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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한 지시어 교육의 필요
성에 한 인식에서 기인하여, 중국어 지시어 체계의 조언어학적 연구, 한국
어 지시어 사용의 오류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Ⅱ장에서 지시어와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고 지시어의 교육 내용을 
위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1절에서 한국어 지시어의 분류와 지시어의 기능을 정
리하기 위해 국어학계에서 이루어진 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 상념적 지시 분류에 따라 3절에서 한국어 지시어의 
체계적인 교육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중 지시어의에 한 조분석을 통
해 두 언어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4절에서는 한국 국내와 중국에서 사용되
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살펴는데 지시어 교육을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각 교재에서 화시적 지시나 문맥적 지시만 포함되어 있고 상념적 
지시를 다루지 않고 있다.

Ⅲ장에서 모국어화자의 지시어 사용 양상을 조해서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를 분석하였다. ‘문법 판단 테스트’ ‘교육 실태 조사’ ‘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
습자들이 지시어를 공부하는 과정와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존재
하는지, 알아보았다. 시험 상자는 중국인 학습자 50명, 그리고 한국인 모어 
화자 30명을 이루어졌다. 1절에서는 학습자 집단을 중급과 고급 학습자로 나
누어서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 상념적 지시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지시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어떤 부분을 잘못 파악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2절에서는 1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지시어를 사용
할 때 나타난 오류와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오류의 원인은 크게 ‘모국
어의 영향’, ‘목표어 복잡성의 영향’ 및 ‘교육과정의 영향’ 3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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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시어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
시하였다.  1절에서 민현식(2008)의 교육 목표에 따라 학습자의 단계별로 이
해차원과 사용차원을 나누어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2절에서 학습자의 레벨
에 따라 지시어의 기능에 관한 교육 내용과 맥락을 활용한 지시어 교육 내용
을 설정하였다. 그 다음에 상황별 교육, 단계별 교육과 통합적 교육 방법을 어
떻게 지시어 교육에 적용하는지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향식 교육’과 ‘하향
식 교육’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한국어 교육, 지시어, 문맥, 오류 분석, 맥락, 중국인 학습자
* 학  번 : 2010-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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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시적 지시  
  (가은이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다. 식당에서 가은이의 

친구 영미는 가은이가 새로 산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미영: 또 새 옷 샀어?

Ⅰ．서    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지시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범한 오

류를 귀납하고 한·중 지시어의 차이를 비교해서 학습자가 범한 오류 원인을 밝
혀 내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시표현의 개념에 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표적으로 장경희
(2004:52)에서 지시표현을 실존하는 현실 공간의 개체나 화·청자의 정신 공
간, 상상 공간 등에 존재하는 개체를 가리키는 표현들이라 했고, 지시는 이러
한 지시표현들이 현실 공간이나 정신 공간 속에서 특정 개체를 가리키거나 확
인해 내는 언어적 기능으로 보았다. 

박선희(2007:1)에서도 지시어가 가지는 기능은 지시 상의 소재에 따라 세 
개의 층위로 나뉜다. 지시 상이 담화 현장에 물리적 실체로 존재하는 화시적 
지시, 지시 상이 현재 진행 중인 담화 내에서 전술 언급으로 존재하는 문맥
적 지시, 지시 상이 화자의 상념 속에 존재하는 상념적 지시가 그것이다. 화
시적, 문맥적, 상념적 지시의 세 층위에 따라 사용되는 지시어와 개별 지시어
가 담당하는 의미 기능도 다양하다. 

이러한 한국어 지시어의 다양한 기능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으
로 비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지시어를 사용할 때는 다
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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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 화장품 사러 백화점에 가는 김에 샀어.
미영: 그것(이것√) 얼마야?
가은: 할인해서 12만원 주고 샀어.

 2. 문맥적 지시
지현이는 회사에서 “빅 뉴스”를 발표하고 있다.
지현: 이 이야기 들었어? 이효리 결혼한데
수미: __그__이야기는 나 처음 듣는데 설마...

3. 상념적 지시
점심 식사를 마친 가은과 영미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고 있다.
가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영미: 저기 (거기√) 어때? 우리 희사 건물 지하1층 아이스크림 집 하나 

있잖아...
가은: 아, '배네배네'?
영미: 어, 맞아, 저기 (거기√)가 가깝고 조용해서 괜찮은데...

   <그림Ⅰ-1> 문법 판단 테스트 예시
 

   <그림Ⅰ-2> 문법 판단 테스트 예시

 <그림Ⅰ-3> 문법 판단 테스트 예시

예문 (1)에서 담화 현장에 화자와 가까이 있는 옷을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를 사용하는데 실험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화시적 지시와 
문맥적 지시를 혼동해서 ‘그’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

예문 (2)에서 문맥적 지시의 경우 ‘그’를 사용하는데 학습자들이 부분 
화자의 말과 똑같이 ‘이’를 선택하였다.

예문 (3)에서 상념적 지시의 경우 ‘거기’가 정답인데 학습자들이 상념적 
지시의 개념을 익숙하지 않아 ‘저기’를 선택한 사람이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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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지시어는 초급 교재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 항목임에도 불
구하고 중급 또는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이를 한국어 모어 화자처럼 올바
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학습자들이 지시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시어 교육 방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지시어 사용에 나타난 오류를 포
함한 사용 양상을 고려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시어에 

한 연구는 국어학적이나 조언어학적 차원에서만 실행되었고 이에 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하였다. 

2.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첫 번째는 지시어의 기능 습득에 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지시어의 기
능에 한 국어학적 연구이며, 세 번째는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
재들에서 제시된 지시어와 관련된 내용이다.

2.1. 국어학 영역

최현배(1959:222-223)에서는 ‘이, 그, 저’와 ‘이것, 그것, 저것’의 ‘이, 그, 
저’를 가까움, 떨어짐, 멀음(멂)으로 구분하고 말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 일몬, 
곳, 쪽이 말받는 이보다 말하는 이에게 공간적으로 가깝거나 정신적으로 친  
한 것은 떨어짐이 되고, 말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하여 가깝거나 친한 관계
가 없는, 곧 먼 곳은 멀음이 되는 것이다.

허웅(1971:38)에서는 화자를 기준으로 한 지시어의 구분을 일부 수정하여 
‘떨어짐’을 말할이와 상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라 ‘가깝고 멂’의 기준으로 처
리하였다. 즉 지시 상이 말할이에게 가까울 때에는 ‘이’로, 들을이에게 가까
울 때에는 ‘그’로, 둘 다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는 ‘저’로 지시한다고 했다. 

김일웅(1982:72)에서는 언어적 문맥을 용하는 문맥 용과 비언어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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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하는 상황 용으로 나누었다. 문맥 용은 조응관계에서 선행어를 가지
는 조응 용과 앞선 요소를 지시하면서 의미적으로 관련짓는 지시 용으로 나
누어지며, 상황 용은 의식 속의 사실을 용하는 개념 용과 담화주변의 상황
을 직접 가리키면서 용하는 상황 지시 용으로 나누었다. 

장석진(1972:37)에서는 화(話)의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의 발화 장소 내지 
거리의 근, 중, 원으로 한국어의 ‘이, 그, 저’가 쓰이고 영어에서는 원, 근으로 
이분화하여 ‘this, that(here, that)’이 쓰인다고 하였다. 화자와 청자의 거리의 
원근으로 축(軸)을 삼는 처시소(處示素)의 의미표시인 표면의 ‘이, 그, 저’는 
사람, 사물을 지시하는데도 쓰이고, 나아가서 ‘그’에는 전술된 (또는 화자가 알
고 있는) 화(話)에 언급하는 기능도 있어 영어의 ‘the'와 상통하다. 장석진
(1972:38)에서 ‘이 사람, 이 놈, 이 년’은 화자 자신을 낮추는 1인칭 용의 
뜻도 있다. ‘그’가 붙으면 지시하는 뜻 외에 영어의 ‘he' 'she'처럼 3인칭 명사
로 전에 언급한 사람을 가리키며 ‘저’가 붙으면 지시하는 뜻밖에 없다. 장석진
(1972:39)에서 시간의 원형 ‘때, 날, ...’에는 ‘이, 그’는 붙을 수 있으나 ‘저’는 
붙지 못한다. 시간에 붙는  ‘이, 그’는 원래 지시가 아니라 전술에 언급하는 기
능이겠으나 인식과정에서 시간을 거리화하여 방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 ‘이
때’는 ‘그때’보다 더 가깝고 긴박한 시간관념을 나타낸다. 

장경희(1980:182)에서는 지시어 ‘이, 그, 저’의 용법을 실제적인 지시, 기호
적인 지시, 상념적인 지시로 구별한다. 실제적인 지시는 화(話)의 장(場)에 현
존하는 상을 원근의 거리에 따라 지시하는 기능으로 ‘이’는 화자 가까이에 
있으며 화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 ‘그’는 청자의 가까이에 있으며 화·청자에
게 알려져 있는 상, ‘저’는 화·청자로부터 멀리 있으며 화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을 지시한다. 
장경희(1980:182)에서 화(話)에 전술된 상을 언급하는 기능은 화의 장

(場)에 존재하는 상을 지시하는 ‘이, 그, 저’의 기능과 동일한 원리에서 행해
지는 것으로 언어기호가 뜻하는 상을 그 매개체가 되는 음성의 위치에 따라 
지시하는 기호적인 지시이다. 그런데, 화는 화자와 청자로 이루어지므로 전
술 언급 기능에는 화자의 화(話)에 제시된 상을 지시하는 ‘이’와 청자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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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에 제시되 상을 지시하는 ‘그’가 쓰이고 ‘저’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장경희(1980:182)에서 상념적인 지시는 언급된 적이 없거나 오래 전에 화에 

언급된 상을 화자와 청자의 상맥(想脈)에 따라 지시하는 기능으로, 화자만이 
알고 있는 것은 ‘이’로,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그’로 지시한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상은 실제적인 지시가 우선적이고, 상이 화의 장에서 
멀어짐에 따라 기호적 상념적인 지시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박영환(1991:37)에서는 지시 표현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거리 지
시엔 ‘이’, ‘그’, ‘저’가 있다. 표적인 것은 ‘그’이며, ‘이’는 객관적 표현 양상이 
‘그’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저’는 용 기능을 하지 못한다. 둘째, 제귀 지
시어에는 ‘자기’와 ‘자신’, ‘자기 자신’, ‘당신’, ‘저’, ‘자체’ 등이 있다. 셋째, 통
칭 지시어엔 ‘본인’이 있다. 이는 여러 인칭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특성
이다. 넷째, 화·청자 지시어에는 ‘나’, ‘저’와 ‘너’. ‘자네’, ‘선생님’ 등이 있다. 다
섯째, 기타 지시어가 있는데 이에는 선후(先後) 지시어, 수(數) 지시어, 서로 
지시어가 있다고 하여 다양한 분류를 보였다.

민경모(2008)에서는 지시사 ‘이, 그, 저’가 상황의 맥락이나 텍스트의 문맥
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고찰이 불가능한 어휘들이라 하고, 한국어 지시사의 사
용 양상에 해 형태, 용법, 체계, 출현 양상을 말뭉치언어학적 방법론을 토
로 고찰하였다. 입말과 글말에서의 사용 양상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연구용 말뭉치에 나타난 모든 지시사를 고찰의 상으로 하여 형태 및 용법의 
출현 빈도와 비율을 계량적, 통계적으로 살폈는데 제2언어 학습과 연결시키지
는 않았다.

2.2. 한국어교육학 영역

 
지금까지 지시어에 관한 한국어교육학 영역의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박

선희(2007), 왕교하(2011), 진은영(2012) 등이 있다. 
박선희(2007)에서는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지시어 사용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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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시 의미 기능의 습득 양상을 살폈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영어권 학습자
들의 차이와 숙달도에 따른 차이로 해석되는 부분에 하여 이 연구는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지시어 습들 양상을 살폈다. 이 연구 결과가 제2언어 한국
어 지시어 습득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후속 연
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지시어 
사용에 한 소개 방향을 구체적인 교수 방안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작업도 후
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왕교하(2011)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지시어 기능 발달 양상을 살펴보
았다. 실험을 통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지시어 기능 사용 양상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양상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현장 지시의 경우 전체적인 지시어 
사용에서 학습자의 숙달도 변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문맥지시와 상념지시의 경
우 전체적인 지시어 사용에서 중국인 학습자 각 레벨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
였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 상으로 진행된 문법 판단 테스트를 정답률의 통
계만 하였고 실제 자료를 수집하여 오류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지시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진은영(2012)에서 9세에서 15세에 이르는 유·소년층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
자들의 지시어 사용 양상 및 거주기간 및 학습기간에 따른 지시어 사용의 차
이 여부를 밝히었다. 박선희(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층위를 구분하였고 한
국어 모어 화자와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응답 점수 차이를 비교하여, 유의
미한 여부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연령상 지시어 선택의 이유 기술
에 있어서 자신들의 감각과 모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한계가 있고 일
본어권 학습자 상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홍연정(2012)에서는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통해, 그들의 중간 언어에 나타나는 지시어 사용 양상을 한국어 숙달도와 모어 
변인을 중심으로 살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모어 화자들의 한국어 작문을 
분석하여 작문에서 나타난 치 오류, 첨가 오류, 누락 오류 등을 정리하였으
나, 각 나라 학습자의 개인차가 있고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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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인칭 명사:
이이(분), 그이

(분), 저이(분)

지시 명사:
이것, 그것, 저

것 <사물>
여기, 거기, 저

기 <처소>

이렇다(이러하다)
그렇다(그러하다)
저렇다(저리하다)

이, 그, 저
이리,
그리,
저리

조효염(2013)에서는 한국어 지시어와 중국어 지시어에 한 조 분석을 통
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지시어 ‘이, 그, 저’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우선 한·중 지시어의 지시 기능 및 사용 양상에 하여 논
의하였고 이어서 한·중 지시어 조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을 고려하여 그들은 한국어 지시어 사용 오류를 예측하였다. 이를 
토 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지시어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지
만 실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없어서 설계한 교육 방안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시표현
의 범위는 고영근 · 남기심(1993)에 수록된 지시어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표Ⅰ-1> 지시어의 분류

그런데 각 층위별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시어의 어휘 범주를 다양한 
어형들로 구성되어 있어 박선희(2007:4)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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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상의 속성 화자 근접 공간 청자 근접 공간 화·청자 비근접 공간

사람
사물
장소
방향
시간
정도
방법
놀람

이이, 이애, 이분
이것
이곳, 여기
이리, 이쪽
이때, 이날, 이번
이쯤
이렇게
이런!

그이, 그애, 그분
그것
그곳, 거기
그리, 그쪽
그때, 그날
그쯤
그렇게
그런!

저이, 저애, 저분
저것
저곳, 저기
저리, 저쪽
접때, 저번
저렇게
저런!

지시어의 품사 지시어 목록

명사
a. 이것(이거), 그것(그거), 저것(저거)
b. 이분, 그분, 저분/ 이이, 그이, 저이
c. 여기, 저기, 거기

동사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
형용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관형사 이, 그, 저 
부사 a. 이리, 그리, 저리

b. 이때, 그때, 접때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 등

해서도 참고한다.

                  <표Ⅰ-2> 품사별 지시어 목록

또한 이효진(2009:18)에서는 지시 상에 따른 분류 방법으로, 지시어가 무
엇을 지시하느냐에 따라 사람, 사물, 장소, 방향, 시간, 정도, 상태, 동작 등으
로 분류하였는데 이승후(1990), 박영환(1993), 장경희(2002)를 참고하여 정
리한 상은 다음과 같다.

<표Ⅰ-3> 지시 상에 따른 지시어 체계(이효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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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관형사 이, 그, 저 

지시 명사
이것, 그것, 저것 
이분, 그분, 저분 
여기, 저기, 거기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으로 간단하고, 통사적으로 단순한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어 교재들에 나타난 교수 항목으로서 제시 빈도가 높은 
것들을 택하여 본 연구에서 지시 상으로 삼은 지시어는 다음과 같다.

   <표Ⅰ-4> 연구 상 지시어 목록

3.2 연구 방법

 3.2.1 실험 상자

 1) 중국인 학습자 집단 

본 연구는 앞에 언급한 연구 목적에 따라 문법성 판단 테스트, 사후 인터뷰, 
교수·학습 실태 조사 등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중국 학습자의 지시어의 사용 
양상을 보려고 다음과 같이 중국인 학습자 50명과 한국인 모어 화자 30명을 
상으로 한다. 학습자의 모국어는 중국어이며 초급 학습자의 문법과 어휘 지식은 
부족하므로 실험 상에서 제외하였다. 

  

기관 정보 인원(명) 성별 TOPIK등급
남 여 중급 고급

서울 15 7 8 10 5
세종 5 2 3 2 3

성균관 3 1 2 2 1
이화여 6 5 1 3 3
경희 4 1 3 1 3

시안(西安)외 10 8 2 5 5
천진(天津)외 7 3 4 4 3

총계 50 27 23 27 23
              <표Ⅰ-5>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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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인원(명) 성별 평균 연령남     여
학생 10 2 8

28.7세
학원생 15 8 7

직장인 3 3 0
주부 2 0 2
   총계 30 13 17

2)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중국인 학습자의 실험 결과와 조하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 30명을 실험 

상으로 삼았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Ⅰ-6>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모어 화자 정보

3.2.2. 실험 도구

1) 문법 판단 테스트 
 

문법성 판단이란 어떤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화자에게 특정 구문이 그 언어
에서 용인 가능한지 어떤지를 언어적 직감으로 판단하게 하는 테스트 방법으로, 
학습자의 목표언어 능력을 조사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언어자료 추출법이다(김현
주 2008:95~96). 

문법성 판단은 횡단적 연구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에 수반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 명시성이 높아 통제 여하에 
따라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 집단을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 고급 학습자와 한
국인 모어 화자 집단으로 나누었다. 문법 판단 테스트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지시어 시용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법 판단 테스트 예시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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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3번
  가은이와 영미는 그들이 늘 가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은: 나는 ____ 카페（咖啡厅）의 모카(摩卡咖啡）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영미: 나도 ____ 카페의 분위기를 제일 좋아해.
  A. X       B.이      C.그       D.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B. 이와  B. 이 

          <그림Ⅰ-4> 문법 판단 테스트 예시4

2) 사후 인터뷰

위햇님(2009:17-18)에서 사후 검증 인터뷰는 조사 상자의 실제 행동에 동
반되는 인지 과정을 인식화 및 언어화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사후 점검 인터
뷰는 녹음이나 녹화되지 않는 상자의 조사 당시의 의식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며, 조사 자료를 질적으로 보충한다. 단순한 녹음이나 녹
화에 의한 자료에는 피조사자의 의식이 기록되기 않기 때문에 피조사자의 실제 
사고 과정이나 속마음, 실제 능력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기록의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한 것이 사후 점검 인터뷰로, 피조사자가 행동하는 동안,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평가하고, 평가 결과 적절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그곳을 수정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에 참여한 중급 학습자 8명. 고급 학습자 5명을 상
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지시어에 사
용에 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해 더 정
확하게 파악이 되어 이를 토 로 4장에서 지시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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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시어 교육 내용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이 장에서는 한국어 지시어 교육을 위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첫
째, 지시어의 개념, 분류와 기능을 논의하고, 둘째, 한·중 지시어의 조 분석을 
하고, 셋째, 교육 현장에서 지시어에 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어떻게 다루고 있
는지를 살필 것이다.

