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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기능은 다르며 서로 일대일 대응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
는 한국어 시간부사를 사용하는 데 오류를 많이 범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시간부사 유의어 교수 학
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
상과 연구 방법을 밝혔다. 본 연구는 ‘방금-금방, 지금-이제, 계속-내내, 오래-한
참, 먼저-우선, 이미-벌써, 드디어-마침내, 가끔-때때로, 자주-자꾸’등 9쌍의 시
간부사 유의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중국인 중급, 고급 학습자 총 73명에게 문
법성 판단 테스트 설문을 실시하였다. 

Ⅱ장에서는 ‘방금-금방, 지금-이제, 계속-내내, 오래-한참, 먼저-우선, 이미-
벌써, 드디어-마침내, 가끔-때때로, 자주-자꾸’ 등 9쌍의 시간부사를 가지고 의미 
분석, 공기 관계 등 두 가지 측면으로 다양한 예문을 통해 이들 시간부사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들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와 대조 분석
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중급, 고급 학습자 73명에게 실시된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결
과를 분석하였다. 비교적 오류가 적게 나타난 시간부사 유의어는 ‘자주-자꾸’, ‘지
금-이제’, ‘계속-내내’, ‘오래-한참’이었으며, 오류가 비교적 많이 나타난 시간부사 
유의어는 ‘우선-먼저’, ‘드디어-마침내’, ‘가끔-때때로’, ‘이미-벌써’, ‘방금-금방’이
었다. 오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가 주로 언어 간 전이(모국어 간섭, 
즉 중국어 간섭)와 언어 내 전이(목표언어 간섭, 즉 한국어 간섭)에 의해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의 경우, 중국인 학습자들의 시
간부사 유의어 사용 오류에서 배제적 전이와 침입적 전이에 의한 오류가 모두 나타
났다. 하지만 침입적 전이에 의한 오류가 배제적 전이에 의한 오류보다 높은 빈도
로 나타났다. 언어 내 전이에 의한 오류의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양상을 나
타냈다. 첫째, 과잉일반화에 의한 오류이다. 둘째, 한국어 시간부사 의미를 잘 파악
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이다. 셋째, 국어 시간부사가 시제, 상과의 결합을 잘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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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생긴 오류이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인 학습자에 맞는 시간부사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에 
따라 시간부사 유의어를 4군으로 나눴다. 1군은 중국인 학습자가 의미 이해에 큰 
문제가 없는 시간부사 유의어들이다. 2군은 중국인 학습자가 의미를 인식하였지만 
공기 관계 인식이 부족한 시간부사 유의어들이다. 3군은 중국인 학습자가 의미 인
식이 부족하고 공기 관계에 제약 없는 시간부사 유의어들이다. 4군은 중국인 학습
자가 의미 및 공기관계 인식이 부족한 시간부사 유의어들이다. 그리고 이들 시간부
사 유의어를 교수ㆍ학습하는 방법으로 문맥 중심 교수법, 모국어를 활용한 지도 방
법과 형태 초점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4군에서 각각 1쌍의 시간부사 유의어, 
즉 ‘자주-자꾸’, ‘지금-이제’, ‘가끔-때때로’, ‘이미-벌써’를 선정하여 위에서 언급
한 교수ㆍ학습 방법과 OHE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ㆍ학습 모형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의 의미적 차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 및 교수 방안을 설
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요어: 한국어 교육, 시간부사 유의어, 중국인 학습자, 의미 차이, 공기 관계, 
중국어-한국어 시간부사 대조

* 학번:  201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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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목   필요성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
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시간부사의 시제, 상과의 결
합을 분석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대조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수ㆍ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는 굴절어인 데 반하여 중국어는 고립어이다. 이처럼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며 차이점이 많다. 시간표현에 있어, 한국어에서는 주로 선어
말어미 ‘-았/었/겠-’, ‘-더-’, ‘-은(는)다’와 보조 동사 ‘-고 있다’ 등으로 시제와 
상을 나타낸다. 시간부사는 주로 시제와 상을 보조, 명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민현
식(1990:2)에서는 시간부사의 시상 기능은 용언의 시상 기능과 대체로 일치되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용언의 시상 기능에 귀속되어 그것을 보조하
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는 시간부사가 시제와 상을 결정할 수 있는 관점을 
부정하여 시간부사의 기능은 시제와 상을 보조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중국어에서
는 어휘와 문법으로 시간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어휘적으로는 시간명사와 시간부
사로 시간표현을 나타내고 문법적으로는 시태조사(時態助詞) ‘了’, ‘著’, ‘過’ 등으로 
시간표현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시태조사 없이 시간부사와 시간명사가 시제와 
상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시간부사의 기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시간명사와 시간부사를 구분하지 않고 다루지만 중국어에
서는 시간명사를 시간부사의 분류에 제외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선어말어미는 중국어의 사태조사와 일대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 역시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다. 
한국어 시간부사 중에는 유의어가 많다. 이들 시간부사 유의어들 간에 미세한 의미 
차이가 존재하여 쓰이는 상황도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벌써’와 ‘이미’는 두 
개의 중국어 시간부사 ‘ 已經’, ‘ 早就’에 대응한다. 또한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지금’과 ‘이제’는 중국어 시간부사 ‘正，正在’에 대응하는데 ‘지금’과 ‘이제’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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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교체하여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유의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
간부사의 이러한 일대다, 다대일 현상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를 변별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기능은 다르며 서로 일대일 대응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
는 한국어 시간부사를 사용하는 데 오류를 많이 범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시간부사 유의어 교수ㆍ학
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시간부사 유의어를 선정하여 이들의 
의미 및 용법을 분석한다. 

둘째, 유의 시간부사의 의미 분석을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유의 시간부사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오류 원인을 파악한
다. 

셋째,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
한 한국어 시간부사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한국어 시간부사에 한 연구

국어학 연구에서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시간부사의 분류에 대한 연구이고, 둘째는 시간부사 유의어를 분석하고 변별하는 
연구이다.

먼저 시간부사의 분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최현배(1937), 홍종선
(1991), 손남익(1995), 민현식(1999), 서정수(2005) 등이 있다. 

최현배(1937)에서는 시간부사를 ‘때의 점을 보이는 것, 때의 길이를 보이는 것,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의 네 가지로 하위분류를 하였다. 



- 3 -

홍종선(1991)에서는 어휘적 의미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 시간부사를 시점 시간부
사, 시역 시간부사, 방향 시간부사와 반복 시간부사의 네 가지로 하위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그룹에 속하는 시간부사의 쓰임에서 나타나는 동사와 형용사의 결합 관
계를 살펴보았다. 

손남익(1995)에서는 시간부사를 통사론적 자유부사1)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미로 시간부사를 분류하는 데에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시간부사를 과거시
제, 현재시제, 미래시제로 나누고, 또한 시간의 지속의 상대성을 가지고 순간부사와 
지속부사로 나누었다. 그 외에도 상술한 분류에 속하지 않은 무시제 부사2)로 분류
하였다. 

민현식(1999)에서는 용언 시상 개념을 시간부사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용언 시
상 개념에 따라 시간부사를 시제 관련 시간부사와 상 관련 부사로 분류하였다. 또
한 시제 관련 시간부사를 다시 기본시제 시간부사, 부차시제 시간부사로, 상 관련 
시간부사를 문법상 시간부사와 어휘상 시간부사로 분류하였다.

서정수(2005)에서는 시간부사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시간부사류어를 시점/
순간 부사류어, 시간대/시역 부사류어, 시작점 부사류어, 동안 부사류어, 잦기 부사
류어, 차례 부사류어로 하위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시간부사 유의어를 분석하고 변별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이철우
(1982), 온영두(1985), 고이금(1990), 오인근(2003), 봉미경(2005), 권해진
(2008) 등이 있다.

이철우(1982)에서는 현대 국어의 시간부사 유의어 ‘이미’와 ‘벌써’, ‘먼저’와 ‘미
리’, ‘자주’와 ‘자꾸’, ‘오래’와 ‘한참’, ‘늘’과 ‘언제나’, ‘어서’와 ‘얼른’, ‘이제’와 ‘인제’
의 의미 차이를 밝히고 통사론적 입장에서 이런 시간부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기능
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온영두(1985)에서는 각 시간부사의 시상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금’과 
‘금방’, ‘즉시’와 ‘당장’, ‘뜻밖에’와 ‘갑자기’, ‘지금’과 ‘현재’ 등 시간부사 유의어들을 

1) 손남익(1995:21)에서는 시간부사와 장소부사를 통사적으로 위치의 제약이 없는 통사론적 
자유부사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양태부사, 정도부사, 부정부사를 통사적으로 위치의 제약이 
있는 통사론적 제약부사에 속한다고 하였다.

2) 손남익(1995:75)에서는 시간부사 중에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를 나타내지 않고, 순
간적인 시간이나 지속적인 시간을 나타내지도 않는 무시제형 시간부사가 있다고 하였다. 또
한 무시제형 시간부사는 시제 형태소와 결합에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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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시간부사와 시제, 상과의 결합, 시간부사와 동사와의 
결합에 대해 검토하였다. 

