, 기대, 삶, 순간, 실
제로, 영향, 온라인, 인하다, 자, 합격, 달리, 따르다, 발표, 버티다, 보
람, 비하다, 설레다, 쌓이다, 장점, 제대로, 지원, 편, 학비, 향상, 관
련, 교류, 근데, 기술, 도전, 동아리, 반면, 발음, 봉사, 신나다, 쓰기,
연구실, 중국어, 진학, 표현, 학과, 후회, 결국, 꾸준히, 늘어나다, 다
행히, 단점, 마찬가지, 발생, 발전, 부담, 불구하다, 예의, 원래, 응원,
적극적, 개인, 깨닫다, 너무나, 눈치, 늘리다, 대신, 듣기, 따다, 및, 사
투리, 아쉽다, 풍습, 향수, 가능, 각, 고려, 구하다, 국가, 당연히, 마무
리, 목표, 문화적, 밟다, 번역, 부동산, 비자, 살펴보다, 생생하다, 서
투르다, 수준, 시기, 시설, 시절, 어색하다, 여전히, 오히려, 외식, 우
울, 의지, 자연스럽다, 적용, 절대, 정신, 채우다, 활발하다, 흥미롭다,
개인적, 계기, 괴롭다, 교통수단, 귀국, 그룹, 다짐, 단계, 독립, 동료,
디자이너, 발달, 상태, 선진국, 솔직히, 시대, 실망, 어쩌다, 언급, 오
해, 완벽, 인간, 인연, 읽기, 입맛, 전통, 정보, 지역, 진심, 차별, 최선,
토론, 통역, 평생, 가득하다, 각오, 강사, 계좌, 관리, 기관, 기본, 꿈꾸
다, 나아가다, 넉넉하다, 당황, 대단하다, 독감, 마디, 모험, 무시, 물
가, 방해, 보험, 부모, 분야, 사생활, 살아오다, 상담, 상당히, 상대적,
소녀, 수많다, 시스템, 신입생, 쓰이다, 아마도, 아울러, 엄격, 여유롭
다, 열정, 예상, 오랜, 운, 의존, 이루어지다, 일단, 자료, 자유롭다, 전
문, 정신없이, 제도, 종종, 중단, 차원, 참석, 최대한, 축제, 충격, 허
가, 회식, 가정, 가치, 간, 갈수록, 감동, 감정, 개최, 검색, 결코, 경영,
경쟁, 고정, 굉장히, 구조, 그나마, 급속히, 급증, 기적, 깜박하다, 깨
우다, 남부, 넘치다, 노동, 높이다, 당당하다, 당시, 돌아다니다, 둘러
싸다, 때때로, 마침, 만족스럽다, 망하다, 맡다, 머릿속, 머물다, 몹시,
무리, 바람직하다, 바치다, 발견, 배려, 부, 상사, 서운하다, 선, 선정,
속담, 신고, 실습, 실천, 심, 심각하다, 쐬다, 쓰러지다, 아깝다, 아끼
다, 안정, 양국, 어느새, 에너지, 예절, 예정, 올바르다, 옮기다, 요청,
워낙, 유일, 이용자, 인간관계, 일교차, 일쑤, 자취, 잔소리, 장면, 정
확히, 제사, 조리, 조사, 조심스럽다, 조정, 종일, 증가, 집단, 쯤, 차리
다, 첫인상, 추위, 취업, 치르다, 친, 터지다, 판매, 한참, 협력, 호기
심, 회장, 흥분

고
급
어
휘

의사소통, 석사, 학업, 엄청, 청춘, 격리, 관하다, 끼리, 본국, 소통, 수강, 실,
위주, 감격스럽다, 개강, 개수, 경영학, 공공시설, 관념, 교원, 나날, 대외, 돌
이키다, 동반, 마저, 모국어, 무형, 보건소, 복지, 부02, 상이하다, 선후배, 설
계, 성취, 수료, 수혜자, 어학, 연수, 예능, 예전, 원어민, 원활, 이직, -인, 인
종, 자가, 자체, 자취, 중시, 집중력, 최우수, 통합, 화목, 흐느끼다

