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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rrors concerning V-ing forms in Korean 

college freshmen’s English essays in order to provide some guidelines for teaching the 

forms effectively.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retrieved from a learner corpus 

consisting of 815 essays written by Korean college freshmen. A total of 3,843 words 

were found in the form of V-ing, which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roles as 

follows: (a) present participles (1,235 tokens), (b) gerunds (2,591 tokens), and (c) 

unclear cases (17 tokens). Of the 3,843 forms of V-ing, a total of 292 tokens were 

classified as erroneous, 137 of which were participle-related errors and 138 gerund-

related errors.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errors under the categories of present 

participles and gerunds were the use of a present particle without a main verb (64.2%) 

(e.g. I *looking for the meaning of the building’s name) and to-infinitive related errors 

(66.7%) (e.g. Therefore, we try to *changing our college’s image), respectively. 

Pedagogical sugges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lso provided at the 

end.  

 

 

I. 서론 

 

수능영어에 대비한 문제풀이 위주의 고등학교 영어교육을 실용영어 중심으

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개발 및 보급하고 있는 국가영어능력시험

                                          

∗ 이 연구는 2012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1210064) 
∗∗ 최연정: 제 1저자, 유원호: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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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이 2012년 정식시행과정을 걸쳐 2016학년도부터는 수능영어 영역을 대

체할 전망이다. 성인용인 1급과 고등학생용인 2, 3급으로 나뉘어 개발되고있으

며 현재 2, 3급의 대상자는 당해 년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NEAT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에 지원하려는 대학 입학 희망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듣기, 독해 위주의 수용적 기술(receptive skills)에만 초점

이 맞추어졌던 고등학교 영어수업이 말하기, 쓰기와 같은 생산적 기술

(productive skills)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NEAT 쓰기영역의 주요 평가내용은 (1) 과제완성, (2) 내용, (3) 언어사용, (4) 

구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네 가지 영역 중 고등학교 영어수업에서 중점적으

로 다뤄줄 수 있는 것은 (3) 언어사용일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최근에 쓰

기영역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예: 정연우 & 유원호, 2011; Choi, 

2012; Hwang, 2010; Moon & Pae, 2011; Ryoo, 2011; Shin, 2011; Yoon & Yoo, 2011). 특

히, 정연우와 유원호(2011)는 그 동안 학교수업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구두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대학 신입생들의 말뭉치에 나타난 영어쉼표 오류를 상

세히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구두점 교육이 보다 활발히 일어나

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처럼 쓰기영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도 쓰기교육

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읽기나 말하기, 듣기와 같은 영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던 쓰기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의 한 대학 신입생들

이 작성한 에세이에서 영어의 주요 문법영역 중 하나인 V-ing의 사용을 분석하

였다. V-ing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시도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학

생들이 V-ing의 형태와 역할에 대한 개념정립이 분명히 되지 않은 채 작문에 

적용하여 비문을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정규 고등학교과

정을 모두 마친 학생들의 실제 작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V-ing 사용 오류를 분

석해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의 유형과 원인은 무엇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 이에 대학 신입생 815명이 작성한 영문에세이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아래와 같은 오류를 상당부분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a. Now I *going to the new school. 

 b. I’m going to *starting my university life. 

 c. That makes the number of the experts about subjects *going down. 

 

(1a)는 주어 다음에 V-ing를 바로 사용함으로써 문장에 본동사(main verb)가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1b)는 I’m going to의 to는 전치사가 아닌 to 부정사

임에도 불구하고 원형동사 자리에 V-ing형을 사용하였다. (1c)는 사역동사 make

의 목적보어 자리에는 원형부정사(bare infinitive)를 사용해야 하지만 V-ing형을 

사용하여 비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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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 예문에 나타난 오류들은 모두 중·고등학교 수업에서 기본적이

고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루어지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오류가 학

생들의 작문에 상당수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학습자 말뭉치(learner corpus)를 활

용하여 V-ing구문과 관련한 오류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실제 영문에세이 자료에 나타난 V-ing사용과 관련한 오류

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Alexiadou(2005)에 따르면 V-ing가 사용되는 환경은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2a)와 같이 현재분사(present participle)로 사용되는 경우이며, 두 번째

는 (2b)와 같이 동사적 기능을 하는 동명사(verbal gerund), 세 번째는 (2c)와 같

이 명사적 기능을 하는 동명사(nominal gerund),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명사구와 함께 쓰이지 않는 명사적 용법이다(Alexiadou, 2005, pp. 139-140).  

 

(2)  a. John is destroying the manuscript. 

 b. John’s destroying the book annoyed everybody. 

 c. John’s destroying of the book annoyed everybody. 

d. They did the destroying. 

 

예문 (2c)와 같은 명사적 동명사(nominal gerund)는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 도 

있으나 destroying과 같이 명사적 동명사(nominal gerund)에 상응하는 파생명사

(derived nominal)가 존재하는 경우는 그다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여진다고 

Alexiadou(2005)는 설명하고 있다. 즉 예문 (3)이 자연스러우므로 (2c)도 어색한 

문장이 아니라는 것이다(Alexiadou, 2005, p. 140). 

 

(3)  John’s destruction of the book annoyed everybody. 

 

동명사(gerund)가 명사적 기능을 하는 동명사(nominal gerund)와 동사적 기능

을 하는 동명사(verbal gerund)로 구별되는 것처럼 현재분사(present participle) 또

한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 분사(adjectival participle)와 동사적 기능을 하는 분사

(verbal participle)로 구별된다(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p. 386).  

 

(4)  a. The magician is very amazing. 

b. *The magician is very amazing us with his magic tricks.  

 

(4a)의 amazing은 형용사 기능을 하는 현재분사(adjectival participle)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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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b)는 동사기능을 하는 현재분사(verbal participle)에 해당한다. 분사가 형용

사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동사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강의어(intensifier) very를 해당 분사 앞에 첨가해 보는 것이다. very와 같은 강의

어는 형용사 앞에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4a)와 같이 very amazing이 가능하지

만 동사로 기능하는 (4b)의 경우 amazing 앞에 very를 첨가한다면 비문이 된다.  