1. 지시의 개념과 분류

지시와 조응은 담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시와 조응의 주요 기능은 담
화의 연계성(cohesion)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명사화, 재귀화, 지정화, 생
략 등 다양한 문법적 현상으로 나타나 문-문법(sentence grammar)에서 단편
적으로 연구의 상이 되어 왔다(장석진 1984). 

지시어를 시작하는 사람은 화자이며, 그가 하는 말이 청자에게 들리게 된다. 
그때 화자가 어떤 내용을 언급하게 되고, 청자는 그 언급된 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언급된 것을 지시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된 말을 지시어라
고 일컬을 수 있다(박영환 1991:8). 

지시 표현이란 실존하는 현실 공간의 개체나 화·청자의 정신 공간, 상상 공
간 등에 존재하는 개체를 가리키는 표현들이다. 또한 지시는 이러한 지시표현
들이 현실 공간이나 정신 공간 속에서 특정 개체를 가리키거나 확인해내는 언
어적 기능이다(장경희 2004:52).

지시와 관련 되는 개념으로 ‘ 용’은 언어적 문맥에서의 문맥 용과 비언어
적 상황에서의 상황 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조응관계에서 선행사를 
가지는 조응 용과, 앞선 요소를 지시하면서 의미적으로 관련지우는 지시 용
으로 다시 하위구분 된다. 조응 용의 경우는 반드시 선행사를 가지나, 지시
용은 선행사를 가지지 않는다(김일웅 1981:47).

국어의 지시와 조응은 ① 화시적(話示的, deictic), ② 전제적(presuppos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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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언어적 화맥(context)과 관련시켜 볼 수도 있다(장석진 1984:116). ‘조응’이
라 함은 생성문법에서 거론되고 있는 ‘anaphora', 즉 선행하는 말에 조응하는 
용 표현의 뜻으로 주로 쓰지만, 할리데이-하산(Halliday-Hasan, 1976:33)의 분
류를 따라, 후행하는 말에 조응하는 용표현도 포함하는 지시표현을 말한다. 조
응은 지시의 하위분류이고, 다시 선행조응과 후행조응으로 나누어 문맥에서의 
지시 기능을 담당한다. 비조응적 지시는 화시적, 전제적 화맥, 즉 흔히 말하는 
상황적 맥락에서 그 기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지시어는 ‘이, 그, 저’의 세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들
은 각각 ‘인칭’과 거리에 따른 립을 보인다(이기갑 1994). 지시어 체계에서
는 ‘그’가 발화 현장에 있는 상을 가리키는 경우와 발화 현장을 떠난 상을 
가리키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으며, 후자의 지시적 기능이 결국은 용어로 전
용되는 발판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시어 가운데는 ‘이’와 ‘그’만이 용
어로 나타난다. 용은 용어와 선행사와의 선후 관계에 따라 순행 용과 역
행 용으로 나뉘는데, 역행 용은 ‘제시’와 ‘반복’의 두 경우에 따라 용어가 
달리 쓰인다.

그런데 용은 문맥 용과 상황 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양명희 1996:64) 
이는 용의 연구 범위가 문장 차원을 뛰어 넘는 담화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
음을 보여 준다. 용어가 사용되는 문맥을 크게 선행어가 구체적 문맥에 나타
나는 언어적 문맥과 선행어가 문맥에 나타나지 않는 비언어적 문맥으로 나누
고 비언어적 문맥을 필요에 따라 화시 문맥, 상념 문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시라는 개념은 지시성을 띠느냐에 따라 비지시적 용법과 지시적 용법으로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지시 상에 따라 비언어적 지시와 언어적 지시로 나누
고, 언어적 지시는 문장 안 지시와 문장 밖 지시를 구분하고, 또 선행 지시와 
후행 지시의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신지연 1998:61).

국어의 상황 지시어들은 화 현장 맥락에서 수행되는 상황 지시의 기능이
외에 언어 맥락에서 수행되는 언어 맥락 지시, 정보 맥락에서 수행되는 상맥 
지시의 기능을 지닌다. 상황 지시에서는 ‘이’ , ‘그’, ‘저’가 모두 사용되지만, 언
어 맥락 지시에서는 ‘이’와 ‘그’가 쓰이며, 상맥 지시에서는 ‘그’만 쓰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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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장경희 2002:160).
장경희(1980)의 지시 구분은 이후 지시어의 의미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다

룬 논의들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수용되었으며 다만 각 지시에 한 용어 사용
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박선회(2007)연구에서 장경희(1980)의 지시 구분 틀
을 따르되, 다만 각 지시를 가리키는 용어를 일부 변경하여 ‘화시적 지시’, ‘문
맥적 지시’, ‘상념적 지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지시어를 의미 기능에 
따라 크게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 상념적 지시의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
도록 한다. 

2. 지시어의 의미 기능

전술한 로 지시어는 의미 기능에 따라 크게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 상
념적 지시로 나뉜다. 그 중에 화시적 지시는 지시 상이 화자의 발화 현장
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문맥적 지시는 화자와 청자
가 화하는 과정에 언어적 문맥 속에서 언급된 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상념
적 지시는 화자와 청자의 발화 현장이나 언어적 문맥 속에 존재하지 않고 화·
청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지시어가 실제 상황에서는 그의 
지시 영역에 의해 선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경희(1980)과 임홍빈(1987)의 
주장을 참고하여 지시하는 상이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영역의 어
디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화자의 영역, 청자의 영역, 화·청자의 영역 밖, 화·청
자의 공유 영역이라는 네 영역으로 나누었다. 즉, ‘화자의 영역’이란 지시 상
이 화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것이고, ‘청자의 영역’이란 지시 상이 청자의 영
역에 소재하는 것이며, ‘화·청자의 영역 밖’이란 지시 상이 화·청자의 영역 
밖에 소재하는 것이고 ‘화·청자의 공유 영역’이란 지시 상이 화자의 영역과 
청자의 영역 겹친 영역에 소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화시적 지시에서 지시어의 사용은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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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어디에 소재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문맥적 지시에서 지시어의 
사용은 화·청자의 담화나 언어적 문맥 속에서 전술 언급된 상이 영역의 어디
에 소재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상념적 지시에서 지시어의 사용은 화·
청자의 머릿속에 있는 상이 영역의 어디에 소재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다.

화시적 지시의 경우 화자의 영역, 청자의 영역, 화·청자의 영역 밖으로 구분
될 수 있고, 문맥적 지시의 경우 화자의 영역, 청자의 영역, 화·청자의 공유 영
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념적 지시의 경우 화자의 영역과 화·청자의 공유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해 구체적으로 논하면 다음과 같다.

2.1. 화시적 지시의 의미 기능

장경희(1980:168)의 비판처럼 지시어의 원근 개념은 오랫동안 불려진 근칭·
중칭·원칭의 명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모호하고 상이한 기술이 행해
져 오다가, 장석진(1972:38)에서 담화의 장에 존재한 상지시만을 분리시켜 
연구함으로써, ‘이’는 화자의 가까이에 있는 것, ‘그’는 청자의 가까이에 있는 
것, ‘저’는 화·청자로부터 공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 원근 개념이 확립
되었다. 다음은 이런 상황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1) A(옆에 있는 가방을 들고 B한테): 이 가방 어때요? 예뻐요?
  
 (2) A(자기와 떨어져 있고 B와 가까이 있는 컵을 가리키면서: 저것 좀 갖

다줄래요?
 
 (3) A와 B가 같이 있는데 B가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A: 거기 어때요? 우리 지난 주 간 그 카페...

또한 장경희(1980)에서 ‘그’로 지시되는 상은 청자에게 가까이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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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청자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제약은 청자의 가까이에 있고 청자가 의식하고 있는 상이라도 화·청
자가 립되어 양자의 세력원이 따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로의 지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시 유형 지시 상에 소재 
판단 기준

지시 상의 소재 
영역 지시어

화시적 지시 물리적 판단
화자 영역 '이' 계열
청자 영역 '그' 계열

화․청자 영역 밖 '저' 계열
                <표Ⅱ-1> 화시적 지시어의 기능 분류

한편 장경희(1980:170)에서 지시어 ‘이, 그, 저’의 원근개념은 화자의 심리
상태에 크게 의존하는데 청자지시의 표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있다.

 
 (4) 저 놈이 미쳤나? 아 글쎄 이놈아, 왜 그걸 가지고 가니?
 (5) 그 녀석도, 그런 고집은 버려라.

(4)에서는 동일한 청자가 ‘이’와 ‘저’로 지시되었고 (5)에서 청자의 고집이 
‘그’로 지시되었다. (5)와 같이 청자의 의지, 의견 등을 지시하는 경우는 ‘그’가 
많이 사용한다.

박선희(2007:53)에서도 지시 상이 되는 인물을 물리적이 아닌 심리적으로 
그 소속 영역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리적인 판단 여
부는 화자가 지시 상이 되는 인물과 가지는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즉 화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한 지
시는 지시 상이 되는 인물의 물리적 소재와 관계없이 심리적 판단에 의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박선희(2007:54)의 사례이다.

 
(6) (멀리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다른 학부모와 이야기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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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른 학부모에게) 얘/쟤가 요즘 동생 하나 만들어 달래요. 다른 친구
들한테 동생 있는 게 부러웠었나 봐요.

(7) (멀리 있는 약혼자를 보면서 친구에게 의견을 묻는 상황)
   A: (친구에게 은밀히) 이/저 남자 어때?

장경희(1980:169)에서 원근에 따른 ‘이, 그, 저’의 지시는 화(話)의 장에서 
화·청자와 지시되는 상과의 거리에 따른 것인데, 담화의 장에서 실존하지 않
은 상이 ‘저’로 지시되는 경우가 있다.

(8) (B의 집에서 B의 딸이 다른 방으로 간 후)
     A: 네 딸 참 착하다.
     B: 말도 마. 걔/쟤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니?
(9)  A: 네 딸 어디 갔니?
     B: 걘(쟨×) 지금 저 방에서 공부해.

(8), (9)는 상이 담화의 장에 현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인데, 화·청자와 
상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동일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8)에서 ‘쟤’가 가능하

고 (9)에서는 ‘쟤’가 쓰이지 않는다. 이것은 지시어의 원근 거리감이 물리적 
거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화·청자의 심리적 파악과 관계함을 보여 준다. (8)은 

화 전에 화·청자 지시 상을 보았고, 발화 순간에 위치의 확인이 가능한 상
태로 화·청자가 지시 상을 담화의 장에 존재하는 뜻이 느끼는 데서 ‘저’로 지
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8),(9)에서 ‘그’로의 지시는 전술언급의 용법으
로 본다.

(10) (라디오를 끄고 곧) 이/그 노래 좋지?
(11) (어떤 사람이 지나간 후 곧) 이/그 사람 멋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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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상의 
소재 영역 

지시 상의 
구상성

발화 현장에서 지시 상의 물리적 소재 지시어발화시 발화시 직전
물리적 소재 

변동 비구상물 존재 존재 이/이
부재 존재 그/이

(10), (11)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만이 쓰일 수 있는 예인데 
상이 사라진 후 곧 지시할 경우는 ‘이’도 가능하다(정경희1980:170). 이상과 
같이 화시적 지시의 기능 유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시 유형 지시 상의 
소재 판단 기준

지시 상의 
소재 영역 
(물리적)

지시 상의 
소재 영역 
(심리적)

지시어

화시적 지시 물리적·심리적 
판단 교차

화자 영역 화․청자 영역 
밖

'저' 계열
'이' 계열

청자 영역 화자 영역 '이' 계열
'그' 계열

화․청자 영역 밖 화자 영역 '이' 계열
'저' 계열

                   <표Ⅱ-2> 화시적 지시어의 기능 분류

박선희(2007:55)에서 지시 상의 소재 판단에 시간성이 개입하는 경우로, 
지시 상에 한 소재 판단이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예들이 있다. 지
시 상의 소재 판단에 시간성이 개입되는 것을 두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발화시 이전과 비교하여 발화시에 구상물(具象物)인 지시 상의 물
리적 소재에 변동이 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비구상물(非具象物)의 물리적 
소재에 병동이 생겼을 때이다.

           <표Ⅱ-3> 화시적 지시의 기능 분류: 시간성 의한 판단 

지금까지 물리적 판단과 심리적 판단에 따른 화시적 지시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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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어 선택 지시 상의 소재 판단 지시어의 형태적 
계열물리적 심리적

물리적 판단
화자 영역 ․ 이
청자 영역 ․ 그

화․청자 영역 ․ 저

물리적 ․ 심리적 
판단교차

화자 영역
심리적 화자 영역 이/이
심리적 청자 영역 이/그

심리적 화·청자 영역 밖 이/저
청자 영역

심리적 화자 영역 그/이
심리적 청자 영역 그/그

심리적 화·청자 영역 밖 그/저
화·청자 영역 

밖
심리적 화자 영역 저/이
심리적 청자 영역 저/그

심리적 화·청자 영역 밖 저/저
시간에 따른 

물리적 판단 교차
존재 발화시 이전 존재 이/이
부재 발화시 이전 부재 그/이

              <표Ⅱ-4> 화시적 지시의 의미기능1)

2.2. 문맥적 지시의 의미 기능

장경희(1980:182)에서 화(話)에 전술된 상을 언급하는 기능은 담화의 장
에 존재하는 상을 지시하는 ‘이, 그, 저’의 기능과 동일한 원리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언어기호가 뜻하는 상을, 그 매개체가 되는 음성의 위치에 따라 지시
하는 기호적인 지시이다. 그런데 화는 화자와 청자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전술언급기능에는 화자의 화에 제시된 상을 지시하는 ‘이’와 청자의 화에 제
시되 상을 지시하는‘ 그’가 쓰이고 ‘저’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우선 청자가 전술한 상을 언급한 경우인데, ‘그’만이 쓰일 수 있다(장경희
1980:172).

(14) A: 너 어제 책 샀다며? 좀 보여줄래?
1) 박선희(2007:65)의 표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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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그건 벌써 영희가 가져갔어.
(15) A: 네 딸에게 좀 부탁해 줘.
     B: 얜×/걘 그런 일 못할 거야.

하지만 화자 혼자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가 쓰인다.

(16) A: 김 박사님, 채소의 검은무늬 병에 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이것
에 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14), (15)에서 청자가 화자가 전술 된 내용을 다시 언급할 때 ‘그’가 쓰이
고 (16)과 같은 경우에는 화자 자신이 전술 된 내용을 다시 언급할 때 ‘이’가 
쓰이는 것이다.

또한  Oh(2002: 167-169)2)에서는 아래와 같은 화 예문을 들었다.

(17)A: 이혼하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혼하는 데 이주밖에 안 걸렸어. 이혼
       이야기가 나오구.
    B: 걔는 그럼 이혼 당한 거야 그냥? 정신없이?
    C: 근데 걔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다며.
    A: 응, 근데 얘는 그 이유가 시 에서 자꾸 들어와 살라고 그러구
     이제 직장을 못 가지게 하니까 정말 이러려면 내가 왜 결혼을 했
     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 화에서 A가 친구인 미혼녀에 해 B나 C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담화 상황이다. 담화에서 화자가 ‘이’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야기와 상에 

한 화자의 지식을 주장하며, 청자들이 ‘그’를 사용해 화자의 이러한 지시 
상에 한 정보 상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문맥적 지시는 효과의 조응을 보여 주기도 한다. 박선희(2007:76)에서도 문

2) 박선희(2007:73)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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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적 지시에서 조응의 유형을 일반 조응과 효과 조응으로 나누었고 효과조응
을 다시 지시 상 구분, 주제 표시, 현장감 부여로 나누었는데 지시표현은 효
과조응의 효과를 보여 준다. Oh(2002)3)에서도 담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한 구분이 쉽지 않을 때,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이’와 ‘그’로 나누어 
구분한다. 이때, 주요인물에 해서는 ‘이’를, 보조인물에 해서는 ‘그’를 사용
한다는 것이다. Oh(2002: 194-195)4)에서 양조위와 장국영이 출연한 영화에
서 등장하는 남자 인물들에 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지시어 사용을 통해 
이러한 차별화를 설명하였다. 주인공이 되는 양조위와 장국영은 ‘얘’로 지시되
는 한편, 그 외 보조인물로 등장하는 남자들은 ‘걔’로 지시되는 담화를 들었다. 
따라서 모어 화자들이 주요한 것을 지시할 때 ‘이’가 더 많이 쓰이고 보조적인 
것을 지시할 때에 ‘그’가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장경희(1980:176)에서 화자의 화에서 주제 지시와 관련하여 ‘이’의 사용
이 자연스러운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8) 어느 작품에 임했을 때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가, 세모를 원하나 네모를 원하나를 잘 분석해서, 이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배우 수업의 가장 중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
니다. 아무튼 이것이 배우의 상정입니다.

단순히 청자의 발화에 언급된 것이 아니고 그 상이 담화의 주제가 되어 
있는 경우는 화자, 청자 모두 ‘이’로 지시하기도 한다. 

장석진(1985:95)에서 지시사 이/그/저는 화시적 기능 외에 문맥적 조응 즉, 
선행이나 후속하는 문맥 안에서의 조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그/
저 중에서 그-계열이 무표로 일반성 있게 쓰이고, 저-계열은 거의 안 쓰인다.

‘그’가 선행한 문맥 속의 개체에 한 일반적 조응인데 반해, ‘이’는 선행한 
문맥의 사건시에서 화자의 참조시를 맞추어 그 안의 개체에 조응하는 기능을 

3) 박선희(2007:76)재인용
4) 박선희(2007:76-77)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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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청자 영역 
공유

조응 효과 의미 기능 지시어 
형태 계열

일반 조응 전술 언급 지시 그+N
조응 지시 상 구분 주요한 것 이+N

보조적인 것 그+N
조응 주제표시

주제 이+N
주제로 이동 이+N
주제에서 이탈 그+N

조응 현장감 현장감 부여 있음 이+N
현장감 부여 없음 그+N

화·청자 영역 
립

조응 화자 영역 화자가 전술 언급 주제 이+N
조응 청자 영역 청자가 전술 언급 주제 그+N

갖는다. 따라서 이는 그보다 과거의 사건 ,상태에 있어서 지시체에 한 보다 
생생하고 직접적인 지시 조응을 하는 효과가 있다. ‘그’와 ‘이’가 사람, 사물, 
시간, 장소, 방향, 정도 등을 나타내는 말과 결합해서 조응사(anaphor) 역할을 
할 때에 ‘그’와 ‘이’의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는 화·청자의 영역 립과 화·청자의 영역 공유에 따른 문맥 지시어
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5> 문맥적 지시의 의미 기능5)

2.3. 상념적 지시의 의미 기능

상념 지시는 화·청자의 발화 현장이나 언어적 문맥 속에 존재하지 않고 화·
청자의 머릿속에 있는 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장경희(1980)는 상념 지시에서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화자가 지시 상을 
자기만 알고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 계열을 사용하고 화자가 청자도 그 지
시 상을 알고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계열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
은 주장을 또한 김일웅(1982)에서 찾을 수 있다.

