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시대의 변화흐름에 따라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교육·학

습 방법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IT 기술 및 통신 

기술의 발전은 교육 페러다임에 커다란 흐름 변화를 유
도하였으며 그것을 교육하는 방법 역시 다변화되어 기존
에는 상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교육 콘
텐츠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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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영어텍스트구문을 작성하는 사용자들의 영어작문능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컴퓨터와 IT기술의 발달로 영어작문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보조언어학습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일부 단어의 철자, 접속사의 필요성, 주어-동사의 수일치 등과 같은 몇몇 문법오류사항을 인식
하여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작성한 영어문장의 적절성에 대한 소수의 오류사항을 알려주고 있지만 
영어문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명사구성립의 적법성에 대한 오류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워드프로세서의 문장오류인식 프로세스에 명사구성립인식 기능을 추가하여 더 나은 오류인식기능을 갖추도록 개
선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문장적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 방법은 문장 내에 사용된 명사를 추적하여 
해당 명사가 문장요소로 사용되기 위한 최소단위인 명사구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오류표기를 하여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용자는 오류사항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텍스트의 문장 적법성을 확인하고 수정
하면서 문장작성 능력 및 적절한 어법의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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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 on improving the text language proficiency regarding users' written text. In 
order to tone up accuracy improvement in writing,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CALL) can be 
primarily us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tools. This study proposes a English Grammar Checking 
Application that can improve the accuracy over the current applications. The proposed system is 
capable of defining the difference between a Noun and a Noun Phrase which is critical in improving 
grammar accuracy for those who use Englilsh as a foreign language in English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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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방법이 확고
한 교육 트랜드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교육방법을 외면
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1]. 

현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들은 하나
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변환하는 기술을 탐재하여 
모국어가 아닌 언어의 사용이나 이해를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술까지 발전하는 단계에 이
르렀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에 대한 번역 시스템이 완성
된 것은 아니지만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언어들을 위주
로 해서 점점 더 발전된 AI 기술을 적용하여 하루가 다르
게 발전된 언어 변환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있다. 그 결
과, 컴퓨터보조언어학습(CALL)을 활용하여 외국어 학습
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안들이 제
시되었으며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2]. 
현재 상용화된 언어변환시스템들은 상당부분 사용자의 
언어능력에 따라 시스템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언
어능력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절한 언어변환을 이끌어
내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시스템
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변환목표언어에 대한 일
정한 지식이 없는 경우 적절한 언어변환에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앞으로 언어변환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진다면 사용자의 언어능력이라는 
변수까지 포함하여 더욱 완성된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사용자 언어능
력은 언어변환시스템의 적절할 활용에 절대적인 영향력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 간에 의사소
통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기계번역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들이 있고 외국어 학습자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학습의도
와는 동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영어텍스트구문을 작성하
는 사용자들의 영어작문능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언어변환시스템의 적절한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학습자 교육방안을 위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
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서작성 프로
그램들에 전반적인 오류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설계를 
통하여 더 나은 오류표기가 가능하도록 발전된 기능 탑
재를 통한 시스템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문서작성 소프

트웨어는 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언어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과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
지 않는 문서작성 사용자들이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표기에 대해 프로그램이 인식하
지 못하여 오류표기를 해주지 못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기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의
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성을 지닌 언어는 영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는 개인, 기업, 국가 간에 업무적 의사소
통 도구로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다[3]. 이러한 과정에
서 사람이 소리를 사용하여 음성적인 발화를 통해 의사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텍스트를 통한 의견조율이나 의사
전달 등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위해 보편적 문서작성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며 이러한 문서작성프로그램은 기본적 어법·철자 표기 
오류를 표시해주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MS워드 문서작성 소프트웨
어는 기본적인 어법오류·단어철자오류 등에 대한 기본적
인 오류표기를 통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작성된 문장의 
사소한 오류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탑
재되어 있다[4]. 이는 모국어를 활용한 문서작성 뿐만 아
니라 영어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류인식에 대한 편
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인식 기능은 문장 속
에서 소수의 어법·철자 오류를 인식하여 표시해줄 수 는 
있지만 전반적인 오류들에 대한 인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상당수의 오류들에 대한 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언어들, 대표적인 예로 한국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영어와 1:1로 변환할 수 없는 어휘들
이 있으며 세부적인 어법·언어특성상의 차이로 인해 영
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직역이 아닌 의역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구조적 차이에 있어서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관사(Article: Definite, 
Indefinite, Ø)의 유·무이다[5]. 영어라는 언어에서 관사
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품사 ‘명사’를 문장요소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관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어
에는 영어의 관사에 대응할 수 있는 어휘나 문법체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영어를 사용 또는 학습하는 한국인들은 
관사의 적절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6,7]. 한국인들은 한국어에 관사의 부재로 인해서 영어
로 문장을 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법에 맞지 않는 
영어문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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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언어변환시스템들에서도 흔하게 목격되고 문서작성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언어적 차이점으로 발생
하는 오류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오
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어변환시스템이나 
문서작성프로그램의 기능, 성능,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8].  