이처럼 V-ing구문(construction)은 동사, 명사, 형용사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

어 다양한 상황(contexts)에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는 이와 같이 상세하게 V-ing를 분류하지 않고 동명사와 현재분사의 용법으로

만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가르치고 있으므로 현 논문에서도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V-ing를 동명사와 현재분사로만 분류하도록 하겠다. 

V-ing구문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범하게 되는 오류의 유형은 Dulay, Burt, 그

리고 Krashen(1982)에 의해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들은 학습자들의 동

사구(verb phrase)에 나타난 동사관련 오류를 동사의 생략(omission of verb), 진행

형의 사용(use of progressive tense), 주어-동사의 일치(agreement of subject and verb)

로 분류하였고, 이 중 진행형(progressive)관련 오류를 다시 (5a)와 같은 be동사

의 생략(omission of be), (5b)와 같은 진행형 대신 단순동사 사용(replacement of -

ing by the simple verb form), (5c)와 같은 단순과거시제 대신 진행형 사용

(substitution of the progressive for the simple past)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Dulay, 

Burt, & Krashen, 1982, p. 149). 

 

(5)  a. He *going. 

 b. The bird was *shake his head. 

 c. Then the man *shooting (shot?) with a gun.  

 

이 중 (5a)와 (5c)에 해당하는 오류유형은 V-ing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형태로 

본 연구에서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5b)와 같이 V-ing를 썼어야 할 자

리에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작문에 V-ing형이 직접적으로 사용되

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학습자들의 실제 작문자료를 토대로 동사관련 오류분석을 시도한 Cho와 

Yoo(2012)는 한국 대학생의 영작문에 나타난 동사오류를 동사구 내 필수적인 

요소의 생략으로 인한 오류, 동사구 내 불필요한 요소의 추가로 인한 오류, 동

사구의 오형성(misformation), 동사구 내 요소들의 잘못된 배열로 인한 오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 동사구의 오형성으로 인한 오류가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시제오류, 인칭 및 수 오류, 동사구 내 부적

절한 요소의 사용, 특정 규칙의 일반화로 인한 오류로 구분하였다. 동사구 내 

필수 요소의 생략으로 인한 오류 중 be동사의 생략으로 인한 오류나 동사구의 

오형성에서 시제 사용의 오류 등은 본 연구에서 논의 하고자 하는 V-ing구문의 

오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 4장에서는 이와 같은 동사구 내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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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V-ing오류를 현재분사 관련 오류로 분류하여 보다 자세한 분석을 시도할 것

이다.  

학생들의 영문에세이에 나타난 동사구 관련 오류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

해 영어 작문 시 학생들의 취약부분이 무엇인지 밝혀낸 Cho와 Yoo(2012)의 연

구결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사구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오류유

형을 분석한 것으로 특정 문법사항이나 특정 구문과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

는 오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영어의 준동사로서 그 역할과 쓰임이 다양한 V-ing라는 특정 구문에 초

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난 V-ing 관련 오류를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

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V-ing형을 사용함에 있어서 동명사나 현재분사의 

용법과 속성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 유사한 용법을 지닌 to 부정사나 

과거분사와 혼동하며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알아본 후, 학생들이 

V-ing구문을 사용하여 작문을 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어 작문에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생산적 기술(productive skills)을 강조하는 추세의 각종 영어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영어쓰기(writing)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지도방안은 무엇이겠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활용된 작문자료는 2010년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서 399명의 인

문학부 신입생들과 416명의 공학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필수 교양영

어 과목 수업을 위한 배치고사 자료이다. 이들이 작문을 한 시점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후 대학교육을 시작하기 직전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지식이 

가장 최대치로 남아 있을 시기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문법내

용의 학습 정도와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력을 측정하기엔 대학 신입생들이 가

장 적절한 연구대상이라고 여겨져 이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815명은 모두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은 세대이며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며 영어학습을 한 경험은 없는 학생들이다.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백분위 평균은 인문학부가 98%, 공학부는 95% 이상으로 상

위권에 해당하는 영어실력을 갖춘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399명의 인문학부 

신입생들과 416명의 공학부 신입생들은 각각 아래의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교

내 컴퓨터실에서 50분간 작성하였으며, 시험을 치르는 동안 사전이나 다른 교

재를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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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could change one important thing about your hometown, what would you 

change? Use reasons and specific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 (인문학부) 

 

If you could make one important change in a school that you attended, what change 

would you make? Use reasons and specific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 (공학부) 

 

배치고사의 실시 및 평가는 웹 기반 영어쓰기 평가 프로그램인 Criterion® 

Online Evaluation Service를 사용하였다. 이는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개발

한 것으로 다양한 토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e-rater라는 자동 첨삭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채점과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 자료분석 및 분석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대학 신입생 815명이 작성한 에세이는 총 200,983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중 V-ing구문만 따로 색출하기 위하여 용어색인 프로그램

(concordancing program)인 MonoConc Pro 2.2를 사용하였다. MonoConc Pro 2.2에 

815개의 에세이 파일을 업로드 한 후 concordance 탭(tap)의 text search 기능을 

활용하여 -ing로 끝나는 단어가 포함된 구문만 따로 색출하였다.  

 

표 1  

MonoConc Pro2.2.에서 추출한 ~ing를 포함한 구문 

 ~ing로 끝나는 단어  발생횟수(건)  비율(%) 

V-ing 3,843 76.1 

기타 1,204 23.9 

합 계 5,047 100.0 

 

그 결과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5,047개의 ~ing가 포함된 구문을 얻

어내었고, 그 중 동명사나 현재분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ing를 사용한 것이 아

니라 단어의 원형에 원래 ~ing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총 1,204개(부록 참조)를 

삭제하고 남은 3,853개의 구문을 분석하였다. 