5) 박선희(2007:80)의 표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 23 -

지시 상의 소재 
판단 의미 기능 지시어의 형태적 계열

화자 영역, 공유 영역 상념 그
화․청자 영역 립 화자 영역 화자만의 상념 이

청자 영역 ․ ․

장경희(1980)은 화자만 알고 있는 상을 가리킬 때에는 ‘이’ 계열과 ‘저’ 계
열이 모두 가능한 반면, 화·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상을 가리킬 때에는 ‘저’ 
계열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다음의 예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a: 우리 장소를 빨리 정해야 할 텐데.
b: ① 거기가 어떨까?
   ② 여기가 어떨까?
   ③ 저기가 어떨까? (장경희 1980: 177)

a: 우리 장소를 빨리 정해야 할 텐데.
b: ① 어제 너랑 갔던 거기가 어떨까?
   ② 어제 너랑 갔던 *여기가 어떨까?
   ③ 어제 너랑 갔던 *저기가 어떨까? (장경희 1980: 177)

이상과 같이 상념 지시에서 화자가 지시 상을 자기만 알고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 계열을 사용하고 화자가 청자도 지시 상을 알고 있다고 판단할 
때는 '그' 계열을 사용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6> 상념적 지시의 의미 기능6) 
 

6) 박선희 (2007:84)의 표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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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와 중국어 지시어의 조분석
중국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문법체계를 자지고 있지만 두 언어의 지시어 

용법의 차이점도 있으며 유사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어 지시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 지시어를 사
용할 때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려숙상 (1985)에서는 시간, 공간 그리고 심리적 거리에 따라, 화자와 가까운 
것을 가리킬 때에 ‘这'가 쓰이고, 화자와 먼 것을 가리킬 때에 ’那'가 쓰인다고 
하였다. 한편,  륙병보(2001)에서 ‘这'의 실제 지시 범위는 ’‘근칭’와 ‘중칭’, ‘那
'의 지시 범위는 ’‘원칭’이기 때문에 ‘这'의 지시 범위가 더 넓다. 본 연구에서는 
양옥령(2010)7)을 참조하여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 상념적 지시의 분류에 
따라 두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양옥령(2010)에 의하
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화시적 지시의 조분석

1) 물리적 지시

한국어 지시어의 삼원체계와 달리 중국어 지시어가 ‘这, 那' 이원체계를 가지
고 있다. 화시적 지시의 경우에서 지시 상이 화자와 가까이 있으며 ‘这’를 사
용되며, 화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那’를 사용된다. 

(1) ㄱ. 这个本子多少钱? (화자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공책을 가리키면서)
       (이 공책이 얼마예요? )
(2) ㄴ. 马路对面的那个人是谁？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 누구지?)

7) 본 절에서 나온 중국어 지시어의 각종 분류와 설명은 양옥령(2010)의해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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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ㄱ)에서 화자와 가까이 있는 상을 지시할 때 ‘这’를 사용하고 화자
와 떨어져 있는 상을 지시할 때 ‘那’를 사용한다. 물리적 지시인 경우 한국어 
지시어 체계에서 화자와 청자가 모두 참조물이 되고 중국어에서 참조물이 화
자뿐이다.

2) 공간 거리의 원근 립

양옥령(2010:202)에 의하면 공간 거리의 원근을 나타내는 것은 지시
명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시적인 의미이다. 공간의 존재는 끝이 없
기 때문에 화자는 자신을 참고 기준으로 하여, 실제 언어 환경에서 자신과 
비교적 가까운 물건은 근거리 지칭어로 가리키고, 자신과 거리가 비교적 
먼 물건은 원거리 지칭어로 가리킨다. 전통적인 문법 연구에서는 공간 거
리의 원근 립으로 '这’ ‘那’계 어휘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많은 언어 자료
들이 증명했듯이 공간 거리의 원근은 '这’, ‘那’계 어휘의 서로 응되는 어
휘들(‘这’/’那’, ‘这么’/’那么’, ‘这样’/’那样’ 등) 속에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립은 주요하게 외부 지칭 용법에서 표현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3) 导游一边走一边向我们介绍说： 这是乐天百货，那里是新世界百货， 
再那边就是南山了。
     (가이드가 걸으면서 우리에게 소개한다. 여기는 롯데백화점이고 저기
은 신세계백화점이며 저쪽이 바로 남산입니다.)

（4）秀美对刚来首尔的表妹说，这里有很多公司，你一定能找到适合你的工
作。

    (수미는 서울에 금방 온 외사촌 여동생에게 말한다. 이곳에 많은 회
사가 있으니 적당한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公寓附近有一片绿地，远处山那边有一条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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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근처에는 작은 녹지가 있고 먼 산 저쪽에는 강이 있다.) 

3) 물리적, 심리적 판단 교차

우리가 ‘这’와 ‘那’계 어휘 사용에 하여 논할 때, 실제적인 공간, 시간
과 문장 거리를 척도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심리 거리도 사용하여
야 한다. 여숙상의 <근 한어 지시 사>에서 제시하다시피 “근거리 지칭
과 원거리 지칭의 구별은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것이며 또한 다만 심리적인 
것이다.” 심리 거리와 실제적인 시간, 공간, 문장 거리는 서로 작용하고 영
향을 주며 언어 사용자가 원근 지시 사를 선택할 때 함께 결정한다. 

아름답고 좋아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가까이하고 추악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물이나 현상을 멀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친근하다’, ‘소원하다’와 ‘현
명한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배를 멀리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심리적인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아름답고 좋아하는 사물에 하여 사람들은 긍정
적인 태도를 취하기에 심리적인 거리도 가깝다. 그러나 추악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물에 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에 심리적인 거리는 멀다(양옥
령2010:213). 이를테면:

（6）看你那熊样，能有什么出息！
     (너 그 재수없는 모습을 봐라, 무슨 싹수가 있겠냐?)

（7）瞧瞧你那无精打采的样子， 哪个公司会录用你！
    (너 그 풀이 죽은 모습을 좀 봐라. 어느 회사가 너를 채용하겠니?)

예문(6)(7)에서 청자가 바로 화자의 앞에 있지만 화자는 ‘这’를 사용하
지 않고 ‘那’를 사용하였다. 그것은 화자가 청자에 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함이다.즉, 심리 거리가 멀기에 원래 근거리를 가리키는 ‘这’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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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야 하지만 모두 원거리를 가리키는 ‘那’를 사용하였다.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다. 박선희(2007:53)에서 지시 상이 되는 인물

을 물리적이 아닌 심리적으로 그 소속 영역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리적인 판단 여부는 화자가 지시 상이 되는 인물과 
가지는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즉 화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한 지시는 지시 상이 되는 인물의 
물리적 소재와 관계없이 심리적 판단에 의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
다. 

3.2. 문맥적 지시의 조분석

정원(1980)에서 지시어 사용의 비 칭의 경우에 전술 문맥을 지시할 때 ‘那’
도 가능하고 ‘这’도 가능하지만 후술 문맥을 지시할 때 ‘这’만 가능하고 ‘那’가 
쓰이지 않는다. 여숙향(1984)에서는 ‘这’가 후술 문맥 지시 가능이 있는데 ‘那’
에는 이런 지시 기능이 없다.

  1) 신구 정보의 립

신구 정보의 립은 바로 위 문장과의 관련 정도 크기에 한 립이다. 
위 문장에서 언급한 상이 위 문장과의 관련 정도가 아주 크면 ‘구정보’라
고 한다. 이와 반 로, 위 문장에서 언급하지 않고 갑자기 끌어들인 상
이 위 문장과의 관련 정도가 아주 작은 것을 ‘신정보’라고 한다. 구정보는 
일반적으로 ‘这(이)’계 어휘로 지칭하고 신정보는 일반적으로 ‘那(그, 저)’
계 어휘로 지칭한다.

‘신구 정보의 립’은 실제 문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며 적용범위가 
가장 넓은 립이고 전체 문장 용법에서 ‘这’ ‘那’계 어휘의 립이다. 즉, 
‘这(이)’계 어휘는 주요하게 위 문장에서 출현한 구정보를 가리킬 때 사용
되며 이러한 용법은 전체 ‘这’계 어휘의 94% 이상 차지한다. ‘那(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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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어휘는 주요하게 하나의 새로운 정보를 처음으로 문장에 끌어들일 때 
사용하며 이러한 용법은 전체 ‘那’계 어휘의 45% 이상 차지하며, 만일 높
은 익숙한 정도를 지칭하는 많은 용법도 이 용법에 귀속시킨다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립은 모든 ‘这’ ‘那’계 어휘의 립에서 표현되며 특히 ‘这+X’와 
‘那+X’ 문형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这+X’는 주요하게 위 문장에서 
출현하였던 상을 가리키고 위 문장과의 관련성도 아주 강하며 구정보를 
가리킨다. ‘那+X’는 주요하게 문장 외의 상을 문장에 끌어들이는데 사용
되고 위 문장과의 관련성은 아주 미약하며 신정보를 지칭한다(양옥령
2010:200). 그 비는 다음과 같다.
 (8) 中国古代有那种“重男轻女”的错误思想。

    (중국 고 에는 그런 ‘남존여비’의 착오적인 사상이 있었다.)

 (9) 가인喜欢耳环，戒指，手链这种小巧又精致的东西。
    (가인은 귀걸이, 반지, 팔찌 등 이런 작고 정교한 물건을 좋아한다.)

위 문장은 모두 문맥적 지시이다. 위 문장에서 출현하였던 구정보라면 
‘这+명사’로 지칭하고, 만일 문장 밖에서 직접 끌어들인 신정보라면 ‘那+
명사’를 사용한다. 이와 반 로 한국어 문맥적 지시의 경우에는 전술 언급 
지시에서 ‘그+명사’를 많이 쓰이며 주제표시(후술 언급 지시)에서는 ‘이+
명사’를 더 많이 쓰인다.

2) 시간 거리의 원근 립

많은 언어에서 공간 지시어는 모두 시간을 지시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구체적인 공간 영역에서 추상적인 시간 영역으로 비교 성질의 이동이다. 
인류 언어는 모두 이처럼 공간 영역에서 기타 영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갖고 있다. 즉, 이는 투사의 일종이다. 공간 영역에서 시간 영역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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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투사할 수 있다. 시간 영역으로 투사한 후, 가까운 공간 거리를 가리
키는 ‘这’는 시간 거리가 가까운 사물, 동작, 상태나 성질을 가리키고, 먼 
공간 거리를 가리키는 ‘那’는 시간 거리가 먼 사물, 동작, 상태나 성질을 
가리킨다. 이는 모든 ‘这’/’那’계 어휘의 립에서 나타난다(양옥령
2010:205).
（10）现在已经是深夜了，철수还在公司加班，他想：这么晚了，还有公车
吗？

     (이미 깊은 밤이 되었다. 철수는 아직도 회사에서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그는 생각한다. “이렇게 늦었는데 시내 버스가 있을까?”)

   （11）10年前的张曼玉那么漂亮，但现在已经显老态了。
         (십 년 전의 장만옥은 그토록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 

들어 보인다.)

시간 거리의 원근 립은 ‘这时(候)(이때)’와 ‘那时(候)(그때)’의 사용에
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这时(候)(이때)’는 현재와 ‘묘사’ 중
의 과거(즉, 과거를 현재로 묘사)를 가리키며 ‘那时(候)(그때)’는 ‘서술’ 중
의 과거(즉, 과거를 과거로 서술)를 가리킨다. 한국어의 조응지시에서는 
현장감을 부여가 있으면 ‘이+명사’를 많이 쓰이게 되며, 현장감을 부여가 
없는 경우에 ‘그+명사’를 많이 쓰이는 편이다.

3.3. 상념적 지시의 조분석
1) 확정 지시[定指]와 불확정 지시[不定指]의 립

양옥령(2010:206-207)에 따르면 모든 상은 서로 다른 뚜렷함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지시어를 사용하여 이에 해 부호화하여야 한
다. 만일 한 상의 뚜렷함이 아주 높다면, 가령 교제하는 사람이 닿을 수 
있는 정도가 아주 높다면 근거리를 가리키는 ‘这’계 어휘로 지칭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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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로 뚜렷함, 즉 닿을 수 있는 정도가 낮다면 원거리를 가리키는 ‘那’계 
어휘로 지칭한다. 확정 지시 상은 불확정 지시 상보다 뚜렷한 정도가 
높기에 전자는 ‘这’를 사용하고 후자는 ‘那’를 사용한다. 이른바 ‘정지성분
(定指成分)’이란 확정 지시 성분으로 화자는 이러한 명사가 가리키는 상
에 하여 청자가 명백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
킨다. 이와 달리 ‘부정지성분(不定指成分)’이란 불확정 지시 성분으로 청자
가 어떠한 언어 정보 혹은 비언어 정보에 근거하여 그들을 기타 같은 유형 
사물과 구분하지 못하며, 화자는 이러한 것들이 청자에게는 생소한 사물이
라고 여겨 화에 끌어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2.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这’와 ‘那’는 비록 모두 위 문장의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명사성 성분을 가리키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상은 확정 지시 측면에서 아
주 큰 차이를 보여 준다. ‘这’는 주요하게 확정 지시 성분을 가리키고 ‘那’
는 주요하게 불확정 지시 성분을 가리킨다. 

12） 爱护环境，节约用水。这不是某个人的责任，而是所有人的责任。
(환경을 사랑하고 물을 절약하자.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13）香港和澳门回归这两件事，对中国的发展起到了巨大的推动作用。
   (홍콩과 마카오의 귀환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중국의 발전에 거 한
추진 작용을 하였다.)

14）他关心的事只有一件，那就是他何时能回到阔别已久的家乡。
   (그가 관심을 갖는 일은 다만 한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언제면 헤어진
지가 오래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 현실과 가상의 립



- 31 -

‘현실’과 ‘가상’은 인지 언어학의 두 가지 립되는 개념이며 사건의 현실
성에 한 인지 평가의 일종이다. ‘현실’이라 함은 사실,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사물, 행위, 성상이나 변화 등에 한 표현이다. 이와 반 로 ‘가상’이
라 함은 부분 사실이 아니며 가설 혹은 주관적으로 소망하는 사건, 행
위, 성질 등이다. 현실과 가상의 립 현상은 언어에서도 일부 반영된다
(석육지 2001). 현실 속의 상은 가상 속의 상보다 뚜렷함 혹은 닿을 
수 있는 정도가 더욱 높다. 단일 ‘这’와 ‘那’가 위 문장의 진술을 가리킬 때
의 립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这’는 현실적인 진술을 가리키고 
‘那’는 가상적인 진술을 가리킨다.

현실과 가상의 립은 실지로 여전히 공간, 시간 거리 원근의 확장이다. 
현실의 상은 우리의 옆에 있고 가상의 상 공간, 시간 거리는 당연히 
멀다. 이러한 립은 쉽게 서로 교체할 수 없다(양옥령2010:208)

 (15)  当今的社会上,人们的贫富差距在不断地加大, 这是不可否认的现实.

       (현  사회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16)   如果这个世界上没有战争, 那该多好

         (이 세상에 전쟁이 없다면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3) 익숙한 정도의 립

양옥령(2010:209)에 따르면 언어 교류는 화자와 청자 양측이 함께 참여
하여야 완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한 상을 끌어들일 때마
다 화자는 반드시 청자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상의 식별 가능 정도에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화자는 반드시 청자가 해당 상을 알고 있
는가에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른바 ‘익숙한 정도’는 청자가 ‘这’, ‘那’
계 어휘가 가리키는 상, 성질이나 상태 등에 한 생소하거나 익숙한 정
도를 가리킨다. 만일 생소하고 식별하기 어려운 상, 성질이나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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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익숙한 정도는 아주 낮다. 이와 반 로, 만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 성질이나 상태라면, 그의 익숙한 정도는 아주 
높다. 익숙한 정도가 낮은 상, 성질이나 상태는 ‘这’계 어휘로 지칭한다. 
이를테면:

17）在这个幼儿园，像琳琳这么好的孩子真的不多。
   (이 유치원에서 린린 같이 이처럼 훌륭한 아이가 정말 많지 않다.)

18）他身上的红点，一开始只有黄豆那么大，渐渐地长到了硬币那么大。。。
    (그의 몸에 있는 붉은 점은 처음에는 콩만큼 하다가 점차 자라서 동전
만큼커졌다.)

위 예문에서 ‘동전의 크기’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익숙한 정도가 높
은 상이다. 때문에 그의 속성은 ‘那么’ 혹은 ‘那样’을 사용하여 직접 문장
에 끌어들인다. 위 예문에 ‘린린’은 식별하기 어려운 익숙한 정도가 낮은 

상이고 위 문장에서 청자에게 설명하여야 알 수 있으며 그의 속성에 
한 지칭은 당연히 ‘这么’ 혹은 ‘这样’을 사용해야 한다.

앞에서 나열된 확정지시와 불화정 지시, 현실과 가상, 익숙한 정도 다 상
념지시로 볼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공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로 지시하고 화자만 알고 있는 것을 ‘이’로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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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시기 급수 구성
한국어 경희 학교

국제교육원 경희 학교 출판국 2008
초급 I, II
중급 I, II
고급 I, II 

한국어 서울 학교 
언어교육원 (주)문진미디어 2010 1，2，3，4

배운기 쉬운 
한국어 성균어학원 성균관 학교 출판부 2004 1,2,3,4,5,6

연세한국어 연세 하교 
한국어학당 연세 학교 출판부 2007 1,2,3,4,5,6

한국어 고려 학교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5 1,2,3,4,5,6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시기 급수 구성
한국어I 북경 학교 

조선문화 연구소 민족출판사 2001 1,2,3,4

(초급)한국어 姜银国 외 상해교통 학
출판사 2006

초급 上，下
중급 上，下
고급 上，下

초급한국어 崔义秀 외 연변 학교출판사 2001
초급 上，下
중급 上，下
고급 上，下

한중교류 
표준한국어 尹允镇 인민교육출판사 2007 초급1,초급2 

중급1,중급2
표준한국어 학연합집필팀 베이징 학출판사 1996 1,2,3,4

4. 한국어 교재에서의 지시어 교육 실태

4.1. 한국어 교재에서의 지시어 수록 양상

본 절에서는 국내외 한국어 교재에서 지시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상이 된 한국어 교재는 한․중 학 기관에서 널
리 쓰이고 있는 교재들이다. 먼저 국내 교재의 분석 상은 다음과 같다. 

                  

         <표Ⅱ-7> 지시어 분석을 위한 한국 내의 한국어 교재

          <표Ⅱ-8> 지시어 분석을 위한 중국 내의 한국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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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등급/
과

문법 설명

고
려

 
1/12

'이것'은 화자로부터 근거리, '저것'은 화․청자로부터 원거리,'그것'은 
청자에게 근거리, '그것': 화․청자가 진행 중인 담화에서 주제로 공유
되는 상.
이 "this", 저 "that over there", 그 "that", indicate something ; 
these demonstrative pronouns are bound elements, since they are 
always used as a noun.
'이것' refers to things close to the speaker: "near me",    '저것' 
refers to things removed from both the speaker and the person 
spoken to: "over there", 
'그것' refers to things removed from the speaker but close to the 
person spoken to "near you". It is also used to indicate that the 
the speaker and listener have some common knowledge of the 
subject under discussion. The English equivalent is "it", "that" or 
sometimes "the".

경
희 1/3 지시어를 제시하였으나 명시적인 의미기능 기술이 없음.

