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문형 빈도 조사* 

노은희** 

1. 머리말 

한국어 교육 분。뻐서는 학습?:f들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바랙1 익 

히도록 하기 위해 문형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형 중 

심의 학습법은 lffi)년대 영어교수법으로 널리 사용된 Pat따n Dr퍼에서 영 

호t을 받은 것으로1 현재는 인지주의나 변형생성문법에서 제기된 반론으로 

인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법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성인 학 

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법 구조를 중심으로 한 문형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에 쓰이는 상딩수 교재들이 

문형을 중심으로 지도 내용을 마련하고 었다. 따라서 문형적 접근을 무조 

건 비판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았는 문형 제 

시 방안을 생각해 볼 일이다. 

한정된 교재에서 한국어에 나타나는 문형들을 모두 제시할 수 없는 것 

* 이 논문은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 
**홍익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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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이라면， 문형 제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히여 우선 순위에 

따라 교재를 구성해야 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은 

실제 자료들에서 빈도가 우월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 

다{김유정， 1앉용). 마찬가지로 교재에서 문형을 제시할 때도 그 사용 빈도 

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제 자료들에 나타난 문 

형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니9까 자료들을 장르별로 나누어 각 

텍스트에서 지주 사용되는 문형도 살피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교재 개발 

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의 일환이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문형의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자료 

들을 선정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문형들을 부호로 표시하여 전산 처리 

한다. 이렇게 추출된 문형과 그 빈도를 분석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살핀다. 

l. 자료선정 기준 

CD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를 고루 선정한다. 
@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 다양한 텍스트를 포괄하도록 하되， 각 텍스트별로 텍스트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정 분량의 문장을 선정한다. 

[ 뺑 소설 10편 수펼 12편 기사문 10편 교과서글 10편(전기 
문 2편， 일기 1편， 편지글 3편， 독후감 2편， 셜명문 1편， 이 

야기 1편) 

구어 자료 : 만화 3편， 드라마대본 7편， 대화 전사자료 9회분\， 

1) 자료들은 문어체 특성과 구어체 특성을 담고 있는 장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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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자료 총r디r자‘。-〈「 구어 자료 총문장수 

신문기사 178 대화 뉴 2 • 0• 3•-••• 
소설 1036 만화 않~ 

수필 또i6 드라마 677 
교과서 718 
총계 2488 총계 1279 

-…--"-• 

2. 문형 분류기준 

한국어 기본 문형은 문장 성분이나 서술어를 중심으로 분류한다. 문장 

성분 중심으로 문형을 분류하면 문형 체계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서술어 중심으~료 문형을 분류하면 서술어와 연관되는 문 

장 구성 요소와 그에 따른 의미적 차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보통 환국어 교재들은 서술어 중심의 문형 분류를 택하고 있다. 이는 교 

육적 측면에서 문장 성분으로 문형을 제시하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가르 

치기 어려운 데 비해， 서술어 중심으로 문형을 제시하면 서술어에 따른 문 

장 구성의 제약이나 문장 구조의 의미적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해 문형의 빈도를 조사하 

려는 목적에 비추어， 본고도 서숭어 중선으로 문형을 분류하여 자료를 분 

석하겠다. 서술어에 따른 문형 분류의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 

「 지결음사 술어형 (N이 V) 

「 동사 술어형 」 타동사 술어형 (N이 N을 V) 

기본 문형 r- 형용사 술어형 (N이 A이) 
」 명사 술어형 (N이 N이다) 

되도록 완결된 텍스트 전체를 분석하였지만， 소설이나 수펼의 경우 인물간의 대 

화는 제외하였다 또 서술어가 없는 문장 소형문(‘불이야’)， 비문 등은 분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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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형 부호화방법 

서술어에 따른 문형 분류를 토대로 자료를 전산 처리하기 위해， 먼저 문 

장의 서술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서술어의 의미론적 특정에 의해 제 

약되는 문장 성분과 그 구조를 표시한다. 이때 다음을 기준으로 부호화한 

다. 

@ 표시 약호 : N+조새 V， A며， Adv{펼수 부사어)21 

@ 생략된 필수 성분도 표시:11 

@ 조사는 대표형으후 표시41 

@ 본 용언만 표시(보조 용언 제외)51 

2) 서술어가 부사어 없이 단독으로 쓰여 그 의미가 왜곡될 경우에는 필수 부사어 

로 간주하고 이를표시한다. 

