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Job Lesson

내 자기소개서, 비문(非文)은 없을까?  
비문을 점검하는 세 가지 키워드  

비문(非文)은 문법에 맞지 않아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문장을 말한다. 
‘김치찌게’, ‘않되’처럼 단순히 맞춤법을 틀린 문장과는 다르다. 
한자를 해석하면 문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글에 비문이 많으면 글쓴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중요한 글일수록 더 그렇다. 짧은 시간 안에 수십 개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인사담당자가 비문이 많은 글을 보면 어떨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 전 비문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19NEWSLETTER   vol.109

문장의 앞과 뒤를 적절하게 연결하여 바른 문장이 되게 
하는 것을 ‘호응’이라고 한다.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는 
물론이고 논리적 호응, 단어의 특성에 따른 호응 등 종류
도 다양하다. 각 문장 요소가 바르게 호응돼야 완전한 문
장이 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이 보이는 비문은 
주술 호응이 이뤄지지 않은 문장이다. 주어와 서술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 글 쓰는 사람이 어떤 것을 주어로 했는
지 잊어버릴 때 자주 발생한다. 

“제 목표는 귀사에서 전문가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 제 목표는 귀사에서 전문가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 저는 귀사에서 전문가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위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호응되지 않았다. 사회에 기여
하려고 하는 건 주어인 ‘제 목표’가 아니라 글쓴이다. 따라
서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려면 위 예시처럼 둘 중 하나를 
바꿔야 한다. 문장을 시작할 때 무엇을 주어로 잡을 것인
지 분명히 하면 주어에 맞게 서술하기 수월하다. 문장이 
길어질 것 같으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말을 많이 
넣지 않거나 두 문장으로 끊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정한 사회를 이뤄지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 공정한 사회를 이루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뤄지도록’은 수동형이므로 ‘공정한 사회’라는 주어에 
조사 ‘가’를 붙여야 한다. 조사 ‘를’을 그대로 살리고 뒤에 
따라오는 동사의 형태를 ‘이루도록’으로 바꿔도 좋다. 두 
가지 표현을 뒤섞으면 이런 식의 비문을 쓰게 된다. ‘공정
한 사회를 이루도록’과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도록’ 중 하
나를 택해야 하는데 둘이 뒤섞여 앞뒤 안 맞는 문장이 된 
것이다. 

호응
주어와 서술어의 연결이 바른가?

1

조사
조사를 바르게 사용했는가?

2

위치 
수식어, 주어와 술어의 위치는 적절한가? 

3

“진정한 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 효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모의 이 같은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귀여운 너의 인형’, ‘너의 귀여운 인형’처럼 수식어의 위
치에 따라 문장은 다르게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수식어
는 바로 뒷말을 꾸미는 것으로 인식된다. 만약 수식어가 
지나치게 길어 수식 관계가 복잡할 때는 그 부분을 독립
시켜 별개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진정한’이 수
식하는 것은 ‘효’가 아니라 ‘의미’이고 ‘이 같은’이 수식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단어를 수식되는 
말 가까이에 놓아야 의미가 확실해지고 문장이 부드러
워진다. 

참고도서 .『문장기술』(배상복, 랜덤하우스)

과반수 이상 
근래 들어 

생명이 위독하다 
머리를 삭발하다 

결론을 맺다 
공감을 느끼다 
관점에서 보면 
서로 상의하다 

회사에 입사하다 
미리 예습하다 
계속 이어지다 

과반수
근래에 

위독하다
삭발하다

결론을 내다, 결론짓다
공감하다 
관점에서 
상의하다
입사하다
예습하다
이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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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쓰이는 겹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