고이금(1990)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다시, 또, 도로’, ‘이미, 벌써’, ‘아
직, 여태’, ‘이미, 아직’들의 의미 차이를 밝히기 위해 사전을 통해서 의미자질을 설
정한 후에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를 대치함으로써 시간부사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
를 제시하였다.

오인근(2003)에서는 국어에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들을 유의 부사라고 
하고, 유의 정도부사와 유의 시간부사 ‘다시’와 ‘거듭’, ‘금방’과 ‘방금’, ‘벌써’와 ‘이
미’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유의 부사가 동사, 형용사, 관형사, 명사, 부사와의 공기 
관계를 살펴보고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에서의 공기 관계도 살펴보았다.

봉미경(2005)에서는 시간부사 유의어 ‘방금’과 ‘금방’을 변별하기 위하여 ‘21세기 
세종계획 균형말뭉치’에서 예문을 추출하여 두 어휘의 문법적 지위, 의미, 문법적 
제약, 연어 정보, 문체적 정보, 빈도 정도 등의 어휘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권해진(2008)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이 나타나는 현대 국어 시간부사를 
시점 시간부사, 시역 시간부사, 방향 시간부사, 반복 시간부사 등으로 분류하고 14
개의 시간부사 유의어군을 추출하였다. 어휘적 의미, 시제 제약, 상 제약, 동사와의 
공기 관계, 연어 관계, 서법 제약 등의 측면에서 이들 시간부사 유의어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2.2. 한국어 시간부사 교육에 한 연구

한국어 시간부사 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강현화(2001), 홍윤기
(2009), 최화정(2010) 등이 있다. 

강현화(2001)에서는 빈도를 나타내는 유의 시간부사인 ‘때로-이따금-가끔-간간
이’, ‘늘-항상-언제나’ 등을 대상으로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을 바탕으로 치환 검
증법을 통해 의미 변별 정보를 밝히고 ‘격자틀’과 ‘정도비교선’을 활용한 교육 방안
을 제안하였다. 

홍윤기(2009)에서는 상부사를 지속상, 반복상, 순간상으로 분류하여 상부사의 특
성을 다루었다. 학습자들이 상부사의 상적 의미를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타언어를 통해 학습자에게 상부사의 상적 의미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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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였다. 
최화정(2010)에서는 출현 횟수, 의미, 시제 제약, 상 제약, 서법 제약 등의 면에

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계속-내내-쭉-줄곧’, ‘다시-또-도로’, ‘아직-여태’, 
‘우선-먼저’들을 비교하였으며 격자형 비교표, 정도 차이 비교표 등의 방법으로 시
간부사 유의어 교육 방안을 구축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부사 교육 연구는 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첫째는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를 대조 분석하는 연구이고, 둘째는 
유의 시간부사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먼저 한ㆍ중 시간부사를 대조 분석하는 연구를 보면 진다위(2011), 양단(2011), 
최옥춘(2013), 강춘영(2013), 고산(2014) 등이 있다. 

진다위(2011)에서는 한ㆍ중 부사어를 전체적으로 대조 분석하였다. 한국어의 시
간부사의 개념과 달리, 중국어에서는 빈도부사를 시간부사의 개념에서 제외시켰다. 
의미 및 부사가 문장에 있는 위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어와 중국의 시간부사, 빈
도부사를 대조 분석하였다. 

양단(2011)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표현 방식 및 상 부사 분류를 비교하였
다. 완료상 부사, 예정상 부사, 진행상 부사, 순서상 부사, 순간상 부사, 지속상 부
사, 반복상 부사의 분류에 따라 한중 상부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옥춘(2013)에서는 한국어 중급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서 공통
으로 수록된 시간부사 유의어 ‘아까’와 ‘금방’, ‘계속’과 ‘내내’, ‘자꾸’와 ‘자주’, ‘때때
로’와 ‘가끔’을 선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한국어 유의 시간부사의 의미
를 분석하여 의미 차이를 밝혔다. 그리고 ‘아까/금방’과 중국어의 ‘剛才/方才/剛剛/才
/馬上’, ‘계속/내내’와 중국어의 ‘始終/一直/永遠/連連/連續’, ‘자꾸/자주’와 중국어의 
‘老是/老/頻頻/常/常常/屢次’, ‘때때로/가끔’과 중국어의 ‘間或/偶爾/時而/時時/時常/不
時’를 대조 분석하였다. 

강춘영(2013)에서는 먼저 한ㆍ중 시간부사의 정의를 비교하였다. 그 다음에 ‘다
시-또’, ‘바로-지금’, ‘아직-여태’ 3쌍의 시간부사 유의어를 선정하여 이들 시간부
사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 중국어와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였다. 

고산(2014)에서는 시점 시간부사, 시역 시간부사, 방향 시간부사, 반복 시간부사
의 분류에 따라 시간부사의 의미, 한ㆍ중 시간부사의 의미 대조를 분석하였다. 그리
고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등 시제 표현, 완료상, 진행상 등 상 표현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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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 시간부사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대조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시간부사 교육에 대한 연구를 보면 최경아(2007), 한학철(2013) 등

이 있다.
최경아(2007)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을 위해 현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시간부사 유의어의 현황을 기관별, 단계별로 제시하고 비교하여 유의어 27
쌍을 선정하였다. 또한 시간부사의 유의어군들의 변별적 자질을 분석하여 유의어의 
공통 의미 정리하고 의미 자질 분석, 문법적ㆍ화용적 특징에 대한 비교 분석，연어 
관계 활용을 통한 지도 등으로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학철(2013)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벌써-이미’, ‘아까-방금’을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벌써-이미’, ‘아까-방금’의 변별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
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 설문지를 만들고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
였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가 이들 시간부사 유의어를 변별하여 사용함에 있어 나
타나는 오류 원인을 분석하여 치환검증법, 나열검증법, 한중 대조검증법 등의 유의
어 변별 기준으로 유의어를 변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앞선 연구를 통해 시간부사의 분류, 시간부사 유의어의 변별 정보 등에 관한 연
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시간부사, 특히 시간부사 유
의어의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미흡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부사 교육 연구는 대조 분석에만 그치는 연구가 많았으
며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오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
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보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인 학습자
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변별하여 사용함에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에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 상  방법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2011)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어휘 목록 

및 한국 내의 5개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를 참조하여 시간부사 목록을 설정한다. 이 
6개의 참고자료 중에서 3곳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간부사를 추출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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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1990)의 분류에 따라 유형화했다. 유형별로 ‘방금-금방, 지금-이제, 계속-내
내, 오래-한참, 먼저-우선, 이미-벌써, 드디어-마침내, 가끔-때때로, 자주-자꾸’ 
등 9쌍의 시간부사 유의어를 선정하여 본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세
한 내용은 2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유의 시간부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설계하였다.

일차적으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시간부사 유의어 사용 
양상을 살폈고, 이차적으로 사후 면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오
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간부사가 주로 초급과 중급 단계에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급, 고급 학
습자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4년 6월에 중국 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중, 고급 학습자 73명에게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험
에 참여한 학습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1] 실험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의 정보

시험지는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제의 형식은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기,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유의어를 구별하여 빈칸 채우기, 주어
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 완성하기, 문장의 정오 판단하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후 
면담은 각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습자가 답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학습자의 의견을 녹취를 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대외경제무역대학교 17 14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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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 시간부사 교육을 한 이론  고찰 

1. 한국어 시간부사의 개념  분류

 
한국어 시간부사는 시제 논의와 맞물려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그 개념에 관한 논

의로는 손남익(1995), 서정수(2005) 등이 대표적이다. 
손남익(1995:35)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의 모든 부사를 시간부사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시간부사는 시제 형태소보다 더 명확하게 시간을 보여 준다고 하
였다. 

서정수(2005)에서는 문장 기능과 결합하여 시간부사류라고 정의하고 시간부사류
의 개념을 ‘시간과 관련되는 낱말로서 문장이나 절 또는 동사구를 한정하는 수식어’
라고 하였다. 

시간부사의 분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시간부사의 의미
에 따라 시간부사를 분류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시상 체계에 따라 시간부사를 하위
분류하는 방법이다. 의미상으로 시간부사를 분류하는 연구는 최현배(1937,1971), 
홍종선(1991), 서정수(2005) 등이 있다. 시상 체계에 따라 시간부사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손남익(1995), 민현식(1999) 등이 있다. 