우선 V-ing가 문장 내에서 동명사와 현재분사 중 어떤 역할로 사용된 것인지 

분석하였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거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

는 V-ing는 동명사 역할로 분류하였고, 진행형이나 분사구문, 명사를 수식하는 

V-ing는 현재분사 역할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6a) 또는 (6b)처럼 V-ing형을 부

적절하게 사용하여 비문에 해당하는 구문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표

현이므로 동명사, 현재분사 어디에도 포함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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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I hope to *studying abroad. 

b. We can *living in better conditions. 

 

따라서 이러한 오류구문들은 이들이 나타난 문맥(context)과 절(clause) 내에서

의 의미를 고려하여 역할을 정하였다. (6a)의 경우는 to를 전치사로 착각해 동명

사(V-ing)인 studying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져 동명사 역할로 분류하였고, (6b)의 

경우는 can과 living사이에 be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현재분사 역할로 분류

하였다.  

또한, dieing(dying)이나 tring(trying)처럼 철자상의 오류가 있거나 lating(being 

late) 처럼 동사원형에 ~ing를 붙이는 것이 아닌 명사나 형용사에 ~ing를 붙이는 

잘못된 변형 형태도 각각 4회, 6회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발생 빈도가 높

지 않고 이것이 시험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학생들의 단순 실수(mistake)인지 오

류(error)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Corder, 1967) 본 연구에서는 V-ing

의 문장 내에서의 역할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들을 기

타 오류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의 단어들이 어떠한 의도로 사용되었는지

에 초점을 맞춰 동명사, 현재분사 중 알맞은 항목(category)으로 분류되도록 하

였다.  

이번 연구는 학생들이 실제로 V-ing구문을 활용하여 영작을 할 때 자주 나타

나는 오류를 알아보고자 의도된 것이므로 V-ing구문이 포함된 절 안에서 발생

한 오류만을 찾아 분석하였다. 따라서 (7)의 예문과 같이 학습자들이 V-ing형을 

사용해야 하나 사용하지 않고 V-en이나 혹은 단순 동사 형태 등을 사용하여 작

문한 경우의 오류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7)  a. I look forward to *see many green trees at my university.  

b. For example, sometimes the lecture is so *bored.  

 

 

IV. 결과 

 

대학신입생 815명이 작성한 영문에세이에 나타난 V-ing구문을 문장 내에서의 

의미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신입생 영작문 자료에 나타난 V-ing의 역할 분석 

 V-ing의 역할  총 사용된 횟수  비율(%) 

현재분사 1,235    32.1 

동명사 2,591    67.4 

분류불가   17     0.5 

합 계 3,8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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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의 에세이에 사용된 V-ing는 동명사 역할로 

사용된 경우가 67.4%에 해당되었고 현재분사 역할로 사용된 경우는 그것의 절

반에 약간 못 미치는 32.1%로 나타났다. 현재분사와 동명사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V-ing구문 17건은 분류불가로 따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V-ing 관련 오류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의 역할에 해당하는 오류구문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학신입생들이 작성한 815

개의 영문에세이에 나타난 V-ing 사용과 관련한 오류는 V-ing가 포함된 구문 

3,843개 중 총 292 곳에서 발견되었다. 현재분사 역할로 분류된 1,235건의 V-

ing중 137건(11.1%)이 오류에 해당하였고, 동명사 역할로 분류된 2,591건 중 

138건(5.3%)이 오류에 해당하였다. 또한 분류불가(unclear)에 해당하는 17건의 

V-ing구문은 동명사나 현재분사로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잘못 사용된 형

태이므로 모두 오류문에 속한다.  

 

표3 

V-ing의 역할에 따른 오류분석 

 문장내에서 V-ing의 역할  오류횟수(발생횟수)  비율(%)  

현재분사 137(1,235) 11.1 

동명사 138(2,591) 5.3 

분류불가 17   (17) 100 

합 계 292(3,843) 7.6 

 

현재분사로 사용되는 V-ing가 과거분사(past participle)와 그 역할과 쓰임에 있

어서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동사 역할을 하는 현재분사(verbal 

participle)의 경우 또는 진행형(progressive)을 사용하는 경우 be동사를 생략한 채 

V-ing를 마치 본동사(main verb)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동

명사 역할로 사용된 V-ing의 경우는 특정 동사의 목적어자리에 to 부정사와 V-

ing중 어떤 것이 나타나야 하는가에 관련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현재분사 역할로 쓰이는 V-ing의 경우가 동명사 역할로 쓰이는 V-ing보다 

다른 문법항목들과 연관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혼란을 가중시켜 학

생들이 실제로 작문에 사용할 때 더 많은 오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학생들의 에세이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각각의 역할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오류 유형 및 발생 빈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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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분사 관련 오류 

 

아래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분사 관련 오류 총 137건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오류 유형은 문장 또는 절(clause) 내에 본동사(main verb)없이 V-

ing만 나타난 경우로 총 88곳에서 발견되었다. 과거분사(V-en)를 사용해야 할 

곳에 현재분사(V-ing)를 사용하고 있는 오류가 38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

하였고, 나머지 11건은 진행형이 불가능한 상태동사(stative verb)를 진행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및 잘못된 변형으로 인한 오류에 해당하였다.  

 

표 4 

현재분사관련 오류 유형 및 빈도 

 현재분사 관련 오류  발생횟수(건) 비율(%)  

 본동사(main verb)없이 V-ing만 사용  88   64.2 

 과거분사(V-en)자리에 현재분사(V-ing)사용  38   27.8 

 기타  11    8.0 

합 계 137 100 

  

 본동사(main verb)없이 V-ing만 사용한 경우의 오류에는 일반동사의 현재시제

나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V-ing 형태를 사용한 경우 및 조동사나 관

계대명사 뒤에 be동사 없이 V-ing 형태만 사용한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8) I *looking for the meaning of the building’s name.  

