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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어는 조사가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같은 조사가 여

러 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고 다른 조사와 그 기능을 공유하기도 하

며 각 조사가 갖는 선행하는 명사와 후행하는 서술어에 한 요구 

조건이 각기 다르기도 하다. 한국어 조사의 이러한 특성은 제2언어

(L2)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

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L2 한국어 학습자들

에게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익혀야 하는 언어 항목인데 이는 한국

어 문장에서 조사가 단어들에게 기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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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사격 조사 ‘에’는 그 용법과 기능이 매우 다양하여 어려움

이 가중된다. 이에 해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구어 담

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조사 사용 양상을 연구한 한상미(2014)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가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다음으로 사용률이 높으

나 정답률은 낮은 조사로 다른 조사와의 다양한 용법의 중복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암묵

적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궈진·김영주(2016)에서는 TOPIK 3-6

급 각 30명 총 120명에게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ity 

Judgment Test, 이하 GJ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급과 4급-6급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나 4급, 5급, 6급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아 학습자의 숙달도 향상과 관계없이 부사격 조사 ‘에’의 암

묵적 지식 정도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밝혔다.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L2 한국어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이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으나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 양

상을 전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발화에서의 사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인 학

습자에게 구어 산출 과제를 실시하여 구어를 수집한 후 부사격 조

사 ‘에’의 사용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제기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사용 양상은 어떠한가?

1) Coppieters(1987)는 모어 화자와 중급 이상의 L2 학습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문법에 

한 지식에서가 아니라 언어 사용에 있다고 하며 학습자의 특정 문법 항목 습득을 온

전히 살피기 위해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사용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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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부사격 조사 ‘에’의 사용 양상에 차이

가 있는가?

셋째,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와 구어 산출 

과제에서의 정답률은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본 장은 L2 한국어 습득 연구로서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을 다

룬 연구들을 선행연구로 검토하겠다. 부분의 선행연구들(민진영, 

2002; 주은경, 2004; 신효경, 2008; 모이, 2010; 전경진, 2010; 정우희, 

2010; 설위, 2010; 왕문비, 2011; 김호정, 2013; 김현지, 2013)은 주로 

L2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분석을 통하여 부사격 조사 ‘에’의 오류 양

상을 다룬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는 구어 산출 자료를 상으로 하

므로 문어 산출 자료 연구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다.

구어 자료 분석을 통해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을 조사한 연구들

(조철현, 2002; 지혜영‧김영주, 2013; 한상미, 2014)은 상 적으로 드

문데 그 연구 방법은 문어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류 분석이 주를 

이룬다. 먼저, 조철현(2002)에서는 말뭉치의 주석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오류에 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 

오류를 분석한 결과, 조사 오류(‘조사의 생략’, ‘조사의 치’, ‘조사의 

첨가’로 나누어 살펴봄) 중 치가 184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특히,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오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을 보고하였다. 미얀마인 외국인 근로자를 상으로 연구한 지혜영·

김영주(2013)에서는 구어에 나타난 격조사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부사격 조사 ‘에, 에서’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 다음으로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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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반면 누락, 치, 환언 오류와 같은 오류가 잦아 학습자들이 

다양한 용법의 중복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상미(2014)에서는 13개 언어권의 중급 한국어 학습자 38명의 

발표, 토론, 인터뷰 담화를 녹음하여 전사한 총 500분 분량의 구어 

담화 자료를 수집하여 총 25,810어절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주격 조사(204회)가 가장 높은 오류 빈도를 보였고, 이어서 목적

격 조사(122회), 부사격 조사(116회), 보조사(61회), 보격 조사(18회) 

등의 순이었다.2) 오류 유형으로 살펴보면 누락 오류(52.3%)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치 오류(34.4%)였다. 그밖에 형태 

오류(6.5%), 첨가 오류(5.0%), 환언 오류(1.3%), 발음 오류(0.5%) 등

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상 학습자의 숙달도가 중급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의 오류 빈도와 유형만을 살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수집한 구어 자료가 순수 발화 자료라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궈진·김영주(2016)에서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상으로 부사격 조사 ‘에’의 각 용법에 해 암묵적 지식을 측정한 

결과, 숙달도별 집단 간 조사에서 3급과 4, 5, 6급 간에서 유의한 차

이가 발견되었으나 4급, 5급, 6급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숙달도가 향상되어도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에 여전