먼저 시간부사의 의미를 기준으로 한 시간부사의 분류를 살펴보겠다.
최현배(1937, 1971)가 처음으로 부사가 시간부사, 장소부사, 상태부사, 정도부사, 

지속부사, 화식부사(話式副詞)로 분류하고 시간부사는 다시 때의 점을 보이는 것, 
때의 길이를 보이는 것,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류하
였다. 최현배(1937, 1971)의 시간부사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때의 점을 보이는 것
  1) 지난적: 일찍, 이미, 아마, 벌써, 어제, 그저께, 그러께
  2) 이적: 이제, 인제, 방금, 금방, 오늘
  3) 올적: 내일, 다음, 차차, 훗날
(2) 때의 길이를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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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항상, 잠시, 잠간, 오래, 곧, 얼핏, 영구히, 영영
(3)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1) 앞선 때: 먼저, 일찍
  2) 같은 때: 같이, 함께, 한꺼번에
  3) 뒤선 때: 나중, 다음
(4)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
    가끔, 매일, 매양, 매번, 자주, 비로소, 처음, 아직, 드디어, 번번

홍종선(1991)에서는 시산부사가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시간성이고 다른 부
사와 마찬가지로 어휘적 의미가 하위분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의
미를 기준으로 시간부사를 ‘시점(時點) 시간부사, 시역(時域) 시간부사, 방향(方向) 
시간부사, 반복(反復) 시간부사’의 4개로 분류했다. 

[표2] 홍종선(1991)에서의 시간부사 분류

시점
시간부사

‘지점’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적 위치 개념.
예: 갑자기, 문득, 별안간, 곧, 곧바로, 금방, 방금

시역
시간부사

동사의 동작이나 사태의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로 시간의 
흐름 선상에서 일정 기간을 점유하는 것.

예: 계속, 내내, 끝없이, 줄곧, 죽, 언제나, 언제든지, 밤새, 
    항상, 잠깐, 잠시, 당분간, 하루 종일

방향
시간부사

시간의 흐름의 방향에 대한 인식인데, 기준시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눔.

예: 결국, 마침내, 끝내, 나중에, 날로, 내내, 당초, 
    드디어, 이윽고, 처음, 먼저, 우선

반복
시간부사

반복성 자체가 시간성을 가리키기보다는 반복되어 자꾸 
나타났을 때 그때마다 시간적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부사에 

속함.
예: 가끔, 간혹, 이따금, 때로, 때때로, 더러, 드물게, 다시, 또,  

      또다시, 만날, 자꾸, 자주,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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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수(2005)에서는 부사류어의 용어를 사용했으며 부사류어를 자유 부사류어와 
제약 부사류어로 나누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류어, 즉 시간부사류어는 자유 부
사류어에 속하며 시점/순간 부사류어, 시간대/시역 부사류어, 시작점 부사류어, 동안 
부사류어, 잦기 부사류어, 차례 부사류어로 하위분류하였다.

[표3] 서정수(2005)에서의 시간부사 분류

다음으로 시상 체계에 따라 시간부사를 분류하는 연구를 살펴보겠다.
손남익(1995)에서는 시간부사를 과거시제 시간부사, 현재시제 시간부사, 미래시

제 시간부사, 순간성 시간부사, 지속성 시간부사, 무시제형 시간부사로 나누었다.

[표4] 손남익(1995)에서의 시간부사 분류

민현식(1999)에서는 시간부사를 시제 관련 시간부사와 상 관련 시간부사로 나누

시점/순간 부사류어 시점이나 순간점을 나타냄:
방금, 이제, 이 순간에, 정각에

시간대/시역 부사류어 정한 시점의 앞뒤 시간대를 포함하여 가리킴:
요즈음, 근래에

시작점 부사류어 동작이나 사태의 시작점을 나타냄:
10시부터, 이제부터

동안 부사류어 정해진 시간적 기간을 나타냄:
한참, 오랫동안

잦기 부사류어 동작의 빈도를 나타냄:
가끔, 때때로

차례 부사류어 시간적인 앞뒤 관계를 나타냄:
처음에, 이미, 벌써

과거시제 금방, 방금, 막, 아직, 벌써, 아까, 이미, 이제야…
현재시제 금시, 요즘, 지금, 현재…
미래시제 금후, 이후, 어서, 이따, 이따가, 조만간…
순간성 갑자기, 곧바로, 느닷없이, 돌연히, 문뜩…
지속성 내내, 밤새, 시종, 연일, 온종일, 잠깐, 줄곧…

무시제형 난생, 드디어, 앞서, 먼저, 어느덧, 언제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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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제 관련 시간부사를 시제부사, 상 관련 시간부사를 상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
였다. 시제부사는 기본 시제부사와 부차 시제부사로 나누고 기본 시제부사는 선행
시(과거), 동시 또는 일치시(현재), 후행시(미래), 미지시, 부정시 등으로 나누고 부
차 시제부사는 직전 선행시와 직후 선행시로 나누었다. 그리고 상 시제부사를 문법
상 시간부사와 어휘상 시간부사로 나누었으며 다시 어휘상 시간부사를 순서상，순
간상, 지속상, 반복상으로 하위분류하였고 문법상의 시간부사를 완료상과 진행상으
로 하위분류하였다.

시제
부사

기본 
시제 
부사

선행시 전에, 일찍이, 그제, 어제, 옛날, 작년,  
  지난해…

동시 또는 
일치시

이제, 오늘, 요즈음, 올해, 지금...

후행시 후에, 앞으로, 장차, 내년, 내일, 모레...
미지시 언제, 어느 때, 어느 날...
부정시 아무 때, 아무 날...

부차 
시제 
부사

직전 선행시 방금, 금방, 갓, 아까, 조금전...
직후 후행시 금방, 곧, 즉시, 바로, 이따가, 조금후...

상
부
사

문
법상
부사

완료
상

이미, 벌써

진행
상

단순진행상 바야흐로, 한창
미완료진행

상
아직

어
휘상
부사

순서
상

선행상 시초선행상 처음, 최초, 비로소, 
본래, 원래

비교선행상 먼저, 우선
사전선행상 미리, 앞서, 일찍, 어서

동시상 일시동시상 한꺼번에, 동시에, 
일시에

적시동시상 마침, 때마침, 적시에
상태동시상 함께, 같이, 더불어

후행상 종반후행상 나중에, 마지막에, 끝에
비교후행상 다음에, 후에
양태후행상 과연, 마침내, 드디어,   

  이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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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민현식(1999)에서의 시간부사 분류

민현식(1999)에서는 시상 체계를 이용하여 시간부사를 위와 같이 세밀하게 분류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시간부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부사
가 시제, 상과의 공기 관계도 분석하고자 한다. 시간부사가 시제, 상과의 결합을 분
석하려면 시상 체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따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민현
식(1999)에서의 분류는 손남익(1995)에서의 분류보다 더 정밀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민현식(1999)의 분류를 기본 체계로 하여 따르도록 한다.

2. 교육용 시간부사 유의어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교육용 시간부사를 선정하였다.

성상후행상 늦게, 더디, 천천히
순간
상

문득, 갑자기, 홀연히, 난데없이, 순식간에, 일순간, 순간,  
  얼핏

지속
상

특정기간지
속상

새벽, 저녁, 황혼, 한밤중, 종일, 
겨우내, 평생

시한지속상 여태, 지금껏, 예로부터, 이제부터, 
어제까지

단기간지속
상

잠깐, 잠시, 한때

장기간지속
상

오래, 길이, 영원히

불변지속상 항상, 늘, 매양, 내내, 시종
연속지속상 잇달아, 계속, 연이어
점진지속상 날로 점점, 점차, 차차, 나날이

반복
상

단순반복상 다시, 또, 또다시, 도로
주기반복상 규칙적반복

상
날마다, 해마다, 매번,  

  매일
불규칙적반

복상
빈번히, 가끔, 이따금,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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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립국어원(2011)의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어휘 목록을 참
조하여 시간부사를 추출하여 초급, 중급, 고급별로 시간부사 목록을 설정하였다. 설
정한 시간부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6] 국립국어원(2011)의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어휘 목록의 시간부사

둘째, 한국 내의 5개 대학교에서 출판하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참고하
여 교재에서 나온 시간부사를 추출하여 대학기관별, 초급 중급 고급별로 시간부사 
목록을 설정하였다. 참고한 교육기관 및 교재는 서울대학교 <한국어>, 이화여자대
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연세대학교 <연세한국
어>, 경희대학교 <한국어>이다. 각 교재에서 나온 시간부사는 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초급 또, 다시, 아직, 이미, 이제, 지금, 곧, 먼저, 현재, 우선, 갑자기, 계속, 
늘, 잠시, 언제나, 벌써, 자주, 항상, 점점, 자꾸, 가끔, 마침내, 때로, 

잠깐, 아까, 같이, 때때로, 오래
중급 언제가, 금방, 끊임없이, 마침, 드디어, 어느새, 막, 내내, 영원히, 

곧바로, 간혹, 방금, 한창, 곧장, 어느덧, 당분간, 끝없이, 매주, 끝내, 
또다시, 앞서, 차츰, 매번, 이윽고, 줄곧, 장차, 이어서, 이제야, 이어, 

오래도록
고급 차차, 갈수록, 금세, 선뜻, 언뜻, 수시로, 갓, 다시금, 인제, 시종, 

곧이어, 불현듯, 바야흐로, 매월, 때마침, 돌연, 오래오래

초급 중급 고급

서
울

다시, 아직, 요즈음, 요즘, 
일찍, 자주, 지금

곧, 곧장, 그동안, 
나중에, 마침내, 먼저, 

매시, 매주, 모레, 미리, 
바로, 벌써, 아까, 

(아직도), 오래간만, 
오랫동안, 이따가, 이제, 

가끔, 
결국(은), 금방, 
끊임없이, 끝내, 
(오전)내내, 막, 
삽시간에, 요새, 

이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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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잠깐, 처음, 한참, 항상, 
갑자기, 계속(해서), 당시, 

