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폴란드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형어 교육 방안 연구

보로비악 안나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교

한국학과

Anna Borowiak

Adam Mickiewicz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Philology

1. 서론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라 습득하기 어려운 외국어에 차이를 보인다. 2016년에 미국 

Foreign Service Institute(FSI)에서는 학습 난이도에 따라 외국어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한국어는 중국어, 일본어 및 아랍어와 같이 영어권 학습자들이 

습득하기 가장 어려운 언어로 분류되었다. 폴란드어는 영어와 비록 어군은 다르지만 

같은 인도유럽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어는 폴란드어권 학습자들에게도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 이유로 한국어는 폴란드어와 언어 

유형론적으로 차이점이 많고, 다른 언어에서 찾아보기 힘든 음절 구조, 의미적 

유사성을 띠는 많은 문법 항목들, 높임법의 발달 등과 같은 한국어만의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초급단계부터 고급단계까지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문법 요소 중 하나는 관형사형 어미임이 연구되었다. 약 16만 어절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한송화(2015)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어권 학습자들이 일본어권과 중국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관형사형 어미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유럽어권 학습자들에게서 관형절을 포함한 문장 구성의 정확도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의 이유를 시제상적 인식의 부재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로 감안해 볼 때 폴란드인 학습자들도 관형어의 사용에 오류가 

많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폴란드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관형어(attribute)의 올바른 사용이다. 양국 언어에서는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명사 등의 수식어로서의 관형어가 개별적인 문장 성분으로서 분류되어 

왔고 대체로 수의적으로 사용되는 부속 성분에 속하며 피수식어의 뜻을 한정하면서 

구체화시키는 구실을 담당한다.1) 바꿔 말하면, 관형어는 피수식어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1) 그러나 관형어는 대체로 수의적 문장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언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현상은 한국어의 경우에는 '분, 것, 데, 때, 수' 등과 같은 의존명사가 

사용될 때 나타나지만 아래서 제시된 예문이 보여 주듯이 폴란드어에서와 같이 자립명사가 사용될 때 

나타나기도 한다. 관형어가 빠지면 의미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의미적인 명확성의 측면에서 각각 '녹색, 긴, 

위대한'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폴란드어에서는 필수적 관형어가 핵심부인 대상과 맺는 의미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즉 대상의 어떠한 고유의 특성을 나타날 때 꼭 등장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3개의 요소로 된 

구에서 나타나야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예) ㈀ dziewczyna o zielonych oczach/ a girl with green eyes/ 

녹색 눈의 소녀, ㈁ kobieta z długimi włosami/ a woman with long hair/ 머리가 긴 여자, ㈂ człowi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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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특수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폴란드어와 한국어에서는 각각 관형어의 개념이 존재하고, 이는 의미적·통사적 

자질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관형어의 구실을 담당할 어휘, 문장에서 관형어의 위치, 

관형어의 중첩 사용 시 순서의 제약, 용언의 관형형 등 문법적 제약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폴란드인 학습자들의 관형어 사용에 있어서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여러 형태의 오류를 범한다. 따라서 이의 적확한 사용여부는 한국어 능력의 

척도가 되므로 초급 단계부터 적절한 교수가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학습자들이 한국어 

관형어의 명확한 문법적 차이점을 인지하게 되면 모국어의 간섭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폴란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관형어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폴란드인 학습자들이 자주 

틀리는 관형어가 무엇인지 지난 1월 말에 포즈난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 한국학과 

학사과정생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분석을 통해서 오류 발생의 원인을 

파악한 후에 관형어 사용 중에 자주 범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한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올해로 폴란드에서 최초의 한국학과가 개설된 지 35년이 되었음에도 폴란드어권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방안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현장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전문교사들이 보다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연구하는 데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어족이 멀수록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화자가 갖는 직관이 

부족하므로 교육 과정에서 문법의 정확한 이해와 연습뿐만 아니라 복습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기반이 되는 문법의 올바른 용법과 

제약을 습득하여 사용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문법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폴란드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관형어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서론에서 이미 밝혔듯이 폴란드어와 한국어에 각각 관형어가 개별적인 문장 

성분으로 존재하나 두 언어에서는 그 특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2) 폴란드에서는 관형어의 의미와 구조 및 길이에 

따라 수식을 받는 대상의 앞이나 뒤에 위치한다는 특성을 보이며, 한국어는 좌분지 

언어(left-branching language)로서 단어의 정형적인 배열 방식에 따라 수식어가 

wielkiego serca/ a man of great heart/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한국어에서는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관형어에 대한 논의를 리의도(1982: 130-1), 남기심·고영근(2006: 256) 등, 폴란드어에서는 필수적 관형어 

용법에 관한 논의를 Frankowska(1982) 및 Grzegorczykowa(1988: 24) 등 참조할 것. 관형어의 수의적 

특성에 있어서 나찬연(2007: 261)에서 나와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관형어가 부사어보다 부속 성분으로서의 

의존성이 더 강해서 이로부터 수식을 받는 중심어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그런데 폴란드어에서는 '어떤 

드레스 샀어요?'란 질문에 '빨간'이란 답은 자연스러운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그런 답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2) 한국어와 폴란드어 관형어의 대조 비교는 Borowiak(2016)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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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의 왼쪽에 위치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폴란드인 화자에게 

한국어 관형어의 올바른 용법을 습득하는 것이 쉽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국어 관형어가 이의 구실을 수행하는 

품사에 따른 시제뿐만 아니라 상 및 서법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관형어를 통해서도 

높임법이 반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면 혼동을 최소화할 수 없을 

것이다.

두 언어에서 모두 관형어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며, 이를 다음과 같이 삼분할 수 

있다. 첫째, 폴란드어와 한국어에서 관형어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말의 단위가 

있는데 이를 품사 별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폴란드어에서는 분사인데 

한국어에서는 관형형임), 수사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 관형구 및 관형절도 같은 

구실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관형사는 한국어에서만 관형어의 구실을 담당할 수 있고, 

폴란드어에는 관형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전치사구는 한국어에는 없고, 

폴란드어에서만 관형어의 구실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봤듯이 양 언어에서는 서로 다른 말의 단위보다 같은 단위가 

관형어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많다. 그런데 품사가 같더라도 이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관형어의 올바른 사용을 방해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형용사를 들 수 있다. 두 언어에서 형용사가 나타내는 의미적인 특성과 특질은 

공통적이지만 문장 속에서 일차적으로 행하는 구실은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폴란드어에서는 형용사의 일차적인 구실은 대상을 수식하면서 대체로 명사가 갖는 

고유의 성(性)을 따르며 대상이 취하는 격과 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수식어가 피수식어와 호응 관계를 이뤄야 한다. 지정사와 결합하면 이차적으로 

서술어의 구실을 행할 수 있는데 제 홀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와 반면에 한국어 

형용사의 주된 기능은 주어를 서술하는 것이므로 형용사의 성격이 명사보다 동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형용사 어간이 동사 어간과 마찬가지로 

어미를 취하며, 이를 통해 시제, 높임 등과 같은 다양한 문법 범주를 나타낼 수 있다. 

형용사는 이차적으로 대상을 수식하는 관형어로서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해야 한다. 또한 체언이 관형어의 구실을 담당하기 위해 

대체로 관형격조사인 '의'와 결합한다. 두 언어에서는 관형사구가 존재하지만 그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아주 새 옷'에서의 '아주 새'는 

부사와 관형사로 구성된 관형사구인데 이를 폴란드어로 번역하면 'bardzo nowe

ubranie'가 된다. 관형사가 없는 폴란드어에서는 '새'를 의미하는 형용사로 표시된다. 즉, 

폴란드어에서 '옷'을 수식하는 구 (attributive phrase)가 부사와 형용사로 구성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형용사가 활용어이므로 이로 인한 단위는 관형절이다.

위와 관련하여 성격에 따른 관형어가 나타난 문장을 해석하는 데에도 차이점을 

관측할 수 있다. 즉, 폴란드에서는 동사의 형태 중 하나인 분사가 대상을 수식하는 

기능을 할 시에 이를 단어로 인정하므로 전체 문장을 단문으로 보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들이 관형어의 구실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하면 관형절을 구성하며, 관형절이 안긴문장으로서 안은문장에 

들어간다. 즉, 관형절이 들어간 문장은 복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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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폴란드어에서는 같은 대상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둘 이상이면 피수식어의 문법 

범주에 따라 성(性), 수, 격을 일치시키고, 쉼표를 사용해서 이를 나란히 나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같은 식으로 한국어의 관형어를 나열하면 모어 화자의 입장에서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나 비문이 될 것이다. 그 예로 '키가 큰, 잘생긴 남자'를 들 수 

있다.  

2.1. 폴란드인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익히는 관형어

폴란드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형어를 사용할 때마다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관형어가 사용될 경우와 하나 이상이 사용되거나 형태적으로 더 복잡한 절이 

사용되어도 폴란드어 관형어의 어순과 일치하면 학습자들이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 예로 각각 아래 ⑴과 ⑵를 들 수 있다.