 

위의 (8)과 같은 예문이 본 유형의 오류에 해당하는데 오류가 있는 V-ing로 

분류된 looking의 경우 일반동사 look으로 고쳐 쓸 수도 있고 be동사와 함께 I 

am looking의 형태로 사용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V-ing구

문을 동명사 역할과 현재분사 역할 두 가지 항목(category)으로 분류해야 하므

로 위와 같은 오류구문은 be동사가 생략된 동사적 기능을 하는 현재분사(verbal 

participle)로 보고 현재분사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현재분사와 관련된 오류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동사(main verb)없이 V-ing만 사용 

 

V-ing 형태를 문장의 본동사 자리에 사용하여 주절이나 종속절에 본동사가 

없는 오류가 현재분사 역할과 관련한 137건의 오류 중 총 88건을 차지하여 가

장 많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었다. 본동사와 관련된 오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

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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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본동사 관련 오류 유형 및 빈도 

본동사(main verb) 관련 오류  발생횟수(건) 비율(%)  

 본동사 없이 V-ing만 사용 62 70.5 

 조동사 뒤에 V-ing 사용 26 29.5 

 총 계 88 100 

 

본동사 생략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오류는 아래 (9)의 예문처럼 일반 동사를 

사용하여야 하나 V-ing를 사용했거나 또는 진행형에서 be동사를 생략하고 V-

ing만 남겨둠으로써 해당 절에 본동사가 없는 비문을 만들어 낸 경우로 총 62

곳에서 발견되었다.  

 

(9)  a. In Korea when people *finding a job, companies are considering their degree. 

   b. Now, I *going to the new school. 

 

본동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V-ing형을 대신 사용하는 오류는 특히 관계대명

사가 이끄는 관계사절(relative clause)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관계

대명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영작할 때 ‘선행사(antecedent)-주격 관계대명사

(who/which/that)-동사’로 이어지는 관계대명사의 구조 및 V-ing의 속성을 잘 이

해하지 못한 채, 예문 (10)과 같이 주격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V-ing구문을 빈

번히 사용함으로써 비문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a. It makes Korean students a machine that *thinking and acting the same way.  

b. I think it is a person who *trying to make many relationships.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V-ing형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관계대명사

의 생략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예문 (10b)의 경우 관계대명사가 이

끄는 형용사절에 본동사가 없으므로 trying을 일반 동사로 고쳐 a person who 

tries로 쓸 수도 있고, 또는 who와 trying사이에 be동사를 넣어 a person who is 

trying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be동

사’는 함께 생략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10b)의 문장은 I think it is a person 

(who is) trying to make many relationships로 선행사 a person 뒤에 바로 V-ing가 따

라 나와 분사로서 기능을 하며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으로 고쳐 쓸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오류에 관한 지도는 관계절 축약구문(reduced relative clause)에 나타

나는 명사를 수식하는 V-ing에 관한 예문이 독해지문에도 빈번히 등장하므로 

읽기수업과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예문이 등장했을 때 V-

ing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구문으로 단순히 해석만 하고 지나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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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와 같은 구문을 학생들이 실제 작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형태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 문맥상 

적절한 형태를 가능한 자주 반복적으로 접하도록 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적용력을 길러준다면 위와 같은 오류는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본동사와 관련한 오류 중 아래 (11)과 같이 조동사 뒤에 바로 V-ing를 사용하

는 오류도 26곳에서 발견되었다. 이 유형의 오류도 위에서 살펴본 (10)의 오류

와 마찬가지로 조동사 뒤에 be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현재분사와 관련

한 오류 중 본동사 없이 V-ing만 사용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1) a. But most students have a little information for what they will *studying. 

b. When we overcome this problem, we can *living in better conditions.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은 조동사(modal verb) 뒤에 동사원형이 나와야 한다

는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예문 (11)과 같

이 조동사 뒤에 바로 V-ing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V-ing를 마치 동사처럼 인식하여 동사의 자리에 무의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해준다.  

 

2) 과거분사(V-en) 자리에 현재분사(V-ing) 사용  

 

현재분사 관련 오류의 두 번째 유형은 과거분사 V-en이 나와야 할 자리에 현

재분사인 V-ing를 사용하는 오류이다. 이를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보다 구체

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6 

 V-en자리에 V-ing를 사용한 오류 유형 및 빈도 

V-en/V-ing 관련 오류 발생횟수(건) 비율(%)  

수동의 V-en vs. 능동의 V-ing 18 47.4 

 감정형용사 V-en vs. V-ing 14 36.8 

 완료형(have/had V-en)에 V-ing 사용  6 15.8 

 총 계 38 100 

 

위의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과거분사 V-en형을 사용하여 수동의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능동의 의미를 가진 V-ing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과

거분사와 현재분사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오류의 거의 절반(47.4%)을 차지하였

다. 이 중 (12a)의 예문에서와 같이 compared를 사용하여 두 가지의 대상을 비

교해야 할 자리에 V-en 대신 V-ing형인 comparing을 사용한 경우가 7곳에서 발

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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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a. My school seems to be too small *comparing with other schools. 

b. New concert halls are *constructing. 

 

수동의 V-en과 능동의 V-ing 중 어떤 형태를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은 사용하

고자 하는 동사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해당 절(clause)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잘 파악해 봄으로써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2a)의 경우에서도 비

교되는 두 대상이 my school과 other schools로 비교하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대

상이 되는 것들이므로 이 상황에서는 수동의 의미를 지닌 V-en형 compared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12b)의 경우도 동사 construct(건설하다, 세우다)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주어와의 관계 파악만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주어인 New concert halls는 직접 

construct를 할 수 있는 행위자(agent)가 아니므로 동사를 능동태(active voice)로 

사용할 수 없고 과거분사 constructed로 바꿔 수동태(passive voice)로 사용해야 

옳은 표현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능동․수동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학교 영어수업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

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므로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문법적으로

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하

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험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실수일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과거분사와 현재분사 중 어떠한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지가 학습자 내에서 

이미 충분히 학습되고 내재화된 지식이었다면 해당 지식을 쓰기 과제에 적용

하는데 전혀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다양한 상황과 

단어를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고 지식을 완전히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위와 같은 오류는 크게 줄어 들 수 있을 것

이다.  