서
강

학
교

1A/2

'이게'는 화자로부터 근거리, '저게'는 화․청자로부터 원거리.
'이'는 화자로부터 근거리, '저'는 청자로부터 근거리, '저'는 청자로부
터 화 ․ 청자로부터 원거리; '그': 전술 언급이면서 화․청자의 발화 현
장에 부재하는 상 지시.
 지시어와 격조사의 결합형과 축약형에 한 소개. 
"그" 전술 언급이면서 화 ․ 청자의 발화 현장에서 부재하는 상 지

우선 위의 표에 제시된 한국 내의 교재들을 상으로 각 교재에 제시하고 
있는 지시어의 문법 설명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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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게/저게' are the contraced form of '이것+이' and '저것+이". 
The pronouns '이' and '저' can be used to indicate objects. '것' 
simply means "things". 이게 'this', 저게 'that over there'
 When 이것/그것/저것/ is combined with the 

서
울

학
교

1A/2

1.'이거'는 화자로부터 가까운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그거'는 청자로부터 가까운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이거'는 화자와 청자로부터 먼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2.'그거'는 앞에서 이미 제시되어 청자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언급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연
세

학
교 

1/1, 
1/2

이것/ 그것/ 저것
These are the noun 것 meaning "thing" preceded by the deictic 
pronouns 이, 그 and 저, which always precede the noun they 
modify. 
여기/ 거기/ 저기/
These are pronouns indicating place. 여기 designates a place 
physically close to the speaker, 거기 designates a place close to 
the hearer or a place already mentioned or known to the speaker 
and hearer, and 저기 designates a place far removed from both 
the speaker and the hearer.

    <표Ⅱ-9> 한국 내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지시어의 문법 설명 내용

고려 학교 교재의 경우 화시적 지시에서 '이것'은 화자로부터 근거리, '저것'
은 화․청자로부터 원거리, '그것'은 청자에게 근거리라고 기술되어 있고 문맥적 
지시에서는 화․청자가 진행 중인 담화에서 주제로 공유되는 상이라고 기술되
어 있다.

그러나 문맥적 지시에서의 '이'의 사용법에 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문맥적 지시에서의 '이'와 '그‘가 사용될 때의 차이점에 한 설명도 없다. 또한 
상념적 지시에 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문법 설명 뒤에 '이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 저 사람을 좋아합니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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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이 나열되는데, 이 경우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지시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습 문제 
부분의 예문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
까?'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 예문 옆에 제시된 그림이 '이', '그', '저' 각각의 
의미 특성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학습자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연세 학교 교재의 경우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을 하나의 문법 항목
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시적 지시만 설명을 하였고 문맥적 지시와 상념적 지시
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예문 부분은  '이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저 손수
건은 내 것입니다', '그 여자만 예쁩니다'와 같은 문장만 나열되어 있고 그림과 자
세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 '그', '저' 각각을 구별하여 이해하고 사
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희 학교 교재의 경우는 지시어를 제시하였으나 이들 지시어에 한 명시
적인 의미기능 기술이 없었다. 이상과 같은 한국 내의 표적 교재에서 지시어
에 한 설명에 해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시어 항목을 주로 초급에서 화시적 지시 내용만 교재에 제시되어 있
고 중급과 고급 단계에서조차 문맥적 지시와 상념적 지시에 관련된 내용이 거
의 없다. 

둘째, 화시적 지시를 교육하는 과정중에 화시적 지시 '이' '그' '저'의 예문과 
그림이 다 나와 있는 교재도 있지만 예문만 나와 있는 교재도 많았다. 화시적 
지시 '이' '그' '저'는 지시 상을 설명하는 문법 항목이라 예문을 제시하는 동
시에 학습자에게 예문을 이해를 시켜주는 그림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화시적 지시는 참조물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지시인데 일부 교재의 나
와 있는 그림은 화·청자와 참조물이 없이 일반 사물 그림을 세 개 나열하여 옆
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예
문을 제시하였는데 참조물이 없는 그림은 학습자들이 화시적 기능의 '이' '그' '
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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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등급/
과 문법 설명

한
국
어 
I

(북
경

)

1/11,
12,12

对象 距离 近称 中称 远称
事物 이 그 저

对象 距离 近称 中称 远称
事物 이것 그것 저것

冠形词 이, 그, 저
"이, 그, 저"是指示冠形词， 用于体言前， 指示某种事物。
이: 被指示的事物离话者近，그: 被指示的事物离听者近， 离话者远。
저: 被指示的事物离话者，听者都远。

指示代名词 이것, 그것, 저것  
"이것, 그것, 저것" 用来指示某种事物。이것: 被指示的事物离话者近,
그것: 被指示的事物离听者近， 离话者远. 저것: 被指示的事物离话者，
听者都远。

代名词 여기, 거기, 저기
"여기, 거기, 저기"是指示代名词，指示某种场所。여기: 被指示的场所离
话者近, 거기: 被指示的场所离听者近, 离话者远.  저기: 被指示的场所
离话者，听者都远。
지시 명사: 이것, 그것, 저것. '이것'은 화자한테 가까이 있는 지시
상; '그것'은 청자한테 가까이 있고 화자에서 멀리 있는 지시 상; '저
것'은 화․청자에게 멀리 있는 지시 상. 
이것: 근칭; 그것: 중칭; 저것: 원칭.

표
준
한

1/16
이, 그, 저
“이, 그, 저" 为冠词，修饰其后面的名词。'이'指离说话人较近的事物。
'저' 指离说话人和听话人较远的事物。'그'指离听话人较近的事物或现在

4.2. 중국 국내 교재에서의 지시어 수록 양상 

   다음으로는 중국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지시어 도입 양상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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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虽不在场，但前面已提及，说话人与听话人都知道的事物。指物时，用指
示代词 "이것, 그것, 저것"；指场所时，用指示代词 “여기, 저기, 거
기”。在口语中 “이것은, 저것은, 그것은"通常略为“이건, 저건, 그건"； 
   “이것을, 그것을, 저것을"通常省略为"이걸, 저걸, 그걸"

초
급
한
국
어
(연
변

)

1/18

“이, 그, 저"是指示代词，有时特指某一事物时，该事物的名称前面用代词 
“이/저/그"构成 “이/저/그  N1는/은  N2이다"的句子。这个句子中的“N2”
是和前面的名词“N1" 具有某种共性的名词或"OO의 N1"形式的短语。N1
前面的“OO의”是N1的定语。
"이것, 그것, 저것"和 “이/저/그”都是指示代词，但是在使用上有区别，"
이것, 그것, 저것"能够单独使用，不能直接用在某一事物名称前面。与此
相反，“이, 그, 저" 一般不单独使用，用在某一事物名称前面特指该事
物。
이것, 그것, 저것. '이것'은 화자한테 가까이 있는 지시 상(중국어： 
这个）; '그것'은 청자한테 가까이 있고 화자에서 멀리 있는 지시 상
（중국어：那个）; '그것'은 화․청자에게 멀리 있는 지시 상중국어：那
个）.

중
한
교
류

표
준
한
국
어

1／12

指示代词“이, 그, 저"相当于汉语的 “这， 那， 那”。 "이"指的是离说话
者近的事物，‘그' 指的是离听话者近的事物，“저"指的是离说话者和听话
者都比较远的事物。
代词：“이것, 그것, 저것"
"이것, 그것, 저것"是指事物的代词，相当于汉语的 “这个，那个，那个” 
"이것"指的是离说话者近的事物，“그것"指的是离听话者远的事物，“저것"
指的是离说话者和听话者都比较远的事物。
'이, 저, 그'는 관형사이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화자로부터 근거리,  '저'는 화․청자로부터 원거리; '그'는 청자로
부터 근거리, 전술 언급이면서 화․청자의 발화 현장에 부재하는 상 
지시. 사물 지시: '이것, 저것, 그것'; 장소 지시: 여기, 저기, 거기. 구
어에서 '이것은, 저것은, 그것은' 보통 '이건, 그건, 저건'으로 쓰고 '이
것을, 저것을, 그것을' 보통 '이걸, 저걸, 그걸'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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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급)
한
국
어
(상
해
교
통)

1/13 지시어를 제시하였으나 명시적인 의미기능 기술 없음.

     <표Ⅱ-10> 중국 내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지시어의 문법 설명 내용

한국어1(북경 ) 11과에서, '이것'은 화자한테 가까이 있는 지시 상, '그것'
은 청자한테 가까이 있고 화자에서 멀리 있는 지시 상, '저것'은 화․청자에게 
멀리 있는 지시 상을 설명하고, 이것-근칭; 그것-중칭; 저것-원칭으로 해석
하였다. 화․청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근칭, '저것'은 원칭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
해할 수 있으나, '그것'을 중칭으로 해석하여 학습자들이 '그것'은 화·청자 가운
데(중점) 있는 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문 중에서도 '그 책은 <한국어>교과서입니까?'(那本书是《韩国语》教材
吗？）‘저 사람이 학생입니다.' (那个人是大学生。）라는 두 예문에서 '그'와 
'저' 의 뜻이 다른데 중국어는 이원 지시 체계라서(这，那）뜻이 다른 ‘그'와 '
저'가 동일한 한 단어 '那’로 번역되었다. 초급 학습자들이 '삼원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시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와 '그'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
어야 하는데 같은 단어(那)로 해석하는 것은 학습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12과 '이것, 그것, 저것'과 13과 ‘여기, 거기, 저기’의 설명 방식과 예문에도 같
은 문제점이 있다.

<표준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 그, 저'의 화시적 지시의 용법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문맥적 지시 용법도 언급하여 '그'는 화자와 가까이 있는 
상을 가리키거나, 화 현장에는 없지만 앞에 언급되어 화·청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상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예문 부분은 북경  교재와 같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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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이세민 씨, 김정호 씨는 회사에 다닙니까? 
   B: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학생입니다. 
2. A: 어제 <패왕별희>영화를 봤습니다. 
   B: 그 영화는 재미있습니까?

을 가지고 있어, 그림 없이 '저것'와 '그것'이 들어가 있는 예문을 나열하였는데 
두 지시어를 동일한 단어 '那’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문맥 지시를 설명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은 예문을 들었다.

      <그림Ⅱ-1> <표준한국어>의 예문

위의 예는 문맥 지시 상황에 해당하지만 모국어화자 입장에서 자연스럽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더 자연스러운 맥락의 화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을 통하여 중국 내의 교재들에 지시어에 한 설명에서 보이는 문제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내의 한국어 교재처럼 중국 내의 한국어 교재도 지시어의 한 
설명은 주로 초급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화시적 지시를 위주로 설명하였다.

둘째, 일부 한국 내의 교재의 지시어의 용법을 설명하는 부분에 그림이 들어
가 있는 반면 중국 내의 한국어 교재는 지시어에 관한 부분에서 거의 그림이 
없었으므로 학습자가 지시어를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한국어의 지시체계는 '이' '그' '저'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에 중국어는 
이원적 지시체계(这，那）를 가지고 있다. 중국 내의 한국어 교재에서 부분 
예문중에 나타난 '그'와  '저'가 동일하게 '那'로 번역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와 '저'를 단순하게 '那'로 해석하는 것보다 
두 단어간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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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학습자의 지시어 사용 양상과 오류 원인 분석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시어 사용 양상과 오류를 

중심으로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실제 언어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
로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지시어 사용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1. 학습자의 지시어 사용 양상 

Corder(1974)는 오류 발생의 원인에 따라 그 유형을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적 전이, 학습 환경 요소로 인한 오류로 나누고, 특히 언어 간 전이는 초급 단
계의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강조하였다. Corder(1981)는 다시 문장 오
류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이정희 2003).

 ㉠ 오류가 없고, 원어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 원어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적절하지 않으며, 오류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원어민이 받아들일 수 없고, 적절하며, 오류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원어민이 받아들일 수 없고, 적절하지 않으며, 오류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로 지시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실험을 통
해 수집한 학습자 언어 자료를 토 로 학습자의 구체적 언어 양상을 한국인과 
비교하면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오류의 양상이 학습자의 학습 단계에 따라 다
양한 언어 형태로 변화되기에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중급과 고급으로 나
누어 지시어의 수준별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박선희(2007)8)의 분류를 따라 화시적 지시에서 
지시어의 의미 기능을 화·청자 영역 립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화자
의 지시 상의 소재 판단이 물리적·심리적 판단이 교차되는 경우들로 하위 구

8) 본 연구의 실험 문항은 박선희(2007)에 따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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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성 판단 테스트 1번
  가은이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다. 식당에서 가은이의 옆에 앉아 
있는 친구 영미는 가은이가 새로 산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영미: 또 새 옷 샀어?
가은: 화장품 사러 백화점에 가는 김에 샀어.
영미: ____ 거 얼마야?
가은: 할인해서 12만원 주고 샀어.
  A. X    B. 이    C. 그     D. 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B. 이

분하였다. 화자의 지시 상의 소재 판단이 물리적·심리적으로 교차되는 경우
에는 심리적 판단에 작용하는 요인을 화자가 지시 상과 가지는 관계성에 의
한 것과 시간성에 의한 것으로 다시 나누었다. 먼저 화시적 지시에 있어서 물
리적 소재 판단의 경우부터 순서 로 살피도록 한다.

1.1. 화시적 지시의 사용 양상

화시적 지시란 지시 상이 화자의 발화 현장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지
각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화시적 
지시를 물리적 판단, 물리적·심리적 판단 교차, 시간에 따른 물리적 판단 세 
가지로 구분하여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자 한다. 

1.1.1. 물리적 판단

물리적 판단이란 물리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지시 상이 
위치하는 영역에 따른 지시어 사용에 관한 판단이다. 다음은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와 한국인의 물리적 판단에 관한 사용 양상이다.

위의 테스트 1에서 영미가 가은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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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미가 바로 가은의 옆에 있기 때문에 화·청
자 영역 공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시어 '이'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중·고급 
학습자들은 각각 25%가 '그'를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제시하면 다
음 도표와 같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영미가 바로 가은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 상
방(가은)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는 상황만을 고려하여 '그'를 선택하였거

나, 앞 문장에서 한 번 나타난 '옷'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적 지
시의 사용 원칙을 적용하여 '그'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문항을 통해 지시어 교육하는 과정에서 화시적 지시와 문맥적 지시의 개
념을 명확히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화시적 지시는 지시 상이 화자와 청
자의 발화 현장에 물리적으로 소재했거나 소재하는 경우이며, 문맥적 지시는 
화·청자의 담화에 언급된 적이 있는 전술 언급을 지시하는 것이다(박선희, 
2007:51). 1번 문항에서 지시 상, 즉 '가은의 옷'은 화 현장에 있어서 화
자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가 정답이다. 일부 학습자들이 영미가 옆에 있는 
물건이 가리킨다는 이유로 '저'를 선택하였으나 이는 학습자들이 화시적 지시
에서 '이', '그', '저'의 개념을 혼동하여 범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중국어의 이
원 지시체계와 달리 한국어는 삼원 지시체계이기 때문에 지시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이', '그', '저'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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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3번
  가은이와 영미는 그들이 늘 가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은: 나는 1)____ 카페(咖啡厅)의 모카(摩卡咖啡)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영미: 나도 2)____ 카페의 분위기를 제일 좋아해.
  A. X       B. 이      C. 그       D. 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1)B. 이  2)B. 이  

위의 문항 3-1에서 한국인과 고급 학습자 전부가 '이'를 선택한 반면 중급 
학습자 중 10%는 ‘X(아무 지시어도 필요 없음)’를 선택하였다. 3-2의 경우에
는 중급 학습자 10%가 '그'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용 양상을 도표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3-1에서 학습자가 위와 같이 선택한 것은 상 방이 다 알고 있는 카페이므
로 지시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화와 
같은 경우에는 지시어가 빠질 경우 비문이 된다. 또한 3-2에서 학습자는 한 
번 언급했던 카페라서 또 한 번 더 언급할 때 '그'를 써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용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위 화에서 화하고 있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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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7번
어느 날 아침, 가은이는 아침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막 
떠나려던 참에 자신의 핸드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주방에 있는 언니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지 못했냐고 묻는다. 언니는 가은이 옆에 있는 테이블을 
짚으며 말했다....
가은: 언니 혹시 내 핸드폰 봤어?
언니: (가은 옆에 있는 테이블 가리키면서) ____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A. X       B. 여기       C. 거기      D. 저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C. 거기

연구자: 在这道题的3－2中为什么选了'그'呢？ 有什么理由吗？（이 문항의 3－2
에서 왜 '그'를 선택했어요?)

학습자1: 因为英美说我也喜欢那个咖啡店，对方说的那个。(영미가 자기도 그 
카페의 좋다는 뜻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상 방 말한 그 카페...)

학습자2: 她的评价是接着上面加恩的话进行的。为了强调是同一个，所以用'那个
'。(영미의 말은 앞에 가은의 말에 이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카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를 쓴 거예요.)

                                        (학습자와 사후 면담 자료 발췌)

사람은 모두 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가 더 자연스럽다. 학습자가 사용 근
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개별 학습자를 찾아서 다음과 같은 사후 면담
을 하였다. 

사후 면담을 통해서 다수 학습자들이 화시적 지시와 문맥적 지시를 혼동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문항에서 화를 진행하
고 있는 두 사람은 모두 화 현장(카페)에 있어서 문맥적 지시가 아닌 화시
적 지시에 속한 경우라서 '이'가 적절한 답이다.

지시 상이 청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경우에서의 지시어 선택을 묻는 항목
이 설문지 문항 7번이다. 한국인 집단 100%가 '거기'를 선택한 반면에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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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这道题你为什么选了‘저기'? (이 문제에서 '저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에
요?

학습자1: 所指的物品离听者近，说话者远，所以用'저기'. (지시 상이 청자와 
가까이 있고 화자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학습자2: 指代离听话者近的地方，所以用'저기'. (지시 상이 청자와 가까이 있
기 때문에 '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학습자3: 感觉指代‘那里’. ('there'과 같은 의미로 '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학습자 35%, 고급 학습자 50%는 '저기'를 선택했다. 학습자들은 테이블과 화
자의 거리가 멀어서 '저기'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사용 양상을 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오류를 범한 학습자들은 모국어 영향으로 인해 청자 영역을 고려하
지 못하고 화자의 기준만으로 판단하였다. 중국어에서는 화시적 지시에서 화·
청자 영역이 립하는 경우에는 청자와 가까이 있는 지시 상을 가리킬 때 '
그' 계열을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어의 간섭을 받아 잘못된 지시어 사용을 
하게 된 것이다. 또 어떤 학습자들은 이 문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테이블
이 언니 옆에 있는 줄 알고 '여기'를 선택하였다. 연구자는 학습자의 사용 근거
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위의 자료를 통해서 일부 학습자들이 화시적 지시에서 '그'와 '저'의 용법을 
혼동하여 오류를 범하였으며 일부 학습자들은 중국어의 이원 지시체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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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10번
주말에 언니와 함께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던 가은이는 물주전자를 일층 
베란다에 떨어뜨리게 된다. 언니와 함께 내려와 아래층 이웃의 벨을 누르긴 
했지만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가 집주인을 전에 뵌 적은 
없지만, 화를 잘 내시는 아저씨가 살고 있다고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가은이와 언니는 일층으로 내려와, 언니가 막 벨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가은: 언니, 잠깐만...
언니: 왜? 뭐가 무서운데?
가은: ____ 집주인한테 혼나면 어떻게 해...
  A. X      B. 이      C. 그        D. 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A. X

으로 '저기'와 '那'를 응시킨 결과 답을 잘못 선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선희(2007:162)에서 '가시적인 상에 해서는 화시적 지시 층위에 지시

어 사용이 가능하나 비가시적인 지시 상에 해서는 화시적 지시에서와 같
은 지시어 사용은 불가능하다. 가령 지시 상이 전술 언급이기 때문에 발화 
현장에 존재하지 않은 문맥적 지시와 같은 언어 맥락에서 '가시성'을 들어 지
시어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비가시적인 상에는 별
도의 지시어가 쓰이지 않으므로 문항 10번에서는 'X'가 선택될 것으로 기 된
다. 그러나 이 문항에 있어 한국인 집단과 중급 학습자 집단에서 모든 답안에 
응답자가 존재했다. 이에 한 구체적인 사용 양상은 다음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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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请问这道题选'X'（什么也不填）的理由是什么？(이 문제에서는 왜 ‘X’
(아무 것도 안 쓰기)를 선택하였어요?)