⑴ ㈀ 새 집 - nowy dom,

㈁ 귀여운 아이 - urocze dziecko,

㈂ 내 장갑 - moja rękawiczka,

㈃ 그런 사람 - taki człowiek,

⑵ ㈀ 우리의 큰 집 - nasz duży dom,

㈁ 이 새 구두 - te nowe buty,

㈂ 이 두 책 - te dwie książki,3)

㈃ 어느 옛 영화 - pewien stary film,4)

㈄ 무슨 다른 좋은 방법 - jakiś inny dobry sposób/ metoda,

㈅ 잘 알려진 배우 - dobrze znany aktor,5)

㈆ 아주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 - bardzo szybko lecący samolot,

또한 양 언어에서는 관형어의 앞뒤 어순이 달라도 폴란드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제없이 사용하는 관형어도 있다. 그것은 아래 ⑶에서 각각 예로 든 관계 관형(사)절/ 

관계절(relative clause)과 동격 관형(사)절/ 보문절(補文節, appositive clause)이다.

⑶ ㈀ 사라 씨가 만든 케이크가 참 맛있었다.

Tort, który przygotowała Sara był naprawdę smaczny.

㈁ 그는 우리가 일찍 출발한 사실을 몰랐다.

3) 'dwie te książki'도 가능하다는 것도 지적할 만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몇 권의 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두 표현에서는 어순에 따른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이를 통해서 

어순이 구, 절 등의 의미를 변경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어느'와 '옛' 등이 양국 언어에서 서로 다른 품사에 속한다. 한국어에서는 관형사이며 폴란드어에서는 형용사

지만 의미적인 유사성과 어순의 일치 덕분에 이의 올바른 구조를 습득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

5) 폴란드어에서는 관형어가 길수록 이로부터 수식을 받는 대상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과 ㈃에서 

예로 든 명사구를 다음과 같이 관계 관형사절로 바꿔 쓸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제시한 'dobrze znany aktor/ 

a very well-known actor'을 'aktor, który jest dobrze znany/ an actor, who is very well-known'으로, 

㈃에서 나온 'bardzo szybko lecący samolot/ a very fast flying plane'을 'samolot, który bardzo szybko 

leci/ a plane, which flies quickly'로 바꿔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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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ie wiedział o tym, że wcześniej wyruszyliśmy.

또한 구조상으로 약간 달라도 올바른 사용상의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 

예로 아래 ⑷를 들 수 있다. 폴란드어에서는 가산성에 따른 명사의 구별이 존재하므로 

단수와 복수가 격 변화를 통해서 표시된다. 즉, ㈀에서처럼 '한'의 뜻을 나타내는 

어휘를 따로 쓰지 않아도 머리명사의 형태를 바탕으로 그 수를 알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초급 학습자들이 '어느 한 사람' 대신에 '어느 사람'만 쓰는 경향이 있다. 폴란드어 

명사구에서 수사가 없어도 되는데 한국어 표현에서도 이른바 수관형사가 없어도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서 제시된 구를 말 그대로 폴란드어로 번역해서 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두 다른 친구'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른바 

휴지(#) 없이 관형어의 어순이 바뀌게 된 명사구 전체가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돼 

버린다.

⑷ ㈀ 어느 한 사람 - pewien człowiek,

㈁ 다른 두 친구 - innych dwóch przyjaciół,

2.2. 폴란드인 학습자들이 자주 오류를 범하는 관형어

폴란드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관형어를 쓰는 데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지난 1월 말에 한국학과 학사과정 3학년생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수준은 중급I/II 정도이며 질문은 총 85개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폴란드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관형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오류를 

관찰하는 데에 있었다. 설문지를 4개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각 부분에서 좀 더 다른 

사용 양상을 알아보았다. 제1부에서는 4원적 체계 관형사형 어미, 즉 '-던, -(으)ㄴ, 

-는, (으)ㄹ'의 사용 양상을, 제2부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함께 관형어를 구성할 때 

어미의 결합 양상을 확인하였고, 제3부에서는 각각의 단어와 구, 관형형보다 그 형태가 

더 복합한 절의 구성 양상을 관찰하였는데 이때 관형사형 어미뿐만 아니라 

관형격조사의 용법도 같이 조사하였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관형어의 중복 현상, 즉 

머리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관형어를 구성하는 방법을 확인하였다.

설문지의 문제가 많았으므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문제에 아래 <보기>처럼 

빈칸을 두었고, 문장 옆에 빈칸에 들어갈 어휘의 원형을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아래에 

각 부별 질문을 예시하였다.

<보기>

㈀ 우리는 생물체라서 매일      마실     물이 필요해요. (마시다)

㈁ 그 사실을 밝혀내고 싶지 않은     정치인이 없을 것 같다. (밝히다, 내다, 않다, 싶다)

㈂ 나는   수미 씨가 만든 귀여운 귀고리 를 끼고 있어요. (만들다, 수미 씨, 귀고리, 귀엽다)

㈃    활짝 웃는 예쁜   아이가 참 귀였다. (웃다, 예쁘다,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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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관형어가 쓰인 경우에 이의 특성에 따라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양분할 수 있다. 위 ⑴과 ⑵에서 보여 주듯이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관형사가 관형어로 사용될 때이다. 폴란드어와 한국어에서는 품사 분류상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왜냐하면 '이, 그' 등과 같은 지시관형사는 

폴란드어에서는 지시 대명사이며, '새, 옛' 등과 같은 성상관형사는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적인 유사성 때문에 폴란드인 학습자들이 그 용법을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사용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6)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기 전에 오류의 개념 및 발생 원인과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오류'란 것은 정확한 규칙에 대한 지식의 결핍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학습자 언어의 일탈(deviation)이며 실수(mistake)와는 대조된다(Corder 1967). 오류는 

외국어 습득과 학습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오류 

분석 가설(Error Analysis Hypothesis)에 따르면 오류를 예방하고 없애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Brown(2007: 263)에서는 오류를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학습자의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언어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 목표어 

자체의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언어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  학습 맥락(환경/ 

상황)(context of learning), 및 의사소통 전략(communication strategy)을 말한다. 

이정희(2005: 84)에서는 오류를 분류할 때 각 원인에 따른 분류와 결과 판정에 따른 

분류로 양분해서 논의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오류에 첫째,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부정적 전이), 둘째,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과잉 적용, 불완전 적용) 및 셋째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각 교육 자료와 교수 방법에 의한 오류)가 속한다. 결과의 

판정에 따른 오류에 첫째, 범주별 오류 (발음, 문법7), 어휘 및 기타 오류8)), 둘째 

현상에 따른 오류 (대치, 누락, 첨가), 그리고 셋째 정도에 따른 오류 (전체적 오류, 

부분적 오류)가 속한다. 전체적 오류는 의사소통 전반을 방해하는 오류인데 부분적 

오류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오류를 뜻한다.

학자에 따라 오류 분류 방법이 다른데 Dulay 외(1982: 154-163)에서는 형식에 

따른 분류로 누락(omission), 첨가(addition), 잘못된 변경 (misformation) 및 잘못된 

어순(misordering)을 제시하였다. 이진경(2006)에서는 Dulay 외(1982)를 참조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유형화하여 이를 6가지로 나누어 누락 

오류(omission errors), 대치 오류(replacement errors), 환언 오류(paraphrase errors), 

형태 오류(morphological errors), 첨가 오류(addition errors) 및 기타 오류(other 

errors) 하위 구분한다. 

6) 학사과정 2학년 학생들이 기술문법 시간에 문장의 성분, 그 중에서 관형어에 대해 배우고 3학년 과정에서 문

장의 확장에 대해 학습한다. 안은문장은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다루는데, 아직 학습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문

지를 작성할 때 한국어 수업 시간에 배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시간에 학생들이 두 가지의 설문지를 작성한 것도 그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7) 이정희(2005: 109-120)에서는 문법 오류 중에 조사의 오류, 어미의 오류, 높임 및 시제를 언급한다. 

8) 기타 오류 중에 맞춤법 어순 등에 의한 오류를 언급한다(이정희 200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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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이진경(2006)에서 제시한 6가지의 오류 유형 중에서 폴란드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형어 사용 시에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범주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누락 오류

학습자들이 용언 어간의 품사를 혼동하여, 올바른 관형형 어미를 취하지 못하므로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즉, 관형형 어미를 누락해 버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오류를 범하는 중급 학습자들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일부 용언의 

경우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어미의 누락이 용언의 품사 

분류상의 특성, 즉 그것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따라서 관형형 어미의 연습과 복습 시에 용언의 품사를 알려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누락 오류는 가장 낮은 빈도를 차지한 오류 

유형인데 어미 이 외에 관형격 조사의 누락 현상도 발생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예로 아래 ⑸ 참조.