V-ing가 형용사 기능을 하는 분사(adjectival participle)로 문장 내에서 쓰일 때 

V-en과 혼동되어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실제로 현재분사와 과거분

사는 주요 문법책에서 중요하게 구별하여 가르치고 있는 항목이며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13) a. I was very *confusing. 

b. The reasons we feel *boring are very various. 

 

특히 위의 (13)에서 사용된 confuse, bore와 같이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사(emotive verb)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과거분사나 현재분사로 변형되어 감정

형용사로써 기능할 경우 V-en형과 V-ing형의 의미가 명백히 다르다. 그러므로 

분사로 사용할 때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학교문법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분사관련 오류의 36.8%를 차지할 정도로 오류발생률이 높은 편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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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 경우 confused와 confusing을 둘 다 단순히 ‘혼란스러운’으로, bored와 

boring을 ‘지루한’이라고만 외운 경우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나 

confuse(혼란스럽게 하다)의 원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고 과거분사형인 ~en으로 

사용될 때는 ‘(주어가)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재분사

인 ~ing로 사용될 때는 ‘(다른 대상에게) 그러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경우라는 

것만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문과 함께 가르친다면 많은 학습자들

이 혼란스러워하는 (13)과 같은 오류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오류 외에도 have/has와 함께 쓰이는 완료형의 과거분사(past 

participle)자리에 V-ing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6곳에서 발견되었다.  

  

(14) a. He has *attending Korea University. 

b. When I went to Korea for university test, I have *feeling a culture shock. 

 

(14a)의 경우는 has를 be동사로 착각하고 He is attending Korea University를 의

도한 문장이었거나 또는 완료진행형을 사용하여 He has been attending Korea 

University라는 문장을 작성하려 했으나 실제 작문상황에서 been을 생략하여 발

생한 오류라고 생각된다.  

(14b)의 경우는 단순히 V-ing형의 오류만이 아니라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불

일치의 오류까지 보여주는 예문이다. 주절의 I have feeling a culture shock은 부사

절의 시제와 일치시켜 과거시제로 나타냈어야 했다. 그리고 have와 ~ing를 같

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have + V-en을 사용한 완료형이나 be + ~ing를 사용한 진

행형으로 문장을 작성할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되나, 여기서는 I felt a culture 

shock과 같이 단순 과거시제(simple past tense)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영어학습자들이 시제(tense)뿐만 

아니라 진행상(progressive aspect)이나 완료상(perfect aspect)과 같은 상(aspec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문법적 내용을 알고는 있을지라도 실제 활용 시

에는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타 오류 

 

현재분사가 과거분사 자리에 잘못 쓰이고 있는 경우 외에도 V-ing로 단어를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와 진행형이 불가능한 단어라고 알려진 

상태동사(stative verb)들을 진행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일부 학생

들은 현재분사를 만들 때 동사원형에 ~ing를 붙이지 않고 형용사에 불필요한 

~ing를 붙여 잘못된 형태의 V-ing를 사용하고 있었다.  

 

(15) a. *Busing people, tired people can feel nature’s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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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 have trouble *presentationing in front of many people. 

 

(15a)는 ‘바쁜 사람들’이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형용사 busy를 원형 그대

로 사용하여 busy people이라고 간단히 말 할 수 있음에도 ‘바쁜’이라는 형용사

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busy를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착각하여 

busing 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내었다.  

(15b)에 나타난 오류는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프리젠테이션’ 이

란 단어로 인해 발생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

(presentation)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have trouble 

~ing’라는 숙어를 활용하였지만 ‘발표하다’라는 동사present를 presenting으로 변

형시키지 못하고 ‘발표’라는 의미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명사 presentation을 

동사로 여겨 잘못된 변형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진행형이 불가한 상태 동사(stative verb)를 V-ing 형태로 바꿔 be동사와 함께 

쓴 경우도 4회 발견되었다. 즉, love, like, look, hear, know, want, need, hope, have, 

own, exist 등과 같이 감정, 감각, 필요, 소유, 존재 등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

(stative verb)들은 진행형으로 사용할 경우 문법적 측면과 어휘적 측면 사이에서 

근본적인 의미상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 아닌 이상 단순 현재 또는 과거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Celce-

Murcia & Larsen-Freeman, 1999, p. 121). 그러나 아래의 예문 (16)에서는 상태 동

사 want와 look을 진행형으로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범하였다.  

 

(16) a. If students are *wanting, libraries have to open 24 hours. 

b. They think it is *looking ugly and not fancy. 

 

2. 동명사 관련 오류 

 

V-ing 관련 오류 중 동명사의 역할에서 발견된 오류는 총 138건으로 각각의 

유형 및 발생비율은 <표 7>과 같다.  

 

표 7 

동명사 관련 오류 유형 및 빈도 

동명사 관련 오류  발생횟수(건) 비율 (%) 

 to 부정사(to-infinitive)관련 오류  92 66.7 

 불필요한 동명사형(V-ing) 사용 34 24.6 

 기타 오류 12 8.7 

 총 계  1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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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사 관련 오류는 to 부정사(to-infinitive)와 관련한 오류가 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맥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는 명사형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

필요하게 V-ing로 변형하여 사용하여 오히려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만들어 

낸 경우가 34건 발견되었다. 그 외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타 오류로는 잘못된 

변형형태, 어순상의 오류 그리고 동명사로 사용된 V-ing 뒤에 필요한 전치사의 

생략 또는 불필요한 전치사의 추가로 인한 오류가 있었다. 