멘 영희는 예쁘게 생겼다. (N이 Adv V) 
3) 필수성분은 다음 기준으혹 파악한다. 

· 생략 불가놓성 :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생략될 때， 그 문장이 비문법적으로 되 

거나 혹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성분은 용언의 펼수적 성분이다. 
· 논항의 복원 가능성 : 실제의 쓰임에서 어떤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문맥이나 일상적인 전제를 통해 생략된 성분이 복원 가능하다변 필수적 인 성 

분이 된다. 

따라서 다음 두 번째 문장의 경우 ‘먹다’의 서술어 특성상 대상물이 필요하다고 

보고 ‘밥을’이 생략된 것임을 ( )로 표시한다. 

뺀 어머니가 밥을 차려 주셨다. 나는 맛있게 먹었다 (N이 (N을) V) 
4) 조사 교체형의 표기는 다음처럼 대표형으로 한다. 격조사가 생략되고 보조사만 
있는 경우 격조사로 바꾸어 표시한다. 

뺀 ←이 이/가 一께서이란， 에서(주어가 단체를 뜻하는 무정명사일 때만) 

-을 : 을/를， →에 대하여， ←에 관히여 

에 : 기 위해， 을 위해， 에 있어서 

-에게 에게， 께， 한테에게로 

와: 와/과， 하고? 랑 
-라고: →이라도ν라고， 다고， ←냐고， 자고， 니 

로로1 으로、 

5) ‘-아/어 있다아/어 버리다， -01/어 놓다아/어 보다려 들다고자 하다， 
나 보다올 수 있다， 만 하다， 아/어야 하다’ 등의 보조 용언은 본 용언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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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문장은 각각 나누어 표시(안긴 문장은 제외t 

4. 자료 처리 방법 

@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l\1ìα없)ft Aα:ess ’gj 

(2) 4개의 Field 설정 : 구어/댐， 장르 문장， 문형 

멘 

디I↓ 
τ1:" ζi 문형 

나는 밥을먹고 있다. N이 N을 V 

밥먹니? (N이) 잉을 V 

@ 검색과 정렬 : 구어/~한~， 장르 문장， 문형을 검색어로 사용 

@ 문형의 빈도 제시 : 동일한 유형의 문형 용례와 빈도수 계산 가능 

III. 문형의 빈도 추출 및 분석 

다음은 지금까지의 처리 결과를 간략히 표로 제시한 것이다 7) 여기서 실 

제 자료들에서 사용된 문형과 그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항목별 

로 정리하여 그 결과를 논의하려 한다. 

께 하나의 서술어로 간주한다. 
6) 서술어가 종결된 문장에 더해 연결형 어미로 연결된 경우 여러 개의 기본 문장 
이 나열된 것으로 보고 각 절을 한 개의 문장으로 취급한다. 

멘 난늘 밴zl 곡판선 / 밥율 별없단. 
{Sl) N이 N이 A이 {S2} (N이 )N을 V 

7) 생략형을 포함한 좀더 상세한 문형과 그 빈도는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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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형 전체 수필 소설 기사 교과서 만화 드라마 대효} 

H N이 V 12.40 11.15 17.47 10.11 12.ô7 10.78 8.86 5.91 
2 112 N이 N이 V 2.갱 4,W 1.45 1.12 2.79 2.01 1.η 1.97 
3 1~3 N이 Adv V 0.42 0.54 0.77 0.28 0.50 0.15 

54 
1-4 N이 N에 V 6.16 3.96 5.69 3.93 4.74 6.Z7 10.19 7.88 
15 N이 N에게 V 0.42 1.12 0.42 0.50 1.18 0.49 

6 1-6 N이 N에서 V O퍼 0.18 0.48 0.56 0.70 0.50 0.44 1.48 
7 1-7 N이 N와 V 0.48 0.54 0영 1.12 0.42 0.50 0.74 
8 18 N이 N로 V 2.26 2.34 3.67 4.49 1.95 1.50 0.74 0.49 
9 1-9 N이 N보다 V 0.03 0.10 
10 110 N이 N이 N에 V 0.08 0.10 0.14 0.15 
11 1-11 N이 N이 N로 V 0.03 0.25 