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연구가 부사격 조사 ‘에’

의 용법별 암묵적 지식을 측정하여 전체적인 지식 정도를 조망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구어 산출에서의 사용을 살펴보지 못하

2) 김호정(2013)에서는 조사를 이미 학습한 학습자 60명을 상으로 세 가지의 작문 과

제를 통해 조사 사용률과 정답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가(27.97%)’, ‘을/를

(22.25%)’, ‘에(13.18%)’, ‘은/는(10.84%)’의 순서로 사용률이 높았으며, 정답률은 ‘에서

(43.57%)’, ‘와/과(50.34%)’, ‘은/는(51.81%)’, ‘이/가(57.36%)’, ‘의(61.01%)’, ‘을/를(61.73%)’, 

‘에(68.76%)’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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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은 한계이다. 

이상으로 L2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자료를 통해 부사격 조사 ‘에’

의 습득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전술하였다시피 오류 분석 

연구가 다수였다. 부사격 조사 ‘에’의 세부 용법별 사용을 통해 각 

용법별 사용 정도를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에 해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6년 6월에서 7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어학원, 학부, 

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토픽 중급 혹은 고급 등급을 

가진 중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구어 산출 과제를 실시하여 구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국인 참여자는 모두 20 로 TOPIK 3-6급 각 

급별 20명씩 총 80명으로 이중 여자가 49명, 남자가 31명이었다.3) 

또한, 비교 집단으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30 의 한국어 모

어 화자 20명을 모집하였다. 

2. 부사격 조사 ‘에’의 세부 용법

본 연구는 부사격 조사 ‘에’에 집중하여 세부 용법들의 사용을 연

3)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궈진‧김영주(2016)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 본국 혹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연락할 수 없는 33%(각 급별 10명)를 제외한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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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으로 하였다. 세부 용법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궈진·김영주

(2016)를 참조하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사격 조사 ‘에’의 15개의 세부 용법4) 중 ‘신분/자격’의 ‘에’, 

‘나열’의 ‘에’를 제외한 총 13개의 용법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5) 따

라서 본 연구가 살펴볼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은 ‘장소/위치’, ‘시

간’, ‘방향’, ‘원인/이유’, ‘ 상’, ‘인지/감정’, ‘수혜’, ‘수단/도구’, ‘비교

의 기준’, ‘조건/상황’, ‘금액/셈’, ‘활용’, ‘첨가’이다.6)

3. 구어 산출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의 13개의 용법 사용을 최 한 이

끌어내기 위해 두 가지 구어 산출 과제를 활용하였는데 하나는 그

림 보고 말하기 과제이고 또 하나는 (무성) 동영상 보고 (회상하여 

줄거리) 말하기 과제이다. 그림 보고 말하기 과제에서는 모든 용법

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상황을 고려한 그림 과제를 사용하였으며 부

사격 조사 ‘에’의 13개 용법을 모두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유도된 발화로 좀 더 자연스러운 발화 자료를 구하기 위해 동영상 

보고 말하기 과제를 추가 사용하였으며 두 개의 과제는 서로 보완

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림 보고 말하기 과제는 부사격 조사 ‘에’의 13개의 

4)《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사격 조사 ‘에’의 15개의 세부 

용법은 다음과 같다. ‘장소/위치’, ‘시간’, ‘방향’, ‘원인/이유’, ‘ 상’, ‘인지/감정’, ‘수혜’, 

‘수단/도구’, ‘비교의 기준’, ‘조건/상황’, ‘금액/셈’, ‘활용’, ‘첨가’, ‘신분/자격’, ‘나열’ 

5)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예비 실험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도 ‘신분/자격’, ‘나열’을 나타

내는 ‘에’의 문항에서 아주 낮은 정답률을 보여 조사 상 용법에서 제외하였다. 