 

1) to 부정사(to-infinitive)관련 오류  

 

to 부정사 관련 오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to 다음에 동사원

형을 쓰지 않고 동명사 형태인 ~ing를 사용한 경우와, to 부정사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V-ing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각각의 오류 발생 비율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to 부정사 관련 오류의 유형 및 빈도 

 to 부정사(to-infinitive) 관련 오류 발생횟수(건) 비율(%) 

 to V의 V자리에 V-ing를 사용 58 63.0 

 to V가 위치해야 할 곳에 V-ing 34 37.0 

합 계 92 100 

 

to 부정사는 학교 현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법 중 하나이므로 중상

위권 학생이라면 ‘to + 동사원형’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17)과 같이 to 뒤에 동사원형이 나와야 할 자리에 -ing형을 

사용하는 오류가 58곳에서 발견되었다.  

  

(17) a. It’s too hard to *remodeling our school. 

b. Therefore, we try to *changing our college’s image. 

 

이러한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to의 속성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대부분의 

영어학습자들은 to를 ‘~에(게)’라는 의미의 전치사로서 먼저 접하게 되고 보다 

자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to 뒤에 동사원형을 취하는 to 부정사의 개념을 잘 

알고 있을지라도 실제 작문에서는 to를 마치 전치사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 

명사 또는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전치사의 특성에 따라 V-ing를 사용하

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to 다음에 V-ing 형태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들은 be used to + ~ing ‘~에 익

숙하다’, contribute to + ~ing ‘~에 기여하다’, look forward to + ~ing ‘~을 고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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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to + ~ing ‘~에 반대하다’ 등이 있으며 이 경우의 to는 전치사로 사용되어 

뒤에 동사원형이 아닌 V-ing를 취한다. 그러나 (17a)의 경우는 전치사 to가 아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it 가주어 to 진주어 구문에 해당하므로 진주어 자

리에 ‘to + 동사원형’ 형태인 to remodel이 나와야 한다. (17b)에서도 동사 try가 

부정사 to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으므로 try to change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학교 수업에서 중요한 문법 항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들이 막

상 실제 작문에서는 오류로 나타나기도 하는 원인 중 하나는 학생들이 정답을 

찾아 고르는 문법문제에만 익숙해져 있고 실제로 자신들이 배운 문법을 문장 

내에서 활용하고 써보는 산출(output)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중 가르쳐진 내용을 제대로 습득하였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산출(output)의 기회를 제

공해 준다면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to + 동사원형’이라는 to 부정사의 기본공식을 지키지 않은 채 to + ~ing를 사

용한 경우 외에도 (18)처럼 to 부정사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동명사(V-ing)를 사

용한 경우도 34건 발견되었다. 

 

(18) a. I want *talking about my problem. 

b. I hope *making real friends.  

 

동사 want와 hope는 agree, ask, choose, decide, expect, learn, need, plan, pretend, 

promise, refuse, wish 등과 함께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에 

해당한다. 동명사(gerund)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는 avoid, delay, deny, 

enjoy, finish, give up, keep, mind 등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학교 영어 수

업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해당 동사들과 뒤에 나

올 수 있는 목적어 형태를 암기한다. 그러나 실제 작문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

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동사들의 속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to 부정사와 동명

사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겠다.  

 

2) 불필요한 동명사형(V-ing) 사용 

 

원형으로 쓰여야 할 명사형 단어에 V-ing를 불필요하게 첨가하거나 명사형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V-ing의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오

히려 잘못되거나 어색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오류는 총 34곳에서 발견되었

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명사형 단어에 ~ing를 첨가한 오류는 21회, 명

사형 대신 불필요한 동명사형을 사용한 오류는 13회 발견되었다.  

 

  

  

 

  

          

            

          

          

         

        

             

     

           

          

          

           

    

     

          

          

           

           

           

         

  

    

       



 한국 대학 신입생들의 영작문 코퍼스에 나타난 V-ing 오류분석 327 

표 9 

불필요한 동명사형(V-ing) 사용 오류의 유형 및 빈도 

불필요한 동명사(V-ing)사용오류의 유형 발생횟수(건) 비율(%) 

 명사형 단어에 -ing 첨가 21 61.8 

명사형 단어 대신 불필요한 동명사형(V-ing) 사용 13 38.2 

합 계 34 100 

 

(19a)에서 interesting은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볼 때 ‘흥미, 관심’이

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interesting은 ‘흥미 있는, 관심 있는’이란 의

미의 형용사로 사용되는 단어로 위의 예문에서는 명사형 단어 interest(s)를 사

용하여야 했으나 명사 interest뒤에 불필요한 ~ing를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의미

전달을 방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interest가 동사로 ‘~의 관심을 끌다, 

~에 흥미를 보이다’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interesting을 동명사 형태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명사 interesting이 명사 

interest와 같이 ‘흥미, 관심’이란 의미를 동일하게 전달하지는 않으므로 의미상 

오류가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19) a. Students’ *interesting for study will be rising much more. 

b. These are my *hoping to make *changing.  

 

마찬가지로 (19b)에서는 ‘희망’을 의미하는 명사 hope(s)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할 곳에 불필요한 동명사 hoping을 사용하였고, ‘변화’를 의미하는 change(s)대신 

changing이라는 불필요한 동명사를 명사를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19)처럼 단어

의 명사와 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 불필요하게 동명사 형태를 사용함으로

써 발생한 오류 이외에, 아래의 예문 (20)에서와 같이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명

사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V-ing형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의미전달을 방해하고 어색한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는 유형의 오류도 

있었다. 

 

(20) a. Environment *polluting is the biggest problem. 

b. The change would bring more participating.  

 

(20a)에서는 ‘오염’을 의미하는 pollution이라는 명사형 단어가 있음에도 ‘환경

오염’을 Environment pollution이라고 하지 않고 ‘오염시키다’란 의미의 동사 

pollute를 불필요하게 V-ing형으로 변형시켜 동명사 polluting을 사용하였고 (20b)

에서는 participation대신 participating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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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오류 

 

동명사(V-ing)형을 불필요한 경우에 잘못 사용하는 것 외에 명사관련 오류에 

해당하는 기타 유형의 오류는 동사 이외의 품사에 ~ing를 첨가한 잘못된 변형 

형태 2건, V-ing를 포함한 구문의 어순이 어색한 경우 5건, 그리고 동명사로 사

용된 V-ing뒤에 필요한 전치사가 생략되었거나 불필요한 전치사가 추가된 경우 

5건으로 총 12곳에서 발견되었다.  