나3 1-12 N이 N에 N로 V 0.05 1.12 -
1-13 N이 N에서 N로 V 0.03 0.10 

25.17 2:1.20 30.12 23.60 24.09 22.81 24.22 18.23 
14 2-1 N이 N을 V 택j찮 35.씹 36.찌 41.01 41.잉 371.5 295 니뀔·및 
15 2-2 N이 N에 N을 V 0.72 1.16 2.25 1.11 
16 2•3 N이 N을 Adv V 0.13 0.18 0.19 0.14 0.49 
17 22~4 5 NN이이 N N에을게 N라 N을고 V V 1o 27;E3 

0.90 O끊 1.12 4.04 5.76 3.55 6.90 
18 0.90 0.19 0.56 0.42 0.25 0.15 
19 2 • 6 N이 N을 N로 V 0.96 1.62 0.77 3.37 1.25 0.75 0.15 
m 2-7 N이 N와 N을 V O.떠 0.18 
21 2-8 N이 N이 N을 V 

4 O3쩌03 0.49 
39.없 39.19 48.31 48.47 1 45.61 43.87 47.78 

22 3~ 1 N이 Adj 8.84 7.37 8.59 2.81 7.66 9.Z7 11.82 12.81 
23 3-') N이 N이 Adj 4‘14 7.19 3.86 20.22 3.34 4.01 6.50 9.85 
24 3•3 N이 N보다 A이 0.05 0.18 0.25 

25 3-4 N이 N에 A이 1.04 O딩 1.25 1.12 0.97 1.50 1.18 
26 3-5 N이 N와 Adj 0.61 0.36 O윈 0.84 1.25 0.15 
낀 3 • 6 N이 N에게 Adj 0.13 0.18 0.56 

N이 N와 N이 Adj ~ 던오 0.05 
1 (3),,6285 

많짧 15.83 14.58 24.16 16.‘29 19.65 22.66 
29 4• l N이 N이다 21.04 16.02 22.47 1:1.37 15.04 11.96 11.33 
30 4-2 N이 N이 N이다 0.13 0.10 0.56 0.14 0정 0.15 

터←3 N이 NN와에 N N이이다다 짧; 
0.28 

「←← F• 

앓r 4• 4 N이 
13.79 21.04 16.12 23.03 15.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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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용 문형수 

1) 기본 문형벌 사용 문형수 

분석 자료들에 나타난 문형의 가짓수를 살피기 위해 앞의 표를 요약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기본문형 기준형 완성형 생략형 전체 문형 

자동사 술어형 (N이 V) 13 11 19 30 
2 타동사 술어형 (N이 N을 V) 8 7 24 31 
3 형용사 술어형 (N이 Adj) 7 7 9 16 
4 명사술어형 (N이 N이다) 4 3 3 6 

총계 32 28 55 83 

@ 사용된 기준 문형수 순위 : 1• 2 • 3 • 4 

자료의 분석 결과， 4개의 기본 문형에서 확장된 기준형은 32개로 나타났 

다. 자동사 술어형이 기본 문형에서 다양하게 확장되어 가장 많은 기준형 

을 갖는다G3문형). 반대로1 명사 술어형이 가장 적은 기준형을 갖는다<4문 

형). 이렇게 마련된 기준형은 한국어 교재에서 문형을 제시하는 토대가 될 

수있다. 

@ 사용된 전체 문형수 순위 : 2-1-3 • 4 

필수성분을 모두 갖춘 완성형과 하나라도 빠진 생략형을 포힘승얘 전체 

문형수는 83개로 나타났다. 타동사 술어형은 자동사 술어형에 비해 기준 

문형수 자체는 훨씬 뒤지지만， 성분들의 생략이 월등히 많아 생략형(24문 

형)을 포함한 전체 문형수(31문형)가 가장 많다. 타동사 술어형은 보통 필 

요로 하는 성분수가 많아 설제 쓰임에서는 자연스럽게 성분들이 생략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명사 술어형은 생략형(3문형)도 적어 전체 

문형수(6문형) 또한 가장 적게 나타난다. 