6) 본 연구에서 탐색하는 13개 용법의 교재 제시 및 출현에 한 정보는 궈진‧김영주

(2016)의 <표 2(pp.112-11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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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들을 바탕으로 각 용법당 2컷의 그림을 제작하여 각 그림에 정

문 문제(예: 코 고는 소리/잠을 못 자다⇢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자다)와 방해문 문제(예: 코 고는 소리/크다/잠을 못 자다⇢코 고는 

소리가 커서 잠을 못 자다)를 각기 하나씩 배치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의 우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그림마다 방해문 문제를 넣

었는데 방해문 문제는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림에 

맞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표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림 보고 

말하기 과제는 13개의 용법 각각에 해 2쌍의 그림과 각 그림 당 

정문 문제와 방해문 문제로 구성하여 총 52개의 문항을 담고 있다. 

실제 과제 수행에서는 학습자가 과제의 목적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순서를 뒤섞어 진행하였다.

그림 보고 말하기 과제의 문항에 제시된 표현들이 적절하게 구성

되어 실제로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들을 이끌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20∼30 의 한국어 모어 화자 15명에게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

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치율이 95%보다 낮아 문제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표현들을 수정하였다.7) 첫 번째의 수정을 거친 후

에 20명의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두 번째의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일치율이 약 96%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고 타당성이 있는 

실험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보고 말하기 과제에서 사용한 그림의 예는 <그림 1>과 같

다. <그림 1>은 ‘에’의 용법 중 ‘수혜’에 한 예이다. ‘운동/몸/좋다’

와 ‘소통/부부 감성/도움이 되다’의 예시에 ‘에’가 들어가면 ‘운동이 

7) 일치율이란 연구자가 생각하는 답안과 일치한 답안을 제공한 참여자가 전체 참여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수정은 주로 모어 화자들이 매끄럽지 않다고 언급

한 표현들에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분노에 빠지다’를 ‘분노에 차다’로 수정한 경

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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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와 ‘소통이 부부 감성에 도움이 되다’와 같은 정문을 만들

게 된다. 반면, ‘자주 운동하다/몸/건강하다’와 ‘소통을 잘 하다/부부 

감성/좋아지다’는 ‘자주 운동하면 몸이 건강하다’와 ‘소통을 잘 하면 

부부 감성이 좋아지다’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운동 / 몸 / 좋다 소통 / 부부 감성 / 도움이 되다

자주 운동하다 / 몸 / 건강하다 소통을 잘 하다 / 부부 감성 / 좋아지다 

<그림 1> 그림 보고 말하기 과제의 일부8)

동영상 보고 말하기 과제는 10분 길이의 ‘Oh! My God’을 보고 줄

거리를 회상하여 말하는 과제이다.9) 학습자에게 표로 어휘 목록을 

미리 제시하고 충분히 어휘를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동영상을 보고 

8)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림의 부분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을 위한 자료에서 

구했고 일부는 온라인에서 관련 주제로 검색하여 찾은 것들로 저작권 제약 없이 

중에게 공개된 것들이다. 

9) ‘Oh! my god’은 2010년 청강문화산업 학 애니메이션과 3학년 졸업 작품으로 화재나 

교통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 혹은 지옥에 가는데 한 남자 영혼이 천국 

입구에 늦게 도착했다. 천국의 문을 지키는 천사와 지옥의 문을 지키는 악마가 늦게 

온 영혼의 처리를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결국 신에게까지 가게 되고 신은 가

엾은 영혼을 다시 살려 주게 되었다. 되살아난 남자가 자신이 무덤 속에 있음을 발

견하고 놀라 소리친다는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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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5분 정도 영상 내용을 회상할 시간을 주었다. 이어서 어휘 목

록을 보면서 연구자에게 동영상의 줄거리를 말하게 하였다. 동영상 

보고 말하기 과제에서 사용한 어휘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동영상에 제시된 어휘 목록

명사 동사

교통사고, 화재, 영혼, 천국, 입구, 천사, 

노란색 고리, 팬티, 지옥, 악마, 나무 고리, 

저녁, 분노, 신, 건의, 궁전, 인간, 무덤

날아가다, 도착하다, 수용하다, 들어가다, 

지각하다, 다, 차다, 떨어지다, 지키다, 

발견하다, 벗기다, 찬성하다, 싸우다, 혼
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자 80명과 모어 화자 20명에게서 각각 두 

개의 구어 자료 파일을 수집하여 결과적으로 총 200개의 구어 자료

를 구축하였다. 일인당 두 과제 수행 시간은 평균 32분이었다. 