드디어, 마침, 매일, 
밤새도록, 방금, 새로, 

앞으로, 언제가, 언제든지, 
오래, 오랜만에, 우선, 

잠시, 하루 종일

점점, 조만간, 
차차, 최근, 
하루빨리, 

한동안, 흔히

이
화
여
대

가끔, 갑자기, 곧장, 금방, 
다시, 먼저, 바로, 요즘, 

자주, 지금, 처음

당장, 드디어, 문득, 
미리, 아직, 자꾸, 평생, 

항상, 동시에, 날로, 
때때로, 막상, 어느새, 
머지않아, 순간순간, 

(오전) 내내, 하루 종일, 
한참

당분간, 
뒤늦게, 마침내, 
조만간, 짬짬이, 
최근, 한밤중, 
한평생, 훗날

서
강
대

내일, 다시, 때때로, 빨리, 
일찍, 잠깐, 지금, 어제, 
오늘, 요즘, 이제, 그때, 

갑자기, 그동안, 나중, 먼저, 
아까, 아직, 어서, 이따가, 
자주, 종일, 처음, 바로, 

하루 종일, 가끔, 계속, 곧, 
금방, 드디어, 벌써, 오래, 
오랫동안, 항상, 날마다, 

언제든지, 천천히

미리, 잠시, 점점, 결국, 
방금, 종종, 한참, 자꾸, 
우선, 때로, 당장, 얼른, 

오래오래, 점차, 여전히, 막

끊임없이, 
당시, 이미, 
점점, 즉시, 
최근, 일단, 
한꺼번에, 

급격히, 서서히, 
차츰

경
희
대

매일, 먼저, 빨리, 어서, 
어제, 언제, 잠시만, 자주, 

처음, 모레, 가끔, 계속, 곧, 
그동안, 그저께, 나중, 

드디어, 바로, 벌써, 아까, 
아직, 언제든지, 오래, 요즘, 
이따가, 이제, 일찍, 잠깐, 

갑자기, 내내, 늘, 마침, 
미리, 어느새, 자꾸, 점점, 

최근, 한꺼번에, 한참, 
금방, 막, 매번, 드디어, 
점차, 당장, 얼른, 평소

간혹, 결국, 
곧장, 미처, 

차차, 틈틈이, 
차츰, 이왕, 

금세, 급격히,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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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한국어 교재에서 나온 시간부사

셋째, 국립국어원(2011)에서 추출된 시간부사 목록과 각 대학 교재에서 추출된 
시간부사를 분포수별로 정리하였다. 시간부사를 분포수가 많은 것에서 분포수 적은 
것으로 순서를 배열하였다. 분포수가 많은 시간부사는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
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분포수가 
많이 나타나는 시간부사 34개, 즉 3군데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시간부사를 본 연구
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8] 분포수가 가장 많은 34개 시간부사 목록

넷째, 유형에 따라 시간부사 유의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추출된 시간부사를 민현
식(1999)의 분류대로 유형화하였다. 

천천히, 하루 종일, 항상

연
세
대

가끔, 그제, 나중, 날마다, 
내일, 매일, 매주, 모레, 
바로, 빨리, 아직, 어서, 

어저께, 어제, 오늘, 요즘, 
이따가, 일찍, 자주, 잠깐, 

지금, 다시, 또, 먼저, 오래, 
곧, 금방, 벌써, 우선, 
오래간만, 점점, 종일

갑자기, 결국, 계속, 
당장, 드디어, 마침, 아까, 

어느새, 영원히, 일단, 
한꺼번에, 내내, 나날이, 

지금

끊임없이

분포수 시간부사
6 다시, 바로, 아직, 먼저, 갑자기, 가끔, 자주, 금방, 드디어
5 지금, 곧, 계속, 벌써, 오래, 항상, 자꾸, 잠깐, 아까, 내내
4 이제, 우선, 마침내, 마침, 어느새, 막, 곧장, 미리, 한참, 나중
3 방금, 차츰, 잠시, 때때로, 이미

시제부사 과거 금방, 아까, 막, 방금
현재 지금, 이제
미래 바로, 곧3), 나중, 곧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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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유형화된 시간부사 목록

다섯째, 분류된 시간부사의 유형에 따라 교육용 시간부사 유의어를 선정한다. 선
정된 시간부사를 <바른말 반대말>사전에서 다시 확인한다. 선정된 시간부사 유의
어쌍은 다음과 같다. 

[표10] 선정된 교육용 시간부사 유의어 목록

 

3.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변별 정보

 

3.1. 시제부사

시제부사는 시점을 표현하는 시간부사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한국어 교
3) 온영두(1985:53)에서는 ‘바로’와 ‘곧’은 의미면에서 의미 차이가 없는 듯하며 다만 기준시 

이후 사건이 ‘바로’보다 ‘곧’이 긴 시간을 요구하며 ‘곧’은 과거보다는 미래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곧’과 ‘바로’의 의미 차이를 연구하지 않
으며 ‘곧’과 ‘바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4) 권해진(2008:187)에서는 ‘잠시’는 ‘매우 짧은 시간에’ 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잠깐’과 
대부분의 문장에서 대치가 가능하다. 미묘한 어감의 차이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
든 문맥에서 ‘잠깐’과 ‘잠시’는 구별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잠깐’과 ‘잠시’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지 않겠다. 

상
부
사

어휘상 순서상 먼저, 드디어, 우선, 마침내, 미리
순간상 갑자기
동시상 마침
지속상 계속, 오래, 항상, 잠깐, 내내, 한참, 잠시4), 차츰
반복상 다시, 가끔, 자주, 자꾸, 때때로

문법상 완료상 이미, 벌써
진행상 아직, 한창

시제부사 과거 방금-금방
현재 지금-이제

상부사 순서상 먼저-우선, 드디어-마침내
지속상 계속-내내, 오래-한참
반복상 가끔-때때로, 자주-자꾸
완료상 이미-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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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서 분포수가 많았던 ‘방금-금방’, ‘지금-이제’의 두 쌍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3.1.1. 방 - 방 

1. 의미 분석
<표준국어대사전> 및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방금’과 ‘금방’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1] ‘방금-금방’의 사전적 의미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방금’을 ‘바로 조금 전’ 하나의 의미로, <표준국어대사
전>에서 ‘방금’을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조금 전’, ‘말하는 시점과 같은 때’, ‘말하
는 시점보다 조금 후’라는 의미로 나누어 설명한다. ‘금방’의 경우에는, <연세한국
어사전>이 ‘금방’을 ‘조금 뒤에’, ‘조금 전에’, ‘바로, 연이어서’, ‘순식간에’와 같이 의
미가 다른 항목 4개를 제시하였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은 ‘조금 전에’와 ‘말하는 시
점과 같은 때’라는 의미만을 제시하고 이를 ‘방금’과 같다는 항목을 제시한다.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방금’은 말하는 시점 이전을 나타내고, ‘금방’은 말하는 
시점 이전과 이후를 모두 나타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민현식(1999)에서도 
‘방금’과 ‘금방’을 직전과거, ‘금방’은 직후미래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사전 ‘방금’의 의미 ‘금방’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①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조금 
전에. ≒금방01① 

②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에. 
≒금방②            

③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에.  

①=방금01①   
②=방금01② 
③=방금01③   

연세한국어사전 바로 조금 전. 
조금 뒤에 곧.
조금 전에 막.

바로, 연이어서.
순식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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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방금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
    ㄴ. 금방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
    ㄷ. 저녁은 방금 먹었어.
    ㄹ. 저녁은 금방 먹었어.

위 예문에서 ‘방금’과 ‘금방’은 발화시 이전 시점을 나타내며 유의관계를 보인다. 
봉미경(2005:15)에서는 1000만 어절 말뭉치에서 추출한 ‘방금’의 용례 389개 중

에 기준시 이후 시점을 나타내는 ‘방금’의 예문은 오직 3개뿐이라 기준시 이후 시점 
의미로 사용하는 ‘방금’의 빈도가 현격히 낮으므로 ‘방금’의 기준시 이후 의미는 예
외적인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389개 용례 중에서 기준시 일
치 시점을 나타내는 ‘방금’의 예문도 7개에 불과하므로 ‘방금’의 주된 의미는 기준시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준시 이후 시점을 나타내는 예문에서 
‘방금’으로 ‘금방’을 대체하여 쓰이는 것이 매우 어색하다.

(2) ㄱ. 사랑 고백을 듣자 그녀는 {금방/?방금} 얼굴이 빨개졌다. 
    ㄴ. 이 소식을 듣자 수진은 {금방/?방금} 눈이 휘둥그레졌다.