⑸  ㈀ 춤을 *위하 (√ 위한) 노래도 있고 부르기 위하 (√위한) 노래도 있단다. {오답: 2명}

㈁ 내가 *결혼하 (√ 결혼할) 사람은 착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 {오답: 1명}

㈂ 싼 가격과 좋은 *품질 (√ 품질의) 제품을 사는 게 좋다. {오답: 4명}

㈃ 저 살찐 네 *마리 (√ 마리의) 쥐가 자동차 앞에서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오답: 12명}

㈄ 어제 도서관에서 *이순신 장군 (√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관한 책을 빌렸어요. 

{오답: 12명}

㈅ *우리는 슬퍼하는 그 분 (√우리를 슬프게 한 그 분의) 사망이 정말 안타깝다. {오답:  

10명}

㈏ 대치 오류

관형어를 구성하는 데에 범하게 되는 대치 오류는 사용해야 할 관형형 어미 대신에 

다른 관형형 어미를 쓰는 현상을 말한다. 관형형 어미는 초급단계부터 교수·학습되는 

문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정확하게 쓰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서 

시제에 대한 혼동, 용언의 품사에 따른 인식이 부족하여, 상태 시제 개념 및 이른바 

덩어리 표현, 동사의 상적 특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오류인데 아래 ⑹에서 

제시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급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중 하나다.

⑹ ㈀ 우리는 생물체라서 매일 *마시는 (√ 마실) 물이 필요해요. {오답: 22명}

㈁ 몽골 친구를 사귀는 게 몽골 문화를 *배우는 (√ 배울) 좋은 기회이다. {오답: 21명}

㈂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 졸업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오답: 11명}

㈃ 부모님이 오셨을 때 *잔 (√ 자는) 척 했어요. {오답: 19명}

㈄ 운동선수가 *된/ *될 (√ 되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이 아니다. {오답: 14명}

㈅ 어제 집에 *돌아온/ *돌아왔던 (√ 돌아오는) 길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오답: 22 명}

㈆ 학교에 다닐 때 많이 *먹은/ *먹었던 (√먹던) 음식은 만두였다. {오답: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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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유명하던) 배우를 지금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오답: 29명}

㈈ 어제 지나가는 차에 *부딪친 (√부딪칠) 뻔 했어요. {오답: 26명}

㈉ 친구를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할) 계획이에요. {오답: 10명}

㈊ 옛날에 커피를 *만든 (√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오답: 17명}

㈋ 친구와 같이 코트를 *입히는 (√ 입힌)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오답: 17명}

㈌ 아까 *말한 (√ 말했던) 그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오답: 33명}

㈐ 환언 오류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대신에 다른 어미(연결어미)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환언 오류도 누락 오류와 마찬가지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즉 빈도가 낮은 오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범하지 않는 오류는 아니므로 이를 아래 ⑺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⑺ ㈀ 아직도 문이 *열려 있어서 (√ 열려 있는) 가게가 하나 있을 것 같다. {오답: 5명}

㈁ 치아가 *많이 아파서 (√많이 아프신) 사장님께 약을 드렸어요. {오답: 6명}

㈂ 춤을 *위해서 (√ 위한) 노래도 있고 그냥 부르기 *위해서 (√ 위한) 노래도 있다. 

{오답: 5명}

㈑ 형태 오류

학습자들이 관형사형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서 그런 어미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형태가 실제로 문법에 맞지 않는 어미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오류의 

원인으로 첫째, 품사의 혼동, 즉 용언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생긴 오류이다. 품사 분류상의 문제는 폴란드어 품사 분류법과 관련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폴란드어에서 동사인 어휘를 한국어에서도 동사라고 생각해서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필요하다, 아프다' 등 들 수 있다.9) 혹은 한국어에서는 동사지만 

폴란드어에서는 형용사로 번역하는 '잘생기다, 닮다' 등이 있다.10) 특히 자주 헷갈리는 

경우는 형용사와 동사의 이중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 즉 품사의 통용인 경우이다. 

그것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사용에 각각 해당한다. 전자의 예로 '늦다, 크다, 붉다' 등, 

후자의 예로 이른바 중립적 보조용언인 '-지 않다'와 '-지 못하다'를 들 수 있다. 

용언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문맥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지만 학습자들에게 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또한 후자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 

각각의 용법에도 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용언이 하나 이상 사용될 때 그 

헷갈림이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⑻ ㈀ 치아가 많이 *아프시는 (√ 아프신) 사장님께 약을 드렸어요. {오답: 2명}

9) 폴란드어에서는 '필요하다'의 뜻을 동사인 'potrzebować/ to need' 혹은 {형용사적} 과거분사(past participle)

와 지정사로 된 'być potrzebny/ to be needed'로 번역하며, '아프다'의 뜻을 동사인 'boleć/ to ache [hurt]' 

혹은 {형용사적} 능동 분사(active participle)와 지정사로 된 'być bolącym/ to be sore[aching]'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폴란드인들이 동사를 더 일반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를 더 자주 동사로 여

긴다.

10) 폴란드어에서는 형용사들이 서술어의 구실을 담당하기 위해 지정사와 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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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의} 생활을 *그리워한 (√ 그리워하는) 몇 명의 어르신을 만났다. {오답: 15명}

  ㈂ 신랑이 *멋지는 (√ 멋진) 정장을 입었지만 신부의 드레스는 별로였다. {오답: 2명}

  ㈃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는 (√ 불쌍한) 사람으로 여긴다. {오답: 6명}

  ㈄ *이상하는 (√ 이상한) 사람보다 *진철하는 (√ 진철한) 사람이 더 많다. {오답: 5명; 4명}

  ㈅ 매일 *늦은 (√ 늦는)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답: 15명}

  ㈆ 부모님은 아이가 *큰 (√ 크는/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오답: 27명}

  ㈇ 날이 *밝은 (√ 밝는) 대로 길을 떠납시다. {오답: 27명}

  ㈈ 직장에서 *멀지 않는 (√멀지 않은) 집을 구하고 싶어요. {오답: 5명}

  ㈉ 그 사실을 *밝혀내고 싶지 않는 (√ 밝혀내고 싶지 않은) 정치인이 없을 것 같다.    

      {오답: 19명}

  ㈊ 할머니께서 *읽고 계신 (√ 읽고 계시는) 책을 빌리고 싶어요. {오답: 5명}

앞서 언급한 오류 이 외에 품사를 잘 구별해도 불규칙 활용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한 경우도 있다. 그것은 'ㄹ, ㅅ, ㅂ' 받침 용언에 해당한다. 그런 

오류가 드문 편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학습자들이 '놀다, 떠들다, 만들다'의 과거형은 

각각 '*놀은, *떠들은, *만들은'으로, '짓다'와 '곱다'의 현재형을 각각 '*지는'과 

'*곱는'으로 표시하였다.

이 외에 폴란드인 학습자들이 내포문의 관형절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동격 관형절로서 대상을 수식하는 관형절을 잘못 

구성하는 오류도 포함된다. 따라서 간접화법 축약형인 '-다는', '(이)라는' 등을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서 다른 관형형 어미를 쓰는 경우를 말한다.

⑼ ㈀ 그가 *범인인 (√ 범인이라는) 소문이 났다. {오답: 31명}

㈁ 어제 떠나지 *마는/ *말 (√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 {오답: 31명}

㈒ 첨가 오류

중급 학습자들의 관형어 사용 양상에 있어서 첨가 오류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 

오류는 초급학습자에게 상대적으로 나타나며, 보통 관형격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그 

예로 '외국의 친구, 미국의 자동차' 등 들 수 있는데 '의'가 국적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의'를 이른바 

관형명사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언급할 만한데 중급학습자들이 

관형명사의 개념을 몰라도 '*국제의 관계'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기타 오류

위에서 분류한 것 이 외에도 다양한 오류가 있다. 피수식어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둘 

이상일 때 나타나는 어순의 오류, 주어가 높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형어에 높임을 

사용하지 않는 오류(특수 어휘 및 용언 어간에 '-(으)시'의 첨가를 말함), 관형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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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절이 관형어를 구성할 때 조사 혹은 어미를 잘못 쓰는 오류 및 용언의 어간에 

첨가하는 어미는 맞지만 관형절 구조와 맞지 않는 오류도 있다.