4. 자료 분석 기준 

구어는 음성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문어에서는 볼 수 없는 잉

여적인 문장과 정확하지 않은 음성발화들이 섞여 있다. 이 때문에 

부사격 조사 ‘에’의 세부 용법 사용의 정답과 오답을 결정함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분석을 위해 세심한 전사 기준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 자료는 구어에 나타난 부사격 조사이므

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휴지, 장음, 준음성10)과 기타 소리 등에 

관한 표현은 생략하였으며 철자법을 맞추어 전사하되 참여자가 분

10) 웃음, 기침, 하품, 재채기 등과 같은 음소가 아닌 요소들을 말한다(서상규·구현정, 

2002: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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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틀리게 발음한 부분은 그 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나

머지 자료 전사는 <표 2>에 따라 진행하였다.

<표 2> 구어 산출 과제 전사를 위한 기타 기호11)

기호 의미 기호 의미

, 같은 음절 또는 구의 반복 -
화자가 발화를 수정하여 다시 
발화하는 경우

? 질문의 오름 어조
(???) 알아들을 수 없는 말

. 문장 끝 내림 어조

두 개의 과제를 통하여 수집한 구어 자료의 전사 예시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중국인 학습자의 구어 산출 과제 전사 일부

이어서 구어 자료 내 부사격 조사 ‘에’를 용법별로 식별하기 위해 

영문 자모와 숫자를 사용하여 해당 조사 바로 뒤에 태그 하였다. ‘깜

11) James(1998: 100-101)의 전사기호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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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새’ 활용을 위한 태그 기호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깜짝새’ 활용을 위한 태그 기호

연
번

목
표
문
법

태그 기호

용법 분류 용법별 설명용
법

누락 치
첨
가

1

‘에’

A1 OA1

ARE SA

장소/위치 상의 존재 위치

2 A2 OA2 시간 시각과 시 /순서

3 A3 OA3 방향 장소의 이동(도달점)

4 A4 OA4 원인/이유 어떤 행위나 상 의 원인

5 A5 OA5 상 동작이나 행위가 및는 곳

6 A6 OA6 인지/감정
어떤 행위나 감정, 인지 상태의 

상

7 A7 OA7 수혜 어떤 행위나 상 의 목적이나 목표

8 A8 OA8 수단/도구 어떤 행위나 상 의 방법

9 A9 OA9 비교 기준 비교의 상이 됨

10 A10 OA10 조건/상황 어떤 행위나 상 의 조건이나 환경

11 A11 OA11 금액/셈 금액이나 무게 등의 단위

12 A12 OA12 활용형 앞의 말이 지정하는 상

13 A13 OA13 첨가 앞의 말에 다른 내용이 더해짐

14 N - - - -
맥락상 의도 파악 불가 또는 기
타 사유로 분석에서 제외

15 NJ - - - -
발화 수정 과정에서 수정 전 발
화한 조사는 분석에서 제외

16 NX - - - -

같은 문장에 반복 발화로 인해 
중복으로 사용된 조사는 분석에
서 제외  

<표 3>을 보면 부사격 조사 ‘에’는 ‘A’로 표기하고 용법별로 1부

터 13까지 숫자를 덧붙여 A1부터 A13까지 사용하였으며, ‘에’가 누



12   국어교육연구 제38집

락된 경우는 ‘OA’로, ‘에’가 다른 조사로 치된 경우는 ‘ARE’로, ‘에’

가 첨가된 경우는 ‘SA’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문맥상 분석하기 어렵

고 학습자의 발음 등의 원인으로 제 로 구별할 수 없는 조사는 ‘N’

으로 태그 하였으며 학습자가 다시 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수

정 전 조사와 반복 발화로 인해 수차례 사용된 조사는 중복 계수를 

방지하기 위해 ‘NJ’와 ‘NX’로 태그 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구어 산출에 나타난 부사격 조사 

‘에’의 사용에 한 분석 결과를 앞서 제기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 80명의 구어 

파일 160개에서 47,807어절(평균 598어절)의 구어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하였고 비교 집단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 20명의 구어 파일 

40개에서 15,040어절(평균 752어절)의 구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구어 산출 과제를 통해 부사격 조사 ‘에’의 

13개 용법에 한 올바른 사용을 확인함으로써 그 정답률을 확인하

였다.12) 결과 분석에 앞서 실험 문항에 한 내적 신뢰도를 

Cronbach의 알파를 통해 살펴본 결과 .965로 매우 높았다. 각 용법

별 내적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역시 .95 이상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 실험 문항 간 신뢰도를 확보하였다.13)

12) 본 연구에서의 정답률은 목표 조사에 한 바른 사용을 의미한다. 목표 조사인 부

사격 조사 ‘에’의 13개 용법 각각에 하여 ‘에’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횟수(B)가 총 

횟수(A)에서 차지하는 비율(B/A)을 산출하였는데 이것이 정답률이다. 