따라서 ‘방금’의 주된 의미는 기준시 이전 시점을 나타내며 ‘금방’은 기준시 이전 
시점과 기준시 이후 시점 의미를 가진다. 기준시 이전 시점 의미에서 두 부사는 서
로 대치하여 쓰일 수 있으며 유의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준시 이후 시점 의미를 나
타낼 때는 ‘방금’보다 ‘금방’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2. 공기 관계
권혜진(2008:33-40)에서는 기준시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방금’과 ‘금방’은 완료

상이나 과거시제에만 어울려 쓰일 수 있는데 현재시제와 미래시제에 결합하면 어색
하다고 하였다. 

 (3) ㄱ. {방금/금방} 버스가 출발했다.
     ㄴ. 기차가 {방금/금방} 도착했다.
     ㄷ. 그녀는 *방금 중학생이 된다.



- 19 -

     ㄹ. 그녀는 *방금 중학생이 되겠다.

봉미경(2005:18)에서는 기준시 이후 시점 의미를 나타내는 ‘금방’은 과거시제, 현
재시제, 미래시제에 제약 없이 모두 쓰일 수 있으며 동사의 완료상, 미정상과 모두 
공기 가능하다고 하였다. 

(4) ㄱ. 철수는 금방 서른이 되었다.
    ㄴ. 철수는 금방 서른이 된다.
    ㄷ. 철수는 금방 서른이 되겠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방금’과 ‘금방’은 기준시 이전 시점이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금방’은 기준시 이후 시점도 나타낼 수 있고 ‘방금’은 기준시 이후 
시점을 나타나면 어색하다. 기준시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방금’과 ‘금방’은 과거시
제나 완료상과만 공기가 가능하며 기준시 이후 시점을 나타내는 ‘금방’은 현제, 과
거, 미래와 모두 공기 가능하고 완료상과 미정상과도 공기 가능하다. 

[표12] ‘방금-금방’의 변별 정보

3.1.2. 지 -이제

1. 의미 분석
<표준국어대사전> 및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지금’과 ‘이제’의 의미를 정리하면 

방금 금방
공통 의미 기준시 이전 시점.
개별 의미 기준시 이후 시점.
시제제약 과거시제와

만 공기 가능.
기준시 이전 시점: 과거시제와 공기 가능.

기준시 이후 시점: 과거, 현재, 미래와 모두 
공기 가능.

상제약 완료상과만 
공기 가능.

기준시 이전 시점: 완료상과만 공기 가능.
기준시 이후 시점: 완료, 미정상과 공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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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와 같다.5)

[표13] ‘지금-이제’의 사전적 의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금’이 부사로 쓰일 때의 의미는 ‘말하는 바로 이때에’, 
‘이제’가 부사로 쓰일 때의 의미는 ‘바로 이때에,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라
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지금’과 ‘이제’는 모두 ‘말하는 바로 이
때에’라는 의미를 공유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라는 의미
가 더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지금’이 부사로 쓰일 때 “바로 이제, 이 시간에, 오늘 
날에 이르러, 현재”라는 의미를, ‘이제’가 부사로 쓰일 때 “바로 지금, 이때에, 지금
부터 앞으로, 지금에 이르러”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제시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연세한국어사건>에서 제시된 ‘지금’과 ‘이제’는 모두 ‘바로 이제, 이때에, 지
금에 이르러’라는 의미를 공유하지만 ‘이제’는 ‘지금부터 앞으로’라는 의미가 더 있
다는 것이다.

사전에서 제시한 설명만으로는 ‘지금’과 ‘이제’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과 ‘이제’의 의미 차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다. 

‘지금’과 ‘이제’가 쓰일 수 있는 상황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5) ‘지금’과 ‘이제’는 명사로 쓰일 때의 의미를 정리하지 않으며 부사로 쓰일 때의 의미만 정리

하였다.

사전 ‘지금’의 의미 ‘이제’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말하는 바로 이때에. 바로 이때에,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연세한국어사전 1. 바로 이제, 이 시간에.
2. 오늘 날에 이르러, 현재.

1.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2. 지금부터 앞으로.
3. 지금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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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지금’과 ‘이제’를 서로 교체하여 쓸 수 있는 상황이고, 둘째는 ‘지금’만 사용
할 수 있고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셋째는 ‘지금’은 쓰이지 못하고 ‘이
제’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첫째, ‘말하는 바로 이때에’의 의미를 나타낼 때 ‘지금’과 ‘이제’가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5) ㄱ. {지금/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
    ㄴ. 미나는 {지금/이제} 한국을 떠나야 한다.
    ㄷ. {지금/이제} 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지금’이 쓰일 
때와 ‘이제’가 쓰일 때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그 예를 보겠다.

(6) 철수는 {지금/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6)에서 ‘지금’과 ‘이제’가 모두 쓰여서 말하는 바로 이때에 철수가 공부하고 있다
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제’는 그 전에 공부해야 했는데 철수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시점에 공부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지금’만 쓰일 수 있는 상황이다. 여위령(2012:47)에서는 ‘곧, 바로, 당장’ 
등 부사가 ‘지금’과 함께 사용 가능하지만 이러한 문장에서 ‘이제’를 쓰이면 어색하
다고 했다. 

(7) ㄱ. 내 꿈을 이루어지면 {지금/?이제}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
    ㄴ. {지금/?이제} 당장 이 서류를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
    ㄷ. 궁금하신 분은 {지금/?이제} 곧 우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ㄹ. {지금/?이제} 바로 와 주세요. 

(7)의 예에서, ‘지금’은 ‘당장, 곧, 바로’ 등의 부사와 같이 쓰여서 화자가 발화하
는 바로 그 시점을 나타낸다. 이런 문장에서는 ‘이제’가 쓰이는 것보다 ‘지금’이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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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제’만 쓰이는 상황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제’는 ‘지금’에 비해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이제’만 사용 가능하다. 박시현(2003:6)에서 ‘이제’가 때를 지시하는 것 
이외에 국면의 전환을 지시하는 기능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제’의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8) ㄱ. 살 것 다 샀으니 {*지금/이제} 그만 가자.
    ㄴ.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이제} 정리를 해보자.

예문 (8ㄱ)에서는 지금까지 가지 않았으며 ‘이제’ 가자는 의미를 나타낸다. (8ㄴ)
에서는 지금까지 얘기만 하였으니 이제 정리해보자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8)에
서는 ‘이제’는 전에 계속하던 행동을 중지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 쓰이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이제’가 ‘지금부터 앞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의 의미와 다르다. ‘이제’는 말하는 시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점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낼 때 ‘지금’이 ‘이제’를 대체할 수 
없다. 

(9) ㄱ. {*지금/이제} 며칠 후면 개학이다.
    ㄴ. {*지금/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예문 (9)에서 ‘이제’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시
점까지 나타낸다. ‘지금’은 그러한 의미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을 사
용할 수 없다.

2. 공기 관계
임유종(1999:88)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이나 ‘이제’는 현재의 의미를 드러내므

로 ‘-는다’와 결합할 수 있으나 과거시제 ‘-었-’과는 어울리기 어렵다고 기술했지
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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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철수는 {지금/이제} 밥을 먹는다.
     ㄴ. 철수는 {지금/이제} 밥을 먹었다.6)

(10ㄱ, ㄴ)의 예문을 보면 ‘지금/이제’의 수식 기능이 다르다. (10ㄴ)에서 ‘-었-’
은 과거 시제의 의미보다는 ‘완료상’의 의미를 드러내 주고 있다. (10ㄱ)에서 ‘지금’
이 현재의 의미를 수식하는 반면에, (10ㄴ)에서 ‘지금’은 단순히 ‘현재’라는 시간을 
나타내주고, ‘-었-’은 ‘과거’라는 시제적인 의미보다는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로 나
타남을 볼 수 있다.

손남익(1995:71)에서는 ‘지금’과 ‘이제’는 미래시제소인 ‘-겠-’과 결합하면 비문
이 되며 추정의 ‘-겠-’과는 같이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11) 철수가 {지금/이제} 밥을 먹겠다.

예문 (11)에서 ‘-겠-’은 추측을 나타내며 ‘지금’, ‘이제’와 공기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지금’과 ‘이제’는 ‘말하는 바로 이때에’라는 의미를 공통적으

로 가지고 있으며 ‘말하는 바로 이때에’의 의미로 쓰일 때 ‘지금’과 ‘이제’는 교체하
여 쓰일 수 있다. 단지 의미상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단절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제’는 말하는 이때와 함께 그 이후의 시점을 가리키기
도 한다. 시간부사 ‘지금’, ‘이제’는 추정으로 나타나는 ‘-겠-’과 자유로이 공기 가
능하지만 미래시제소로 나타나는 ‘-겠-’과 결합하면 어색하다. ‘지금, 이제’는 경우
에 따라 ‘-었-’과 결합할 수 있는데, ‘-었-’이 과거로 해석되는 경우는 결합할 수 
없고 ‘-었-’이 완료로 해석되는 경우는 결합할 수 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6) 손남익(1995:71)에서는 ‘철수가 밥을 지금 먹었다.’라는 표현을 비문으로 보았다.