⑽ ㈀ 어머니, 할아버지께 생신에 *주실/ *줄 (√ 드릴) 선물을 미리 사 두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오답: 23명}

㈁ 치아가 많이 *아픈 (√ 아프신) 사장님께 약을 드렸어요. {오답: 22명}

㈂ *나무로 만들고 든든하고 하얀색 (√ 나무로 만든 든든한 하얀색의) 의자를 사고     

       싶어요. {오답: 12명}

㈃ *수미 씨가 만들고 귀여운 (√ 수미 씨가 만든 귀여운) 귀고리를 끼고 있다. {오답: 7명} 

㈄ *필립 씨가 짓고 아주 감동적인 (√필립 씨가 지은 아주 감동적인) 시를 읽어      

봤어요. {오답: 6명}

㈅ *가격이 싼 질이 좋은 (√가격이 싸면서 질이 좋은/ √ 가격이 싸고 질이 좋은/ √ 

가격이 싸며 질이 좋은) 제품을 사는 게 좋다. {오답: 10명} 

㈆ *동생 낡고 빨간 (√ 동생의 낡은 빨간) 바지를 버리고 싶어요. {오답: 16명}

㈇ *아버지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닮은 (√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은) 아이를 보면      

       '피는 못 속이다'라고 할 수 있다. {오답: 10명}

㈈ *서울에/ *서울에서 눈 오는 (√ 서울의 눈 오는) 거리가 그림 같아요. {오답: 14명}

폴란드어에서는 관형어가 나란히 겹쳐지는 경우가 많으나 폴란드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관형어가 둘 이상 사용될 때 그들 간의 결합 순서 및 연결 방법이 어려워 

보인다. 관형어에 따라 그 위치가 바뀌면 기본 뜻도 바뀌는데, 그 뜻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로 ⑾을, 후자의 예로 ⑿를 들 수 있다.

⑾ ㈀ 먹으면서 노는/ 놀면서 먹는 아이가 참 귀엽다.

㈁ 맑고 찬/ 차고 맑은 물이 사방에서 흐르고 있어요.

㈂ 자동차의 새/ 새 자동차의 주인을 만났다. [두 문장의 뜻이 달라질 수 있음]

㈃ 나무로 만든 하얀색의/ 하얀 # 나무로 만든 의자를 샀다.

⑿ ㈀ *낡은 동생의 빨간/ *낡으며 빨간 동생의/ *동생의 낡고 빨간/ 

   (√ 동생의 낡은 빨간) 바지를 버리고 싶어요. {오답:  27명}

㈁ *예쁜 활짝 웃는 (√ 활짝 웃는 예쁜/ √활짝 예쁘게 웃는/ √예쁘게 활짝 웃는) 

아이가 참 귀엽다. {오답:  24명}11)

㈂ *저 네 마리 살 찐 (√ 저 살 찐 네 마리의) 쥐가 자동차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오답:  10명}

11) 박양구(200:134-5)에서는 관형사가 둘이 겹쳐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형용사의 관형형은 둘이 겹쳐 쓰이는 

일이 없다고 강조한다. 만약에 이어서 쓰려면 그 앞의 것을 접속형으로 고쳐서 쓰는 것이 보통이라고 덧붙인

다. 그러나 '요새는 형용사의 관형사형을 둘 씩 또는 여러 개 씩 겹쳐 쓰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

밝은, 고요한 집', '진정한, 위대한 지도자의 나타남' 등을 든다. 이와 같이 형용사의 관형사형을 겹쳐 사용할 

때는 휴지를 두어야 자연스럽다. 염선모(1972: 12)에 의하면 관형어가 직접적으로 뒤의 체언을 수식하는 경

우 외에 관형어가 체언일 때에 뒤의 관형어는 앞의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다시 뒤의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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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로 만든 하얀색 든든한/  *하얀색 나무로 만들고 든든한) (√ 나무로 만든 

든든한 하얀색의/ √나무로 든든하게 만든 하얀색의) 의자를 사고 싶어요. {오답:  20명}

㈄ *실시한 최근 한 연구 (√ 최근에 실시한 한 연구의) 결과를 따르면 젊은 사람들이 

가정생활보다 직장생활을 더 우선시한다고 한다. {오답: 10명}

㈄ *그 아까 말한 (√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오답: 22명}

㈅ 어제 노인 대학에서는 *몇 명 시골 생활을 그리워하는/ *시골 생활 몇 명 그리워하는 

(√ 시골 생활을 그리워하는 몇 명의) 어르신을 만났다. {오답: 26명}

㈆ *필립 씨의 지은 아주 감동적인/ *필립 씨가 짓고 아주 감동적인 (√ 필립 씨가 지은  

       아주 감동적인) 시를 읽었어요. {오답: 24명} 

㈇ *어떤 다른 (√다른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한다. {오답: 24명}

3. 교육 방안

제2장에서 폴란드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형어 사용 양상을 알아봤는데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가 학습자들이 관형어의 올바른 사용을 어려워하며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교사들이 한국어 수업 시간에 관형형 어미와 조사의 정확한 사용 방법을 

반복적으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오류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시상에 따른 관형형 

어미를 잘못 쓰는 이유 중에서 첫째, 폴란드어에서는 한국어에서와 달리 형용사로 

실현되는 관형어가 시제 범주를 표시하지 않고, 둘째 한국어 시제 표현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워서 사건시와 발화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무표적인 

어순, 그 중에서도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특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둘 사이의 

결합 순서와 연결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 충분한 

연습과 복습은 물론이고 언어지식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지적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관형어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관형어 

교육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넓은 주제이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관형형 어미, 둘째 높임법, 셋째 관형격 조사, 넷째 어순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습자의 모국어가 목표어와 어족이 멀수록 문법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더 

두르러지게 나타난다. 그 이유로 각 문법 항목 설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 즉 의사소통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법 교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학자에 따라 문법교수 · 학습 단계의 수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관측할 수 있다. 그 예로 각각 세 개의 단계와 다섯 개의 단계를 

제시한 연구를 들고자 한다. 따라서 Thornbury(1999: 128-129)에서는 언어 수업 모형을 

이른바 상향식 PPP 모형: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 생산(Production)과 

하향식 TTT 모형: 과제1(Task 1)→ 교수(Teach)→ 과제2(Task 2)로 양분된 바 있고 

김서형 외(2010)에서는 '제시 · 설명 단계, 연습 단계, 사용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숙(1998: 105), 강현화(2005: 133), 백봉자(2013: 52) 등이 언어 수업 

모형을 제시할 때 5 단계를 언급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다면, 김정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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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화의 연구에서는 '도입→ 제시→ 연습→ 사용→ 마무리/정리'12), 백봉자 연구에서는 

'도입→ 제시→ 설명→ 확인→ 연습'이란 단계가 제시되어 있다.

TTT 모형은 의사소통적 언어 교수법에서 나온 과제 중심 교수법의 교육 

모형인데도 PPP 모형은 문법 사용의 정확성을 통한 용법의 유창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관형형 어미'는 초·중급 단계에서 습득하는 어미로서 이를 교수할 때 주로 고급 

단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TTT 모형보다 PPP 모형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교사가 제시 단계에서 해당 문법을 설명한 다음 연습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이를 

연습하고 마지막 생산 과정에서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구성한다.

관형형 어미를 지도할 때 귀납적 설명 방법보다 연역적 설명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13) 각 문법 항목의 음운, 형태, 의미 및 화용적 기능을 설명하는 

단계가 폴란드어처럼 한국어와 어족이 먼 학습자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해 보인다.14)

3.1. 관형사형 전성어미

폴란드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에서 자립성에 따른 명사 구별이 있다는 것과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임을 알고 있는데 관형어가 취하는 어미의 

시제에 있어서 혼동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나 현재인 

경우에 관형형 어미가 나타내는 시제도 이에 맞춰 쓰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어에서는 관형형 어미들이 오직 시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과 양태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으)ㄴ'과 '-던', '-았던'의 차이, 상대 시제와 절대 

시제로서의 기능, 동사의 상적 특성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15)

우선 도입 단계에서는 새로운 관형형 어미를 지도하기 전에 이미 배웠지만 학습할 

어미와 기능상으로 비슷한 어미를 복습함으로써 학습해 온 내용을 심화시키고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어미를 보다 쉽게 습득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16) 제시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어미의 특성, 기능 및 용법을 

12) 강현화(2005: 133)를 참조할 것.

도입

→

제시

→

연습

→

사용

→

정리

* 학습 목표 인식

* 흥미 유발

* 배경 지식

* 문법 

규칙 제시

* 구조적 연습

* 유의적 연습

* 실제 적용 

활동

* 반복 학습

* 정리

* 평가

* 차시 예고

13) 문법 교수 시에 귀납적 방법이나 연역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김재욱(2005: 188-191)에서 논의되어 

있듯이 둘 다 일장일단이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어족이 멀고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낮을수록 연역적 

설명이 방법이 중요하다고 본다. 백봉자(2013:53)에 따르면 연역적 접근법은 동사의 활용형, 간접 인용문, 

종결어미, 피동과 사동 등을 설명할 때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14) 연역적 접근법은 '규칙 제시 → 문법 설명→ 예문 확인'을 따르지만 귀납적 접근법은 '예문 제시→ 규칙 

유추→ 문법 설명'을 따르는 것이다. 이 외에 이 두 방법을 절충한 절충식 접근법도 있는데 이는 

백봉자(2013: 54)에 의하면 수업 시간에 귀납적 접근법은 연역적 접근법과 절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15) 또한 한국어와 폴란드어에서 같은 뜻을 나타내기 위해 서로 다른 시제를 쓰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과거형을 취하는 '잘생긴, 닮은, 고장 난, 화가 난, 감기에 걸린' 등을 폴란드어에서는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으로 번역하는데, 이 때 현재 시제의 지정사와 같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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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때 이의 기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규칙성 및 받침 형태에 따른 활용형을 

제시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 활용형을 연습·복습할 때 폴란드어와 

한국어 간의 품사 범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용언의 품사 범주도 

같이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본용언뿐만 아니라 보조용언의 품사를 구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 및 이른바 중립적 보조용언을 같이 

학습하는 것이 구사 능력을 향상키시면서 오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품사 통용 현상을 재고하여 '크다'와 '밝다'를 그 예로 들어 활용형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활용형 복습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를 

통해서 오류를 최소화한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다.