문형의 완성형과 생략형을 비교할 때 생략형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문형 83개에서 생략형은 55개로 66%를 차지한다. 이는 실제로 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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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문형은 오히려 완성형보다는 생략형이 더 많음을 암시한다. 또한 

필수성분을 모두 포함한 완성형으로 잘 쓰이는 문형도 있고(멘 N이 N에 

게 Adj, N이 N와 N이 뻐g) ， 생략형으로 잘 쓰이는 문형도 었다{멘 (N이) 

N에 N이다).Rl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 실제적인 의사소통 양상을 담고자 한 

다면， 생략형을 불완전하게 받아들이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2) 장르별 사용 문형수 

각 장르에 따라 사용된 문형의 가짓수를 살피기 위해 앞의 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문어/구어 ~.ê. 기준문형 전체 문형 

수필 21 44 

문어 
소설 22 

28 ~.~- 74 
기사 18 30 
교과서 22 32 5.5 83 
만화 21 44 

구어 드라마 21 26 fD 59 
대화 13 

」
30 

@ 문어/구어에 따른 사용 문형수 

기준 문형을 보면， 32개의 기준 문형 중 문어 자료에서 28개， 구어 자료 

에서 m개가 나타났다. 전체 문형을 보면 83개의 전체 문형 중 문어 자료 

에서 74개， 구어 자료에서 æ개가 나타났다. 역으로 생각해서， 문어 자료에 

서만 보이는 문형이 24개， 구어 자료에서만 보이는 문형이 9개가 있음도 

살필수있다. 

멘 문어 장르에서는 고루 쓰이는 데 비해 구어 장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문형 

-N이 N을 N로 V， N이 N에 N을 V 등 

8) 생략형은 뒤의 부록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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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 구어 장르에서는 고루 쓰이는 데 비해 문어 장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문형 

(N이) (N에게) (N을) V, (N이) (N이)A이 등 

대체로 구어 자료보다 문어 자료에서 다양한 문형이 사용되고 있다. 이 

는 구어 장르보다 문어 장르를 통해 문형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지만 각 문어 장르와 구어 장르마다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문 

형이 있는 만큼， 교재에 실릴 텍스트는 이를 반영하여 문어와 구어의 특성 

을살려야한다. 

@ 장르에 따른 사용 문형수 

기준 문형을 중심으로 보면 소설과 교과서가 32개 중 22개로 문형이 가 

장 많이 나타나고、 대화가 137ß로 가장 적게 나타난다. 특히， 기사문은 다 

른 문어 장르(평균 22문형)에 비해 사용 문형수(18문형)가 적게 나타나， 일 

정한 형식성에 따라 특정 문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윤 보여준다. 구어 장 

르에서 만화와 드라마는 문어 장르만큼 다OJ:한 문형이 사용되고 있는 데 

반해(21문형)， 대화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문형만 나타났다~13문형). 이 

는 만화와 드라마가 대화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문어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보여준다. 

전체 문형을 살피면， 문어와 구어 자료를 통틀어서 생략형은 전체 문형 

의 00%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기사문은 생략형이 47% 정도로 다른 장르 

에 비해 완성형을 선호하는 반면 만화는 생략형이 71% 정도로 생략형이 

보다 전형적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장르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형과 그 형식이 있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재 구안시 문어와 구어의 특성을 살피는 데서 나 

아가 각 장르에 두드러진 문형의 사용 양상을 참고할 펼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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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형의 사용 빈도 

1) 장르별 빈도 순위 

각 장르별로 문형의 사용 순위를 살피기 위해 앞의 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문어/구어 ~È 
각 장르별 사용 

문어/구어 사용 순위 
전체 사용 

순위 순위 

수펼 2-1-4 • 3 

문어 
소설 2-1-4 • 3 

2-1-4 • 3 
기사 2 • 3-1-4 
교과서 2 • 1-4-3 2-1-4 • 3 
만화 2 • 1-3 •• 4 

구어 드라마 2-1-34 2 • 1• 3-4 
대화 2-3-1-4 

CD 전체 사용 순위 :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를 통틀어서 타동사 술어형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43.5%)， 형용사 술어형이 가장 적게 사용된다 

(15.7%). 

@ 문어 • 구어의 사용 순위 : 전체 사용 순위와 비교하여 구어 자료에서 

는 형용사 술어형이 더 많이 나타나고(전체 15.7%에 비해 약 :l)% 정도)， 

또 문어 자료에서는 명사 술어형이 더 많이 나타난다{전체 15.7%에 비해 

약 19% 정도). 