13) 각 용법별 내적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장소/위치(.964)’, ‘시간(.967)’, ‘방향(.96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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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권
세부 용법

중국인
(n=80)

한국인 
(n=20)

사용
횟수

정답 
수

정답률
사용횟

수
정답 
수

정답률

장소/위치 A1 97 49 50.52 32 32 100.00

시간 A2 204 158 77.45 27 24 88.89

방향 A3 156 128 82.05 23 23 100.00

원인/이유 A4 22 11 50.00 9 9 100.00

상 A5 171 143 83.63 34 34 100.00

인지/감정 A6 131 116 88.55 23 23 100.00

수혜 A7 118 107 90.68 20 20 100.00

수단/도구 A8 52 36 69.23 10 10 100.00

비교 기준 A9 25 15 60.00 9 9 100.00

조건/상황 A10 19 14 73.68 8 8 100.00

금액/셈 A11 173 130 75.14 19 18 94.73

활용형 A12 189 173 91.53 34 34 100.00

첨가 A13 17 9 52.94 12 8 66.67

합계 1374 1089 - 260 252 -

평균 - - 72.72 - - 96.92

1.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화자의 사용 양상

첫 번째 연구 질문은 구어 산출 과제를 통해 확인된 중국인 학습

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사용 양상에 

한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 및 한국어 모어 화자의 부사격 조사 ‘에’

의 사용 횟수와 정답률은 아래와 같다. 

<표 4> 부사격 조사 용법별 사용 횟수와 정답률14)

인/이유(.960)’, ‘ 상(.959)’, ‘인지/감정(.963)’, ‘수혜(.961)’, ‘수단/도구(.960)’, ‘비교의 기

준(.965)’, ‘조건/상황(.961)’, ‘금액/셈(.966)’, ‘활용(.964)’, ‘첨가(.958)’

14) 사용·횟수를 집계할 때 학습자들이 ‘에’ 신에 다른 조사로 맞는 답을 제공한 경우

에는 전체 사용 횟수에서 제외하였다. 그 예로는 수단·도구의 용법에서 ‘로’, 원인‧

이유의 용법에서 ‘때문에’, 비교·기준의 용법에서 ‘과/와’, 금액·셈의 용법에서 ‘이/가’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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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를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부사격 조사 ‘에’에 한 정답

률은 평균 96.92%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어 화자가 

‘장소/위치, 방향, 원인/이유, 상, 인지/감정, 수혜, 수단/도구, 비교

의 기준, 조건/상황, 활용형’을 나타내는 ‘에’의 산출에서 정답률이 

100%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을 나타내는 ‘에’는 사용 횟수가 높음

에도 불구하고 88.89%의 상 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첨가’

를 나타내는 ‘에’는 66.67%의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한국

인의 일상 구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에’가 자주 생략되어 사용되

고, ‘첨가’를 나타내는 ‘에’의 경우도 사용 빈도가 낮고 사용할 때 생

략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72.72%로 모어 화자의 

75%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에’의 활용형이 91.53%로 가장 높

은 정답률을 보였고, 이어서 ‘수혜’를 나타나는 ‘에’(90.68%), ‘인지/

감정’을 나타나는 ‘에’(88.55%), ‘ 상’을 나타나는 ‘에’(83.63%) ‘방향’

을 나타나는 ‘에’(82.05%), ‘시간’을 나타내는 ‘에’(77.45%), ‘금액이나 

셈의 단위’를 나타내는 ‘에’(75.14%)의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인 학습자들은 다른 용법에 비해 사용 빈도가 상 적으로 낮은  ‘원

