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문형 분석 연구
-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권희봉 (영남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생)

한국어교육에 있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구사하는 문장을 바탕으로 하는 문장 분석은 의미 분석 위주로
해왔다.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차숙정 송향근(2006), 김경천(2008), 오경화(2011), 도지희(2012), 고은선(2016), 김
춘수(2017), 이숙혜(2018) 등은 글쓰기 텍스트를 이용해서 빈도가 높은 어휘, 문법적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오류 원인을
밝혀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정밀한 언어 표현은 어휘나 문법 등 의미적인 분석
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 분석도 똑같이 중요하며, 명확하고 정확한 문장 구조는 의미 전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와 같이 윤보열(1988), 신우철(1995), 허재영(2007) 등 한국어교육 측면의 문장 구조에 대한 연구를 많이 볼 수 있다. 특
히 그 중에서 당영총(2016), 종장지(2015), 이보미(2017), 김지연(2017), 함병호(2020) 등 연구처럼 문형 사용에 관한 연
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함병호(2020)는 문형은 문장을 학습할 때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문
형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 교육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문형의 잘못된 사용은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정확한 문장을 기술할 수 있기 위해 문형 교육이 필요하다. 분고는 쓰기 텍스트를 분석하여 중국인 학
습자들의 문형 사용 양상을 검토해 보고, 그에 대한 학습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미라(2008)에 따르면 문형은 구조중심과 기능중심으로 기본문형과 표현문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문형은 문장
구성의 최소한의 요소를 갖춘 문장이다. 다시 말해,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로만 구성되는 문장 형식이자 단문
이다(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 등). 반면, 표현문형은 문장을 표현할 때 쓰는 복합형태 문형을
말한다. 복합형태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학에서는 ‘의미적 덩어리 구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기 때문에’, ‘-ㄴ
후에’ 등과 같이 하나의 문법 단위처럼 사용된다. 이처럼 표현문형은 의사소통 언어 교육에서 의의를 지니며 문법 교육에
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를 기반으로 본고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글쓰기 텍스트를 분석 자료로 삼아 텍스트에 나타나는 기본문형과
표현문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본 성분을 중심으로 한 기본문형 설정에는 모두 ‘주어 + 서술어’ 문형이 포함된다.
그만큼 기본문형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 황영애(2013), 지미영/신
범숙(2018) 등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술 호응에서 상당한 오류의 양을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승익(2020)도
주술 호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주술 호응 오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장 유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
표가 된다. 따라서 기본문형 사용에서 본고는 주술 호응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분석 방법은 지미영(2018)의 비호응 분석
틀(주어 또는 서술어의 부재, 주어의 격표지와 서술어의 비호응, 높임자질의 비호응,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을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표현문형의 사용 양상도 같이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고의 분석 자료인 글쓰기 자료에서, 11 편 텍스트, 71 개 문장, 959 개 어절에서, 먼저 기본문형 사용양상에서는 주
어와 서술어의 비호응 현상이 총 44 군데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은 주어의 부재이며 총 22 개였다.
그 다음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은 9 개, 주어의 격표지와 서술어의 비호응은 8 개, 높임자질의 비호응은 5
개였다. 반면 표현문형은 총 105 개가 있었으며. 그 중에 오류는 14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고싶기 바란다’, ‘필요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표현문형의 경우 띄어쓰기 제외하고 형태적인 오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문장 성분과의 호응이나 문
장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문장을 종종 볼 수 있었으며 의미적인 면에서 학습자의 표현문형 기술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문장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장 표현의 논리성, 정확성이 부족하고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문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본고에서 문형 사용 인식 강화, 고쳐 쓰기, 문장 부호의 사용을 강조하여 한국어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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