@ 각 장르별 사용 순위 : 사용 순위만을 볼 때 문어 자료에서는 기사문 

이， 구어 자료에서는 대화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기사문은 형용사 술 

어형이 다른 문어 장르보다 훨씬 많이 샤용되고 있다{평균 14.7%에 비해 

24.29-이. 또 대화는 다른 구어 장르에 비해 지동사 술어형이 덜 쓰이고(평 

균 23.5%에 비해 18.2%) 형용사 술어형이 많이 쓰인다{평균 17.9%에 비 

해 22.8%).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어 교재에서 타동사 술어형， 자동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문형 빈도 조사 293 

사 술어형， 명사 술어형， 형용사 술어형 순으로 그 빈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적으로 문어 장트에서는 명사 술어형을， 구어 장르에서는 

형용사 술어형을 보다 많이 제시하고 각 장르별로 자주 쓰이는 문형도 고 

려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에 가까운 텍스트를 마련할 수 있다. 

2) 문협별 빈도 순위 

각 문형별로 사용 순위를 살피기 위해 앞의 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슬무U뀔훗L→효환~ 전체 1 수필 1 소설 l 기사 1핀관센 만화 드라매 대화 

靈摩카靜靜t혔:췄1편 

F짧網짧講講;짧숨「仁 
轉략랫 시랜편9 싹끽꼬익3‘깎1}-4판}뼈← 

짧4펴뽑뽑jN짧씨3짧→}士uüt--+←{ 댄 • ←十 카 

藝뽑調즈뿔「프낙꾀편→ 
@ 대채로 문형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그 문형의 사용 범위도 넓음을 

알 수 있다. 즉 샤용 빈도가 높은 9개의 문형은 각 장르에서 고르게 한 번 

이상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 빈도가 높은 문형은 그 사용 범위도 넓 

어서 교육적 활용도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문형의 사용 빈도가 

다른 문형 제시 기준과도 어느 정도 부합함을 보여준다. 

@ 기준 문형을 중심으로 그 빈도 순위를 살펴본 바 한국어의 문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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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 N을 VG38.2<>/o) - N이 N이대15.5%) ←N이 VU2.4%)-N이 A며(잃.2<>/0) 

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문형들은 각각의 기본 문형으로 실제로 

도 사용 번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4개의 기본 문형들이 전체 사 

용의 75%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은 교육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한국어 자료의 약 75%가 기본 문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간 한국 

어 교육의 문형 학협l 대한 방향 전환을 요구한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들 

을 살펴보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성분 수와 문장 구조의 복잡성을 기 

준으로 문형을 나누고 이를 초 · 중 · 고급의 단계별로 배열하고 있다. 대개 

기본 문형은 초급의 전반부에서 학습을 완료하는 것으로 구성하교 특히 

작문 동의 문어 사용 지도에서는 복잡한 구조의 쓰임이 적은 문형을 가르 

치는 데 치중한다. 그렇지만 문형의 사용 빈도를 볼 때， 학습자의 의사소 

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의 문형들을 펼쳐서 보여 

주기보디는 기본 문형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서술어에 따른 의미적 양 

상과 기능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예상 외로 문어 장르에서 기본 문형만의 사용 빈도가 평균보다 높 

게(76.2<>/0)， 구어 장르에서 평균보다 낮게(71.5%) 나타났다. 앞의 분석 결과 

에 따르면， 문어 장르는 구어 장르보다 사용되는 문형수는 더 많았다. 하 

지만 문어 장프에서 짜 사용되는 문형은 오히려 일부 기본 문형에 치중 

되어 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소설에서 사용된 기준 문형수는 22개로 다 

른 장르에 비해 가장 많았는데， 오히려 기본 문형 4개만의 사용 빈도가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특이할 만하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 

러난 수치를 통해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문어 장르와 구어 장르는 기본 문형이라도 글자수에서 차이를 보 

인다. 문어 장르의 문장들은 기본 문형이라도 다양한 수식어(관형어， 부사 

어 등)를 통반하여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사 술어형(N이 V)을 살펴 

보면， 소설에서는 한 문장 당 평균 잃자 정도가 쓰인 데 비해， 대화에서는 

7자 정도가 쓰였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기본 문형이라도 문어 장르에서 

는 다양한 수식어를 동반히여 문장이 길게 쓰이고 있는 데 비해 구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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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에서는 필수성분도 맥릭에 의존하여 생략된 채 소수의 성분만을 중심으 

로 문장이 구성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기본 문형의 생략형 빈도를 살 

펴 보면 재차 확인이 된다. 동일한 기본 문형이라도 문어 장르에서는 완성 

형이 자주 쓰이는 데 비해， 구어 장르에서는 생략형이 자주 쓰인다. 예컨 

대， 타동사 술어형의 생략형인 ‘(N이) (N을)V 형이 소설에서는 1.16%만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화에서는 14.78%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자면 교재에서 기본 문형을 제시할 때 장르에 따 