지금 이제
공통 의미 말하는 바로 이때에
개별 의미 과거와 단절된 느낌,

말하는 이때와 함께 그 이후의 시점
시제제약 과거제약. 과거제약.
상제약 없음. 없음



- 24 -

[표14] ‘지금-이제’의 변별 정보
 

3.2. 상부사

상부사는 상을 실현하는 부사로 순서상, 지속상, 완료상, 반복상에 해당하는 부사
들 중에 빈도 높은 상 관련 부사들을 살펴본다.

3.2.1. 순서상 

  3.2.1.1. 우선-먼

1. 의미 분석
<표준국어대사전> 및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나온 ‘우선’과 ‘먼저’의 의미를 살

펴보겠다.

[표15] ‘우선-먼저’의 사전적 의미

사전을 살펴보면 ‘우선’은 어떤 일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먼저’는 시간이
나 차례에서 앞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떤 것에 앞서서’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
서 유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ㄱ. 그럼 우리 샤워는 나중에 하고 {우선/먼저} 식사부터 하지요. 
     ㄴ. {우선/먼저}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우선’의 의미 ‘먼저’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일에 앞서서.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연세한국어사전 1. (다른 것을 하기에 앞서) 

먼저.
2. 일단.

시간으로나 차례에서 
앞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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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성적으로 높이려면 {우선/먼저} TV 시청 시간부터 줄여야 한다.

예문 (1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선’, ‘먼저’는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12ㄱ)에서 샤워하는 것보다 
앞서 식사 할 것을 말하고 있고, (12ㄴ)에서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에서 앞서 해야 할 일이 담배를 끊는 것임을 말하고 있고, (12ㄷ)에서 성적 향상을 
하기 위해 TV 시청부터 줄여야 한다고 앞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다. 

최경아(2007:101)에서 ‘먼저’는 주로 사람이나 일, 시간의 순서가 비교 대상이 
되고, ‘우선’은 일이나 방법의 순서가 비교 대상이 된다고 ‘먼저’와 ‘우선’의 의미 차
이를 분석하였다.

(13) ㄱ. 가: 누가 {먼저/*우선} 왔어요?
         나: 영이가 {먼저/*우선} 왔어요.
     ㄴ.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우선} 일어날게요.
     ㄷ. 저는 조금 이따가 갈 테니까 {먼저/*우선} 가세요.
     ㄹ. {먼저/우선} 해야 할 일이 뭔데요?
     ㅁ. {먼저/우선} 샤워하고 밥 먹어요.

예문 (13ㄱ)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적인 순서로 누가 앞서서 왔는지를 묻고 대
답하는 상황에서는 ‘우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
다. (13ㄴ)에서도 화자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앞선다는 것
을 의미하므로 ‘먼저’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예문(13ㄷ)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화자보다 앞서서 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선’을 사용하면 어색하다. 
예문 (13ㄹ, 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떤 일에 대해 시간적으로나 순서적으로 
앞선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먼저’와 ‘우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공기 관계
손남익(1995:75)에서는 ‘먼저’와 ‘우선’은 시제 형태소와 결합에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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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ㄱ. 내가 먼저 왔다.
     ㄴ. 내가 먼저 온다.
     ㄷ. 내가 먼저 오겠다.

이상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선’과 ‘먼저’는 ‘무엇보다 앞서’라는 의미에 유의 관계
가 있으며 서로 대체하여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사람이나 일의 시간이
나 순서일 때에는 ‘먼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비교 대상이 일이나 방법
의 시간이나 순서일 때 ‘우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우선’과 ‘먼저’는 시
제, 상의 결합에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표16] ‘우선-먼저’의 변별 정보

3.2.1.2. 드디어-마침내

1. 의미 분석
<표준국어대사전> 및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드디어’와 ‘마침내’의 의미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한다. 

 
[표17] ‘드디어-마침내’의 사전적 의미

우선 먼저
공통의미 무엇보다 앞선 때에.
개별의미 비교 대상은 일이나 방법의 

시간이나 순서.
비교 대상은 사람이나 일의 

시간이나 순서.
상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시제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사전 ‘드디어’의 의미 ‘마침내’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드디어 마지막에는. 

연세한국어사전 (여러 고비를 거치고) 끝에 
이르러, 결국에 가서, 마침내.

1. 마지막에는.
2. 드디어, 마지막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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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드디어’를 사용하여 ‘마침내’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이
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양자를 구분하여 쓰는 데에 있어 혼동을 줄 수 있으며 이
러한 사전의 기술만으로는 학습자가 ‘드디어’와 ‘마침내’의 의미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음에서 예시를 통해 ‘드디어’와 ‘마침내’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어떤 과정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실현됨을 나타낼 때 ‘드디어’와 ‘마침내’는 서로 
교체하여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15) ㄱ. {드디어/마침내} 그가 시험 보러 떠날 시간이 되었다.
     ㄴ. {드디어/마침내} 나에게도 응시할 기회가 왔다.
     ㄷ. {드디어/마침내} 선거가 끝났다.    
  
이상의 예문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이 발화할 때 이미 실현되었다는 의미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시제와 어울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와 ‘마침내’는 서
로 교체가 가능하다. 

<외국인 학습 사전>에서 ‘드디어’와 ‘마침내’의 의미 차이를 ‘마침내’는 기대하는 
대로 어떤 일이 끝나거나 일어났음을 나타낼 때 쓰고, ‘드디어’는 기대하는 어떤 일
이 일어났을 때 쓴다고 했다. 특히 ‘드디어’는 기대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

(16) ㄱ. {마침내/*드디어} 그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예문 (16)에서 기대하지 않은 ‘몸이 아프다’는 일이 일어날 때 ‘마침내’가 쓰이며 
‘드디어’는 쓰이지 않는다. 

 
2. 공기 관계
‘드디어’는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상에 있어서는 

진행상의 제약이 나타난다. 

(17) ㄱ. 고생하더니 드디어 성공한다.
     ㄴ. 고생하더니 드디어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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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고생하더니 드디어 성공할 것이다.
     ㄹ. *고생하더니 드디어 성공하는 중이다. 

‘마침내’는 힘든 과정을 통해 결과가 실현되는 의미를 강조하므로 과거시제와 어
울리지만 미래시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상에 대해선 진행상의 제약이 나타난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드디어’와 ‘마침내’는 ‘어떤 과정으로 말미암아 결과
가 실현됨’의 의미를 표현할 때 서로 교체하여 쓰일 수 있다.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마침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시제와 상의 제약에 
있어서, ‘드디어’는 시제제약을 나타내지 않으며 ‘마침내’는 보통 과거시제와 공기한
다. ‘드디어’와 ‘마침내’는 다 진행상과 공기할 수 없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8] ‘드디어-마침내’의 변별 정보 

3.2.2. 지속상 

  3.2.2.1. 계속-내내

1. 의미 분석
‘계속/내내’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다음 표과 같

이 제시된다.

드디어 마침내
공통 의미 어떤 과정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실현됨.
개별 의미 기대하지 않는 일이 일어남.
시제제약 제약 없음. 과거시제와만 결합 가능.
상제약 진행상 제약. 진행상 제약.

사전 ‘계속’의 의미 ‘내내’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끊이지 않고 잇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연세한국어사전 끊이지 않고 이어서.

끊어졌다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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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계속-내내’의 사전적 의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계속’은 ‘끊이지 않고 잇따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계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서’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제시
하고 있다. 두 사전에서 ‘내내’의 의미를 똑같이 제시한다. 

사전적 의미를 통해 ‘계속/내내’는 공통적으로 어떤 행위가 잇따라 계속된다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할 때 ‘내내’와 
‘계속’을 교체하여 쓸 수 있다.

  (18) ㄱ. 철수는 오늘 {계속/내내} 집에 있었다.
       ㄴ. 그녀의 모습이 {계속/내내} 잊혀지지 않는다.

예문 (18)의 경우, ‘집에 있다’와 ‘잊혀지지 않다’의 행위는 이어서 계속하는 것이
므로 ‘내내’와 ‘계속’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최경아(2007:90)에서 ‘계속’과 ‘내내’의 의미 차이를 ‘계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
서’의 의미이고 ‘내내’는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하여’의 의미라고 하였다. ‘내
내’는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에 행위를 이어서 한다는 상황에서 ‘계속’보다 ‘내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9) ㄱ. 하루 {내내/?계속} 집에서 놀기만 했다.
     ㄴ. 이번 주 {내내/?계속} 기분이 좋았다.
     ㄷ. 그는 대화 {내내/*계속} 다른 데를 보고 있었다.

예문 (19)의 경우, ‘하루’, ‘이번 주’, ‘대화’ 등 단어는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럴 때에는 ‘내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2. 공기 관계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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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내내’는 시제, 상과의 결합에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이상 ‘계속’과 ‘내내’의 변별 정보를 정리하면, ‘계속’과 ‘내내’는 공통적으로 어떤 
행위가 잇달아 계속된다는 의미를 공유한다.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 이라는 상황
에서 ‘내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계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표20] ‘계속-내내’의 변별 정보

3.2.2.2. 오래-한참

1. 의미 분석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오래’와 ‘한참’의 의미는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21] ‘오래-한참’의 사전적 의미

사전의 뜻풀이를 통해 ‘오래’와 ‘한참’은 ‘시간이 길게’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지
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 내내
공통 의미 어떤 행위가 잇달아 계속된다.
개별 의미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
시제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상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오래’의 의미 ‘한참’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이 

길게
어떤 일이 상당히 오래 

일어나는 모양
연세한국어사전 지나가는 시간이 길게. 