6급

중
급
어
휘

한국어, 불, 않다, 대하다, -감, -원02, 위하다, 적응, -님, 과정, 또한, 한국인,
체험, 통하다, 상황, 사회, 어려움, 활동, 자기, -적, 한국말, 실력, 차이, 겪다,
낯설다, 장학금, 인생, 추억, 해결 그래도, 생활비, 지식, 참여, 경우, -씩, 말
하기, 박사, 없이, 환경, -생02, 공간, 신기하다, 외로움, 방식, 일상생활, 포
기, 학습, 게다가, 극복, 따라서, 문법, 성장 알아듣다, 여유, 이루다,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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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째02, 강의, 경제적, 과제, 기대, 사회생활, 삶, 순간, 합격, –자06, 실
제로, 연구, 영향, 온라인, 인하다, 달리, 따르다, 발표, 버티다, 제대로, 보람,
비하다, 설레다, 쌓이다, 장점, 지원, 편02, 학비, 향상, 과외, 관련, 교류, 근
데, 기술, 도전, 동아리, 반면, 봉사, 신나다, 쓰기, 연구실, 중국어, 진학, 표
현, 학과, 후회, 결국, 꾸준히, 늘어나다, 다행히, 단기, 단점, 되게, 마찬가지,
발생, 발전, 부담, 과목, 개인, 불구하다, 예의, 원래, 및, 응원, 겨우, 적극적,
정부, 개발, 듣기, 깨닫다, 눈치, 늘리다, 당하다, 대신, 따다, 마련, 사투리,
아쉽다, 인상적, 점차, 집중, 참가, 법, 풍습, 향수, 각, 경복궁, 구하다, 민족,
국가, 그러다, 등록금, 마무리, 목표, 밟다, 번역, 외, 적용, 비교적, 비자, 상
상, 시설, 신경, 생생하다, 서투르다, 수준, 심지어, 정, 여전히, 오히려, 외식,
우울, 의지, 즉, 정신, 지치다, 측면, 활발하다, 통과, 채우다, 흥미롭다, 개인
적, 거치다, 덜, 건축, 계기, 고생, 괴롭다, 귀국, 나름, 나아지다, 다짐, 단계,
담다, 대로, 시대, 동료, 뜻밖에, 면02, 반말, 발달, 비용, 밝히다, 상태, 성숙,
솔직히, 전통, 실망, 알차다, 어쩌다, 여간, 양, 오해, 용기, 유창하다, 인연,
읽기, 입맛, 전문적, 접하다, 정보, 중국인, 진심, 차별, 최선, 토론, 평생, 한
편, 확실히, 흥미, 각국, 각오, 각자, 강사, 견디다, 경제, 계약, 계좌, 고통, 공
연, 고통스럽다, 구별, 그리움, 기관, 내내, 꿈꾸다, 끼치다, 나아가다, 놀랍다,
빛, 무시, 당장, 대단하다, 대책, 대표적, 독감, 돌보다, 동기, 떠올리다, 마디,
마음껏, 묵다, 물가, 미치다, 밤새다, 보고서, 보험, 볼거리, 부정적, 분야, 비
록, 사라지다, 사태, 사회적, 상대적, 살아오다, 성과, 순수하다, 신분, 완성,
실제, 쓰이다, 아시아, 아예, 엄격, 운, 외모, 여기다, 여유롭다, 연구자, 열정,
예상, 예컨대, 오늘날, 유지, 은혜, 잇다, 인상, 이루어지다, 인용, 일단, 입국,
자료, 자유롭다, 작성, 전문, 타인, 절차, 제공, 제도, 제출, 존재, 종종, 주의,
주제, 차원, 참석, 축제, 취하다, 풍부하다, 행위, 회식, 가리다, 각종, 걸치다,
경력, 고급, 고등, 공감, 공공장소, 공기, 공포, 과연, 관찰, 괜히, 교재, 구분,
구입, 그다지, 그리, 그만큼, 그저, 기계, 기여, 기초, 꽤, 까다롭다, 깨지다,
끼01, 나타내다, 내놓다, 내성적, 내주다, 냉정하다, 넘어가다, 눈사람, 단맛,
담기다, 당신, 담당자, 당기다, 대기업, -덕, 덩어리,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등록, 떨다, 떠오르다, 떨리다, 마음속, 마침내, 만남, 만족, 맞이하다, 매점,
맺다, 씨름, 머뭇거리다, 면접, 모처럼, 무사히, 문학, 박02, 방면, 보고, 보기,
보물, 부담스럽다, 분명히, 불가능, 비추다, 빠져나오다, 사상, 사소하다, 사적
상관없다, 색다르다, 생겨나다, 서툴다, 선호, 성실, 소문, 속상하다, 손해, 수
다, 수집, 수행, 숙소, 슬리퍼, 시야, 시행, 실감, 실은, 실종, 심리적, 쏟아지
다, 쓴맛, 아무래도, 아무튼, 악화, 안타깝다, 앞길, 어쨌든, 어휘, 엉뚱하다,
연애, 영상, 영업, 예외, 완전, 요새, 욕망, 용어, 우려, 우수, 우연히, 유교, 의
도, 이곳저곳, 이른바, 이민, 이익, 인식, 일반, 일종, 일찍이, 입사, 자랑스럽
다, 자원, 장기간, 절대로, 젊은이, 정상적, 정신적, 정치, 제시간, 조건, 조기,
즐거움, 지시, 지옥, 지켜보다, 직장인, 직접적, 진정하다, 질, 참으로, 창작,
찾아내다, 책임감, 챙기다, 처리, 총, 축소, 출국, 출신, 통신, 투자, 페이지,
편견, 평범하다, 표준, 피로, 피하다, 필수, -학, 학문, 해내다, 해산물, 해수욕
장, 향하다, 현상, 형성, 형편, -화01, 화면, 확대, 확실하다, 활용, 회복, 훈련,
휴학, 흔하다