활용형을 제시할 때 용언을 지칭하는 방법과 관련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 

'상태 동사' 혹은 '형용사'라는 용어 선택의 문제를 말한다.17) 필자의 입장에서는 상태 

동사 대신에 형용사란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지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양국의 

언어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태 동사의 개념 차이로 인한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어에서는 상태 동사가 ‘생각하다, 사랑하다’ 등과 같이 움직임이 없는 

비동작 동사를 의미한다. 두 언어에서 형용사의 주된 구실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형용사란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한국어 형용사의 뜻을 지도할 때 폴란드어 형용사에 지정사가 동반된 구조로 

설명해야 한국어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부담을 덜 받게 될 것이다.

제한된 분량의 관계로 본고에서는 모든 관형형 어미의 특성을 제시하는 대신에 

'-는'을 대표로 하고자 한다. 다만 도입 단계에서 복습으로 쓸 수 있는 활용형이나 

이른바 덩어리 표현을 제시할 때 다른 관형형 어미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⒀ '-는'의 기본적인 특성18)

♣ 기능: 동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를 관형사형으로 바꿔 명사를 수식하게 하며, 동작이나  

         행위가 현재에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형태: 앞서 언급한 어간은 끝음절의 받침 유무 상관없이 같은 현태의 어미, 즉 '-는'을   

         취한다. 불규칙 활용형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 주면 학습자들이 이를 더욱 더 쉽게 

외울 것이다. (관형형에 따른 용언 활용표 <표1>를 참조할 것).19)

♣ 의미기능:

16) 여기서 4원적 체계의 한 요소인 '-던'을 지도할 때 복습으로 나머지 '-(으)ㄴ -는/-(으)ㄴ'과 '-(으)ㄹ'의 

언급을 예로 들 수 있다. 여러 면에서 보이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대조·비교하는 것은 교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17) 염선모(1972)에서는 형용사를 'descriptive verb'으로 번역하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descriptive verb'을 '상

태 동사'로 번역된 바 있다.

18) 김제열(2003), 이상숙 (2010: 57), 양명희 외(2016: 129-131), 강현화 외(2016: 629-30)를 참조할 것

19) <표1> 관형형 어미에 따른 용언 활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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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 기능 (진행 중인 행동, 즉 현재진행형임)

예) 지금 백화점에 가는 중이다.

㈁ 현재의 상태나 느낌, 또는 사물의 속성이나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능 (성격, 속성)

예) 그는 오해를 쉽게 푸는 성격이다.

㈂ 현재에 습관적으로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기능 (직업, 취미, 습관)

예) 그 사람은 몽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이다.

    동생의 취미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

㈃ 일반적인 사실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능 (속담, 진리, 규범, 사실)

예) 한국 속담 중에서 '피는 못 속인다.'는 속담이 있어요.

㈄ 과거 일이라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예) 지난주까지 커피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 기타 특성:

㈀ '입다, 쓰다, 신다, 벗다'와 같은 어휘는 현재라 할지라도 과거형인 '-(으)ㄴ을 사용함. 

만약 '-는'을 사용하면 습관적인 반복의 의미가 됨.

예) 저기 빨간 바지를 입은 사람이 누구지? [빨간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저기 빨간 바지를 자주 입는 사람이 누구지? [빨간 바지를 습관적으로 입는 사람을 

     의미함]

㈁ '-는' 시제 개념뿐만 아니라 상적 특성도 나타낸다.20) 즉, 발화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 터키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친구를 만났다.

한국어에서는 시간 표현이 시제뿐만 아니라 양상도 같이 나타낸다. 시제는 발화시를 

중심으로 사건시를 언급할 때 쓰는 것이며, 양상은 행위의 완료 혹은 미완료/ 진행/ 

시제

용언

과거 현재

V-는

A-(으)ㄴ

미래

A/V-(으)

ㄹ
A/V-았/었/였던 A/V-던 V-(으)ㄴ

[-받침]
가다 갔던 가던 간 가는 갈

예쁘다 예뻤던 예쁘던 - 예쁜 예쁠

[+받침]

ㄱ 먹다 먹었던 먹던 먹은 먹는 먹을

ㄷ 깨닫다 깨달았던 깨닫던 깨달은 깨닫는 깨달을

ㄹ
만들다 만들었던 만들던 만든 만드는 만들

길다 길었던 길던 - 긴 길

ㅂ
굽다 구웠던 굽던 구운 굽는 구울

무덥다 무더웠던 무덥던 - 무더운 무더울

ㅅ
짓다 지었던 짓던 지은 짓는 지을

낫다 (형) 나았던 낫던 - 나은 나을

ㅎ
놓다 놓았던 놓던 놓은 놓는 놓을

빨갛다 빨갰던 발갛던 - 빨간 빨갈

20) 사건시(상대시제)와 발화시(절대시제)의 개념을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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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등을 나타낸다. 그래서 품사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를 연습·복습할 때 자연 시제에 

따라 '과거-현대-미래'뿐만 아니라 양상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하듯이 '-는'을 제시할 때 본 용언 이 외에 보조용언도 같이 언급하는 

것이 좋다. 물론 '-는'은 '-고 있다, -아/어/여 주다' 등과 같은 보조동사와 '-지 않다' 

및 '-지 못하다'처럼 중립적 보조용언과만 결합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보조용언만 

언급하겠지만 나머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설명할 때 보조형용사의 활용형도 교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앞서 언급하듯이 일부 용언들은 동사와 형용사의 이중성을 갖고 있어서 문맥에 

따라 동사나 혹은 형용사로써 사용되어 어간에 어미를 취한다. 이러한 이중성을 

인지하지 못한 폴란드인 학습자들이 어휘를 보고 '크다'처럼 형용사로 더 자주 사용될 

경우에 이를 형용사처럼만 활용하고, '못하다'를 동사로만 인정해서 동사처럼만 

활용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 제시를 통해서 품사 통용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미적 특성을 설명한 다음 그 활용형을 표로 

작성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다.21) 여기서 동사화된 형용사의 예로 '크다'만 들고자 한다.

⒁ 크다22)

㈎ 형용사

♣ 의미: ㈀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21) 학습자들이 통용 현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각 종결어미와 관형형 어미 등을 교수할 때 그 활용형

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아래 <표2> ~ <표4>을 참조할 것.

<표2> 품사에 따른 종결형 중심으로 한 '크다' 활용형의 대조비교

품사 어미의 종류 시제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감탄형

형용사

과거 컸다 컸습니까? - - 컸군요!

현재 크다 큽니까? - - 크군요!

미래/ 추측 크겠다 크겠습니까? - - 크겠군요!

동사

과거 컸다 컸습니까? - - 컸군요!

현재 큰다 큽니까? 큽시다 커라 크는군요!

미래 크겠다 크겠습니까? - - 크겠군요!

<표3> 품사에 따른 관형형을 중심으로 한 '크다' 활용형의 대조비교

<표4> 품사에 따른 관형형의 축약형 중심으로 한 '크다' 활용형의 대조비교

22) '크다'의 의미 설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하였음.

       시제
품사

과거
현재

(진행/ 지속)
미래

(추측)-었던 (회상) -던 (회상) (으)ㄴ 
(과거/ 완료)

형용사 컸던/ 크셨던 크던/ 크시던 - / - 큰/ 크신 클/ 크실

동사 컸던/ 크셨던 크던/ 크시던 큰/ 크신 크는/ 크시는 클/ 크실

품사 어미의 종류 시제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감탄형

형용사

과거 컸다는 컸느냐는 - - 컸다는

현재 크다는 크냐는 - - 크다는

미래 크겠다는 크겠느냐는 - - 크겠다는

동사

과거 컸다는 컸느냐는 - - 컸다는

현재 큰다는 크느냐는 크자는 크라는 큰다는

미래 크겠다는 크겠느냐는 - - 크겠다는



- 16 -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 어미: 형용사로서 취하는 종결형어미 및 관형사형 어미

㈏ 동사:

♣ 의미: ㈀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

㈂ 수준이나 지위 따위가 높은 상태가 되다.