학습자A: 正在这房子前，没有其他的房子可以混淆，不用强调是哪个房子。(가은
과 언니 앞에는 집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어느 집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해서 ‘아무 것도 안 쓰기’를 선택했습니다.) 

학습자B: 双方已经站在那家门前， 所以没有必要使用指示代词。( 화자 두 명
은 이미 그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지시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학습자C: 不需要填，两个人都知道指代的人是谁。(지시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
다. 화하는 두 사람은 모두 어느 집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학습자D: 已有特指对象。(이미 지시하는 상이 있으니까요.)
연구자: 请问这道题选'이'的理由是什么？(이 문제에서 ‘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습자E: 她们已经来到了邻居的门口。（离这家的主人很近）(그들은 이미 이웃

집 문 앞에 와서 그 집 주인과 아주 가깝기 때문입니다.)
학습자F:加恩和姐姐就在这家的门前，是近处。(가은이와 언니는 모두 바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이’를 씁니다.)

한국인 그룹의 경우, 'X'를 선택하는 이유는 '본 적도 없고 내 앞에 있는 것
도 아니므로 딱히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답하였으며 ‘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제3자이므로 ‘이’를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그
를 선택하는 이유에 해서는 '소문으로 알고 있어서', '저'를 선택하는 이유는 
'떨어진 상, 본 적이 없음'이라고 답했다. 학습자 집단에서 각 답안을 선택한 
이유는 체로 한국인 집단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일부 학습자들이 '전술 문맥 
지시'이므로 '그'를 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어떤 학습자들은 '전술 언급 
지시'에 의해 '그'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의 정확한 사용 이
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여러 학습자를 찾아서 사후 면담을 진행하였
다.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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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6번
  영미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가은이와 예지가 한자리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 
예지는 날씬한데도 계속 자신이 살이 찐 것 같다고 한다. 
가은: 예지야 오늘 너무 예쁘다!
예지: 아니야, 나 요즘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살 많이 찐 것 같은데....
가은(영미한테): ____는 항상 살 하나도 안 쪘으면서 살쪘다고 하네...
   A. X     B. 얘(이 애)      C. 걔(그 애)     D. 쟤(저 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C. 걔(그 애)

위와 같이 학습자들의 지식이 한계가 있으므로 일부 지시어를 안 써야 하는 
상황에도 거리의 가까움과 멂에 따라 ‘이’나 ‘저’를 쓰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지시어를 상황 맥락에 따라 변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1.1.2. 물리적·심리적 판단이 교차하는 경우

이 절에서는 화시적 지시 가운데 지시 상의 소재에 한 판단에서 물리적
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교차하는 경우를 살핀다. 물리적 소재 판단과 심리적 
소재 판단이 교차할 수 있는 상황은 화자가 지시 상에 해 가지고 있는 관
계성에 의한 경우와 지시 상의 소재 파악에 시간성이 개입되는 경우 두 가
지가 있다.

물리적·심리적 소재 판단이 교차하는 담화 상황들 가운데 물리적으로는 화자
의 영역, 심리적으로는 화․청자 영역 밖에 지시 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설문지 문항 6번은 다음과 같다. 지시 상인 친구는 화자 옆에 앉아 있
고 화자는 심리적으로 친구에 해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항 6번에서 지시 상이 되는 예지가 물리적인 소재 측면에서는 화자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화자가 예지에게 마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이므로 심리적으로는 화․청자 영역 밖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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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14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은이의 남동생은 오늘 시에서 주최한 농구 시합에 
참석하게 되었다. 지금, 남동생은 농구장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가은과 영미는 
흥미진진하게 시합을 보고 있다.
가은: (손가락으로 멀리 경기장에서 농구경기를 하고 있는 남동생을 가리키면
서）1)____가 지난주 나한테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그랬어...
영미: 미국 학교 등록금 장난 아닌데.
가은: 내 말이. 근데 2)____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영어를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
  A. X     B. 얘(이 애)      C. 걔(그 애)     D. 쟤(저 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1)D. 쟤(저 애)   2)B. 얘(이 애)

의 77%가 지시 상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선택하였고, 15%는 '눈앞
에 있지만 놀리는 의미로 거리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쟤'를 
선택하였으며, 8%는 테스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걔'를 선택하였다. 고급 
학습자 13%는 '심리적인 거리'를 이유로 '쟤'를 선택하였고, 중․고급 학습자의 
각각 15%, 19%는 '걔'를 선택하였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이와 같이 일부 학습자가 문맥을 잘 이해하면서도 '예지가 옆에 있어서', '因
为是那个人('that person'을 가리키고 있어서)' 등의 이유로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한국어 지시어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설문지 문항 14번은 물리적으로 화․청자 영역 밖에 소재하되 심리적으로는 
화자의 영역에 속하는 지시 상에 한 것이다. 테스트 14번에서 첫 번째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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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은 물리적인 판단으로 '쟤'를 선택하고 두 번째 빈칸은 심리적인 판단으로 '
얘'를 선택할 것으로 기 된다.

14-1에서 한국인 집단 8%는 '남동생과 화자는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얘
'를 선택하였고 92％는 물리적 거리를 근거로 '쟤'를 선택하였는데 중국인 중 
고급 학습자는 각각 35%, 31%가 '걔'를 선택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화․청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시 상', '지시 상과 화․청
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는 
화시적 지시와 문맥적 지시의 개념을 혼동하여, 후자는 화시적 지시에서 '이, 
그, 저'의 용법을 제 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14-2에서 한국인 집단의 46%는 심리적인 판단으로 '얘'를 선택하였고, 
31%는 물리적인 판단으로 '쟤'를 선택하였으며, 중․고급 학습자는 각각 50%, 
38%의 응답자가 '얘'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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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2번
가은이는 영미에게 전날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서 우연히 전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된 일을 얘기하고 있다.
가은: 어제 나랑 고등학교 동창 영화 보러 갔는데 _____에서 준호를 본거야
미영: 정말?

한국인이 '걔'를 선택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직접 지칭이 아니고 간접적인 화법의 주
어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b)계속 말하던 그 상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학습자들의 응답을 보면 전에 언급했던 사람이라서 '얘'를 선택했다거나 특정
한 상을 가리키는 것이라서 '얘'를 선택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화시적인 지
시와 문맥적인 지시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해서 범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1.2. 문맥적 지시의 사용 양상

문맥적 지시는 화․청자의 담화에 언급된 적이 있는 전술 언급을 지시하는 것
으로 '이' 계열과 '그' 계열의 지시어가 사용된다. 문맥적 지시는 단순 조응의 
경우와 효과, 혹은 화자와 청자의 영역 표시 등 다양한 기능의 언어 맥락에 따
라 실현될 수 있다. 

  1.2.1. 화․청자 영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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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      B. 여기      C. 거기      D. 저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C.거기

문법성 판단 테스트 9번
  주말 쇼핑을 즐기고 있던 가은이는 회사 동료인 가영과 그의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된다. 월요일, 가은은 영미에게 이 일을 알려 주고 있다.
가은: 나 어제 명동에서 인영이랑 인영이 남자친구 봤다. ____ 남자의 얼굴이 장 
동건 같이 생겼어, 진짜 멋있더라...
영미: 어머, 정말?

문항 2번에서 지시 상은 화자의 전술 언급인 '영화관'에 한 지시는 '그' 
계열인 '거기'가 쓰인다. 다음의 그래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한국인 집단과 
고급 학습자 집단 전부 '거기'를 선택하였으나 중급 학습자 중의 30%는 '저기'
를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도표와 같다.

사후 면담 결과 중급 학습자들은 ‘지금 화 상 방한테 영화관은 멀리 있는 
장소'라는 이유로 '저기'를 선택하였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습자들이 화
시적 지시와 문맥적 지시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오
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지 문항 9번은 연상 조응의 경우이다. 이는 전술 언급된 명사를 지시하
는 것이 아니라 관련성을 갖되 새로운 명사를 언급할 때 전술 언급된 명사와
의 관련성 속에서 지시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설계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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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X      B. 이      C. 그      D. 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C.그

문법성 판단 테스트 12번
  어느 날, 가은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튿날, 회사에 간 가은은 자신이 겪은 무시무시한 일을 영미에게 알리고 있다.
가은: 나 어제 퇴근길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
영미: 무슨 일이 있었어? 
가은: 어제 내가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더니 

1)___ 남자가 내 팔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는 거야. 내가 너무 놀라서 ' 빨리 
안 놔!' 그랬더니 2)_____ 남자가 '죽고 싶지 않으면 돈 다 내 놔!' 이러는 
거야... 

문항 9번은 전술 언급에 한 조응 지시가 아니라 전술 언급과 관련된 상
을 지시하는 언어 맥락에 한 것으로 'X(아무 말도 필요 없음)'가 한국어에 
적합하게 사용된 것이다. 한국인 집단과 고급 학습자 집단은 'X'와 '그' 두 가
지 답만을 선택하였는데 중급 학습자 20%는 '저'를 선택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급 학습자들은 응답의 근거로 인영의 남자 친구가 지금 화 현장에 없다
는 점과 가은과 인영의 남자 친구가 만났던 장소가 지금 화를 진행하는 장
소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통해, 교육 과정 중에서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 상념적 지시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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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X     B. 이     C. 그      D. 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1)C.그  2)C.그 

문법성 판단 테스트 19번

문항 12-1번의 언어 맥락은 화자가 전술 언급한 '강도'를 단순히 지시하는 
경우이고 문항 12-2번의 언어 맥락은 화자가 현장감을 부여해 진행하는 이야
기에서 전술 언급된 지시 상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12-1 문항에서 중급, 고급 및 한국어 집단에서 각각 80%, 88%, 100%가 '그'
를 택하였으나 중급 학습자는 5%가 '상 방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상'이
라는 이유로 'X'를 선택하였고 기타 나머지로는 학습자들의 전술 언급 지시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이'나 '저'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 12-2번의 경우에는 8%의 한국인은 '현장감 부여' 때문에 '이'를 선택
하였으나, 중급 학습자 15%와 ·고급 학습자는 19%가 '이'를 선택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장감 부여’가 아닌 '특정 상 지시', '전술 언급 지시' 등을 근거로 
‘이’를 선택한 것이라 응답하였다. 즉, 이는 지시어의 문맥적 지시 기능을 교수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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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는 회사에서 ‘빅 뉴스’를 발표하고 있다.
지현: 1)___ 이야기 들었어? 이효리 결혼한 .
수미: 2)____이야기는 나 처음 듣는데 설마...
지현: 3)____거는 내가 내 친구한테 들었어. 내 친구랑 이효리가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어.
수미: 4)____건 우리랑 상관없잖아. 얼른 할 일이나 해.
   A. X     B. 이     C. 그     D. 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1)-4) C. 그
19-1 항목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각 집단의 절반 이상이 '그'를 선택하였고 

한국인 집단 중에 8%는 '화제 제시'를 이유로 'X'를 선택하였으며, 중․고급 학
습자 중 각각 5%, 6%는 '곧 이야기할 내용(후행 문맥 지시)'이라는 이유로 '
이'를 택하였다. 나머지 학습자들은 '앞에 내용이 없다,' '특정한 내용이 아니다'
의 이유로 'X'를 선택하였다. 

문항 19-1에서는 화자가 회사에서 어떤 소문에 한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
는 상황에서 이 소문을 지시어를 이용하여 언급하는 언어 맥락을 제시함으로
써 담화에서 주제가 될 지시 상에 한 지시어 사용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
이 후행하는 지시 상을 지시하는 데에는 '그'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9-2번 문항을 보면 한국인 집단의 69%는 '특정한 이야기'라서 '그'를 선택
하였고 31%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이유로 '이'를 선택하였다. 일부 학
습자들은 '상 방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였으나, 부분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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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학습자는 한국인 집단과 유사한 이유로 '이'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 문
항에서 '이'가 들어가는 것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편이다.

문항 19-3번에서 지시 상은 화자가 모르고 있던 이야기로 청자가 후속 
발화에서 이야기를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담화 상황이다. 화자는 청
자가 지시 상에 해 가지고 있는 정보상 우위를 인정해 주어서 청자가 지
시 상에 한 담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는 '이'보다는 '그'가 쓰이는 것이 청자 우위를 적극적으로 인
정해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19-4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한국인 집단 85%가 '그'를 선택하였고 중․고급 
학습자의 50% 가까이가 '그'를 선택하였다. 또한 일부 피험자들이 '한 번 나온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이'를 선택하였다.

진행 중인 화 내에서 다른 주제로 이동하기 전에 그때까지 주제였던 지시
상을 언급할 때의 지시어 사용과 관련된 것이 문항 19-4번이다. 즉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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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18번
  가은과 영미는 회사에서 어제 저녁 회식한 일에 하여 얘기하고 있다.
영미: 어제 회식할 때 블랙 와이셔츠 입은 남자 누구야?
가은: 어, 배경민.
영미: 1)_____ 사람 진짜 괜찮더라. 남을 잘 배려해 주고.
가은: 네가 몰라서 그래. 2)_____ 사람 내 학교 동창이거든, 별론데...
A. X    B. 이     C. 그      D. 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1)C. 그   2)C. 그 

전에 화․청자가 '소문'을 주제로 담화를 진행하다가 '소문'에 한 담화를 화자
가 중단하고자 하는 언어 맥락이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주제로부터의 이탈을 
표시할 목적으로 지시어를 선택한다면 '그'를 선택할 것으로 기 된다. 

1.2.2. 화 ․ 청자 영역 립

이 절에서는 문맥적 지시 가운데 화·청자 영역 구분이 있는 경우들을 살펴본
다. 화·청자 영역 립은 전술 언급의 주체와 전술 언급에 한 정보상 우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청자 영역은 전술 언급의 주체가 청자이거나 청자가 지시 
상에 해 정보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언어 맥락과 관련된 것이며, 화자 영역
은 화자가 전술 언급의 주체인 경우와 화자가 지시 상에 해 정보상 우위
를 점하고 있는 언어 맥락과 관련된 것이다.

문항 18-1번은 화자가 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구해 알게 된 지시 상을 가
리키는 언어 맥락이다. 따라서 이 언어 맥락에서 화자는 지시어 사용을 통해 
청자가 지시 상에 해 가지고 있는 정보상 우위를 인정해 줄 수 있으며 이
때 지시어는 '그'를 사용할 수 있다. 문항 18-1번에서 피험자들의 지시어 선택
은 '그'로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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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 전원이 '그'를 선택한 
반면 중·고급 학습들의 지시어 선택 가운데는 '이'나 '저'도 포함했다. 학습자들
이 '지시 상은 모르는 사람이다.' '지시 상은 화 현장에 없다.' 등의 이유
로 '저'를 선택하여 학습자들이 화시적 지시와 문맥적 지시를 혼동하고 있음을 
재차 보여 주고 있다. 고급 학습자 중의 13%는 '이'를 선택하였는데 ‘전술 언
급 지시', '화자가 지시 상에 한 호감을 갖고 있다’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전술 언급 지시는 보통 '그'가 쓰이고 심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
문에 '이'가 쓰이는 경우도 화시적 지시에서만 적용이 된다.
 

화자 언급 지시와 관련된 문항 18-2번은 화자가 자신이 지시 상을 전술 
언급했음을 드러내기 위해 지시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언어 맥락이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각 집단 부분 피험자들이 '그'를 선택하였고 한국인 
집단 중의 8%는 '앞에서 언급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를 선택하였으며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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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16번
점심 식사를 마친 가은과 영미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고 있다.
가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영미: ________ 어때? 우리 희사 건물 지하1층 아이스크림 집 하나 있잖아...
가은: 아, '배네배네'?

A. X     B. 여기      C. 거기     D. 저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C. 거기 

학습자 중의 10%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의 이유로 '이'를 
선택하였다. 또한 중․고급 학습자의 각각 10%, 19%는 '저'를 선택하였다. 이유
를 살펴보면 '상 방과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상', ' 화 현장에 존재하지 않
는 지시 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시적 지시와 문맥적 지시에 관
련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3. 상념적 지시의 사용 양상

상념적 지시는 화자의 상념 속 상에 한 지시로 지시 상이 화·청자의 
발화 현장에 물리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시적 지시와 다르
고 현재 진행 중인 담화에서 화·청자에 의해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문맥
적 지시와 차이가 있다. 상념적 지시는 상념의 공유 여부에 한 화자의 판단
에 따라 화자만의 상념에 한 지시와 화·청자 공유 상념에 한 지시로 구분
된다.  

1.3.1. 화․청자 영역 공유

화․청자 영역 공유는 지시 상이 되는 화자의 상념을 청자도 알고 있는 경
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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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22번
회사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 앉아 다음 주 회식 장소에 해 토론하고 있다.
예지: 우리 다음 주 회식 어디서 할까?
가은: _____ 어때? '바다 이야기'라고 해산물 뷔페인데 최근에 생겼어... 

바로 회사 옆인데....(새로 생긴 식당이라서 가은은 동료들이 아마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 X    B. 여기    C. 거기    D. 저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  C. 거기

문항 16번은 화 ․ 청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시 상(아이스크림 집)에 
관련된 언어 맥락이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한국인 집단의 92%가 '거기'를 선
택하였다. 학습자 집단은 '거기'와 '저기'를 선택한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다. 그
러나 이 문항은 상념지시 계열이라서 '저기'가 들어가면 비문이 된다. 학습자들
이 '저기'를 선택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 화 현장과 약간 거리가 있는 장소', 
'아이스크림 집과 두 사람의 거리가 똑같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장소' 등의 이유 때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학습자들이 상념 지시와 화
시적 지시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3.2. 화․청자 영역 립

화․청자 영역 립과 관련된 언어 맥락은 상념적 지시에서 청자만의 상념이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화자 단독의 상념 지시가 나타나는 상황만을 의
미한다.

문항 22번은 화자가 자신만의 상념을 제안 상황에서 지시하는 경우로 화자 
단독 상념에 한 지시이므로 '거기'가 쓰일 수 있는 언어 맥락이다. 테스트 결
과를 보면 피험자 지시어 선택은 '거기'가 주가 되었고 한국어 모어 화자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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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를 선호한다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중․고급 학습자 집단 각각 30%, 
25%는 물리적 거리에 의해 '저기'를 선택하였다. 

여기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화시적 지시와 상념적 지시가 구별되지 않는 문
제를 다시금 보여 주고 있다. 