영어를 학습하여 사용하는 비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은 
영어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어법오류
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정확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영어학습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영어
문장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 사용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
는 경우가 있다[9]. 

영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언어군에 속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법적 문장구조의 차이점이 나타나며 사회문화
적 차이로 인한 차이점도 존재한다[10]. 여러 차이점 중
에서 대표적인 차이점이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와 같
은 관사의 존재유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라는 언어에 존
재하는 관사라는 품사는 한국인들이 영어를 사용하여 문
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매우 다양하고 고질적인 문제
를 야기한다[11,12].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영
어로 된 문서나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문
제로 인해 필요한 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관
사의 사용 또는 부적절한 관사를 사용하여 잘못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영어 사용자들이 많이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워드프로세서인 MS워드는 영어의 주
어와 동사의 수 일치와 같은 일부 어법적인 오류들을 인
식하여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기능이 탑재
되어 있다. 그러나 보편적 워드프로세서인 MS워드는 필
요하거나 불필요한 관사의 사용 여부에 대한 적절성을 
정확히 판단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에 대한 오류를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없게 된
다. 그 결과, 사용자들이 부적절한 관사의 사용으로 인해 
잘못된 영어문장을 입력하더라도 워드프로세서에서 오류 
인식이 불가능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한 오류표시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워드프로세서가 좀 더 다양한 어법적 오류들을 
인식하도록 개선되어 사용자에게 문장어법오류를 알려줄 
수 있다면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
고 편리한 기능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의 언어구사 능
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매끄럽고 정확한 문장구조
를 사용하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3. 명사구 오류인식 시스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워드프로세

서 프로그램인 MS워드는 사용자들이 영어문장을 입력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법적인 오류사항에 대해 일정부
분 인식하여 표시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가장 일
반적인 오류표기 인식사항으로는 주어-동사 수일치 오류
를 예로 들 수 있다. MS워드에서 사용자에게 표시해주는 
주어-동사 수일치 오류표기는 아래 Fig. 1과 같다.

Fig. 1. Error indication examples for S-V agreement

영어문장은 현재시제의 문장 그리고 be동사가 사용되
는 과거시제의 문장에서 주어-동사의 수일치가 필요하
다. Fig. 1에 나타나는 예문 A)와 B)를 비교해보면 두 예
문은 모두 주어는 3인칭단수주어인 대명사 He를 동사는 
Be 동사를 사용하였지만 예문 A)는 비3인칭단수주어를 
필요로 하는 be동사 형태인 are를 사용하였고 B)는 3인
칭단수주어를 필요로 하는 be동사 형태인 is를 사용하였
다. 그 결과 A)문장의 동사 are에는 오류표식인 초록색 
밑줄이 표시되어 사용자에게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
을 알려주고 있고 B) 문장은 오류표시가 없는 정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예문 C)와 D)는 일반동사가 사용된 
주어-동사 수일치 규칙 적용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MS워드에서 예문 A)와 B)그리고 C)와 D)에서 
주어-동사 수일치 규칙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를 인식하
고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인식한 문법오류사항에 대해 사
용자에게 알려주어 사용자 스스로 문법적 오류사항을 수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그림 2에서 보여
지듯이 관사의 오표기는 MS워드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Fig. 2의 예문 B)와 B-1)은 MS워드에서 오류표시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B-1)의 경우 전치사구 at the 
end 에서 정관사 the 가 누락되어 at end 로만 표기된 
비문이다. 또한 D-1) 역시 명사구를 형성하기 위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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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가 누락된 비문이지만 오류에 대한 표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Fig. 2. Error indication for Noun phrase

Fig. 1과 Fig. 2의 예문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MS워
드는 영어의 주어-동사 수일치 관련 문법사항은 인식하
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지만 명사구의 기본적 구성 및 활
용에 대한 것은 인식하지 못하여 정문과 비문에 대한 표
시를 해주지 못한다. 