♣ 어미: 동사로서 취하는 종결형어미 및 관형사형 어미

연습단계는 전반 교육의 효과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목적은 강현화(2005: 133)에서 나와 있듯이 제시 단계에서 이루어진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형어를 교수할 때 

다양한 형태의 연습문제, 즉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관형형 어미의 

활용형뿐만 아니라 시제와 상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중 성격을 가진 이른바 

'특수 용언'의 의미와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도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전략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략: ⑴ 제시된 용언을 관형형으로 바꿔 빈칸 채우기23))

⑵ 관형형 어미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

⑶ 제시된 단어를 사용해서 관형어 구성하기

⑷ 두 개의 단문을 관형절 안은문장으로 바꿔 쓰기

⑸ 제시된 관형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하기

⑹ 알맞다고 생각하는 관형어로 빈칸 채우기

⑺ 하나 이상의 관형어가 같은 대상을 수식할 때 관형어의 어순 맞게 바꿔 쓰기

⑻ 제시된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기/ 고치기

⑼ 관형어를 사용해서 자유 문장을 쓰기

⑽ 제시된 주제나 학습자가 고른 주제를 가지고 관형어를 사용해서 자유 작문 쓰기

⑾ 제시된 사진에 등장한 인물의 특성 묘사하기

⑿ 친구나 가족 구성원 혹은 자신의 특징과 습관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⒀ 학습자 한 명이 인물이 되어 나머지 학생들이 관형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까지 질문하기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 시 암시를 주기) 

⒁ 그룹별로 인물을 정해서 그 특성과 장단점을 다른 학생에게 소개하기

중요한 것은 제시된 단어를 사용하는 한정된 연습과 복습부터 시작해서 학습자들이 

관형어 구조에 익숙해지고 이를 사용하는 데에 자신감이 생기면 문장을 생성하는 자유 

23) 학습자들이 과거를 언급할 때 과거형, 현재를 언급할 때 현재형, 미래(추측과 의지)를 언급할 때 미래형을 

배웠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현재나 미래형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관형형 어미의 시제를 주절의 시제와 자동적으로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 시제와 절대 시제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가 주절의 시제를 결정하면 관형형으로 나타내는 행

위가 완료상이나 진행상을 나타내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듯이 어미를 교수할 때 시제뿐

만 아니라 상의 개념도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으)ㄴ, -는/(으)ㄴ, -(으)ㄹ'의 관형형 어미의 절

대 시제 사용법을 익히게 한 다음 이른바 상대 시제를 나타내는 예문도 제시하여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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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연습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보면 연습이나 복습 문제가 많다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잃게 하고 지루함밖에 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특히 

한국어와 모국어의 어족이 먼 학습자들이 오히려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야 자유 작문을 

구성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범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작문을 쓰는 

데에 자신감을 고취시키도록 교수하면 결국에는 학습자들이 글쓰기 연습을 더욱 더 

즐겨 할 것이다. 그래서 연습과 복습을 할 때 흥미를 유발하는 과제, 즉 재미있는 

사진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시 

단계부터 연습 단계를 통해서 사용과 생성 단계로 체계적으로 교수하는 것은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아래 ①~④에서 앞서 언급한 몇 개의 전략을 사용하는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①에서 관형절로 변경시키는 연습문제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관형형 어미 간 

차이를 이해했는지, 보조용언의 품사를 잘 아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②에서는 주절의 

시제와 관형형 시제의 서로 다른 경우를 제시하면 절대 시제 개념과 상대 시제 개념의 

정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에서 단문을 관형절로 바꿔 보라는 연습과 ④에서 나온 

내포에 의한 복문 연습은 자유 문장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내포문의 

구조는 어느 절을 안은문장, 즉 상위절로, 어느 절을 안긴문장, 즉 하위절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연습과 복습할 때 두 가지의 문장을 각각 쓰게 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일 것이다.

① 알맞은 관형형 어미로 빈칸을 채우세요.

㈀ 어제    본   영화가 참 재미있었어요. (보다)

㈁     가고 싶은      곳은 극장이다. (가다/ 싶다)

㈂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야 해요. (입다)

② 알맞은 관형형 어미로 빈칸을 채우세요.

㈀ TV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현재-과거]

㈁ 방학에 우리와 같이 일본에 갈 학생을 찾고 있어요. [미래-현재]

㈂ 공연을 보러 온 관람객이 많았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 있었어요.        

            [과거-미래-과거]

㈃ 어제 간 백화점에 쇼핑하는 사람이 많았다. [과거-현재-과거]

③ 아래서 제시된 예문을 관형절로 바꿔 쓰세요.

㈀ 수미 씨가 키가 커요. → 키가 큰 수미 씨

㈁ 바지의 허리 치수가 커요. → 허리 치수가 큰 바지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해요. → 날씨가 건조하면 크지 못하는 나무

㈃ 올해 여름에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물로 인한 피해가 컸다.

   → 올해 여름에 억수로 쏟아진 비로 인한 큰 피해

④ 아래서 제시된 단문을 관형절을 안은문장(관형절로 안긴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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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건 씨가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은 항구 도시이다.

   → 승건 씨가 태어난 부산은 항구 도시이다. [관계 관형절, 짧은형]

   → 승건 씨가 항구 도시인 부산에서 태어났다. [관계 관형절, 짧은형]

㈁ 수미가 집에 왔다.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

   → 나는 수미가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격 관형절, 긴형]

㈂ 내가 이 책을 서점에서 샀다. 그 서점은 서울에 있다.

   → 내가 이 책을 산 서점은 서울에 있다. [관계 관형절, 짧은형]

사용단계에서 학생들이 배운 어미를 활용하여 제시된 그림이나 상황 등을 보고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자유문장 쓰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단계인 정리 단계에서는 일정한 관형형 어미를 배운 다음 이와 이른바 

덩어리 표현을 형성하는 구조를 복습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학습자들이 이미 

배운 형태만 말한다. 아래 <표1>에서와 같은 어미 제약에 따른 머리 명사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관형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며, 상대 시제와 절대 

시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형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항상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절의 서술어가 과거여도 관형형이 

서술하는 사건을 당시의 진행, 즉 현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더욱 더 쉽게 파악할 

것이다. 이로써 학습자들이 교사에 의해 제공된 정보 및 연습을 통해 일정한 머리 

명사와 사용하는 어미를 더욱 더 쉽게 기억하고 이전과 같이 많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아래 <표1>을 제시함으로써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덩어리 표현의 일부분으로서의 관형사형 어미24)

동격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과 달리 특수 명사와만 결합하기 때문에 이를 중급2나 

고급 학습자들에게 제시하면 관형형 어미 습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26) 즉,

24) 국립국어원(2011)『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2단계』를 참조하였음.

25) '-(으)ㄹ 때'와 '-았/었/였을 때'를 지도할 때 시상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자는 비완료상 혹은 

진행상을, 후자는 완료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미 차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이동 동사나 '먹다' 등을 그 

예로 드는 게 좋다. 예) '집에 올 때 {진행상} 친구를 만났어요.' 및 '집에 왔을 때 {완료상} 아무도 없었다.' 

유승섭(2010: 9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살다, 일하다, 보다' 등의 경우에 별의지적인 차이 없이 각 '-았/었/

였을 때'나 '(으)ㄹ 때'를 사용해도 된다는 특성도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26) 동격 관형절의 경우에는 관계 관형절의 경우와 달리 동일 명사(구)의 삭제의 현상이 없고, 관형절과 피수식 

체언의 의미상 동격 관계가 있다. 즉, 관계 관형절 내부에 존재하는 동일한 피수식 명사(구)가 생략되는 현상

관형형 어미 덩어리 표현의 예

과거형 V-(으)ㄴ
V-(으)ㄴ 후에, V-(으)ㄴ 다음(에), V-(으)ㄴ 결과, V(으)ㄴ 끝에, 

V-ㄴ/A(으)ㄴ 나머지, V-(으)ㄴ 채(로) 등 

현재형

V-는, A(으)ㄴ

V-는 동안, V-는 도중에, V-는 중에, V-는 한편, V-는 길에, 

V-는 바람에, V-는/A-(으)ㄴ 편이다,  V-는 한, V-는 사이에, 

V-는/A-(으)ㄴ 법이다 등

미래형 V-(으)ㄹ

V-(으)ㄹ 수 있다/ 없다, V-(으)ㄹ 때25), V-(으)ㄹ 계획/ 생각/ 

일정이다, V-(으)ㄹ 필요가 있다/없다, V-(으)ㄹ 데, V-(으)ㄹ 

자리, V(으)ㄹ 겸, V(으)ㄹ 바에, V-(으)ㄹ 정도로, V(으)ㄹ 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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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짧은 동격 관형절과 긴 동격 관형절을 이루는 머리 명사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생각, 믿음, 기대, 예상, 가정, 소문, 말, 소식, 질문, 보고, 명령, 요청' 등과 

같은 인지 명사와 의사 표현 관련 명사이며, 후자는 '일, 사건, 경험, 행운, 지적' 등과 

같은 사건과 관련된 명사이다.27)

3.2. 높임법

한국어의 큰 특징으로 높임법의 발달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격식체에 따른 

구별이 있는 데다가 등급도 많고,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대화의 공식성 등에 따른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만 화자가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높임법은 문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어휘적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에 높임을 나타내는 

관형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높임법을 사용할 시 관형어에서도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나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교수도 필요하다. 즉,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것은 특히 주체에 대한 직·간접적 높임법을 일컫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높여야 할 주체가 주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대상, 즉 그 분의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이나 그분과 관계있는 사람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28)

⒂ ㈀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 교수님이 한 말을 못 들었습니다./들었어요./ 수미가 한 말을 을 못 들었습니다.

