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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학습자들의

쓰기과제에서나타난

‘이다'와 '있다'의오류양상



1-1. 연구목적

본연구는초급한국어학습자인프랑스학습자에게빈번히나타나는

‘이다’와 ‘있다’의오류발생되는이유가무엇이며그원인을찾아보고

자하였다.쓰기과제에서의 ‘이다’, ‘있다’를분석하는데있어근거자

료될수있는학습자오류구문을수집하여분석을시도하고그양상

을분석해보았다.이를통해실제한국어학습자들이 ‘이다’구문과 ‘있

다’구문에대하여어떤오류를범하고있는지를확인하였다.

1. 서론



1-2. 연구대상및방법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파리 디드로 (Unveristé Paris

Diderot) 대학교 쓰기 수업(Expression Écrite 2)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작성한쓰기자료를분석하였다. 쓰기주제들중몇가지주제에서

특히많은오류가발생하였기에특정주제만을분석자료에포함시켰다.

본연구의주된자료는수업시간에작성된과제물과쓰기답안지로구성

되었다. 연구의주된자료는 '신체'에관련된주제'로만분석을하였다.



2-1. '이다'구문의의미

‘이다’가 문장 속에서 활용을 한다는 점은 한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인

정을할수밖에없는현상이다. 이러한사례를근거로‘-이다’를용언의

일부로 취급하여 전달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더영향력이있다고볼수 있다. 따라서 국어문법

과비교하여한국어교육에서바라보는관점은분명하게다르다는것

을알수있는데국립국어원(2005)의차례를보면그내용을단번에확

인할수있다.

‘이다’에대한전체적인내용은국립국어원(2005:346～350) 참고

1. 서론



2-2. '있다'구문의의미

‘있다’의 기본의미가 ‘존재(存在)’냐 ‘소재(所在)’냐 혹은 ‘있다’의 기본문

형이무엇인가에 대한논쟁이있었다. 그러나대부분의 논의가이러한문

제를해결함에있어학자의직관에전적으로기대고있기때문에보다설

득력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사전에서는 ‘있다’구문의 다양한 구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있다.



2-2-2.소유동사 ‘있다’와

존재동사 ‘있다’의의미비교

소유동사인 ‘있다2(형용사)'는 소유의 상태가 존재동사 ‘있다1’구문에서

도읽힐수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 ‘있다1’구문중에서 ‘NP에/에게NP가

있다’의 형태를 띠는 구문과 ‘있다2’ 구문이 통사적으로도 서로 유관하다

는관점에서함께다루어지기도하였다.

(1) 가. [나/언니/친구]는돈이있다.         [인간주어]

나. [지갑/서랍/가방]은돈이있다.    [무정물주어]



2-2-1. 소유의개념

가.물리적소유:나이문서작성하고싶어.너펜있어?

나.임시적소유:나는사무실에갈때이용하는차가있는데그차는철수거다.

다.영구적소유: Judy는차가있는데그차는내가항상이용한다.

라.양도불가능한소유:나는언니가있다.

마.추상적소유:나는시간이있다.

바.무정물소유주-양도불가능한소유:내서재는창문이세개있다.

사.무정물소유주-양도가능한소유:내서재는쓸모없는책이많이있다.

. Heine(1997)은범언어적으로나타나는소유의유형을 7가지로제시하였다.

‘있다’는소유의미를중심의미로하는동사이다.  프랑스어의소유동사

‘avoir’에대응한다는점을첫번째근거로꼽을수있다. 두번째로는소유

의미이외의다른명시적인의미를읽어내기어렵다는점이다. 



3. 프랑스어동사구문

3.1 Avoir 동사의의미

계사,존재
(이다)

소유문
(있다)

Avoir Elle   a 2 enfants. - +

Obtenir Où est-ce qu’on   peut avoir un 
permis? _ +

Trouver Ici,   Vous avez la cuisine. - +

Éprouver
(sensation)

J’ai un   drôle de pressen timent.
- +

Âge J’avais   10 ans quand je l’ai   
rencontré. - +



3.2 Être 동사의의미

계사, 존재 소유문

État   description Il   est instituteur. + -

Appartenance Ce   livre est à Paul. + -

Origine Il   est de nôtres. + -



4. 오류분석

초급학습자들에게는목표어영향에의한오류보다는모국어영향에의

한오류에더많은양상을보였다. 아래의도표를보면왜이러한유형의

오류들이많이발생하는지알수있다. 유형론적으로관찰하여도소유동

사와 계사/존재사가 구분된 언어와 하나로 표현되는 언어의 두 부류가

있는데, 한국어는 오히려 계사가 ‘이다’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소유동사

와존재사가 ‘있다’라는형태로나타나는점을지적하면서 ‘있다’와 ‘이다’

는상관성이있다고하였다.



▪언어별소유동사, 계사, 존재사의활용양상

언어별소유동사,계사,존재사의활용양상(정덕교 2004: 89)을표로나타낸것은다음과같다.

세부적인내용은수정될필요가있어보이나언어별대체적인경향성을볼수 있다.

HAVE BE EXISTETIAL

English

√ (소유문) √ (계사문, 존재문)
German

Spanish

French

Irish
√ (계사문, 존재문, 
소유문)

Russian

Hindi

Turkish

Japanese

Hungarian

Korean √ (계사문) √(존재문,소유문)



4. 오류분석

1)그여자는커트머리있습니다.

Elle a des cheveux courts.

2)그여자는긴다리가있습니다.

Elle a des jambes longues.

3)그여자는갸름한얼굴있고긴생머리입니다.

Le visage de cette femme est long, et (elle a)des cheveux longs raides.

4)그여자는얼굴이작고보조개입니다. *

Le visage de cette femme est petit, et elle a des fossettes.



5. 결론

본 연구는 오류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오류양상을보여주는 것에초점을두었다. 본연구에서살피고자 한

것은 초급 학습에서 나타나는 흔한 오류이고 한국어 학습에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기에 학습자가 범한 이런 오류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오류의원인을파악함으로써지도방안을세우는데도움이될것으로여겨

진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여러 언어간의 특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통해대조언어학적이론으로그원인을분석해보려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