고
급
어
휘

논문, 석사, 학업, 예전, 벚꽃, 엄청, 인턴, 격리, 관하다, 구사, 과언, 끼리, 성
취, 소통, 슬기롭다, 연수, 예능, 외래어, 의사소통, 전환, 정규, 존댓말, 탐구,
탓, 털어놓다, 편입, 개개인, 고심, 골치, 공존, 공평하다, 극심하다, 꺼리다,
끈기, 끔찍하다, 난감하다, 남녀노소, 남짓, 낯, 내면, 네트워크, 능숙하다, 다
양성, 단절, 당사자, 더군다나, 덜하다, 동등, 등교, 매니저, 면제, 명칭, 모국
어, 문과, 물품, 바이러스, 발언, 방침, 배신, 법, 변모, 변신, 본국, 불쑥, 불
황, 빙산, 빠듯하다, 뿌듯하다, 사치스럽다, 설상가상, 수료, 습득, 수월하다,
실망스럽다, 실시간, 실행, 어학, 온전히, 우울증, 위주, -인, 인내, 인내심, 자
가, 적대, 적합, 전액, 접종, 정서, 정체성, 좌절, 주의01, 지04, 지수, 지침, 직
관, 진보, 착오, 착용, 처지, 출력, 쾌락, 탈모, 특별, 파란만장, 파악, 폐쇄, 풍
요롭다, 하, 하물며, 학위, 향후, 현지, 화자, 활약, 후자