라 그 양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문어 장르는 기본 문형 

에 수식어로 문형을 확대하는 방식에 구어 장르는 기본 문형을 토대로 성 

분이 생략되는 방식에 초점을 둘 수 있다 

N. 맺음말 

지금까지 문형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실증적인 조사 없이 기본 문형의 

선정과 그 기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에만 집중되어 왔다. 본고는 실증적 

인 방법으로 문형의 사용 빈도를 살펴고자 하였다 이뜰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문형 학습의 접근 방식과 문형의 제시 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91 물론 문형의 빈도가 교재 구성의 유일한 기준일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인 중요한 기준엄은 부정할 수 있다. 이 

는 교육용 기초 어휘를 설정하는 가장 주요한 기준이 그 어휘의 사용 빈 

도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으로 문형의 사용 빈도 외에도 문형의 사 

용 범위， 문형의 복합성， 문형과 사용 어휘와의 관계 응을 복합적으로 고 

려하여 문형 제시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9)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문장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문어와 구어 장르의 차이를 분명하게 살피려면 도 

치문， 안은 문장， 보문， 소형문 등을 포함뼈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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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전체 문형의 사용 빈도 (생략형 포함)> 

1필호 문형 전체 수필 소설 기사 교과서 만화 C라마 대화 

1-1 N이 V 9.34 8.99 15.35 9.55 9.19 4.76 4.87 3.94 
1-1 (N이 JV 3.05 2.16 2.12 0.56 3.48 6.02 3.99 1.97 
1--2 N이 N이 V 1.38 2.34 0.97 1.12 1.95 1.25 O돼 u 
1-2 N이 (N이 )V 0‘α3 0.1 0 
1• 2 (N이 JN이 V 0.8R 2.16 0.39 0.84 0.75 1.18 
1-.1 N이 Adv V OZl 0.36 O.않 0.25 0.15 
1-3 (N이 J Adv V 0.16 0.18 0‘19 0.28 0.25 
1-4 N이 N에 V 2또 2.88 3.76 2.25 2.65 1.25 1.18 2.46 
1 • 4 N이 (N에)V oη 0.18 0.10 1.12 0.42 1.00 2.36 0.99 
14 (N이 )N에 V 1.62 0.90 1.25 0.56 1.67 1.50 2.66 2.96 
14 (N이 J (N에JV 1.2'2 0.58 2.51 3.99 1.48 

l니니l555 N이 N에게 V 0.16 0.56 0.28 O잉 0.30 

뽑fN에거lJ O.o:l 0.56 
0.19 0.14 0.25 0.59 ~Cl:때 뉴-← 

15 0.05 0.30 
1-6 N이 N에서 V 0.29 0.18 0.19 0.56 0.56 0.25 I 0.99 
1-6 (N이 )N에서 V 0.24 ! 0.29 0.14 0.25 O얘 0.49 
H N이 N와 V 0.27 0‘36 0.29 1.12 0.14 0.30 

난검 lN(N이이) (N N와와) V V 
0.18 

t--
0.14 

0.44 i 

1-7 (N이 J (N와JV 0.08 0.14 0.50 
Hl N이 N로 V 1.11 1μ 2.03 2.81 0.70 0.30 0.49 
1-8 N이 (N로)V 0.11 0.19 0.14 0.25 
18 (N야 )N로 V 1.01 0.90 1.45 1.69 1.11 1.25 0.30 

1l 9 8 N (N이이) N (보N다로) V V 110O.0{)33 F•~• 

뉴 0.1‘10 
L요l효 

1-10 N이 N이 N에 V 0.08 0.10 0.14 0.15 
1• 11 

N (N이이) N N에이 N N로로 V V 0.03 0.25 
1-12 0.05 1.12 
1-13 (N야 )N에서 N로 V 0.03 

←IN이→→ (N(을JV(→ 댐짧 21 14.10 11 19.66 16.02 7.27 9.60 10.84 
2-1 1.73 1.45 1.12 1.11 1.75 3.55 1.481 
2-1 (N이)N올 V 17.81 20.68 14.58 20.2'2 20.75 18.80 17않 12.81 