긴 시간동안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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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ㄱ. 나는 도서관에서 {오래/한참} 공부를 했다.
     ㄴ. 나는 철수를 {오래/한참} 기다렸다.

예문 (20)에서 ‘공부하다’와 ‘기다리다’는 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게 이어짐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래’와 ‘한참’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철우(1982:23~24)에서는 ‘오래’와 ‘한참’의 의미 차이에 대해 분석하기를, ‘한
참’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다. 어떤 일을 하거나 쉬는 동안의 한 차례를 나
타날 때 ‘한참’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참’은 ‘오래’보다 시간의 폭이 작고 시간
의 동안을 나타낼 때 ‘한참’은 ‘오래’보다 짧은 기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21) ㄱ. 그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에 {한참/?오래} 애를 썼다.
     ㄴ. 인민은 영웅을 {오래/?한참} 기억할 것이다.
  
예문(21ㄱ)에서 우울한 마음을 달래는 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오래’보다 ‘한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예문 (21ㄴ)에서는 인민이 영
웅을 기억하는 행위가 상당히 길게 지속될 것이고 시간에 한계가 없으므로 ‘오래’가 
사용되어야 한다.  

2. 공기 관계
‘한참’과 ‘오래’는 시제, 상 제약이 없이 두루 쓰인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참’과 ‘오래’는 다 ‘시간이 길게’라는 의미를 공통적
으로 가지고 있다. ‘한참’은 시간의 한계성을 보이며 ‘오래’보다 짧은 기간을 나타낸
다. ‘한참’과 ‘오래’는 시제, 상과 결합하는 데에 있어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오래’
와 ‘한참’의 변별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오래 한참
공통 의미 시간이 길게.
개별 의미 더 긴 시간.   시간에 한계가 있음.
시제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상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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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오래-한참’의 변별 정보

3.2.3. 반복상

 3.2.3.1. 가끔-때때로

1. 의미 분석
<표준국어대사전> 및 <연세한국어사전>에서 ‘가끔’과 ‘때때로’의 의미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23] ‘가끔-때때로’의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는 ‘때때로’의 경우, 두 사전에서는 유의어 ‘가끔’으로 ‘때때로’를 설명
하였다. ‘가끔’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있
게’라는 ‘가끔’의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어 시간성뿐만 아니라 공간성도 나타냄을 기
술하였다.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시간적 간격이라는 의미만 제시하고 있다.

사전의 의미 기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끔’과 ‘때때로’는 행위가 거듭 진행
되는 때와 때의 사이가 얼마쯤 떨어지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의
미로 사용할 때 ‘가끔’과 ‘때때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2) ㄱ. {가끔/때때로} 생각이 난다.
     ㄴ. {가끔/때때로} 비가 온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서 ‘가끔’은 공간적 간격도 나타낼 수 있다고 제시
하였다. 하지만 ‘때때로’는 공간적 간격을 나타낼 수 없다. 

사전 ‘가끔’의 의미 ‘때때로’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있게.
경우에 따라서 

가끔.
연세한국어사전 (비슷한 일이 거듭되곤 하는 때와 

때의)사이가 얼마쯤 떨어지게.
때에 따라서,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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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ㄱ.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낚시할 만한 곳이 {가끔/*때때로} 있다.
     ㄴ. 거리에 가로등이 {가끔/*때때로} 서 있다.

예문 (23)에서 모두 공간적 간격을 나타낸다. ‘가끔’은 공간성도 나타낼 수 있지
만 ‘때때로’는 그러한 의미가 없다.

2. 공기관계
권혜진(2008:114~121)에서 ‘가끔’과 ‘때때로’는 시제와는 제약 없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상 ‘가끔’과 ‘때때로’의 용법을 종합해 보면, 행위가 거듭 진행되는 때와 때 사
이가 얼마쯤씩 떨어져 있음을 의미할 때 ‘가끔’과 ‘때때로’는 서로 교체하여 쓸 수 
있다. ‘가끔’은 시간적 간격뿐만 아니라 공간적 간격도 나타낼 수 있다. ‘가끔’과 ‘때
때로’의 공기 관계를 보면, ‘가끔’과 ‘때때로’는 시제와의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4] ‘가끔-때때로’의 변별 정보

3.2.3.2. 자주-자꾸

1. 의미 분석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자주’와 ‘자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끔 때때로
공통 의미 행위가 거듭 진행되는 때와 때 사이가 얼마쯤씩 떨어져 있음.
개별 의미 공간적 간격.
시제제약 없음. 없음.

사전 ‘자꾸’의 의미 ‘자주’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여러 번 반복하거나 같은 일을 잇따라 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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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자주-자꾸’의 사전적 의미

[표25]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꾸’의 경우 단순히 반복의 의미를 가지는 것
이 아니며 끊임없이 계속함의 의미도 있다. ‘자주’는 단순히 반복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하는 빈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자꾸’와 ‘자주’는 단순
히 사건이나 행위가 반복된다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25) ㄱ. 차가 {자주/자꾸} 고장난다.
     ㄴ. {자주/자꾸} 기침을 한다.

예문 (25)에서는 단순히 사건이나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우 ‘자꾸’와 
‘자주’를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철우(1982:19)에서 ‘자꾸’와 ‘자주’의 의미 차이를 더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자
꾸’는 끊이지 않고 일정한 시간 축 안에서 항상 계속되는 것이나, ‘자주’는 어떠한 
사건, 또는 시간이 간헐적으로 여러 번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자
주’는 사건이나 행위의 빈도가 높게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꾸’는 사건이나 행
위가 끊어지지 않고 잇달아 일어남을 의미한다. 

(26) ㄱ. 우리 집에 {자주/*자꾸} 놀러오세요.
     ㄴ. 아무리 아이를 달래어도 {자꾸/*자주} 울기만 했다.

예문 (26ㄱ)에서는 우리 집에 여러 번 놀러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계속 놀러오
라는 뜻이 아니므로 ‘자주’를 사용한다. 예문 (26ㄴ)에서는 아이가 계속 울었다는 
뜻이고 여러 번 반복 울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자꾸’를 사용한다. 

최옥춘(2013:49)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자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
연스럽다고 하였다. 

끊임없이 계속하여. 
연세한국어사전 [주로 입말로 쓰이어] 

잇달아 여러 번, 계속해서. 
점점 더.

같은 일을 잇달아, 잦게.
짧은 동안 여러 번. 

뒤풀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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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ㄱ. {자꾸/*자주} 귀찮게 하지 마.
      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꾸/*자주} 들으면 짜증나요.

예문 (27ㄱ,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꾸’가 더 자연스럽다. 

2. 공기 관계
최경아(2007:113)에서 ‘자주’와 ‘자꾸’는 모든 시제와 결합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건이나 행위가 반복됨을 의미할 때 ‘자주’와 ‘자꾸’는 교체하
여 쓰일 수 있다. ‘자꾸’는 부정적이거나 사건이나 행위가 계속적으로 잇달아 일어
남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자주’는 사건이나 행위가 간헐적으로 여러 번 반복될 때 
사용된다. ‘자주’와 ‘자꾸’는 시제와의 제약이 없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6] ‘자주-자꾸’의 변별 정보

3.2.4. 완료상

  3.2.4.1. 이미-벌써

1. 의미 분석
<표준국어대사전> 및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벌써’와 ‘이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주 자꾸
공통 의미 사건이나 행위가 반복됨.
개별 의미 간헐적으로 여러 번. 계속적으로 잇달아

부정적인 의미.
시제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사전 ‘벌써’의 의미 ‘이미’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를 때 쓰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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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벌써-이미’의 사전적 의미

사전의 뜻풀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와 ‘벌써’는 모두 완료를 나타내지만 
‘벌써’는 ‘예상보다 빠름’의 의미가 더 있다. 지난 적을 나타낼 때 ‘이미’와 ‘벌써’는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의미는 조금 다르다. 

(28) ㄱ. 시험이 이미 시작되었다. 
     ㄴ. 그는 이미 떠났다.
     ㄷ. 시험이 벌써 시작되었다.
     ㄹ. 그는 벌써 떠났다. 

(28ㄱ, ㄴ)에서 ‘이미’는 어떤 일이 완료된 것을 나타내고, ‘벌써’는 (28ㄷ, ㄹ)에
서 ‘벌써’는 ‘이미’의 뜻에다가 예상보다 빠름이 더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철우(1982:3)는 ‘이미’보다는 ‘벌써’가 더 오래된 과거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29) {벌써/*이미}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문맥의 의미상 오래된 과거가 아닐 때는 ‘벌써’보다 ‘이미’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 

2. 공기 관계
‘이미’와 ‘벌써’의 시상 결합에 있어 오인근(2003:52)에서 ‘이미’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므로 과거시제와 완료상에 결합할 수 있지만 ‘벌써’는 현재시제, 과거시제와 
모두 공기 가능하며 진행상과도 공기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연세한국어사전
1. 이미 오래 전에.