2. 학습자의 오류 원인 분석    

Selinker(1974:121)는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건설적인 자료로 
보았으며 또한 오류를 언어학적 · 심리학적인 면에서 고찰 가능한 것으로 보고 
오류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모국어(the native language)
㉡ 교육 과정(training procedure)
㉢ 교육 과정에 한 학습자의 접근(the leaner's approach to the 

materials)
㉣ 모국어 화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자의 접근 (the leaner's approach 

communicating with native speakers)
㉤ 목표어 규칙의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of target language rules)

이들을 이정희(2003:85)의 논의를 따라 재분류하여, ㉠과 ㉣을 모국어의 영향 
문제로 묶고, ㉡과 ㉢을 교육 과정이 끼치는 영향 문제로 묶고, ㉤을 목표어의 
복잡서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지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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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오류의 원인을 크게 모국어의 영향, 목표어 복잡성의 영향, 그리고 교육
과정의 영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2.1. 모국어의 영향

이정희(2003:87)에서 일반적으로 오류의 원인을 살필 때는 모국어의 역할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1960년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외국어 습득 과정에 있어 
언어 간 차이가 클 경우 모국어에 관한 지식이 목표어 습득에 간섭 현상을 일으
키게 된다고 보아 모국어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였다. Lado(1957:1-2)도 
모국어와 유사한 요소들은 배우기가 쉬울 것이고 다른 요소들은 어려울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앞 절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지시어 사용 양상의 분석을 통하여 지시어에 
한 인식이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목표어와 모국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학습자에게 목표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도  줄 수 있다. 조분석 이론의 관점으로는 두 언어는 유사한 부분은 목
표어에 긍정적 전이를 일으켜 습득에 도움이 되는 반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목표어에 부정적 전이를 일으켜 습득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지시 체계는 '这' '那'가 있으며, '这'는 근칭이고 '那'는 원칭이다. 지
시 상이 화자와 가까이 있으면 '这'를 사용하고 화자와 멀리 있으면 '那'를 
사용한다. 즉 중국어 지시어의 참조물은 화자이다. 그래서 학습자가 단순하게 '
이', '그/저'와  '这' '那'를 응시켜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송효휘(2006)에 의하면 실제 말뭉치 분석 결과 중국어의 '那' 보다 '这'의 사
용 빈도가 훨씬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이', '저'보다 
'그'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 명사는 각각 자기 특유
한 사용법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서는 전후 문장을 지시하거나, 시
간을 지시할 때, 또는 시간 부사, 동사, 인칭 명사와 결합할 때에 '这'가 더 많
은 역할을 담당하고 '那'는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这'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다 지시할 수 있으나 '那'는 과거와 미래 시간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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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할 수 없다. 또한 '这'는 1인칭은 물론이고 2인칭, 3인칭과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쓰일 수 있으나 '那'는 3인칭과만 결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어에는 
앞의 말을 용할 경우에 부분 '그'가 사용되며, '그' 계열 어휘는 상 방의 
의견을 받아들임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지시어를 용 기
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국어에는 '这'를 사용하는 경우 더 많고 한
국어에는 '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2.2. 목표어 복잡성의 영향

중국어에서는 화자만을 중심으로 '这’와 '那’를 선택하여 지시하지만 한국어 
지시어의 참조물은 유일하지 않고,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 그, 저'가 삼원 체계라고 하지만 이것도 절 적인 현상이 아니다. 
시간을 지시하는 경우 ‘그 시간에 뭐했어?’와 같이 '저'를 사용하지 않고 '그'를 
사용한다. 한국어에서는 방금 지나간 과거나 오래 전에 지나간 과거 모두 
'그'로 표시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 방금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지시할 때는 
'이'를 선호하다. 

 2.2.1. 화시적 지시 

 화시적 지시에서 지시 상이 속한 영역에 한 물리적 판단에 따라 지시어의 
사용이 ‘이’계열 ‘그’계열 ‘저’계열로 분화됨은 주지하는 바이다. 물리적으로 화자
의 영역에 속한 지시 상을 가리키는 데에는 ‘이’계열의 지시어를 사용하고,  
청자의 영역에 속한 지시 상을 가리키는 데에는 ‘그’계열의 지시어를 사용하
며, 화·청자 영역 밖에 소재하는 지시 상은 ‘저’계열의 지시어를 사용한다. 

중국어 지시어는 '这，那'는 근거리 지시어와 원거리 지시어의 이원 체계라서 
근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화자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는 이러한 
모국어의 영향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2.2.2. 문맥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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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의 전술 언급은 화자가 ‘그’ 계열로 받아 지시해야 하는 반면에 화자 자신의 

전술 언급은 ‘이’나 ‘그’ 중 어떤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담화의 성격에 
따라서 라디오 뉴스, 연설문과 같이 중을 상으로 한 중성을 갖는 담화에서
는 화자의 전술 언급을 지시하는 데 ‘이’가 지배적으로 쓰이고 개인적 담화에서는 
주제가 되고 있는 상에 해서 ‘그’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듯
이(장경희, 1982:171-172), ‘전술 언급의 주제 표시’라는 측면에서는 화자의 전술 
언급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시어 ‘이’가 굳이 쓰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자의 전술 언급만 ‘그’로 별도로 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전술 언급에 한 정보상 우위 표시’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전술 언급에 해
화자가 우위를 주장하는 경우는 ‘이’계열 지시어가 쓰이고 청자의 우위를 화자가인
정하는 경우는 ‘그’계열 지시어가 쓰일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전술 문맥 지시 기능에서 ‘这’가 많이 쓰이고 후술 문맥 지시 기능
에서 '那'가 많이 쓰인다. 

  2.2.3. 상념적 지시

상념적 지시는 화자와 청자의 상념 속에 존재하는 상에 한 지시로 다른 
층위의 지시들처럼 지시 상이 발화 현장이나 담화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념적 지시에서도 지시 상의 소속 영역을 화자 영역으로 정할 수 있는 
언어 맥락에서는 '이'계열 지시어가 쓰인다. 상념적 지시의 화·청자 영역 립
에서 화자만의 영역만이 존재하고 청자만의 영역은 없는 것은 '상념'이라는 것
이 화자의 정신적인 영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상념적 지시에서 주로 '那'가 쓰이는데 한국어에서는 화자만 알고 
있는 지시 상을 가리킬 때 '이'가 쓰이고 화·청자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시

상을 가리킬 때 '그'가 쓰인다. 그리고 지시어 '저'는 상념적 지시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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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학습자 상 인터뷰

3. 선생님이 지시어에 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방
식으로 가르치셨습니까?

-讲过， 但是没什么印象了。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讲过 ‘이, 그, 저'的用法，还讲过'그' 可指前文提及或双方都知道的事情
(‘이, 그, 저'의 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는 전술 문맥 지시와 화 

상 방을 다 알고 있는 일을 지시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讲过，但是'그'和’저'译成中文都是‘那’，所以我还是不知道它们有什么区别。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만 '그'와 '저'를 모두 중국어 '那'로 번역해서 헷갈려

요.)
－好像语学堂的时候讲过 不记得了
(언어교육원에서 배운 적이 있었지만 기억이 안 나요.)
－讲过，说话人和听话人距离事物的远近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어요. 지시 상과 화·청자의 거리에 따라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2.3. 교육과정의 영향

교육과정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학교 차원에서 특정 언어 프로그램을 수행하
기 위한 기획과 목적을 포함한 전체 교육 과정을 말한다(이정희, 2003:97). 
그러므로 교육과정에는 학습 목표, 학습 방법, 평가, 교사와 학생의 역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은 한국어 학습자가 공식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교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교육과정 역시 학습자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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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생님이나 교재가 지시어에 해 어떻게 가르쳐 주시거나 제시해 주면 좋
을 것 같습니까?

-从这些词的意思， 用法上讲，然后多举例子
(용법도 알려 주고 예시를 많이 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举例，或者画图
(예시나 그림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通过图文并貌的方式讲比较好，特别是韩国人韩语老师，因为不懂学生母语和韩

语的区别，容易简单一笔带过，通过图片比较容易理解
(그림이나 맥락을 통해서... 한국인 선생님은 한국어와 중국어 간의 차이를 모

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시어를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多说点例子，从各种例子中总结方法
(예를 많이 들어 주고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각 지시어의 용법을 귀납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用具体的远近的说明，靠两个人的远近程度来排说明
(물리적 거리를 통해 설명도 하고, 사람 간의 서로의 친밀도 통해서도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분 한국어 교재에서는 지시어의 화시적 

지시 층위만 다루어져 있고 문맥적 지시와 상념적 지시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문맥 지시와 상념 지시에 한 지식
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
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 상념적 지시 간의 차이와 사
용 맥락에 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교수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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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지시어 교육의 실제
우리는 III장에서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지시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오

류 원인을 밝혔다. 본 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참고하여 중국인 학
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수 · 학습의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맞는 교수 · 학습 내
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시어의 교육 목표

민현식(2008:278)에서는 언어 교육과정의 목적(goals, aim, purpose)과 목
표(objectives)를 구별하고 있다. ‘목적’은 교육과정에 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여 추상적 ․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
는 것인 반면,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 계량적 ․ 명시적 도달점을 제
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목표’의 기술에 해 J. C. Richard(1999: 
3-8)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민현식, 2008:279). 

  ① 행동 목표(Behavioral Objectives): 학습 후 도달할 구체적 수행 목표
를 제시한다. 

  ② 기술 목표(Skill-based Objectives): 언어 4  기능 목표에 따른 세부 
기술(microskill)목표를 기술한다.

  ③ 내용 목표(Content-based Objectives): 유럽의회의 Threshold Level 
English가 제시한 14개 영역 주제 같은 것을 기술한다.

  ④ 숙달도 목표(Proficiency Scale): ACTFL에서 제시하는 성취 목표 척도
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S. Thornbury(1999:36)에서는 문법 교육의 목적은 단순 어휘 체계가 제공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언어 학습에 해 재능이 있고 특별한 동기가 있는 학습자들은, 어떤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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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종 ‘언어를 사용하면서 알
게 되는’ 보통의 학습자들은 언어 능력이 더 이상 향상되기 어려운 정체 상태
에 이르기도 한다. 전문적으로, 그들의 언어 능력이 화석화(fossilize)된다고 한
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지도를 받지 않은 학습자는 지도를 받은 학습자보다 
더 빨리 화석화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중국인 중급과 고급 학습자로서, 이러한 화석화의 위
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교수 · 학습 목적에 따른 단계별 목
표 제시가 필요하다. 

첫째, 학습자에게 중국어 지시표현의 2원적 지시체계와 한국어의 3원적 지
시체계의 차이점을 보여 주면서 학습자들이 현장 지시 중의 ‘이’, ‘그’, ‘저’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에서는 화자와 가까이 있는 사물
을 가리킬 때 ‘这(이)’가 쓰이고 화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 
‘那’(그, 저)가 쓰이고 참조물은 화자뿐인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현장 지시에서 
참조물이 화자와 청자를 다 고려해야 한다.

둘째,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교재에 화시적 지시에 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고 문맥 지시와 상념 지시에 관한 설명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지
시어와 관련된 문법 지식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오류를 자주 범하게 된다. 학
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지시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시어에 한 문
법 지식의 습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어의 기본 의미에 

한 이해와 문법적인 측면에 한 학습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들이 지시어 선택에 따른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

다. 화시적 지시의 경우,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저’를 사용하
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다 가능하지만 미묘한 의미 차이를 위해 심리적인 요소
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지시어 교육의 목적과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면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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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한·중 지시어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와 상념적 
지시의 기본 의미와 용법을 파악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초급

이해
차원

이해 차원: 
-초급 단계에서 중국어의 이원적인 지시와 한국어의 삼원적인 

지시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화시적 지시의 ‘이, 그, 저’의 선택은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도 

고려해야 한다.
사용 차원: 
-각 상황에 따라 ‘이, 그, 저’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일상생활에서 ‘이, 그, 저’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학습자의 의

도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사용
차원

중급

이해
차원

이해 차원: 
-중급에 맞는 문맥적 지시의 의미를 알고 전술 문맥 지시와 

후술 문맥 지시에서 ‘이’와 ‘그’를 자연스럽게 응용한다.
-일반적으로 문맥지시에서 ‘저’가 안 쓰이는 것을 알게 한다.
사용 차원:
-간단한 이야기나 글을 읽을 때 사용된 지시어를 잘 이해한다.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소개할 때 화시적 지시와 문맥적 지시

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사용
차원

고급

이해
차원

이해 차원: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 상념적 지시의 각 측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상념적 지시에서 ‘이’와 ‘그’만 쓰이고 ‘저’가 쓰이

지 않음을 이해한다. 
사용 차원: 
-작문을 할 때 본인의 의도에 맞게 지시어를 잘 골라서 활용

한다. 
-의사소통에서 지시어의 사용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인 요소

(심리적인 거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사용
차원

<표Ⅳ-1> 지시어의 교육 목적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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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의미 화용

초급 -화시적 지시에서 ‘이’,
‘그’, ‘저’의 용법

-물리적으로 화자 영역
에 속한 지시 상을 지
시할 때 ‘이’를 사용하고, 
청자 영역에 속한 지시 

상을 가리킬 때 ‘그’를 
사용하고, 화·청자 영역 
밖에 있는 지시 상을 
가리킬 때 ‘저’를 사용함. 

-물건, 건물 등의 위치 
설명

중급
-문맥적 지시에서 ‘이’,

‘그’의 용법(‘저’는 쓰이
지 않음.)

-상념적 지시에서 ‘이’,

-문맥적 지시에서 일반 
조응, 전술 언급 지시의 
경우에 ‘그’가 고빈도로 
실현됨. 주요한 것을 언

-담화에서 주요한 것과 
보조적인 것의 구분, 자
연스러운 표현
- 제안 화자만 알고 있

2. 지시어의 교육 내용

앞 Ⅲ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설문조사와 사후 면담 자료를 통해서 지시
어 사용상의 오류 원인을 살펴본 결과, 많은 중국인 학습자가 지시어의 기능에 

해 잘 알지 못하고, 조사나 지시어의 쓰임에 따른 문맥을 제 로 파악하지 
못하며, 어감에 따른 지시어의 사용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고급 학습자라도 ‘이’, ‘그’, ‘저’ 각각의 기능들에 해 정확히 구분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시에 지시
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먼저 지시어의 의
미와 기능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1. 지시어의 기능에 관한 교육 내용

지시어의 기능에 관한 교육 내용은 기존 교재들의 공통점을 추출하고 앞 Ⅲ
장의 분석 결과를 토 로 한국어 지시표현 교육에서 미비한 것을 추출하여 초
급 ․ 중급 ․ 고급의 단계에 따라 통사 ․ 의미 ․ 화용의 범주에서 가르칠 내용을 구성
하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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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용법(‘저’는 쓰이
지 않음.)

급할 때 ‘이’가 고빈도로 
실현됨.
-상념적 지시에서 ‘그’가 
‘이’에 비해 고빈도로 실
현되지만 화자만 알고 있
는 것을 언급할 때 ‘이’
를 사용할 수 있음.

는 것과 화·청자 공통적
으로 알고 있는 것 구분, 
자연스러운 표현

고급

-화시적 지시: 물리적·심
리적 판단 교차, 시간성
에 의한 심리적 판단
-문맥적 지시: 주제 표
시, 현장감 부여

-화시적 지시에서 물리
적 거리가 가깝지만 심리
적 거리가 있는 경우에 
‘저’가 많이 쓰임.
-문맥적 지시에서 주제 
표시와 현장감 부여 같은 
경우 ‘이’가 쓰이고 보조
적인 것과 현장감 부여하
지 않을 때 ‘그’가 쓰임.

-지시어에 선택에 따라 
본인의 감정을 자연스럽
게 표현하고 상 방의 뜻
을 잘 이해함
-담화 주제, 과거의 일 
등 ‘이’의 사용을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함.

   <표Ⅳ-2> 지시어의 기능에 한 교육 내용

2.2. 지시어의 맥락에 관한 교육 내용

Ⅲ장의 실험 결과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지시어에 
한 각 측면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시어의 사용 양상에서 모국어 화자

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지시어 각 측면의 기능을 
교육할 때는 화용적 기능에 해 명시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때 제시되는 상황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2.2.1 화시적 지시의 교육 내용

화시적 지시는 지시 상이 화자와 청자의 발화 현장에 물리적으로 소재했
거나 소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지시 상에 한 판단은 물리적인 것에 의
해, 혹은 심리적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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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지시 상 지시 상의 소재 지시어

사람, 사물
화자 영역 이
청자 영역 그

화·청자 영역 밖 저

물리적 소재 지시
지시 상 지시 상의 소재 지시어

장소
화자 여기 
청자 거기

화·청자 영역 밖 저기

 가. 물리적 소재 판단

 
화시적 지시에서 지시 상이 속한 영역에 한 물리적 판단에 따라 지시어

는 ‘이’ 계열, ‘그’ 계열, ‘저’ 계열로 나누어져 있다. 물리적으로 화자 영역에 
속한 지시 상을 지시할 때 ‘이’를 사용하고, 청자 영역에 속한 지시 상을 
가리킬 때 ‘그’를 사용하고, 화·청자 영역 밖에 있는 지시 상을 가리킬 때 
‘저’를 사용한다. 

화시적 지시에서 ‘여기’는 화자에게 근거리, ‘거기’는 청자에게 근거리, ‘저기’
는 화·청자부터 원거리를 가리킨다.

나. 물리적 · 심리적 판단 교차

물리적 
․ 

심리적 
판단 교차

화자 영역
심리적 화자 영역 이/이
심리적 청자 영역 이/그

심리적 화 ․ 청자 영역 밖 이/저

청자 영역
심리적 화자 영역 그/이
심리적 청자 영역 그/그

심리적 화 ․ 청자 영역 밖 그/저

화·청자 영역 밖
심리적 화자 영역 저/이
심리적 청자 영역 저/그

심리적 화 ․ 청자 영역 밖 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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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상의 소재 영역 발화시 지시 상의 물리적 소재 지시어발화시 발화시 직전
물리적 소재 변동 존재 존재 이/이

부재 존재 그/이

물리적 · 심리적 판단 교차란 물리적으로가 아닌 심리적으로 지시 상의 소
속 영역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리적인 판단과 관련
하여 화자와 지시 상이 되는 사람과의 친밀도도 지시어의 사용에 영향을 미
친다. 즉, 화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한 지시는 지시 상이 
되는 사람의 물리적 소재와 관계없이 심리적 판단에 의해 ‘이’가 사용될 수 있
다. 반 로 지시 상이 화자와 가깝지만 화자가 지시 상에 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비록 물리적 거리가 가깝더라도 지시어 ‘저’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시간성에 의한 심리적 판단

지시 상의 소재 판단에 시간성을 개입하는 경우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
시 상의 소재에 변동이 있을 때, 발화시 이전 소재를 중심으로 한 구상물에 

한 지시는 지시 상의 물리적 소재에 따라 선택된다. 비구상물의 경우, 그 
소재를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고 화·청자가 공유하는 영역에 속한
다고도 할 수 없는데, 물리적으로 화·청자의 영역 밖 공간에 지시 상의 소재 
혹은 출처를 두는 비구상물에 해서도 ‘이’로 지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2.2 문맥적 지시의 교육 내용

문맥적 지시는 현재 진행 중인 담화 내에서 전술된 바를 가리키는 것이다. 
문맥적 지시에서 지시어는 ‘이’ 계열과 ‘그’ 계열이 쓰인다. ‘이’와 ‘그’의 차이
는 ‘지시 상에 한 화·청자의 정보상 우위 주장’, ‘주제 표시’, ‘지시 상 구
분’, ‘현장감 부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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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청자 
영역 
공유

조응 효과 의미 기능 지시어 형태 계열
일반 조응 - 전술 언급 지시 그+N

조응 지시 상 
구분

주요한 것 이+N
보조적인 것 그+N

조응 주제표시
주제 이+N

주제로 이동 이+N
주제에서 이탈 그+N

조응 현장감 현장감 부여 있음 이+N
현장감 부여 없음 그+N

화․청자 
영역 

립
조응 화자 영역 화자가 전술 언급 주제 이+N
조응 청자 영역 청자가 전술 언급 주제 그+N

‘전술 언급의 주제 표시’에서 청자의 의해 전술 언급된 것은 ‘그’로 지시한다
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이는 특히 화자와 청자
의 순서 교 가 이루어지고 화자의 순서에서 청자가 전술 언급한 지시 상을 
언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진다.