㈃ ?교수님께서 한 말을 못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 ?교수님께서 한/ ?교수님이 한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이 외에 일부 학습자들이 특수 어휘와 높임 어미에 의한 용언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다. 그 예로 '주다 - 주시다/ 드리다', '아프다 - 아프시다, 편찮다/ 

편찮으시다' 등을 들 수 있다. 관형어의 형태가 화자 및 청자와의 관계에 달려 있지만, 

피수식 명사의 특수성에 달려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진지 댁, 연세' 등이 존재하지만 

모든 명사가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손, 

눈' 등 들 수 있다. 따라서 높임법을 반영하는 관형어의 제약을 교수하는 것도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한길(1997:26)에서 나와 있듯이 관형어로 

이 일어난다는 것은 관계 관형절의 특징인데 동격 관형절은 한 문장의 주성분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관계 관형절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는 관계 명사이며, 동격 관형절

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는 보문명사이다. 오형식(2012: 327-8)에서는 동격 관형절의 피수식 명사의 아주 중

요한 특성을 언급하였는데 관형절의 관형사형 어미와 선택 제약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그 예로 '-(으)

ㄴ'과만 호응하는 '기억'과 '-(으)ㄹ'과만 어울리는 '계획'을 들면서 그 제약은 피수식 명사의 어휘적인 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하였다.

27) 이진경(2005: 88)에서 재인용하였음.

28) 관형어로 등장하는 사람에 관한 높임법은 한길(199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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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 이로부터 꾸밈을 받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서술어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29)

⒃ ㈀ 어제 저녁에 작년부터 많이 편찮으신 사장님을 만났어요.

㈁ 어제 저녁에 작년부터 많이 편찮은 사장님을 만났어요.

㈂ *어제 저녁에 작년부터 많이 아프신/ 아픈 사장님을 만났어요.

⒄ ㈀ 목이 많이 아프신 할머니께 약을 사 드렸어요.

㈁ *목이 많이 아픈 할머니께 약을 사 드렸어요.

㈂ *목이 많이 편찮으신/ *목이 많이 편찮은 할머니께 약을 사 드렸어요.

⒅ ㈀ 나이가 많은 친구를 만났어요.

㈁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을 뵈었어요.

㈂ *연세가 많은 교수님을 뵈었어요.

㈃ *나이가 많으신 친구를 만났어요.

3.3. 관형격 조사

위에서 제시한 관형어 이 외에 폴란드인 학습자들이 관형격 조사의 사용에도 

어려움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초급 단계에서 배운 '-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단계에 올라가도 관형격 조사의 출현 유무, 즉 생략 가능성, 다른 조사와의 결합 

등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말한다. '-의'의 출현 유무에 있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면 표현이 어색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는 아래 ⒇에서 나와 

있듯이 비율이나 비유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 (그것은 특히 추상명사에 해당함)을 

구성할 때나 'N+Q+Cl'의 구조를 갖는 수량사구가 사용될 경우, 또는 관형격 조사와 

수식받는 대상 사이에 다른 관형어가 들어갈 경우, 고유명사의 소유를 나타낼 때와 

'-의'조사는 다른 조사와 결합할 경우를 말한다.30) 후자는 출현이 불가능할 경우를 

29) 그 예로 ㈀ '교수님 댁에 가시는 분' 및 '친구 집에 가는 사람', ㈁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 및' 친구에게 줄

선물', ㈂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및 '친구가 나에게 준 선물' 등 들 수 있다.

30) 관형격 조사의 생략에 있어서 남기심 외(2006: 269)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의'가 생략되어도 좋은지 그 

조건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국립국어원(2005: 822-3)에서 앞말과 뒷말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앞말이 뒷말에 대한 비유의 대상임을 나타낼 때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고 제시한 바 있다. 김기복(1997)에서는 명사를 관형화하는 '의'를 언급하면서 이의 모호성, 즉 그 의미는 문

맥 속에서 정해진다는 특성을 제시한다. '-의'는 본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두 명사 사이의 소유, 출처, 전체-

부분, 친족관계, 소속, 원인, 동격 등 관계를 의미하거나 기저구조에 상정되는 동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어서 김기복(1997: 68)은 김광해(1981:40-1)을 인용하면서 '현실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관계가 

있으면', 즉 '소유주-소유물, 전체-부분, 친족 관계'일 때 '-의'가 생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관형격 조사의 

출현이 필수적인 경우를 '-의'의 의한 강제된 연결로 지칭한다. 김선효(2011: 153-9)에서는 'NP1의 NP2'의 

구성의 유형을 연구하면서 이를 연결 유형 구성과 비연결 유형 구성으로 양분한다. 후자는 전자와 달리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 간 의미적 상관성이 희박하여 '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전자는 앞서 언급한 김기복

(1997) 등에서 제시한 '소유주-소유물, 전체-부분, 친족 관계'를 나타내면 이들 명사구는 어휘화 과정을 거

쳐서 합성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김기혁(1995:263)에서는 '-의'의 가장 기본적인 구실은 두 명사를 

이어주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는 주 구성성분이 되며, 또 다른 하나는 종 구성성분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

는데 두 명사 사이에 이른바 '주종' 관계가 쉽게 파악되는 경우에 '-의' 생략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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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21)에서 나와 있듯이 이른바 관형 명사에 해당한다.31) 따라서 관형격 조사의 

지도 방안도 따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의' 사용과 관련된 네 가지의 

경우를 보이는 예만 제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여기서 각각 생략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의' 겹침을 말한다.

⒆ 생략이 가능한 경우

㈀ 오빠{의} 친구

㈁ 서울{의} 야경

㈂ 아버지{의} 손

㈃ 한국{의} 사람32)

⒇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

㈀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죽음의 도시

㈁ 우유 한 잔의 기적/ 여러 대의 새 자전거

㈂ 서울의 눈 오는 거리/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33)

㈃ 이순신의 거북선

㈄ 미국과의 관계/ 불행으로부터의 탈출

한국어에서는 가산성에 따른 명사의 구별이 없어서 대상을 셀 때 분류사나 단위성 

의존명사 등으로 불리는 단어를 써야 한다. 그런데 비분류사 언어인 폴란드어에서는 

가산성에 따른 명사의 구별이 존재하는데 대체로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를 셀 때만 

분류가가 사용된다. 그래서 'N+Q+Cl'의 구조를 가진 수량사구가 수식어로서의 구실을 

담당할 때 '-의'가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을 언급하는 것이 좋다.

(21) '-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국제의 관계

㈁ *개별의 행동

(22) '-의' 겹침

㈀ 나의/ 내 친구의 자동차

㈁ 휴대폰{의} 배터리의 충전

㈂ 고향의 봄의 추억의 거리

㈃ 그의 친구의 어머니의 집

31) 김선효(2011: 115)에 의하면 관형명사는 관형사와 명사의 중간 범주적 성격을 갖지만 통사적으로는 관형사

에 더 가깝다. 또한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관형사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은 

명사적 기능보다 관형사적 기능이 더 많다. 관형명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선효(2011: 115-121)을 참조

할 것.

32) 관형격 조사의 생략이 지명을 나타내는 말과 결합할 때도 가능하다. 김창섭(1996)에서 조사 출현 여부에 따

른 의미적인 차이점이 설명된 바 있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 없는 명사구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혹은 '한

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조사가 삽입된 명사구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이 외에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33) 김기복(1997:74)에서는 이를 '확장된 NP류와 결합되는 경우'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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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2)는 관형형 조사가 하나 이상 사용된 경우를 보여 준다. 박영순(1987:150)에 

의하면 최후의 명사가 중심부(head)로 기능하며, 그 앞에 오는 모든 명사들이 수식부 

혹은 종속부를 형성하면서 수식 기능을 한다. 따라서 각각 자동차, 충전, 거리' 및 

'집'이 중심부가 되는데 그 앞에 오는 관형어가 이의 종속부가 된다. 