- 336 -

소셜미디어

3급

중

급

어

휘

효과, 통하다, 긍정적, 정보, 부정적, 영향, 않다, 사회, 미치다, 자기, 대하다, 장
점, 삶, 또한, 발전, 시대, 경우, 온라인, 개인, 현대, 널리, 기술, 오늘날, 위하다,
활동, 따르다, 사용자, 상황, 영상, 홍보, 단점, 역할, -째02, 따라서, 방식, 의견,
유지, 공간, 교류, 수단, 가능, 동영상, 반면, 인간, 문자, 관리, 기업, 소비자, 감
정, 낭비, 증가, 확인, 경제, 존재, 개인적, 게다가, 과학, 발생, 상대방, 이미지, 전
달, 진행, 가능성, 사생활, 심리, 제한, 즉, 제시, 판단, 판매, 해소, 활용, 검색, 관
련, 대신, -력01, 매체, 비하다, 심각하다, 인식, 제품, 개발, 무시, 사건, 자살, 집
중, 충분히, 해결, 현실, 화면, 각자, 넓히다, 당하다, 동료, 변화, 사기, 작용, 통
신, 특징, 경향, 공통, 근데, 급증, 대중, 소비, 수요, 수입, 신경, 에너지, 예측, 요
약, -율02, 적극적, 점차, 접속, 제대로, 휴대, 공감, 꾸미다, 단04, 불러일으키다,
살피다, 세계화, 세대, 소문, 손해, 시력, 심리적, 여유, 예정, 완전, 우정, 응원, 자
연스럽다, 저장, 적당히, 적용, 전자, 정신적, 제작, 추가, 추억, 타인, 토론, 패션,
한국어, 혜택, 확대, 곁, 고통, 과목, 괜히, 교양, 구분, 낮추다, 당신, 대단하다, 대
상, 도망, 동기, 등장, 망치다, 머무르다, 목표, 무역, 발등, 보조, 세기, 소용, 속이
다, 스타일, 시각, 시들다, 신고, 신용, 쏟다, 열정, 오락, 정기적, 조정, 지불, 진
로, 평범하다, 학과, 한국말, 헤매다, 회복

고

급

어

휘

소통, 의사소통, 과도하다, 마케팅, 예전, 광범위하다, 국내외, 도끼, 모국어, 보편
화, 소프트웨어, 우울증, 재치, 진보, 집착, 통로, 파악, 학업, 해킹

4급

중

급

어

휘

효과, -화01, -성, 통하다, 긍정적, 정보, 부정적, 영향, 않다, 사회, 미치다, 자기,
대하다, 장점, 삶, 또한, 발전, 시대, 경우, 온라인, 개인, 현대, 널리, 없이, 기술,
인하다, 오늘날, 위하다, 활동, 따르다, 사용자, 발달, 상황, 영상, 홍보, 단점, 역
할, 지식, 째, 따라서, 방식, 의견, 일상생활, 유지, 중독, 형성, 공간, 교류, 사회
적, 수단, 효과적, 가능, 기능, 반면, 인간, 문자, 올바르다, 관리, 기업, 면, 소비
자, 심지어, 감정, 낭비, 세계적, 이익, 제공, 주장, 증가, 경제, 수많다, 이용자, 입
장, 존재, 개인적, 게다가, 과학, 발생, 상대방, 성장, 이미지, 전달, 진행, 가능성,
끼치다, 및, 사생활, 산업, 살펴보다, 심리, 연구, 인간관계, 접근, 정치, 제한, 즉,
그룹, 미디어, 자유롭다, 참여, 판매, 해소, 향상, 검색, 게시, 관련, -력, 매체, 비
하다, 심각하다, 요새, 인식, 일상, 제품, 행위, 현대인, 현상, 효율적, 개발, 늘어
나다, 대-, 도구, 맺다, 무시, -법, 부모, 비롯하다, 사건, 사이버, 손쉽다, 이메일,
-자, 자살, 절약, 주제, 집중, 충분히, 측면, 폭력, 표현, 학습, 해결, 각01, 각자,
개선, 경제적, 고객, 기록, 넓히다, 당하다, 동료, 마련, 본인, 사이트, 수집, 외로
움, 운영, 원인, 위협, 유일, 인류, 정부, 제약, 통신, 특정, 특징, 피하다, 피해, 한
계, 한편, 화제, 가입, 가치관, 갈수록, 개성, 겪다, 결국, 경계, 경향, 구성, 끌다,
낯설다, 높이다, 달리, 무조건, 보급, 보호, 사라지다, 살아가다, 성인, 수요, 아끼
다, 양06, 어려움, 에너지, 예방, 요약, 이동, 이루다, 작업, 점차, 접속, 줄어들다,
지나치다, 처하다, 최신, 취향, 확장, 개방, 과학적, 괴롭히다, 구입, 국가, 기부,
나뉘다, 너무나, 따라가다, 만족, 문명, 민족, 발명, 부담, 부정확, 비난, 비용, 비
율, 사회생활, 살피다, 상관, 상상, 세계화, 손해, 수용, 수천, 시력, 신제품, 실제
로, 쌓이다, 안부, 업체, 없애다, 예정, 워낙, 의도, 의존, 일으키다, 자료, 자신감,
자연스럽다, 장르, 장사, 전자, 접촉, 조절, 종일, 지구, 지혜, 질, 추가, 패션, 품
질, -학, 합리적, 현장, 혜택, 흐름, 흔하다, 갈등, 개념, 거래, 게시판, 결제, 계기,
공급, 공통점, 국민, 국제화, 넉넉하다, 달하다, 독자, 드러내다, 말다툼, 몰래, 바
로잡다, 발표, 버튼, 보존, 분야, 불가능, 비결, 비판, 상관없이, 선정, 설득, 소요,
수량, 수리, 안타깝다, 어쩌면, 영향력, 의논, 의식, 작품, 잠기다, 전문가, 전통,
정책, 정치인, 제안, 제출, 즉시, 지역, 진심, 참가, 참고, 찾아내다, 터지다, 틀림
없다, 파트너, 평생, 폭발, 풍습, 필요성, 해내다,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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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