‘전술 언급에 한 정보상 우위 표시’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전술 언급에 
해 화자가 우위를 주장하는 경우는 ‘이’ 계열 지시어가 쓰이고, 청자의 우위를 
화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계열 지시어가 쓰일 수 있다. 

 ‘지시 상 구분’의 기능을 갖는 경우는 Oh(2002)에서 언급되었다. 
Oh(2002)에서는 담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한 구분이 쉽지 않을 때,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이’와 ‘그’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이때, 주요인물에 

해서는 ‘이’를 사용하고, 보조인물에 해서는 ‘그’를 사용한다. 
‘현장감 부여’와 관련해서는, 장석진(1985)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담화의 전술 

언급에 해 지시가 가지는 시간성에 해 언급한 바 있다. ‘그’ 계열이 무표적
으로 일반성 있게 쓰이고, ‘이’ 계열은 선행한 문맥의 사건시에 화자의 참조시
를 맞추어 그 안의 개체에 조응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했다. ‘이’는 ‘그’보다 과
거의 사건에 해, 상태에 있어서 지시체에 한 보다 생생하고 직접적인 지시 
조응을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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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상의 소재 판단 의미 기능 지시어의 
형태적 계열

화자 영역, 공유 영역 상념 그
화․청자 영역 립 화자 영역 화자만의 상념 이

청자 영역 ․ ․

2.2.3 상념적 지시의 교육 내용

상념적 지시는 화자와 청자의 상념 속에 존재하는 상에 한 지시로, 다른 
층위의 지시들처럼 지시 상이 발화 현장이나 담화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념적 지시에서도 지시 상의 소속 영역을 화자 영역으로 정할 수 있는 
언어 맥락에서는 ‘이’ 계열 지시어가 쓰인다. 상념적 지시의 화·청자 영역 립
에서 화자만의 영역은 청자만의 영역은 없는 것은 ‘상념’이라는 것이 화자의 
정신적인 영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지시어의 선택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의미 기능은 매우 다르다. 이렇듯 지시어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시어를 가르칠 때 담화 내의 ‘이, 그, 저’를 비교함으로
써 구체적인 맥락에서 지시어의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점과 그 효과를 자
세히 분석하여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지시어 간의 미묘한 차이에 해 문장 
차원을 넘어서 담화 차원에서 그 맥락과 결합하여 인식시킬 때 학습자들은 지
시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과 의미 기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를 실제 의사소통에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지시어의 교육 방법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과 사용을 중시하는 교수법’으로 
‘기능적/의미적’ 교수법이라고도 불린다(박동호 2010). 의사소통식 교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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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에 중점을 두고 그 기능을 토 로 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며, 구조에 한 정확한 지식보다는 의사소통을 위한 유창성을 강조한
다. 따라서 의사소통식 교수법에서는 학습자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언어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근거로는 
학습자가 직면하게 될 특수 상황, 학습자가 담당하게 될 역할, 학습자가 필요
로 하는 과제 등이 있다.

Morrow(1979)는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학습자가 행한 것은 모두 외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② 의사소통 과정이나 결과는 실제 단어의 연결이나 집합의 연결보다 크므

로 교사는 광범위한 의사소통 과정을 학습자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를 구하고 선택하며 두뇌의 내재적 귀환 작용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교수 모형은 학습자 중심의 언어 경험 활동이 주가 되는 
모형이다. 학습자는 계속적인 화를 통해서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만약 
학습자가 초보라면 단순한 수준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경험을 표현하도록 해야 하며, 화자가 청자로부터 어떤 필요한 정보
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avid Nunan(1999)에서는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목표 언어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운다.
② 학습 상황에 실제적인 자료를 도입한다.
③ 학습자들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기회를 제

공한다. 
④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교실 학습에서 기여하는 요소로 사용한다.
⑤ 가급적 교실 밖의 언어활동과 교실에서의 학습을 관련지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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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언어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처럼 단순히 듣고 따라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유창성을 기르
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목표 언어를 통해서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새
로운 표현을 학습한다는 것이다(진기호, 2006:2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국인 학습자가 지시어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기능을 제 로 파악하여, 의사
소통을 할 때 담화 맥락에 따라 지시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지시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
시어의 문법적 특징에 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맥락을 고려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쓰는 경향을 보였다. 본 절에서는 지시어의 교육 목표와 
중국인 학습자의 지시어의 사용 현황을 감안하여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활용
한 효과적인 교수 · 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3.1. 상황별 교육
 
한국어에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지시어를 다르게 바꾸어 쓰면 상 방에게 전

달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상황을 제시하는 교육 방
법과 지시어 사용의 실제 담화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한국
의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 상황을 제시하여 교육하는 것
이 한국어 지시어의 교수 · 학습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
다. 따라서 표현과 이해의 차원에서 여러 언어 상황과 실제 담화 맥락을 활용
하여 학습자에게 지시어 사용의 상황을 제시하면 학습자가 다양한 문맥의 요
구에 따라 지시어를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시어를 교육하기 위하여 상황별 교육을 교육 방법으로 
상정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실제 담화 상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
때 상황은 표현과 이해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현 차원에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면, 학습자
는 구체적 맥락에서 갖는 지시어의 의미에 해 더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제시한 상황들은 초급과 중급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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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성적 발표하는 날에 수진이가 또 일등을 했다. 민준이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___은/는 평소에 공부도 
많이 안 하면서 시험을 볼 때마다 나보다 잘해.’

상황 1. 민준과 수진은 같은 반 동창인데 민준이는 수진이가 이번 시험에
도 일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래의 상황을 통해 지시 상의 소재 판
단이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학습자한테 제
시할 수 있다.

되, 학습자가 지시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3.1.1. 물리적·심리적 판단 교차하는 경우

위 상황에서 민준과 수진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지만 민준은 마음속으로 
수진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즉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얘’보다는 ‘쟤’를 쓰는 것이 민준이의 기분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3.1.2. 시간에 따른 물리적 판단 교차 

 화시적 지시에서 시간에 따른 물리적 소재 판단은 지시 상의 물리적인 
소재 판단이 발화시 현재와 발화시 직전에 달라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박선희
(2007:60)에서는 시간에 의해 지시 상의 소재에 변동이 있을 때, 비구상물
에 한 지시는 지시 상의 물리적 소재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발화시 이전
을 발화시처럼 판단하여 지시어를 ‘이’로 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래의 상
황을 통해 이러한 ‘이’의 사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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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지혜와 민호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카페에는 노래
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혜는 노래의 제목이 궁금하여 민호한테 노래의 제
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지혜: ___ 노래 재목이 뭐예요?
    민호: 비스트의 ‘그림자’ 같은데요.

3.1.3. 문맥적 지시

 장석진(1985)의 논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담화에서 전술 언급해 해 지
시가 가지는 시간성에 해 언급했다. 박선희(2007:78)에서는 지시어 ‘이’, 
‘그’ 계열의 임의적인 선택에 있어 ‘이’는 ‘그’보다 과거의 사건, 상태에서 지시
체에 해 보다 생생하고 직접적인 지시 조응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
다. 아래와 같은 상황을 통해 이러한 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상황 3. 아빠가 6세 된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고 있다. 

옛날에 숲에 악어 한 마리와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다. 어느 날 악어가 원
숭이한테 찾아왔는데 자기 엄마가 편찮
으셔서 치료하는 데 원숭이의 심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때 똑똑한 원숭이
가 이렇게 말했다. “내 심장이 필요하면 
미리 말했어야지, 오늘 내가 심장을 집
에 두고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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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해 준 이야기는 옛날이야기로 과거에 한 이
야기이지만 악어와 원숭이가 화하는 데 생생한 현장감을 부여하기 위해 ‘이’ 
계열의 지시어가 쓰이는 것이다.

지시어의 분화가 ‘지시 상 구분’의 기능을 갖는 경우는 Oh(2002)에서 언
급되었다. Oh(2002)에서는 담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한 구분이 쉽지 않을 
때,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이’와 ‘그’로 나누어 구분한다고 설명하였
다. 이때, 주요인물에 해서는　‘이’를, 보조인물에 해서는 ‘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상황 4. 준호와 원주 영화를 본 후에 극장에 나오면서 영화에 관한 이야
기를 하고 있다.

   준호: 다음 주에는 이 영화 DVD가 나오는데, 참, ‘그레비티’라는 영화 
알아? 그 영화 티셔츠도 같이 준 .

   원주: 정말?

위의 화에서 ‘이’ 영화는 주요한 것이고 ‘그’ 영화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김에 한 이야기라서 보조적인 것이다.

3.1.4. 상념적 지시

상념적 지시에서 화자가 지시 상에 한 정보를 청자도 알고 있다고 판단
하고 있는 경우에 지시어 ‘그’ 계열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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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5. 영희와 철수는 그들의 친한 친구인 유리의 남자 친구에 해 이
야기하고 있다. 

 영희: 유리의 남자 친구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철수: 아닌 것 같은데? 걔(그 애) 화를 자주 낸다던데?

이 상황에서 지시 상(유리의 남자 친구)은 화·청자 공통으로 알고 있기 때
문에 지시어 ‘그’ 계열을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앞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상념적 지시에서 지시 상의 소속 영역을 화자 
영역으로 정할 수 있는 언어 맥락에서는 ‘이’ 계열 지시어가 쓰인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상황 6. 가은이가 예슬이에게 새로 생긴 ‘커피 나무’라는 카페에 같이 가
자고 하는데 예슬이는 ‘커피 나무’에 해 전혀 모른다.

     예슬: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회사 근처에 분위기 좋은 카페 없어?
     가은: 여기 어때? ‘커피 나무’라고 최근에 생겼어.

위 화에서는 화자만 알고 있는 카페를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열 
지시어가 적절한 답이 될 것이다. 

3.2. 단계별 교육

이정희(2003)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의 단계별 습득 과정에 해 설
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초급 단계의 학습자는 아직 한국어에 관한 총체적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로서, 각각의 개별 항목을 반복 연습함으로써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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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성공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개입하면 한국어를 
완전히 습득하게 된다.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문법 형태소의 다양한 적용을 
실험하기 때문에 각 형태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과 사용을 유
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류가 있는 항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이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 절 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
급 학습자는 자신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자주 틀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확한 
한국어 구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고급 학습자에게는 자신의 
오류 항목을 정리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이정희(2003)의 이러한 단계별 인식이 지시어 교육에서도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3.2.1. 초급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육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급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일상적인 내용을 중
심으로 지시어의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예문을 제시하여 가
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에는 화시적 지
시 중에서도 물리적 지시와 관련된 내용이 적절하다.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다
음과 같다.

 
1단계:
교사가 준비된 그림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 학습자들이 그림을 보고 문장

을 보완하도록 한다．　　　　
　　　　　　　　　　　　　　　　　　　　　　　　　
2단계:
학습자들이 아래 그림9)을 보고 화문을 완성하면 교사는 학습자들이 각 빈

칸에 적혀 있는 지시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확인한다. 또한 왜 학습자들이 
그렇게 답한 이유를 물어본다.

9)아래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 www.baidu.com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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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________ 국물 정말 맛이다

2. 고양이: _______ 파란색 공 내 
거 아냐?

3. 돼지: _______   있는 늑  우
리 집에 오고 있어.

 3단계:
교사는 다시 각 상화의 화를 해석하고 각 빈칸에 맞는 지시어를 제시하며 
화문에서 나온 지시어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3.2.2.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육

중·고급 학습자에게는 화시적 지시 내용 중에서도 물리적 ․ 심리적 교차가 일
어나는 경우에 따른 지시어의 사용을 가르친다.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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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앞자리에 앉아 있는 Mary와 Alice가 뒤돌아보면서 Tina를 비웃고 
있다:

  M:  _______ 왜 항상 울상이야?
  A: 그러네.
상황2: 관중석에서 앉아 계시는 수영 선수의 어머님은 옆자리에 앉은 사

람에게 ‘아들 자랑’을 하고 계신다.

   어머님: ______ 이번에도 일등 했어요.
   옆 사람: 정말 실력이 단하네요!

3.3. 통합적 교육
   
  통합 교육이란 내용과 기술의 통합, 언어 학습 목적의 통합을 이른다(김정숙 
2003:126). 미국이 ‘21세기를 비한 외국어 학습의 기준’에서 제시한 5C라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에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s), 비교
(comparisons), 연계(connections), 공동체(communities)’의 보다 이상적인 통
합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고의 지시어 교육은 특정 언어 내용 · 기술의 학
습이나 특정 목적의 학습을 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통합적 목적의 한국어 교
육과정 및 교수요목은 일반적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상으로 설
계해야 한다.
  성기철(1999)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적 교육 목표
를 기능적 목표(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지식적 목표(언어학 지시의 이해), 
사회·문화적 목표(사회, 문화, 정서, 역사 등의 이해)로 설정하여 이를 통합적으
로 고려할 것을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도 통합적 지시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의 특성, 학습자의 요구, 기존의 언어 교육 등을 참조하여, 통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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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__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에 연연하는 
태도는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러한 태도는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
지 않는다. …

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일반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한국인과의 의사소통과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② 한국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

록 한다.
  ③ 한국어를 이용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여, 한국어 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여 친교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통합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문맥적 지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빈칸 채우기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 또
는 학생 상호간에 읽기와 쓰기와 말하기와 듣기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
안을 활용할 수 있다.

활동:

1단계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아래 글10)을 보여 준다. 학습자들이 화문을 완성하

도록 한다.

2단계

10) 이 글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2012)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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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나 미래 중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__것이 바로 협상과 소송의 가장 
큰 차이다. … 상 가 협상 도중 갑자기 이성을 잃고 화를 낸다면 우선 __ 말하
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 __ 이유를 알아냄으로써 이번 협상이나 다
음 협상에 활용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위의 화문을 잘 완성하게 한 후 학습자들이 빈칸을 
채웠을 때 사용한 지시어를 확인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상황에 맞게 지시어를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게 한다.

3단계
교사가 학습자들이 각 빈칸에 적혀 있는 지시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또

한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에 해 질문한다.

4단계
교사가 다시 이 화문을 해석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한 상황에 

맞는 지시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상황에 맞는 지시어를 기억하도록 한다.

4. 지시어의 교수 ․ 학습 모형

수업 모형(models of instruction)이란 수업 현상을 기술·설명하고 예언·통제
할 수 있게 해 주는 수업의 주요 특징을 간추린 개념과 원리의 체계를 가리킨
다(김창원 외, 2005:34). 문법 지도와 관련하여 교수 ․ 학습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법 지도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향식 접근 방식
(bottom-up approach)과 하향식 접근 방식(top-down approach)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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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향식 수업 구성

상향식 모형은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의 점진적인 교육 방향을 갖되, 문법 
교육의 최종 목표를 담화 층위에 둔다(이미혜 2005: 152). 본고에서의 구체적 
수업 단계는 Larsen-Freeman(1991)이 제시한 ‘도입(warm-up), 제시
(presentation), 연습(practice), 활용(use), 마무리(follow-up)’ 단계를 따라 
‘활용(use)’ 단계에서 담화 차원의 과제 활동을 강조해 활동을 구성했다. 이렇
게 활용 단계의 활동이 과제 수행으로 이뤄져 수업의 최종 목표가 될 때 과제 
중심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향식 모형에서 논의할 과제 기
반 교육과정에서 도출된 전형적인 과제 중심의 수업 모형이 아니며, 과제 활동
이 강조된 상향식 모형이다. 상향식 모형의 수업 구성 단계는 다음과 같다.

도입단계 주제 도입, 동기화   


제시단계
문법 제시
문법 이해(연역적/귀납적 방법)
이해 확인



연습단계 유의미적인 연습 활동


활용단계 과제 활동(이해 활동, 표현 활동)


마무리단계 정리, 격려, 과제물 부여
<상향식 모형의 수업 구성 단계 (이미혜, 2005:152)>

전통적으로 문법 수업은 교사가 문법을 설명해 준 뒤에 학생이 연습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전개되거나 또는 제시(presentation)와 연습(practice)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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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presentation)

연습
(presentation)

생산
(production)

진 방식으로 전개되었다(Thornbury, 1999; 이관규 외 역, 2004:201). 연습 단
계는 언어 사용의 정확성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제2언어 습득이 정확
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생성(production) 단계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는 
유창성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어 수업의 
기본 모형과 이에 따른 수업 구성, 수업 절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 수업 구성
단계 초급
주제 지시어의 기본적인 회시적, 문맥적, 상념적 의미
목표 학습자들이 지시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문법 간단한 회시적, 문맥적, 상념적 지시

◉ 수업 절차

 1. 화시적 지시 개념 제시: 
  활동: 학습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자신과 상 방의 물건, 교실 내 물건을 활

용해서 질문을 묻고 답하기.
  예시: 학생A: 그것은 볼펜이에요? 학생B: 아닙니다. 이것은 만년필입니다.

 2. 문맥적 지시의 기본 개념 제시, 규칙, 언어 맥락을 통해 인식 강화
 
 3. 상념적 지시의 기본 개념 제시, 규칙, 상황 맥락을 통해 인식 강화

활동: 아래 그림11)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11) 이 그림은 <서울  한국어>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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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거는(그거는, 저거는)뭐예요?
B: 이거는(그거는, 저거는)_____이에요/예요.

4.2. 하향식 수업 구성

문법 교육의 상향식 접근은 올바르게 문법을 사용하도록 통제하면서 이끌어 
가는 과정인 반면에, 하향식 접근은 전체 담화나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그 과정에서 특정 문법을 지도한
다. 하향식 접근 방법은 문법을 고립시켜 연습하는 것에 반 하며, 학습자들이 
전체 텍스트 속에서 문법과 그 밖의 언어 사용을 익히도록 한다(이미혜 
2005:158). 과제 중심 접근법은 하향식 접근 방식중의 하나다. 손버리
(Thornbury,1999; 이관규 외 역, 2004:202~203)에서 TTT모형은 ‘유창성에
서 정확성으로’의 순서를 취한다. 이 모형에서 학습자들은 먼저 교사가 제시한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사용해 온 언어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소



- 91 -

 과제 1   →    교수   →  과제 2
 (task)       (teach)     (task)

통 과제를 사용한다. 학생들은 처음의 과제나 그와 유사한 과제를 다시 수행하
기 전에, 이들 특징을 배우고 연습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수업 구성

1 단계
교사는 다음과 같이 지시어가 들어 있는 텍스트를 학습자들에게 읽어 준다. 

이는 주로 학습자들에게 먼저 텍스트의 맥락과 전체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어느 유명한 개그맨의 인터뷰에서 읽었던 이야기다. 오랜 무명생활에 따른 경제
적 어려움을 얘기하던 중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데뷔하자마자 적금을 드는 개그맨은 ‘뜨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다면서요?” 그러
자 그는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라는 취지의 답을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참 신기한 일이다. 왜 신인 때 적금을 드는 개그맨은 뜨지 
못할까? 꼬박꼬박 적금을 붓는 사람이라면, 매우 성실하게 자기관리를 할 확률이 
높다. 그런 사람이 왜 뜨지 못한다는 것일까?