영어의 문장요소로 분류되는 주어와 목적어로 사용되
는 것은 명사 자체가 아니라 명사구를 형성한 단위요소
이다. 그 결과 B-1)과 D-1)처럼 관사누락으로 인해 명사
구가 성립하지 못한다면 비문법적 요인으로 인식되어 비
문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관사의 누락으로 형성된 B-1)과 
D-1)와 같은 문장들의 비문법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영어문장의 비문법성의 다
양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워드프로세서 내에서 명사구 적법성 인식을 강화
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좀 더 다양한 문법오류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설계를 구축한다. 
아래 Fig. 3은 명사구 오류 추적을 위한 기본 시스템 설
계 구성도이다. 

Fig. 3. Noun phrase error recognition system 

제안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입력한 영어문장에서 명사
가 사용된 위치를 추적하고 해당명사의 기본 특성에 따
라 명사구의 성립조건을 확인한다. 명사구의 기본 성립조
건은 [한정사+(수식어)+명사]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한정
사의 종류로는 관사, 소유격, 지시사, 양화사 등이 있고 
가장 보편적인 한정사들은 아래 Table 1에 표기하였다
[13-15]. 

Determiner
Article The, A/An, Ø 

Possessive my, your, his, her, their, its
Demonstrative this, that, these, those

Quantifier each, every, both, several, some, any, half, little, 
few, many, much etc.

Table 1. Basic Quantifiers and Types

적법한 명사구의 성립을 위해서는 명사구 내에 사용되
는 한정사와 명사의 개별특성에 따라 조합여부가 결정된
다. 제안 시스템의 검증을 거쳐 명사구 성립조건에 문제
가 없는 경우 사용자 입력사항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
는 반면 명사구 성립조건에 오류가 감지되는 경우 오류
표시를 반영하여 화면에 출력하도록 한다. 이러한 명사구 
성립조건 검사가 이루어진 문장들은 기존 워드프로세서 
오류표기 절차에 추가적인 오류표기를 해주어 사용자가 
문장오류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여 개선된 영어문장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제안 시스템 적용결과 
제안 시스템이 적용된 워드프로세서는 아래 Fig. 4에

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워드프로세서의 오류표시 기능 외
에 추가적인 오류표시 기능이 가능하다.

Fig. 4. Noun Phrase indication system application

제안 시스템이 워드프로세서에 반영된다면 Fig. 4와 
같이 기존 워드프로세서에서 표시해주는 주어-동사 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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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오류만 표시해주는 예문 A)와 달리 A-1)에서처럼 명
사구 오류 역시 표시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두 
가지 오류사항을 인식하여 수정된 A-2)를 작성하는데 도
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들로 하
여금 작성된 영어문장의 문법성 정확도를 상승시키고 반
복적인 오류인식을 통해 적법한 문장구성 능력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업무적인 환경이나 단순 서신왕래 상황에서 영
어문서나 문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때 흔하게 사
용되는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사용
한 영어문장의 적법성을 알려주어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
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 워드프로세서에 탑재되어 있는 오류인식표시 
기능에 추가적인 문법오류인식 프로세스를 추가하여 더 
다양한 종류의 문법오류사항을 표기하기 위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영어 모국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영어 문장을 작성하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소
한 문법오류사항들을 문서작성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인
식하여 사용자에게 오류부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비원
어민이 좀 더 정확한 영어문장을 작성하는데 매우 유용
한 기능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이 명사구 성립 인식을 통
해 사용자에게 오류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영어문장의 수
많은 어법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명사구오류인식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법오류
인식 범주를 확대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과정에
서 자연스러운 어법학습이 이루어지는 더 나은 기능을 
워드프로세서에 탑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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