어

휘

소통, 신속, 유출, 파악, 가상, 네트워크, 마케팅, 바이러스, 예전, 우울증, 의사소
통, 이점, 채팅, 관하다, 광범위하다, 구사, 구축, 꺼리다, 나열, 노출, 대중화, 또
래, 모국어,-법, 상인, 스토리, 실시간, 엄청, 완료, 원활, 일류, 자칫, 장시간, 전염
병, 접종, 직무, 집중력, 초래, 추세, 추적, 탈락, 폭, 표출, 향후, 형상, 확률

5급

중

급

어

휘

효과, -화01, -감, 비-01, -성, 통하다, 긍정적, 정보, 부정적, 영향, 않다, 사회,
미치다, 자기, 대하다, 장점, 삶, 또한, 발전, 시대, 경우, 온라인, 개인, 현대, 널
리, 없이, 기술, 인하다, 오늘날, 위하다, 활동, 따르다, 사용자, 발달, 상황, 영상,
홍보, 단점, 역할, 지식, -째02, 따라서, 방식, 의견, 일상생활, 유지, 중독, 형성,
교류, 사회적, 수단, 효과적, 가능, 기능, 동영상, 반면, 인간, 문자, 올바르다, 관
리, 기업, 소비자, 심지어, 감정, 낭비, 세계적, 이익, 제공, 주장, 증가, 확인, 경
제, 수많다, 이용자, 입장, 존재, 간04, 개인적, 게다가, 과학, 발생, 상대방, 성장,
이미지, 전달, 진행, 가능성, 끼치다, 및, 사생활, 산업, 심리, 연구, 인간관계, 접
근, 정치, 제한, 즉, 가짜, 과정, 그룹, 자유롭다, 제시, 참여, 판단, 퍼지다, 향상,
활용, 검색, 관련, 관점, 대신, -력, 비하다, 시기, 실제, 심각하다, 요새, 인식, 일
상, 현상, 늘어나다, 다만, 마찬가지, 맺다, 무시, 법, 부모, 사건, 사이버, 손쉽다,
언론, 예컨대, 이루어지다, -자, 자살, 적절하다, 절약, 주목, 주제, 충분히, 측면,
폭력, 학습, 해결, 현실적, 화면, 가치, 각01, 개선, 경제적, 고객, 넓히다, 당하다,
마련, 받아들이다, 변화, 보관, 사이트, 수집, 원인, 유일, 인정, 작용, 정부, 정신,
제약, 출현, 통신, 특정, 특징, 풀리다, 피해, 가입, 개성, 겪다, 결국, 경계, 경향,
구성, 그래도, 급증, 끌다, 낯설다, 논의, 높이다, 달리, 당연하다, 막다, 무조건,
보급, 보호, 봉사, 살아가다, 수입, 아끼다, 어려움, 어색하다, 에너지, 여가, 여기
다, 예측, 요약, 위기, -율02, 이동, 이루다, 적극적, 접하다, 주의, 지원, 최신, 취
향, 평가, 확산, 확장, 환경, 휴대, 가져다주다, 강의, 개방, 거대, 관심사, 구체적,
구하다, 기부, 끊임없이, 나뉘다, 너무나, 늘리다, 단, 당시, 당연히, 덜, 독하다,
디지털, 따라가다, 뛰어나다, 보완, 부작용, 비용, 사회생활, 삼다, 상관, 상상, 선
호, 소문, 수정, 순간, 순식간, 시절, 쌓이다, 쓰이다, 안부, 외02, 요소, 우정, 워
낙, 의도, 의문, 인생, 일반적, 장사, 재능, 적당히, 적용, 정신적, 제작, 조심스럽
다, 종일, 중국인, 증명, 진실, 질, 차이, 채널, 책임지다, 추억, 페이지, 풍부하다,
학, 한국어, 향하다, 현장, 확대, 흥미롭다, 간격, 간접적, 걱정스럽다, 결코, 경영,
계좌, 고려, 공격, 공동, 교통수단, 귀국, 그야말로, 기계, 기관, 기여, 기존, 꼽히
다, 나름, 나빠지다, 넘치다, 노동, 눈부시다, 단계, 달라지다, 담기다, 대기업, 덕,
동아리, 두렵다, 들어서다, 등록, 떨다, 뚜렷하다, 모델, 목적지, 문의, 문장, 물질
적, 반하다, 배려, 범위, 불구하다, 사소하다, 사항, 상대, 상대적, 생겨나다, 생활
비, 설립, 성별, 세일, 시선, 실력, 아울러, 엄격, 업적, 연관, 연인, 영역, 오직, 완
벽, 위대하다, 이벤트, 이어지다, 인상적, 자원, 적어도, 전망, 전쟁, 전통적, 절대,
절차, 지치다, 집안, 창03, 채우다, 처리, 최대한, 충격, 커다랗다, 투자, 포함, 피
부, 피해자, 홈페이지, 흥미, 흥분