I 2-1 (N이) (N을)V 젠~~!뀔즈 0 L31”6 
3.62 9.77 8.42 14.78 

2-2 N이 N에 N을 V 0‘24 1.12 0.42 
2-2 N이 N에 (N을)V 0.051 0.18 

많: 
0.15 

2.2 (N이 )N에 N을 V 0.5O hlO0 % 18 0.48 ~ O.~ 0.75 0.44 
2• 2 (N이JN에 (N을)V 0.21 0.19 0‘14 0.50 0.30 
2• 2 (N이) (N에 J (N을JV 0.03 0.10 
2• 3 N이 N을 Adv V 0.03 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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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이 )N을 Adv V 0.00 0.10 0.14 0.49 
2-3 (N이) (N을) Adv V 0.03 0.10 
2-4 N이 N에게 N올 V 0.48 0.18 0.39 1.39 0.15 0.99 
2• 4 N이 N에게 (N올)V 0.03 0.15 
2-4 N이 (N에게)N올 V 0.24 0‘18 0.42 0.2.5 0.30 0.99 
2-4 N이 (N에게) (N을) V 0.08 0.10 0.14 0.15 
2• 4 (N이 )N에게 N을 V 0.64 0‘18 0.10 O.ffi 0.CJ7 0.75 1.18 1.48 
2• 4 (N이)N에게 (N을)V 0.35 0.18 0.28 1.25 0.44 0.99 
2-4 (N이) (N에게)N을 V 0.5:’ O.ffi O.ffi 2.51 0.59 0.49 
2-4 (N이) (N에게) (N을)V 0‘40 0.18 0.28 1.00 0.59 1.CJ7 

25 N이 N을 N라고 V 0.1 1 0.1 8 0.19 0.14 
2-5 N이 N을 (N라고)V 0.03 O.ffi 
2-5 (N이 )N을 N라고 V 0.19 0.72 0.14 0.25 0.15 
2-5 (N이) (N을)N라고 V 。。‘ 0.14 
2-6 N이 N을 N로 V 0‘37 0.72 0.19 2.81 0.42 
2-6 N이 (N을)N로 V 0.05 O.ffi 0.14 
2-6 (N이 )N을 N로 V 0.24 0.36 0.39 0.42 
2-6 (N이) (N을)N로 V 0.27 0.54 0.10 0정 0.75 0.15 
2-6 (N이) (N을) (N로)V 0.03 0.10 
2-7 N이 N와 N을 V 0.03 0‘18 
2-8 (N이)N이 N을 V 0.03 0.49 
3-] N이 A이 6.~ 6.83 7.63 2.81 6.27 4.26 8.86 7.88 
3-1 (N이) Adj 1.94 0.54 0.CJ7 1.: 5.01 2.95 4.93 
3-2 N이 N이 A며 3.05 5.22 2.22 19.66 2.00 2.26 3.55 6 아) 

3-2 N이 (N이)A이 0，(뻐 O.ffi 0.15 0.49 
3-2 (N이 )N이 A며 1.59 1.80 1.64 1.25 1 ‘검 

O 2.m74 다딴 
32 (N이) (N이 )A이 0.21 0.18 O.앉) 

3-3 N이 N보다 A이 0.03 0‘18 
3-3 (N이 )N보다 A이 0.03 O.‘ 
3• 4 N이 N에 A며 0.85 0.54 1.25 1.12 0.CJ7 1.00 0.44 

뎌F3 
(N이 )N에 A이 0. 1:ì 0.50 0.44 
(N이) (N에)A며 0.05 0.30 

3-5 N이 N와 Adj 0.40 0.36 0.68 0.70 0.2.5 
35 N이 (N와)A이 0.03 0.14 
3 • 5 (N이 )N와 Adj 0.1 9 0.19 1.00 0.15 
:)-6 N이 N에게 Adj 0. J:l 0.18 O.ffi 
3-7 N이 N와 N이 Adj 0.05 0.28 
4-1 N이 N이다 9.72 15.65 8.59 15.17 9.89 7.77 6.94 6.~ 

4-1 (N이 )N이다 5.76 5.40 7.43 7.30 3.48 7.27 5.02 4.43 
4-2 N이 N이 N이다 0.1:1 0‘10 O.ffi 0.14 0.25 0.15 
4• 3 N이 N와 N이다 0.03 0.14 
4-3 (N이 )N와 N이다 0.03 0.14 
4• 4 (N이 )N에 N이다 O.o:l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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