그런데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관형격 조사가 다른 조사와 결합해서 대상을 

수식하는 특성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김기복(1997: 71)에서 나와 있듯이 

'-의'가 아닌 다른 조사만을 취하는 명사로는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관형격 조사의 결합이 필수적이므로 경우에 따라 각각 부사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등과 결합해서 이와 함께 피수식어를 꾸민다는 특성도 교수하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23) ㈀ 외국어로서의 스리랑카어

㈁ 그 사람과의 관계

㈂ 우리만의 비밀

3.4. 어순

한국어에서는 폴란드어에서와 달리 관형어가 항상 피수식어에 선행하므로 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습득하는 것은 폴란드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쉬운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이다. 같은 대상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둘 이상이거나 저절로 실현되는 

관형어가 겹칠 경우에 학습자들이 이의 무표적인 어순을 모르거나 연결하는 방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서 오류를 자주 범하게 되다 보니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형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꺼번에 관형어의 종류에 따른 

어순을 교수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서 폴란드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겹침 관형어의 구체적인 교육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그 필요성만 언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한국어 관형어는 여럿이 겹쳐 쓰이는 현상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체로 

관형사가 둘 이상 사용될 경우에 집중한다. 여기서 각각 '지시 · 수 · 성상관형사'의 

순으로 나타나는 관형어를 말한다. 이수미(2009)가 관형사의 결합 양상을 논의하면서 

성상관형사를 통하여 본질적인 속성이 정의되고 '수'와 '지시'가 차례로 수식되면서 

피수식어의 속성은 좀 더 구체화한다고 한다. 더불어 관형사 간의 결합 관계에 있어서 

성상관형사가 지시관형사나 수관형사보다 선행할 수 없고, 이들과 겹쳐서 나타날 

경우에 후행 체언과 가장 가까운 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한다(106쪽 참조). 즉,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형사는 다른 두 종류의 관형사에 비해 피수식어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관형사만 관형어의 구실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학습자들이 더 어려워하는 경우는 관형사와 관형구 및 관형절이 겹치는 

경우이다.

염선모(1972)에서는 두 개의 관형어가 같은 대상을 수식할 때 출현하는 순서를 

구조화하였다. 첫째는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형 및 N(의)이고, 둘째는 동사나 형용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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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형이나 N(의) 혹은 N(의) N(의)의 구조이다. 또한 '의'에 의한 관형어 및 관형형이 

같은 대상을 수식할 때 이의 어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자신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어순 도치가 의미적인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34) 그 

예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24) ㈀ 친구의 아주 좋은 우산 [관형구 + 관형절]

㈀' 아주 좋은 친구의 우산 [관형절 + 관형구]

㈁ 그 수미의 착한 동생 [지시관형사+ 관형구 + 관형절]

㈁' 착한 수미의 그 동생 [관형절 + 관형구 + 지시관형사]

㈂ 고향에 가신 저희/우리{의} 할아버지 [관형절 + 관형구]

㈂' 우리/저희{의} 고향에 가신 할아버지 [관형구 + 관형절]

(25) ㈀ 그 모든 착한 유치원생 [지시관형사 + 수관형사 + 관형절]

㈁ 어제 아주 크고 비싼 빨간 책상을 샀어요. [모양 + 특성 + 색깔]35)

㈂ 이 집이 그 어떤 집보다 크다. [지시관형사 + 지시관형사]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좋은 습관이 많지 않다. [관형절 + 관형절]

㈄ 수미가 빌린 그 가전거가 고장 났어요. [관형절 + 지시관형사]

또한 '새, 온, 무슨' 등과 같은 관형사를 교수할 때 이로부터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명사의 범주를 같이 제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새 것'은 가능하지만 '온 것'이나 

'무슨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의존명사인 '것' 결합이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면 학습자들이 더 잘 배울 

것이다.36)

관형어의 수가 많아지며 그 구조가 다양해질수록 어순을 교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김봉모(1978/1992: 156-96)에서 제시된 

예를 들면서 겹침의 어순과 수식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6)  N의 - 동작동사 - 상태 동사 - 지시 - 수량  - 성상 - N∅  - (중심어)

   [우리의 [이사할     [아담한     [저     [두     [새    [괴정동  [집]]]]]]]]

위 (26)가 보여 주듯이 관형격을 취하는 대명사 (혹은 명사) 뒤에 각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형이 나타나며 지시, 수량, 성상관형사가 사용되면 관형형에 후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많은 관형어들이 한꺼번에 쓰이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34) 관형어 어순에 대한 논의는 Kim 외(2010)를 참조할 것.

35) 우형식(2012: 304)에 따르면 관형어가 겹쳐 쓰일 때 대개 지시관형어 다음에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

형어의 순으로 쓰인다고 한다. Kim 외(2010)에서는 관형어를 연구하면서 이를 크게 'lexical determinants'

(관형사)와 'phrasal prenominal expressions' (형용사의 관형형, 관계 관형절 및 체언과 결합한 관형격 조사)

로 양분한 다음 어순의 자유로움을 관찰했다. 이에 따르면 지시관형사는 관형형에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 있다

고 하면서 '그 착한 학생' 및 '착한 그 학생'을 예로 들었다.

36) 관형사 간의 결합 양산 및 후행 체언의 결합 양상 등에 관한 논의는 이수미(2009)를,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

서의 관형사의 제약 및 사용 양상은 임유종(200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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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학습자들이 동사보다 형용사가 피수식어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명사나 대명사가 관형사와 함께 수식어로서의 구실을 담당할 시 기본 

어순에서는 관형사를 선행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기본 어순이 도치될 경우에는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얻기 위해 중간에 휴지(#)의 

사용이 필수적이다.37) 그러나 휴지만 두면 어순을 바꿔도 된다고 설명해 버리면 

학생들이 성립되지 않는 어순으로 관형어를 배열할 가능성이 높아서 무표적인 어순만 

제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따라서 어순 도치를 중급보다 고급 학습자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관형어의 기본 어순을 먼저 

습득해야만 어순 도치를 더욱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27)에서 지시하듯이 지시관형사는 관형형과 같이 대상을 수식할 때 이에 

선행하고, 연결형으로나 관형형으로 나열된 두 개의 용언 등도 사용될 수 있다. 용언의 

관형형이 관형어로 사용될 때, 이를 연결하는 방법, 즉 어미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27) ㈀ 저 달리는 말/ 이 아름다운 장미꽃/ 그 신문기자인 친구

㈁ 밥을 먹고/ 먹으며/ 먹으면서 노는 동생

㈂ 활짝 웃고 귀여운 아이

㈃ 저녁마다 운동하는 많은 어르신

5. 결론

관형어는 수의적인 문장 성분으로 체언을 수식하는데 명사구의 일부가 되거나 

관형절을 만들어 문장의 풍부한 표현을 돕기 때문에 이의 올바른 사용은 학습자의 구사 

능력을 보여 준다. 그래서 관형어에 대한 교육은 한국어 실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중·고급 학습자일수록 더욱 더 

그렇다.

본 연구의 대상을 폴란드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로 한정하였지만 관형어의 오용은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므로 각 단계에서 관형어 지도의 

필요성이 있고 이의 교수 내용을 꾸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학습자들이 관형어를 사용할 시에 다양한 오류를 보인다. 여기에는 용언의 

품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 해서 발생하는 오류,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와 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범하는 오류,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기능의 미인식으로 인한 

오류 혹은 관형어를 통해서도 높임이 표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류 등을 말한다.

따라서 중급 학습자들에게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교수할 때 이미 배운 어미가 있으면 

이를 복습하는 것은 새롭게 학습하는 어미의 사용법에 관한 이해력을 높이면서도 

오류를 줄이는 데에도 유익할 것이다. 즉, 학습뿐만 아니라 재학습도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습자들에게 성취감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37) ㈀ 우리의 저# 새로 이사할 아담한 새 집, ㈁ 새로 이사할 아담한 # 우리의 새 집, ㈂ 저# 새로 이사할 아

담한 #우리의 새 집 등(김선호 2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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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어의 올바른 용법은 그 역할을 행하는 언어 단위와 품사에 달려 있어 보이지만 

폴란드인 학습자들이 특히 두 개 이상의 관형어가 겹쳐 사용될 경우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 이유는 관형어의 어순이나 관형어를 연결하는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관형어를 잘 교육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관형어의 의미 기능뿐만 아니라 유형 혹은 구조에 따른 

결합 순서, 관형어를 연결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의 도치가 존재하지만 중급 폴란드어권 학습자들에게 관형어 

사이에 휴지만 두면 어순의 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면, 관형어 어순상의 더욱 

더 큰 혼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도치 현상은 고급 학습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중급 단계부터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할 어미와 문형이 많아지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태 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이고 자주 대치되는 어미들은 반복적인 문형 교육을 통해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을'과 결합되는 '생각/ 계획이다' 등과 '-는' 과 

결합하는 '동안(에)/ 길에' 등을 말한다. 

본 연구는 폴란드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형어 교육 방안을 부분적으로 

다루었는데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인 한국어 학습자를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관형어 지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관형어 및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하나씩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형격 조사인 '-의' 사용 양상과 교육 

방안, 관형어에서 나타나는 높임법의 지도 방법, 관형절 중심의 문장 확장에 대한 교육 

방안 등 연구해야 할 주제를 차기 연구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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