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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지 이제 23년이 되었고 학습자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한국어 쓰기 분야 교육에 대한 연구 역시 사실상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네 가지 언어 활동 중에서 쓰기는 그 수단이 모어냐 아니냐에

관계 없이 가장 통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외국어 학습자가 학습 언어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은 교육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한국어 교육에

관한 요구 분석들을 보면 쓰기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영역으로

나타난다. 

오류 분석 연구는 교사한테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고 부족한지를 파악하게 하고 쓰기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통번역 학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27명의

1학년 학습자들이 쓴 글쓰기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며 쓰기 자료는 총 120편이다. 쓰기 자료는

자유 작문, 자기소개, 편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취미 활동, 하루 일과, 나의 친구, 우리 가족, 

아제르바이잔 음식, 우리 고향으로 되어 있다. 자료들은 초급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수집되었다. 

<표> 조사 방법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수준 1-2급

학년 1학년

텍스트 개수 120편



쓰기 주제
자기소개, 편지, 하루 일과, 자유작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취미 활동, 

나의 친구, 우리 가족, 아제르바이잔 음식, 우리 고향

쓰기 오류 분석을 하기 위하여 아제르바이잔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 27명의 쓰기 자료

120편을 대상으로 오류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대상인 자료를 바른 문장과 오류 문장으로

나누어 구별하고 범주에 따라 문법 및 어휘 오류로 나누어 오류 빈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와 문법 쓰임에서 어떤 오류를 자주

범하고 있는지, 오류를 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했다. 오류를 분석한 후 문법 오류를

크게 조사, 어미 및 표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어휘 오류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외국어, 보조 용언으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세부영역으로 대치, 누락 및 첨가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아제르바이잔 언어 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바쿠국립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및 한국어를 스스로 배우는 한국 팬들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쓰기 오류 분석이 한국어 글쓰기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점들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 관점에서 볼 때

오류율을 줄일 수 있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쓰기 오류 분석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