꽤 오랫동안 궁리하다가 내린 결론은 '당연하다'는 것. 그 이유는 이렇다.
적금은 약간 무리해서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12)

2 단계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텍스트에서 나타난 지시어를 빈칸으로 바꾼 텍스트를 학습자들에게 나누어 준
12) 김난도(2010),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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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지시어를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게 한다.

어느 유명한 개그맨의 인터뷰에서 읽었던 이야기다. 오랜 무명생활에 따른 경제
적 어려움을 얘기하던 중에 기자가 (     ) 물었다.

“데뷔하자마자 적금을 드는 개그맨은 '뜨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다면서요?” 그러
자 (     )는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라는 취지의 답을 했다. 

(     ) 말이 사실이라면 참 신기한 일이다. 왜 신인 때 적금을 드는 개그맨은 
뜨지 못할까? 꼬박꼬박 적금을 붓는 사람이라면, 매우 성실하게 자기관리를 할 확
률이 높다. (     )사람이 왜 뜨지 못한다는 것일까?

꽤 오랫동안 궁리하다가 내린 결론은 ‘당연하다’는 것. (     ) 이유는 (     ).
적금은 약간 무리해서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단계
교사는 우선 학습자들에게 각 빈칸에 적은 답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사용하

는지에 해 질문을 한다.

4 단계
교사는 각 문장에 맞는 답을 제시하며 학습자들이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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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학습자의 자료를 검토하여 한국어 
지시어사용 오류를 밝혀내고 그 오류의 원인을 찾음으로써 효율적인 한국어 
지시어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있다.

우선 Ⅱ장에서 지시어와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고 지시어의 교육 내용을 
위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1절에서 한국어 지시어의 분류와 지시어의 기능을 정
리하기 위해 국어학계에서 이루어진 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 상념적 지시 분류에 따라  3절에서 한국어 지시어
의 체계적인 교육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중 지시어의에 한 조분석을 
통해 두 언어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4절에서는 한국 국내와 중국에서 사용
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살펴는데 지시어 교육을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각 교재에서 화시적 지시나 문맥적 지시만 포함되어 있고 상
념적 지시를 다루지 않고 있다.

Ⅲ장에서 모국어화자의 지시어 사용 양상을 조해서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를 분석하였다. ‘문법 판단 테스트’ ‘교육 실태 조사’ ‘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
습자들이 지시어를 공부하는 과정와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존재
하는지, 알아보았다. 시험 상자는 중국인 학습자 50명, 그리고 한국인 모어 
화자 30명을 이루어졌다. 1절에서는 학습자 집단을 중급과 고급 학습자로 나
누어서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 상념적 지시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지시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어떤 부분을 잘못 파악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2절에서는 1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지시어를 사용
할 때 나타난 오류와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오류의 원인은 크게 ‘모국
어의 영향’, ‘목표어 복잡성의 영향’ 및 ‘교육과정의 영향’ 3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졌다.

Ⅳ장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시어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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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1절에서 민현식(2008)의 교육 목표에 따라 학습자의 단계별로 이
해차원과 사용차원을 나누어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2절에서 학습자의 레벨
에 따라 지시어의 기능에 관한 교육 내용과 맥락을 활용한 지시어 교육 내용
을 설정하였다. 그 다음에 상황별 교육, 단계별 교육과 통합적 교육 방법을 어
떻게 지시어 교육에 적용하는지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향식 교육’과 ‘하향
식 교육’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중국인 학습자들의 실제 적인 작문, 구어 자료를 통계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이 지시어 사용의 전반적인 양상을 연구하지 못했
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하여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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您_好：
首先，十分感谢您抽出宝贵时间协助本研究。
我是韩国首尔大学－韩国语教育专业的硕士研究生王鹤凝。
本次调查资料将只用于硕士论文研究，不用于研究以外的活动，并保证不会泄露答

卷者的个人信息。再次感谢您的参与。
这份问卷有22道选择题，请在每题的每个横线上，填上您选择的答案，有的题有多

个横线，可以分别选择不同的答案。比如第三题，有两个横线，可分别选择A,B. 选择
答案以后。请在每道题下面用中文详细地写出选择选择每个答案的理由。请在答题时
不要参阅任何资料，根据掌握的知识回答即可。（问卷完成后请回复到：
summer198707@naver.com ）再次表示真诚地感谢！ 

姓名：    性别：   年龄：   国籍： 
在中国学习韩语的时间：
在韩国学习韩语的时间：
除上课时间外，有无韩国语语言环境：
听说频率（4选2）： 经常听 不经常听 经常说 不经常说
韩国语水平： 中级  高级
联系方式：QQ:               E-mail:                      电话：

부록: 설문지

1. 加恩和公司的好朋友们去聚餐，在餐厅里，加恩的新衣服引起了坐在旁边的好朋友美
英的注意。

가은이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다. 식당에서 가은이의 친구 영미는 가
은이가 새로 산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미영: 또 새 옷 샀어?
가은: 화장품 사러 백화점에 가는 김에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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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____ 거 얼마야?
가은: 할인해서 12만원 주고 샀어.

A.什么也不填 B.이 C.그 D.저

2. 加恩给英美讲述前一天去看电影偶遇前男友的经历。
  가은이는 영미에게 전날 영화 보러 갔다가 우연히 전 남친을 만나게 된 일을 얘

기하고 있다.
가은: 어제 나랑 고등학교 동창 영화 보러 갔는데
_____에서 준호를 본거야
미영: 정말??

A. 什么也不填 B.여기 C.거기 D.저기

3. 加恩和英美在她们常去的咖啡厅里，一边喝咖啡，一边聊天。 
  가은이와 영미는 그들이 늘 가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은: 나는 ____ 카페（咖啡厅）의 모카(摩卡咖啡）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영미: 나도 ____ 카페의 커피와 분위기가 제일 좋아

A.什么也不填 B.이 C.그 D.저

4. 加恩和英美一边喝咖啡，一边看窗外的风景，这时，窗外远处有一个小孩经过...
   가은이와 영미는 차를 마시며 창 밖의 경치를 감상하고 있다. 이 때 창 넘어 먼 

곳에서 한 여자 아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가은: 회사 주변 경치가 참 아름답네....
영미: ____ 애기 봐라.... 너무 귀엽지 않아?
A.什么也不填 B.여기 C.거기 D.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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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加恩和英美上个月去逛街，加恩看中了一件衣服，因为价格太贵，没有买。一周之
后，加恩决定去买那件衣服,可是衣服已经卖没了。

저번 달 영미와 함께 쇼핑하러 갔던 가은이는 마음에 쏙 드는 원피스를 보게 되
었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매를 포기했다. 일주일 후 가은이는 다시 마음 먹
고 그 원피스를 사러 갔는데 품절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가은: 우리 지난 달에 롯데 백화점에서 본 _____ 원피스 기억이 나? 내가 어제 마음 

먹어서 사러 갔는데 다 팔린 거야.
미영: 진짜? 벌써?
A.什么也不填 B.이 C.그 D.저

6.英美过生日，加恩和艺知来为英美庆生，三个人围坐在一起聊天。艺知明明身材苗条，
却一直说自己最近又胖了...

영미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가은이와 예지가 한자리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 
예지는 날씬한데도 계속 자신이 살 찐 것 같다고 한다……

가은: 예지야 오늘 너무 예쁘다!
예지: 아니야 요즈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
가은: (영미한테) ____는 항상 살 하나도 안 쪘으면서 살 쪘다고 하네...
A.什么也不填 B.얘(이 애) C.걔(그 애) D.쟤( 저 애) 

7.一天早晨，加恩在家里吃完早饭正准备去上班，正要出门，突然发现自己不记得把手机
放在哪了，于是问在厨房里的姐姐，看没看到自己的手机，姐姐指着门边的桌子说，不是在
那上面吗？

어느 날 아침, 가은은 아침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막 떠나려던 
참에 자신의 핸드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주방에 있는 언니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지 못했냐고 묻는다. 언니는 현관 옆 테이블을 가르키면서 말했다. “거기에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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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 언니 혹시 내 핸드폰 봤어?
언니: (가은 옆에 있는 테이블 가리키면서) ____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아냐?

A.什么也不填 B.여기 C.거기 D.저기

8. 公司下班，加恩和英美准备晚上一起出去吃牛排。
가은과 영미는 퇴근 후 스테이크 먹으로 가자고 약속한다.

가은: 우리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영미: 그래. 어디로 갈까.... 아, ____ 어때? 회사 회식 갔던 데.....
가은: 스테이크 하우스? 근데 좀 멀지 않아? 차 타면 30분 걸려.
A.什么也不填 B.여기 C.거기 D.저기

9.加恩周日在逛街的时候偶遇了公司同事仁英和她的男朋友，周一，她在公司向英美讲起
这件事。

주말 쇼핑을 즐기고 있던 가은이는 회사 동료인 가영과 그의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된다. 월요일, 가은은 영미에게 이 일을 알려주고 있다.

가은: 나 어제 명동에서 인영이랑 인영 남친 봤다. ____ 남자 얼굴이 장동건 같이 
생겼어, 진짜 멋있더라...

영미: 어머, 정말?
A.什么也不填 B.이 C.그 D.저

10.周末，加恩和姐姐在阳台给花浇水，加恩不小心把喷壶掉在了下一层楼的阳台上，她
和姐姐一起来到楼下邻居的门前，但是加恩很害怕，因为虽然她们从没见过这家的主人，但
是听说是一位很喜欢发脾气的大叔。

(加恩和姐姐来到楼下，姐姐正要敲门..)
주말, 언니와 함께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던 가은이는 물주전자를 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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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떨어뜨리게 된다. 언니와 함께 내려와 아래 층 이웃의 벨을 누르긴 했지만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가 집주인을 전에 뵌 적은 없지만, 화를 
잘 내는 아저씨가 살고 있다고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가은이와 언니는 일층으로 내려와, 언니가 막 벨을 누르려고……)
가은: 언니, 잠깐만...
언니: 왜? 뭐가 무서운데?

가은: ____ 집주인한테 혼나면 어떻해....

A.什么也不填 B.이 C.그 D.저

11.加恩和美英在食堂里吃午饭，一个长得很像玄彬的男生走过来给她们两个派发了某公
司的化妆品试用装，看着他离去的背影，加恩对英美说....

   가은과 영미는 식당에서 점심밥을 먹고 있다. 현빈을 닮은 멋진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모 회사 화장품의 샘플을 나눠주고 갔다.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영미에게 가은이 말하기를……

가은: ___남자 현빈하고 똑같이 생겼네....
미영: 그러네
A.什么也不填 B.이 C.그 D.저

12.一天，加恩下班回家的路上，遇到了强盗，第二天在公司，加恩向英美讲了自己的遭
遇。

   어느 날, 가은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튿날, 회사에 간 가은은 자신이 겪은 무시무시한 일을 영미에게 알리고 있다.

가은: 나 어제 퇴근 길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
영미: 무슨 일이 있었어?가은: 어제 나 집에 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 다가왔어, ___ 남자가 내 팔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가는 거야. 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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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서 ' 빨리 안 놔!' 그랬더니 _____ 남자가 '죽고 싶지 않으면 돈 다 내놔!' 이러는 
거야....

A.什么也不填 B.이 C.그 D.저

13.加恩的公司同事韩智慧不知为什么，最近看起来特别开心。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은이의 회사 동료 한지혜는 요즘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 보였다.
 
가은: 지혜야, 기분이 좋아 보이네,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지혜: ___ 비밀이다.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 나 남자친구 생겼어.
A.什么也不填 B.이것 C.그것 D.저것

14.加恩读高中的弟弟今天参加市里的篮球比赛，现在，弟弟在场上打球，加恩和英美在
看台上观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은이의 남동생은 오늘 시에서 주최한 농구 시합에 
참석하게 되었다. 지금 남동생은 농구장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가은과 영미는 
흥미진진하게 시합을 보고 있다.

가은：（用手指着她在场上打球的弟弟）____가 지난 주 나한테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그랬어...

영미: 미국 학교 등록금은 장난이 아닌데
가은: 내 말이. 근데 ____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영어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하는 말 아닌 것 같아.
A.什么也不填 B.얘(이 애) C.걔(그 애) D.쟤( 저 애) 

15.加恩和英美刚刚在三星剧场看完歌剧“歌剧魅影”，一边从剧场出来，一边讨论刚才的
音乐剧。

가은과 영미는 방금 삼성극장에서 뮤지컬을 보았다. 그들은 극장을 걸어나오면서 
방금 본 뮤지컬에 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107 -

가은: 와, ___ 뮤지컬(音乐剧）역시 세계적인 유명한 작품이네...너무 감동스러워...
영미: ___ 뮤지컬? 글쎄, 나는 영어를 못해서 이해하기 힘들었어....
가은: 아 맞다. 명동에 ' 박 집'이라는 식당 있지? 내가 인터넷으로 _____ 뮤지컬 

티켓(票）을 예매했을 때 ____ 식당 전자할인쿠팡(电子打折券)도 받았어....
영미: 정말? ______ 뮤지컬 티켓을 사면 식당 쿠팡도 나온다고?

A.什么也不填 B.이 C.그 D.저

16.公司午休时间，加恩和英美吃过午饭后，打算找个地方吃冰淇淋。
   점심 식사를 마친 가은과 영미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고 있다.

가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영미: ________ 어때? 우리 희사 건물 지하1층 아이스크림 집 하나 있잖아...
가은: 아, '배네배네'?
영미: 어, 맞아, _____가 가깝고 조용해서 괜찮은데...
A.什么也不填 B.여기 C.거기 D.저기

17.加恩第一次带自己的男朋友回家见父母，吃过饭后，加恩和父母在客厅聊天，男朋友
去厨房给大家到茶，这时，加恩小声地问父母对自己男朋友的看法。

가은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다. 식사 후, 가은은 부모님과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남자친구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다. 가은은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에게 남자친구가 어떠한지를 여쭤본다.

가은: _____ 사람 어때? 괜찮아?
엄마: 사람 좋은데 너보다 나이가 어려서 걱정이다.
가은: 나이 차이는 두 살밖에 안 나잖아.
A.什么也不填 B.이 C.그 D.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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选这个答案的理由: 
18. 加恩和英美在公司讨论昨天晚上会餐的事。
    가은과 영미는 회사에서 어제 저녁 회식한 일에 하여 얘기하고 있다.
영미: 어제 회식할 때 블랙 와이셔츠 입던 남자 누구야?
가은: 어, 배경민.
영미: _____ 사람 진짜 괜찮더라. 남을 잘 배려해 주고.
가은: 네가 몰라서 그래. _____ 사람 내 학교 동창이였거든, 별로인데...
A.什么也不填 B.이 C.그 D.저

19. 一天上午，公司同事知贤在办公室里发布‘小道消息’。
   지현이는 회사에서 “빅 뉴스”를 발표하고 있다.
지현: ___ 이야기 들었어? 이효리 결혼한데
수미: ____이야기는 나 처음 듣는데 설마...
지현: ____ 거는 내가 내 친구한테 들었어, 내 친구랑 이효리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어
수미: ____ 건 우리랑 상관없잖아. 얼른 할 일을 해.
A.什么也不填 B.이 C.그 D.저

20. 加恩想买一个新的照相机，却不知道去哪买比较好
    가은은 새 사진기를 사고자 한다. 그런데 어디 가서 샀으면 좋을지 몰라 한다.

가은: 내가 좋은 카메라를 하나 사고 싶은데 어디 가서 사면 좋을까?
영미: 아, _____ 가면 되는데, '하이마트'라고, 근데 전철 타면 한 30분쯤 걸릴 
거야.
A.什么也不填 B.여기 C.거기 D.저기

选这个答案的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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请根据自己的实际情况，回答以下几个问题(用中文回答即可）
1. 在回答以上问题的过程中，你是依据什么基准来区分이, 그, 저的？
2. 在回答以上问题的过程中，你觉得哪些题（请写出题号）比较难？在解答这些题

的过程中，你遇到了什么困扰？
3. 老师具体地讲过이, 그, 저的用法吗？ 是怎样讲的？
4. 你觉得老师或教材，以什么样的方法，从哪些方面，怎样讲解이, 그, 저 比较好？

21.新年晚会上，加恩在舞台上为台下的公司同事们唱了一首歌，唱完后，她问大家是否
知道她刚刚唱的歌曲的名字。

새해연회 활동에서 가은은 무 에 서서 회사동료들에게 노래를 한 곡 선사했다. 
노래를 마친 가은은 동료들에게 자신이 부른 노래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가은: 혹시 _____ 노래 제목을 아시는 분 계세요?
동료들: 글쎄...
A.什么也不填 B.이 C.그 D.저

选这个答案的理由: 

22. 公司的同事们在一起讨论下周公司聚餐的地点
    회사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 앉아 다음 주 회식장소에 해 토론하고 있다.
예지: 우리 다음주 회식 어디서 할까?
가은: _____ 어때? '바다 이야기'라고 해산물 뷔페인데 최근에 생겼어... 바로 회사 

옆인데....(只有加恩知道这个新开的饭店，别人还不知道)

A.什么也不填 B.여기 C.거기 D.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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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Reference Items in Korean for 　　　
　　　Chinese Korean Learners 

Wang, He 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an efficient teaching materials for 
reference items by reviewing the learning materials of Chinese learners, 
illustrating the errors in using Korean reference items and finding out the 
cause of such errors.    

First, in Chapter Ⅱ, the concept related to reference items was defined and 
the theory for teaching content was investigated. In Article 1, in order to 
summarize the classification and function of Korean reference items, the 
representative studies conducted by the academic world of Korean language 
were explored. In Article 2, in order to prepare systematic teaching methods 
for Korean reference item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deictic 
instruction, contextual instruction and notional instruction, the difference 
between two languag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ference items 
of Korean and Chinese was analyzed. In Article 4, Korean language text books 
used in Korea and China were investigated and the result showed that any 
systematic education for reference items was not made yet. Those text books 
included just deictic instruction or contextual instruction but did not address 
any notional instruction.  

In Chapter Ⅲ, the errors of Chinese learners were analyzed by comparing 
with the practice of using reference items by native speakers. It was also 
investigated what kind of problem existed in the process of learning and the 
process of using reference items through 'grammar assessment test', 'teaching 
fact-finding survey' and 'post interview'.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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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learner and 30 Korean native speakers. In Article 1, the learner group 
was divided into intermediate level learners and advanced learners. And the 
using practice of Chinese learners according to deictic instruction, contextual 
instruction and notional instruction was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it 
could be figured out which part was weak for Chinese learners or wrongly 
known in using reference items. In Article 2,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in Article 1, the causes of the errors and problems appearing when 
Chinese learners used reference items were analyzed. The causes of such 
errors were classified largely into three types; 'influence of native language', 
'influence of the complexity of the targer language' and 'influence of 
educational process'. 

In Chapter Ⅳ, based on the result of precedent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reference items were proposed. In Article 1,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goal of Min, Hyeon-sik (2006), educational goals were set up 
by dividing to understanding level and using level for each phase of learners. 
In Article 2, the content of teaching the function of reference items and the 
content of teaching reference items through the utilization of context were set 
up according to the leaner's level. Then, it was proposed how situational 
education, phased education and integrated educa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teaching of reference items. Lastly, teaching models for 'bottom-up education' 
and 'top-down education' were proposed.    

This study has its limit in that the statistical data for the actual 
composition and speech of Chinese learners were not obtained so that the 
overall aspect of using reference items by Chinese learners could not be 
studied. It is desirable to make further studies on this aspect.  

 
*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ference items, context, eorror 

analysis, Chinese lea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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