  

(21) a. I want to change my habit, which is *lating. 

b. After *entrancing this university, that could be various.  

 

(21a)는 ‘늦는 것’이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V-ing를 이용해 동명사 형태를 

사용하려고 의도하였지만 being late이라는 표현 대신 형용사 late에 직접적으로 

~ing를 붙여 lating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21b)는 형태상으로는 ‘전치사+명사(구)’ 라는 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after 

+ ~ing형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사가 아닌 명사 entrance에 ~ing

를 붙여 변형시킨 형태로 비문에 해당하며, 명사에 ~ing가 붙은 entrancing 대신 

올바른 V-ing형인 entering으로 썼어야 했다. 이처럼 일부 학생들은 V-ing형을 

만들 때 동사원형에 ~ing를 붙이지 않고 형용사나 명사에 ~ing를 붙여 잘못된 

형태의 V-ing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22)번과 같이 V-ing 형태가 포함된 절(clause)이나 구(phrase)의 어순이 어색한 

경우나 동명사 구문 내 전치사 삽입 또는 생략에 의해 어색한 구문이 발생한 

경우도 각각 5곳에서 발견되었다.  

 

(22) a. I’ll diminish using computer time. 

b. The second thing is the more opening the train station.  

 

(22a)에서는 ‘컴퓨터 사용 시간’이란 의미를 V-ing를 사용하여 using computer 

+ time의 어순으로 나타냈으나 computer-using time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

스럽다. (22b)에서는 동명사 opening을 the more의 수식을 받는 명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사처럼 뒤에 직접적으로 목적어를 취하

지 못하며, the opening of more train stations와 같이 전치사를 추가하여 more train 

stations을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나타내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빈도가 높진 않지만 학생들이 이와 같은 어색한 구문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은 V-ing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명사적 기능을 하는 동명사(nominal gerund)

와 동사적 기능을 하는 동명사(verbal gerund)의 특성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혼란을 느끼며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영어수업 

시 동명사(V-ing)와 관련한 내용을 가르칠 때 명사적 기능과 동사적 기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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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하는 동명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같이 언급해주고 가르쳐 준다면 학생들이 

동명사에 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실제 작문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그 외의 오류 

 

학생들의 영문 에세이에 사용된 3,843건의 V-ing구문 중 현재분사나 동명사

로 그 역할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unclear) 항목이 17건 발견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오류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그 외의 오류 유형 및 빈도 

현재분사, 동명사 관련 이외의 오류  발생횟수 

 병렬구조인 문장에서 나타난 V-ing 관련 오류 9 

 사역동사의 목적보어 자리에 나타난 V-ing  6 

 동사 do 뒤에 나타난 V-ing 2 

합 계 17 

 

병렬구조(parallel structure)인 문장에서 나타난 V-ing 관련 오류는 병렬구조로 

연결된 문장에서 두 번째 절(clause)의 동사 자리에 앞 절에 나타난 동사의 형

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V-ing형을 사용하고 있는 오류에 해당한다. (23)번과 같

은 오류구문은 문장 내에서 V-ing가 사용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문

장 내에서 역할이 불분명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23) We don’t think like that and even *considering each other a counterpart.  

 

병렬구조란 등위접속사 and, but, or 또는 상관접속사 both A and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단어․구․

절이 문법적으로 대등한 언어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3)의 문장은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된 병렬구조에 해당하므로 

considering을 앞 절의 think와 같은 형태인 동사원형 consider로 써야 옳으며 이

러한 오류는 단순히 V-ing구문의 속성을 아는 것을 넘어 병렬구조의 특성까지 

같이 학습이 되어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분사나 동명사로 역할을 명확히 분류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하는 오류 

중 (24)와 같이 사역동사의 목적보어로 동사원형이 나와야 할 자리에 V-ing형

을 사용하고 있는 오류도 6곳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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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hey make us *talking, reading, writing. 

 

문장 내에서 역할이 불분명한 V-ing구문 중 오류에 해당하는 마지막 유형은 

아래의 (25) 두 문장처럼 동사 do 뒤에 V-ing형을 사용한 경우이다.  

 

(25) a. I would do *following them. 

b. It’s nonsense that we don’t *greeting each other.  

 

(25)는 한국어의 동사형 ‘~하다’를 do + ~ing형으로 직역한 오류로 보인다. 특이

한 것은 (25a)에서는 following이 본동사 do와 함께 쓰였지만 (25b)에서는 

greeting이 조동사 don’t와 함께 쓰였다는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대학 신입생 815명의 영문 에세이로 이루어진 학습자 말뭉치

(learner corpus)를 바탕으로 이들의 영작에 나타난 V-ing 관련 오류 유형 및 발

생 빈도를 살펴보았다. 에세이에 사용된 단어는 총 200,983개 이었으며 이 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V-ing형의 단어는 3,843개에 해당하였다. 우선 

이들이 각각의 문장 내에서 현재분사와 동명사 중 어떤 역할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따라 분류하였고 각각의 역할에 따른 오류의 횟수를 조사하였다. 현재분

사나 동명사로 그 역할을 분류할 수 없는 17건의 오류문은 그 외의 오류로 따

로 분류하였다.  

총 3,843개의 V-ing구문 중 오류가 있는 V-ing 형태는 292곳에서 나타났다. 