고

급

어

휘

소통, 의사소통, 마케팅, 예전, 파악, 습득, 불안감, 실시간, 역효과, 강화, 개개인,
노출, 악용, 욕구, 원활, 자체, 전략, 지인, 차지, 촉진, 혁명, 걷잡다, 구독, 구직,
구축, 네트워크, 도달, 동등, 뒤섞이다, 마저, 밀접, 바이러스, 별것, 부인02, 불량,
여론, 불분명하다, 빈번하다, 생물, 성능, 성급하다, 세심하다, 열등감, -원03, 우
울증, 유익, 일과, 일례, 적절히, 전염병, 전환, 지리, 지수, 집중력, 차분하다, 채
팅, 초고속, 통합, 풍요롭다, 확률

6급
중

급

어

휘

효과, 어01, -감, 무-01, 비, -성, 통하다, 긍정적, 정보, 부정적, 영향, 않다, 사회,
미치다, 자기, 대하다, 장점, 삶, 또한, 발전, 시대, 경우, 온라인, 개인, 현대, 널
리, 없이, 기술, 인하다, 오늘날, 위하다, 활동, 따르다, 사용자, 발달, 상황, 영상,
홍보, 단점, 역할, 지식, 째, 따라서, 방식, 의견, 일상생활, 유지, 중독, 형성, 공
간, 교류, 사회적, 수단, 효과적, 가능, 기능, 동영상, 반면, 인간, 문자, 올바르다,
관리, 기업, 면, 소비자, 심지어, 감정, 낭비, 세계적, 이익, 제공, 주장, 증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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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제, 수많다, 이용자, 입장, 존재, -간04, 개인적, 과학, 발생, 상대방, 성장,
이미지, 전달, 진행, 가능성, 끼치다, 및, 사생활, 산업, 살펴보다, 심리, 업무, 연
구, 인간관계, 접근, 정치, 제한, 즉, 가짜, 과정, 그룹, 미디어, 자유롭다, 제시, 참
여, 파일, 판단, 판매, 퍼지다, 해소, 향상, 활용, 검색, 게시, 관련, 관점, 대신, -
력, 매체, 비하다, 시기, 실제, 심각하다, 요새, 인식, 일상, 주고받다, 행위, 현대
인, 현상, 효율적, 각종, 개발, 늘어나다, 다만, 대-, 도구, 마찬가지, 무시, 법, 부
모, 비롯하다, 사이버, 손쉽다, 언론, 예컨대, 이루어지다, 이메일, -자06, 자살,
적절하다, 절약, 주목, 주제, 집중, 충분히, 측면, 표현, 학습, 현실, 현실적, 화면,
가치, 각자, 개선, 경제적, 과장, 그러다, 기록, 당하다, 동료, 받아들이다, 범죄,
변화, 본인, 외로움, 운영, 원인, 위협, 유일, 인정, 작용, 정부, 정신, 제약, 추천,
출현, 특정, 특징, 편, 풀리다, 피하다, 한계, 한편, 화제, 가치관, 갈수록, 겪다, 결
