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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형 분석 연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A Study on the Sentence Patter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 Based on the Writing Materials of Chinese KFL Students 권희봉
영남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1. 서론
기본문형

2. 연구 방법

무엇이 어찌하다. (지은이가 노래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꽃이 향기롭다.)
무엇이 무엇이다. (나는 한국인이다.)

기본문형

문형

+

내용

표현문형

-기
-고
-기
…

주술 호응

때문에
싶다
바라다
…

1.
2.
3.
4.

주어의 부재
주어의 격표지와 서술어의 비호응
높임자질의 비호응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

표현문형

연구 대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목적: 본고는 쓰기 텍스트를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문형 사용
양상을 검토해 보고, 분석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사용
하지 못한 문형을 찾아낸 후 그에 맞는 학습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텍스트

3. 분장 오류 분석
3.1 기본문형 오류 분석

3.2 표현문형 오류 분석

1. 주어의 부재

ㅁ. 외국인은 한국에서 취직하는게 생각보다 어려울 텐데 고민
된다. (‘-ㄹ 텐데’는 구어에 사용됨)
ㅂ.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를 되고 싶기 바란다.
(‘-고 싶다’와 ‘-기 바라다’는 중복 사용 불가)
ㅅ. 이 전공은 협동전공이라서 심리학, 교육학 등의 전공 지식
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발전에 따라 연구 성과을 거
두기 위해 통기학, 컴퓨터학 등의 전공 지식도 필요해야 한
다. (‘필요하다’와 ‘–해야 한다’ 중복 사용 불가)

ㄱ. 이 전공은 다른 전공에 비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ㄱ*. 나는 이 전공이 다른 전공에 비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2.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
ㄴ. 한 나라의 필요는 언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 나라 문화
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ㄴ*. 한 나라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그
나라 문화도 잘 이해해야 한다.
3. 주어의 격표지와 서술어의 비호응

기본문형: 학습자들이 문장의 주술 호응에 대한 사후 교정과
같은 검사 과정의 미비나 주술 호응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장
의 엄밀성, 논리성을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

ㄷ. 대학원 다니는 동안은 배웠던 언론정보학 지식은 그저그
냥 소량의 전문 이론지식이다.
ㄷ*. 대학원 다니는 동안 내가 배웠던 지식은 거냥 소량의 전
문 이론이었다.

표현문형: 학습자들은 의미적으로 표현문형을 잘 학습됐지만
기능적으로 이러한 표현 문형이 어떠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잘 학습되지 못했다.

4. 높임자질의 비호응
ㄹ. 저의 전공은 시각디자인이다.
ㄹ*. 나의 전공은 시각디자인이다.

4. 결론 및 학습 제언
학습 제언
고쳐 쓰기

문형에 대한 재인식

문장 부호의 사용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의 정밀성
을 높이기 위해 텍스트 내용을 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오류
가 자주 나타나게 되고, 문장에서
필수적 문장 성분을 추출하여 호응
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본문형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게 무엇을 어떻게 어찌한다’와 같은 복잡
한 문형으로 확장하여 연습시킨다.
문장의 각 성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
할을 하고 있는지, 다른 성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표현문형들의 의미뿐만 아니라 제약, 구
성 요소의 대치 여부, 구체적 양상, 관련
문형 등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특성들
의 귀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
인 지도와 학습이 필요하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쓰기 문장을
너무 길게 쓰는 것이 오히려 내용
전달력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여기
서 문장 부호의 재인식과 올바른 문
장 부호의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길고 복잡
한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본래의
문장 구조를 더욱 명확하고 이해하
기 쉽게 만들어 문장의 전달력을 높
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