문장 내에서 현재분사의 역할로 사용된 1,235건의 V-ing 중 오류가 있는 구문

은 137곳으로 11.1%의 오류율을 보였고, 동명사의 역할로 사용된 2,591건의 V-

ing 중 138건이 오류가 있는 구문으로 분류되어 5.3%의 오류율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영어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V-ing구문 지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V-ing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한 오류는 to 부정사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 292건의 오류 중 92건이 이 유형에 해당했다. ‘to + 동사원형’의 자리에 to 

+ ~ing를 쓰는 경우와 to 부정사가 나와야 할 곳에 동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었

는데, 전자의 오류는 to 부정사의 to를 전치사 to와 구별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

류이고 후자의 오류는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와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를 구별하지 못한 채 명사적 기능이 있는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혼동하여 

사용한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단순히 동명사의 속성에 대한 학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반드시 to 부정사와의 비교·대조를 통한 학습을 실시

한 후 학생들이 실제 작문에 직접 활용해 봄으로써 스스로 그 차이를 느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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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문법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대다수의 교사

들이 동명사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비교하며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

것이 단순 설명을 넘어서 실제 작문에 적용해 볼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영

어 성적이 우수했던 상위권 학생들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to는 전치사와 부정사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가능함으로 이를 잘 구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문에 노출시켜 문맥을 통해 구별이 가능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look forward to + ~ing와 같이 자주 사용되는 전치사 to가 포

함된 숙어들은 단순히 암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문에 자주 활용하

도록 하여 이러한 표현들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동사 없이 V-ing만 사용하고 있는 오류 중 관계 대명사와 관련된 경

우나 그 외의 오류 중 병렬구조와 관련된 오류에서도 볼 수 있듯이 V-ing의 오

류는 단순히 동명사나 현재분사에 관련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문법 

요소들과도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오

류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개념정리가 잘 되지 않은 

관련 문법사항이 발견 된다면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충설명이 반드시 주어져

야 할 것이다. 그 후 해당 문법사항을 포함한 예문을 직접 영작해 보도록 함으

로써 문장 내에서 V-ing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분사 관련 오류 중 과거분사를 써야 할 곳에 현재분사를 사용하여 

발생한 오류도 상당수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는 우선 각각의 동사의 의미를 명

확히 알고 있고 이들을 분사로 변형시켜 사용할 때 V-ing는 문맥상 능동의 의

미를 지니며 V-en은 수동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많이 발생되

지 않을 것이다. 사실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의미상 차이나 문법적 기능은 학

교 수업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항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

이 시험에 V-ing와 V-en 중 문맥상 알맞은 형태를 선택하라는 문제가 나올 경

우 정답률은 높을지 몰라도 실제 작문을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동명사 관련 오류 중 to 부정사와 관련한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

부분 명사형 대신 불필요한 동명사(V-ing)형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했다. 이는 

학생들이 일반 명사형 단어와 동사를 동명사로 바꿔 사용하는 V-ing형 단어 사

이에 존재하는 의미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학생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명사를 가르칠 때 

무조건 명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동명사와 명사가 쓰임새는 비

슷하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나 용법의 차이가 있음을 구별해서 가르쳐

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의 예문에서와 같이 pollution과 polluting을 같은 의

미로 착각하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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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V-ing구문의 오류는 대부분 단순히 V-ing와 관련된 문법적 기능과 

속성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to 부정사, 관계대명사, 

병렬구조, 과거분사 등 다른 문법적 요소들과 연관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

한 사실은 학생들이 영어의 주요 문법을 배울 때 단편적으로 한 가지 항목씩 

따로 구별하여 배우기보다는 각 요소들 간의 유사점이나 대조 점을 찾아 관련

된 내용을 함께 제시하며 비교·대조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에게 배운 지식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산출(output) 기회를 가능한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Swain & Lapkin, 

1995). 따라서 학교에서 독해나 문법 수업을 교사 위주의 단순 설명식에서 벗

어나 쓰기 수업과 통합하여 가르칠 것을 권한다. 예를 들면, 해당 차시에서 배

운 주요 단어와 표현들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알맞은 분량만큼 제시어로 주

고 한글 뜻에 부합하도록 영작하되 필요한 경우 단어의 형태를 변형하도록 유

도하여 자연스럽게 그 날 배운 문법사항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또는 작문(writing) 수업 시 자기수정(self-editing) 또는 동료수정(peer-editing) 

시간을 가져볼 것을 제안한다. 스스로의 작문 또는 다른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

에서 특정 문법항목에 하나씩 초점을 두고 오류를 찾아내도록 교사가 지침을 

제공하며 학생들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게 하고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보도록 

학생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며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나 발생빈도가 높은 오류가 무엇인지 

매 차시마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교사들에게는 좋은 피드백 자료가 될 것이

며, 학습자들에게는 본인들이 실제로 작성한 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발견해 보

도록 함으로써 학습효과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도까지 함께 높이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영어능력평가(NEAT)의 말하기․쓰기영역의 실시와 더불어 학교영어 시험

에서도 주관식 단답형 문항출제를 지양하고 서술형 문항 위주로 평가가 진행

됨에 따라 앞으로 쓰기영역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

교 현장에서도 영어 학습자들에게 작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 또한 영어로 작문하는 분위기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학생들의 실제 작문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오

류분석이 행해져 자주 발생되는 오류 유형 및 원인을 파악해 낸 후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및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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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단어의 원형에 -ing를 포함하여 삭제된 단어 목록 

 삭제된 단어            발생횟수 (건) 

1 according 14 

2 anything 43 

3 Beijing 1 

4 bring 38 

5 building (n.) 132 

6 during 52 

7 evening 3 

8 everything 50 

9 human being 1 

10 thing 632 

11 king 2 

12 morning 49 

13 nothing 30 

14 owing 7 

15 ping 3 

16 ring 5 

17 sing 5 

18 something 129 

19 spring 8 

합 계 1,204  

 

 

교육단계(applicable levels): 중등 교육(secondary education), 고등 교육(higher education) 

주제어(key words): 학습자 말뭉치(learner corpus), 영작문(essay), 오류분석(error analysis),  

동명사(gerund), 현재분사(present parti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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