인/이유’, ‘수단/도구’, ‘비교의 기준’, ‘조건/상황’, ‘첨가’에서 정답률도 

매우 낮았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정답률의 비교 결

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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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어 산출에서 전체 중국인과 한국인의 용법별 정답률

한국어 모어 화자의 평균 정답률(96.92%)과 중국인 학습자의 평

균 정답률(72.72%)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확률 .000으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집단 간의 평균차 t-검정 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
확률

유의
확률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4.693 .040 .000 -23.34462 4.96945 -33.60106 -13.0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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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사용 양상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중국인 학습자 숙달도별의 부사격 조사 ‘에’

의 사용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숙

달도에 따른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정답률과 한국어 모어 화자

의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정답률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평균 정답률 비교

  언어권

용법별

중국인 
한국인

3급 4급 5급 6급

장소/위치 23.08 47.57 50.63 58.71 100.00

시간 65.22 78.85 86.00 78.57 88.89

방향 62.50 69.23 91.30 100.00 100.00

원인/이유 0 0 33.33 57.14 100.00

상 16.67 43.75 100.00 100.00 100.00

인지/감정 62.50 80.77 91.49 94.00 100.00

수혜 66.67 73.91 100.00 100.00 100.00

수단/방법 0 0 69.57 72.41 100.00

비교/기준 0 50.87 83.33 52.63 100.00

조건/상황 0 0 75.00 72.73 100.00

금액/셈 67.50 66.67 77.50 88.89 94.73

활용형 81.25 76.19 100.00 100.00 100.00

첨가 0 0 43.33 55.45 66.67

<표 6>을 보면 중급 학습자들의 정답률에서 ‘원인/이유’, ‘수단/도

구’, ‘비교 기준’, ‘조건/상황’, ‘첨가’를 나타내는 ‘에’는 제로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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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본 연구의 중국인 중급 학습자들이 ‘원인/이유’, ‘수단/도

구’, ‘비교 기준’, ‘조건/상황’, ‘첨가’의 용법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

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고급 학습자의 구어 산출에서도  ‘원

인/이유’, ‘수단/도구’, ‘비교 기준’, ‘조건/상황’, ‘첨가’를 나타내는 ‘에’

의 정답률이 상 적으로 낮았다. 

특히 ‘비교/기준’에서는 6급 학습자가 5급 학습자보다 30% 가까

이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시간’과 ‘조건/상황’에서도 3-8%가량 

정답률이 낮아졌다. ‘비교/기준’과 ‘조건/상황’ 용법은 5급과 6급 학

습자에게 모두 어려운 용법으로 학습자의 구어 자료를 분석하여 보

니 학습자들은 ‘에’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실현하기보다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전반적으로 사용 횟수가 낮았는데 5급에서 특히 더하

였다.  ‘비교/기준’의 경우 5급은 6회 사용에 5회 정답이었고 6급은 

19회 사용에 10회 정답이었으며 ‘조건/상황’의 경우에는 5급은 8회 

사용에 6회 정답이었고 6급은 11회 사용에 8회 정답이었다. 어려운 

용법에서 학습자들은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 경향이 6급에서

는 다소 완화되어 자주 실현하면서 오류도 양산하는 모습을 보였

다.15)

이에 반해 ‘시간’ 용법의 경우 5급과 6급 학습자는 ‘에’를 생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6급 학습자에게서 특히 자주 생략되었

다.16) <그림 4>는 숙달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용법별 정답률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용법별 정답률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15) ‘비교/기준’ 용법의 오류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녀의 달리기 실력은 전문가

에게 가까워요’, ‘이 질문에서 맞는 답이 없어요.’ ‘조건/상황’ 용법의 오류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더운 날씨로 건강히 지내세요’, ‘친구 생일 파티에서 초 를 받

았습니다.’