국, 경계, 공통, 급증, 낯설다, 논의, 높이다, 달리, 대중, 막다, 문제점, 보급, 사라
지다, 사태, 살아가다, 성인, 소비, 수요, 수입, 신경, 아끼다, 양, 어려움, 여가, 여
기다, 예방, 위기, 작업, 점차, 접속, 접하다, 정치적, 제대로, 주의, 줄어들다, 지
나치다, 지원, 처하다, 최신, 취향, -평02, 환경, 휴대, 가져다주다, 결론, 경쟁, 공
감, 공개, 과학적, 관심사, 구매, 구입, 기대, 꾸미다, 나아가다, 노트북, 늘리다,
당연히, 대규모, 대표적, 독하다, 디지털, 떼다, 뛰어나다, -료, 만족, 목숨, 몸매,
문명, 미성년자, 민족, 보완, -부01, 부담, 부작용, 부정확, 분명히, 불러일으키다,
불만족, 불행, 비난, 비록, 사고방식, 사례, 사물, 삼다, 선호, 성숙, 세대, 소유, 수
용, 순간, 실제로, 실종, -심, 심리적, 쓰이다, 앞서, 업체, 없애다, 여유, 오히려,
완전, 외, 외모, 요소, 욕망, 원래, 음성, 응원, 인생, 일반적, 일으키다, 일종, 장단
점, 장학금, 재능, 저렴하다, 저장, 적응, 젊은이, 접촉, 정, 정상적, 중국인, 증명,
증상, 지구, 지혜, 질투, 창구, 채널, 책임지다, 타인, 토론, 파괴, 페이지, 품질, 풍
부하다, 합리적, 향하다, 가난, 가리다, 간편하다, 감독, 감소, 감추다, 개최, 객관
적, 거짓, 검토, 공업, 공중전화, 과연, 과제, 관람, 관찰, 굉장히, 구별, 군데, 굳
다, 규정, 그리움, 그만큼, 극복, 기사, 기울이다, 기준, 길가, 꾸준히, 끊임없다,
내세우다, 네티즌, 놀랍다, 다행, 단순히, 단지, 달래다, 달성, 담다, 닿다, 대기,
대립, 대체, 동일, 동호회, 되게, 두드리다, 드러나다, 들어주다, 떠올리다, 리듬,
마음껏, 마치, 막다, 막상, 망가지다, 망하다, 매력, 면하다, 무기, 물질, 미루다,
민주주의, 믿음, 바람직하다, 반영, 밝히다, 보고서, 부러워하다, 부정, 불리다, 불
평, 불필요, 사용법, 상담, 상태, 생방송, 선, 설정, 세력, 소감, 소용없다, 솔직하
다, 수없이, 시도, 시스템, 시점, 신-, 신기하다, 신문지, 실리다, 실시, 실은, 실험,
아무래도, 안기다, 앞뒤, 어긋나다, 어느덧, 어려워하다, 어쨌든, 언급, 여전히, 요
인, 용품, 우려, 우연히, 유도, 유혹, 의지, 이끌다, 이러다, 이른바, 인정받다, 인
하, 일반인, 일쑤, 일정, 입력, 작성, 잘나다, 장면, 적극, 전문, 정당, 정보화, 조
리, 조사, 조작, 종종, 종합, 좌우, 증거, 지니다, 지켜보다, 직장인, 진단, 진정하
다, 질서, 집단, 초기, 최소, 커지다, 탄생, 특성, 편의, 편히, 평균, 필수, 필수적,
필수품, 학부모, 한자, 해치다, 형식, 형태, 혹은, 확실하다, 활동적, 활발하다, 흔
히