16) ‘시간’ 용법의 오류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오후 9시 맥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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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용법별 정답률

 

숙달도에 따라 용법별 정답률 그래프를 보면 비교적 유사한 높낮

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의 용법에서 숙달도가 향상

됨에 따라 사용의 정답률도 올라간다. 특이한 점은 3급 학습자들에

게서 정답률 0%를 기록한 ‘원인/이유’, ‘수단/도구’, ‘비교 기준’, ‘조

건/상황’, ‘첨가’를 나타내는 ‘에’의 경우에 ‘비교 기준’의 ‘에’를 제외

한 나머지 용법에서 4급 학습자들이 여전히 정답률 0%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급 단계인 5급에 들어서서는 ‘원인/이유’, ‘첨가’의 

‘에’는 40% 의 정답률을 그리고 ‘수단/도구’, ‘조건/상황’의 ‘에’는 거

의 8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인다. 4급과 5급 사이에서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에’의 사용 정확성이 모든 용법에서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숙달도에 따른 용법별 정답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f-검정을 실시하였다. 부사격 조사의 13개의 용법 중에 

‘원인/이유’, ‘수단/도구’, ‘비교 기준’, ‘조건/상황’, ‘첨가’ 총 5개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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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은 중급 학습자들에게서 정답률이 제로여서 이 용법들을 제외

하고 나머지 8개의 용법들을 상으로 숙달도 간 차이가 유의한지

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숙달도별 부사격 조사 ‘에’의 사용에 대한 f-검정

집단-간 평균 차
표준
오차

p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숙
달
도
별 

3급

4급 -11.44375

8.739

64

0.201 -29.3461 6.4586

5급 -31.44125 0.001 -49.3436 -13.5389

6급 -34.34750 0.001 -52.2498 -16.4452

4급
5급 -19.99750 0.030 -37.8998 -2.0952

6급 -22.90375 0.014 -40.8061 -5.0014

5급 6급 -2.90625 0.742 -20.8086 14.9961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8개의 

용법에 한 f-검정을 실시한 결과 3급과 5급, 6급, 4급과 5급, 6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3급과 4급, 5급과 6급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중급 혹은 고급 내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중급과 고급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중국인 학습자의 GJT와 구어 산출 과제의 정답률 비교

본 절에서는 궈진·김영주(2016)에서 GJT를 통해 확인한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습득 양상이 실제 구어 산출에

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함으로써 지식과 사용이라는 습득의 

양면을 알아보고자 한다. 신뢰도 있는 비교를 위해 구어 산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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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
자유
도

유의
확률

평균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답률 차이 0.206 14 0.315 1.80625 8.75606 -16.97364 20.58614

에서 사용 빈도수가 낮아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원인/이유’, 

‘수단/도구’, ‘비교 기준’, ‘조건/상황’, ‘첨가’를 나타내는 ‘에’의 5가지 

용법을 제외하고 8가지 용법만 추려내어 정답률을 비교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중국인 학습자의 GJT 정답률과 구어 산출 정답률 비교17)

세부 용법 GJT 정답률 구어 산출 정답률
장소/위치 59.69 50.52

시간 74.20 77.45

방향 76.37 82.05

상 69.25 83.63

인지/감정 79.24 88.55

수혜 81.31 90.68

금액/셈 70.57 75.14

활용형 83.63 91.53

평균 74.28 79.94

본 연구의 중국인 학습자의 GJT 평균은 74.28이고 구어 산출 과

제의 평균은 79.94로 유사하다.18) 중국인 학습자의 GJT 정답률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구어 산출 과제의 정답률 간 통계적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GJT와 구어 산출 과제의 정답률 간 t-검정 결과

17) GJT의 내적 신뢰도는 .986이고 구어 산출 과제의 내적 신뢰도는 .965로 매우 높다.

18) GJT와 구어 산출 과제가 학습자의 해당 언어 항목에 한 암묵적 지식 측정을 목

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평균값이 유사함에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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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용법을 상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GJT 정답률 평균값과 구

어 산출 과제의 정답률 평균값 간 t-검정을 실시한 결과 0.05보다 

높은 유의확률이 나와 두 실험에서 나온 평균값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두 실험 결과 간에 세부적인 소소

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의한 값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3-6급에 걸쳐 각급에서 GJT와 구어 산출 과제의 정답률 평

균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 3급의 GJT와 구어 산출 정답률 비교   <그림 6> 4급의 GJT와 구어 산출 정답률 비교

  

<그림 7> 5급의 GJT와 구어 산출 정답률 비교   <그림 8> 6급의 GJT와 구어 산출 정답률 비교

<그림 5>∼<그림 8>을 보면  3급에서는 GJT의 정답률과 구어 

산출 과제의 정답률 모두 역동적으로 굴곡이 심한 모습을 보여 용

법 간 정확성에서 차이를 보인다.19) 그러나 4급에서 GJT의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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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경우에는 굴곡이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 각 용법이 고루 

습득되고 있음을 보이는데 이는 6급까지 이어져 용법 간 비교적 완

만한 발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구어 산출 과제의 정답률은 여전히 굴곡 있는 모습을 보여 

용법 간 차이를 보인다. 구어 산출 과제의 정답률 곡선은 5급에서도 

굴곡을 보여 여전히 용법 간 정확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나 6급

에서는 어느 정도 굴곡이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지식에 

비해 사용이 더 역동적으로 발달하고 또 발달 과정에서 용법 간 차

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고급 숙달도를 지닌 중국인 L2 한국어 학습자

의 부사격 조사 ‘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구어 산출 과제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의 정답률

(72.72%)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답률(96.92%)에 비해 75%의 수준

을 보였다. 이어서, 숙달도에 따른 ‘에’의 정답률을 보면 중급(3/4급) 

내 그리고 고급(5/6급) 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중급과 고급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궈진·김영주

(2016)에서 도출한 GJT에서의 각 용법별 정답률과 본 연구의 구어 

산출 과제에서의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사용 정답률을 비교하

였는데 유의한 차이가 없어 암묵적 지식과 사용 간 유의한 차이를 

19) GJT와 구어 산출 과제의 정답률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여기서는 그래프의 크기

보다 높낮이 모습에 더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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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에 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구어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구어 산출 과제를 통한 유도된 발화 결

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런 종류의 습득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이러한 시도로 인

해 중간언어 발달 모습과 발달 과정 중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으

며 이것이 곧 효과적인 교육 방안 마련에 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를 통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그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에 한 기

초 연구와 효과적인 교육 방안 연구가 지속되길 기 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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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산출을 통해 본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 연구 

김 주․궈   진

본 연구는 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구어 산출 과제를 통해 부사격 조사 ‘에’

의 사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부사격 조사 ‘에’의 세부 용법을 고려

하여 구성한 구어 과제는 그림 보고 말하기와 (무성) 동 상 보고 (회상하여) 말

하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3 에서 6 까지 각  20명씩 총 80명의 국인 학습

자를 상으로 두 과제를 실시하여 부사격 조사 ‘에’의 사용을 분석하 다. 그 결

과, (1) 국인 학습자의 정답률(72.72%)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답률(96.92%)

에 비해 75%의 수 임을 확인하 다. (2) 숙달도에 따른 ‘에’의 정답률을 보면 

(3/4 ) 내 그리고 고 (5/6 ) 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과 고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궈진·김 주(2016)에서 도출한 

GJT에서의 각 용법별 정답률과 구어 산출 과제에서의 정답률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발달 특징을 보면, 지식은 4 부터 부분의 용법에서 완만

한 발달을 보이는 반면, 사용은 지식보다 용법에서 차이를 보이며 더 역동 으

로 발달하 다.  

 

[주제어] 국인 한국어 학습자, 구어 산출 과제, 부사격 조사 ‘에’, 부사격 조

사 ‘에’의 용법, 암묵  지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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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cquisition of Korean Adverbial Case Marker 

ey in Spoken Production by Chinese Korean L2 Learners 

Kim, Young-joo・Guo, Ji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cquisition of the adverbial case 

marker ey by analyzing its use in spoken language by 80 Chinese Korean L2 

learners (level 3 to 6, 20 learners in each level) along with 20 Korean native 

speakers as a comparison group. The study employed two speaking tasks: 

telling the story of cartoon and telling the story of a silent film. Two hundred 

spoken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use 

and correct use and the accuracy rate of each usage of ey. The study found 

that (1) the accuracy rate of Chinese learners reached 75% of that of Korean 

native speakers; (2)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termediate 

level (3/4) and advanced level (4/5),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3 

and 4 or between 5 and 6; (3) no significant discrepancy was detected 

between the mean score of this study and the mean score of GJT in Guo & 

Kim (2016), which indicated that knowledge of ey and use of ey developed 

similarly. However, detailed observation of development showed that 

knowledge of ey developed gradually from level 4 while use of ey developed 

more dramatically, with differences depending on usages of ey. 

[Key words] Chinese Korean L2 learners, speaking tasks, adverbial case 

marker ey, usage, implicit knowledge, 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