고

급

어

휘

소통, 의사소통, 과시, 예전, 우울증, 침해, 혁명, 근황, 산물, 악03, 악영향, 유익,
유해, 의하다, 추세, 친족, 허위, 효율, 거리02, 구성원, 끼리, 노출, 다방면, 뒤돌
아보다, 바이러스, 발휘, 보편화, 부재, 습득, 실시간, -인, 자손, 저작권, 제0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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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mplexity and Accuracy of

Korean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Focusing on Narrative and Argument Genres

SAW SHIN NGWE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mplexity and accuracy of written language by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of Korean. Until now, studies have

examined complexity and accurac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studies that reveal how complexity and accuracy appear according to specific

tasks, that is, genr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exity and accuracy,

remain insufficient. In particular, most have focused only on syntactic

complexity. Therefore, to analyze the learner's language from various

aspects, 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exity

and accuracy after examining how they appear according to proficiency and

genre in the language calculated by learners.

To this end, foreign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universities in Korea

were recruited to acquire TOPIK level 3 to 6, and the octopus data

calculated were analyzed for complexity and accuracy. Several

sub-measurement indicators were used to measure complexity and accuracy

in a multidimensional way. Complexity was divided into syntactic complexity

and lexical complexity. Syntax complexity was measured through sentence

length, extension, and extension type; and lexical complexity was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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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lexical diversity, density, and sophistication. In addition, accuracy

was measured through error free and error.

As a result of measurement based on these metrics, sub-indicators that

measure complexity and accuracy generally tended to improve together as

their proficiency increased. However, the period of significant increase was

different, mainly between intermediate (level 3 and 4) or between

intermediate (level 3 and 4) and advanced (level 5 and 6). Comparing the

development differences between complexity and accuracy, it was confirmed

that the development of lexical complexity occurs later than the development

of syntactic complexity, and complexity develops slowly compared to

accuracy. Next, as a result of checking how the sub-indicators of

complexity and accuracy have a relationship with proficiency, the length of

sentences, the number of clauses per sentence, the number of subordinate

clauses per sentence, and the lexical diversity and lexical sophistication

among the measurement indicators of lexical complexity increase with

proficiency. Among accuracy’s sub-indicators, the number of error-free

clauses per sentence increased together as the degree of proficiency

increased.

Next,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genres showed that all

indicators measuring complexity differed depending on the genre type, and

complexity was also affected by the genre. In other words, learners

calculated many noun and adverb clauses in the narrative genre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and lexical density and lexical diversity were high. In

particular, in the argumentation genre, the use of subordinate clauses was

clear, and longer sentences were generated using modifying and quotation

clauses; vocabulary accuracy was high. However, in the case of accuracy

measurement, there was no clear difference between genres.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exity and

accuracy, syntactic complexity and accuracy developed together in both

narrative and argument genres, but lexical complexity and accuracy

developed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the supportive relationship. As a

result of analyzing this again by proficiency group,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exity and accuracy sometimes develops into a

supportive relationship, sometimes a competitive relationship, and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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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pportive-competitive relationship, depending on the basis of the

proficiency group and genre. This confirmed that the developmental

relationship between complexity and accuracy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genre type as well as proficiency.

The implications from thes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syntactic complexity, it is necessary to

provide sentence expansion education using subordinate clauses. Second,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lexical complexity requires providing

education that can increase the use of advanced-level vocabulary. Thir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accuracy,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f important factors that impair accuracy in this study and

education to reduce vocabulary errors. Fourth, genre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complexity and accuracy;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complexity and accuracy during writing education requires considering the

genre. Fifth, when observing the complexity and accuracy of the learner's

langua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he genre but also the

proficiency leve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revealed how the complexity

and accuracy of Korean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developed as

their proficiency improved, but also revealed how complexity and accuracy

appeared depending on the genre type.  .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revealed the developmental relationship between complexity and accuracy in

the two genres, but also revealed specifically what kind of developmental

relationship complexity and accuracy developed according to the genre in

each proficiency group.

keywords : Syntactic complexity, lexical complexity, accuracy, proficiency,
genre, correlation
Student Number : 2018-3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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