2.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어느 틈에, 생각보다 이르게.

3. 이미 기대했던 대로.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생긴 것이) 시간상으로 

그 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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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ㄱ. 철수는 학교에 {이미/벌써} 갔다.
     ㄴ. 철수는 학교에 {벌써/*이미} 간다.
     ㄷ. 철수는 학교에 {벌써/*이미} 가고 있다. 

예문 (30)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현재형, 진
행상과 공기할 수 없지만 ‘벌써’는 완료의 뜻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빠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 현재형, 진행상 모두와 공기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벌써’와 ‘이미’는 지난 적을 나타낼 때 서로 교체하여 
쓰일 수 있다. ‘벌써’는 더 오래된 과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미’는 그러한 의미
가 없다. ‘벌써’는 ‘이미’보다 ‘예상보다 빠름’이라는 의미도 더 있다. ‘이미’는 과거
형과만 공기할 수 있는 반면에 ‘벌써’는 과거형, 현재형, 진행상과 모두 공기 가능하
다. 

[표28] ‘벌써-이미’의 변별 정보
 
   

4. 한국어 시간부사와 국어 시간부사의 조 분석

  4.1. 시제부사 

4.1.1. ‘방 ’, ‘ 방’의 한  조

중국어에서 ‘방금/금방’에 대응하는 시간부사는 ‘剛剛’, ‘方才’, ‘剛才’, ‘馬上’ 등이 

벌써 이미
공통 의미 지나간 적.
개별 의미 예상보다 빠름.

더 오래된 과거.
시제제약 과거시제와 현재시제와 결합 

가능.
과거시제와만 결합 가능.

상제약 완료상, 진행상 결합 가능. 진행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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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방금/금방’과 ‘剛剛’, ‘方才’, ‘剛才’의 의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剛剛’, ‘方才’, ‘剛才’는 공통적으로 ‘이제 방금, 지금 막, 지금 바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발화시 이전 시점을 표현한다. ‘方才’는 ‘…서야 비로소, …되어서야’

의 의미를 더 가지며 동작이나 행위가 늦게 발생함을 강조한다. ‘剛剛’은 ‘마침, 꼭’

의 의미도 있으며 시간부사뿐만 아니라 정도부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금방’은 기

준시 이후 시점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중국어 시간부사 ‘馬上’에 대응한다.

중국어 시간부사 ‘剛剛’, ‘方才’, ‘剛才’는 동작이나 행위가 발화하기 전에 발생했

다는 의미로서 과거시제 사태조사 ‘了’가 표현하는 의미와 일치한다. 

(31) ㄱ. 他 剛剛/方才/剛才去公司了。

         (그는 방금 회사에 갔다.)

     ㄴ. 剛剛/方才/剛才多吃了些飯。

         (방금 밥을 많이 먹었다.)

중국어 시간부사 ‘剛剛’, ‘方才’, ‘剛才’는 현재시제나 진행상을 표현하는 시태조사 

‘著’, 시간부사 ‘正’, ‘正在’와 함께 쓰일 수 없다. 또한 미래시제를 표현하는 시간부

사 ‘快要’, ‘就要’, ‘將要’와 어울리면 어색하다. 

(32) ㄱ.＊他剛剛/方才/剛才正在寫作業。

         (그는 방금 숙제를 하고 있었다.)

     ㄴ. *外面剛剛/方才/剛才下著雨。

         (방금 밖에서 비가 오고 있었다.)

     ㄷ. ＊他剛剛將要去出差。

         (*그는 방금 출장하겠다.)

기준시 이후 시점을 의미하는 ‘금방’은 중국어 시간부사 ‘馬上’에 대응한다. ‘馬上’

은 기준시 이후 시점을 나타내며 보통 ‘就’와 같이 쓰여 미래에 발생할 행위를 표시

한다.  ‘馬上’은 현재시제와 과거시제에 쓰일 수 없다.

(33) ㄱ. 我馬上就走。

      （나는 금방 갈거야.）

     ㄴ. ＊我馬上做作業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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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금방 숙제를 했다.）

     ㄷ. ＊哲秀馬上正在運動。

      （철수는 금방 운동하고 있다.）

상술한 한국어 시간부사 ‘방금/금방’과 중국어 시간부사 ‘剛剛’, ‘方才’, ‘剛才’, ‘馬
上’의 대조분석 결과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9] ‘방금’, ‘금방’과 중국어 시간부사 ‘剛剛’, ‘方才’, ‘剛才’, ‘馬上’의 대조분석

4.1.2. ‘지 ’, ‘이제’의 한  조

‘지금, 이제’는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의 의미를 나타낼 때 모두 중국어 시간
부사 ‘正’, ‘正在’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가 ‘과거와 단절된 느낌, 말하는 
이때와 함께 그 이후의 시점’의 의미로 사용할 때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는 없다. ‘正’, ‘正在’는 시태조사 ‘著’와 함께 중국어 현재시제 및 진행상을 표현한
다. ‘正’과 ‘正在’는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고 양자 모두 발화시와 동일한 시각에 동
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어에서는 문법 범주로 현재시제를 표현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진행상으로 
현재시제를 표현하는데 중국어에서는 ‘문법+어휘’의 형식으로 진행상을 표현한다. 
‘著’는 행위와 동작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거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 시간부사 ‘正’, ‘正在’이 단독으로 쓰여서 현재시제를 표현하거나 
시간명사 ‘現在’와 시간부사 ‘正’, ‘正在’가 같이 쓰여서 현재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방금/금방 剛剛/方才/剛才 금방 馬上
공통의미 기준시 이전 시점. 기준시 이후 시점.
시제제약 과거시제에

만 공기 가능.
과거시제에만 
공기 가능.

제약 없음. 미래시제에만 
공기 가능.

상제약 완료상에만 
공기 가능.

완료상에만 
공기 가능.

제약 없음. 진행상, 
완료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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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4) ㄱ. 我握著他的手。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있다.）
     ㄴ. 我看著他呢，不用擔心。
        (내가 그를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ㄷ. 老板現在正在開會。
        (사장님은 지금 회의중입니다.)
     ㄹ. 他正生氣呢。
       (그는 화내고 있다.)

중국어에서 시간부사 ‘正’, ‘正在’는 과거시제 사태조사 ‘了’와 공기할 수 없다.

(35) ㄱ. ＊姐姐正在看電視了。
          (언니는 지금 텔레비전을 봤다.)
     ㄴ. ＊我正在運動了。
          (나는 지금 운동을 하였다.)
     ㄷ. ＊他正在吃飯了。
          (그는 지금 밥을 먹었다.)

중국어 시간부사 ‘正’, ‘正在’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중국어 과거 시태조사 ‘了’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의미와 충돌하기 때문
에 같이 쓰일 수 없다. 

중국어에서는 시간부사‘正’, ‘正在’는 미래시제를 표현하는 시간부사 ‘快要’, ‘就要’, 
‘將要’와 함께 쓰이면 비문이 된다. 

(36) ㄱ. ＊我正在就要去韓國留學。
        (나는 지금 한국으로 유학가겠다.)

이상 한국어 시간부사 ‘지금/이제’를 중국어 시간부사 ‘正，正在’와 대조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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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30] ‘지금’, ‘이제’와 중국어 시간부사 ‘正，正在’의 대조분석
   

4.2. 상부사

4.2.1. 순서상

  4.2.1.1. ‘먼 ’, ‘우선’의 한  조 

<신화사전>에 의하면 ‘先’은 행위의 선후, 차례의 앞뒤를 의미하며 ‘首先’은 ‘무
엇보다 앞서, 첫째’의 의미가 있다. 시간적인 선후를 비교할 때 비교대상이 사람이
나 사건이면 ‘先’을 사용하며 비교대상이 사건일 때에는 ‘首先’을 사용한다. 즉 ‘먼
저’는 ‘先’에 대응하며 ‘우선’은 ‘首先’에 대응한다. 

(37)  ㄱ. 我比他{先/*首先}出生兩年。
        （내가 그 사람보다 두 해 {먼저/*우선} 태어났다. ）
      ㄴ. 我有事{先/*首先}走。
         (내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ㄷ. 吃飯前{先/首先}要洗手。
         (밥 먹기 전에 {먼저/우선} 손을 씻어야 한다.)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지금/이제 正/正在 이제 없음
공통의미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지나간 적과 

단절된 느낌.
시제제약 현재시제에만 

공기 가능.
현재시제에만 
공기 가능.

제약 없음.

상제약 진행상, 완료상에  
공기 가능.

진행상에만 
공기 가능.

제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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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작을 열거할 때 한국어에서 ‘먼저’, ‘우선’ 다 쓰일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首先’만 쓰일 수 있으며 ‘先’이 쓰일 수 없다.

(38) 首先/＊先，要樹立遠大的理想，其次，要確定明確的目標。
    (우선, 높은 이상을 세워야 된다. 다음,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보면 한국어 시간부사 ‘우선’은 중국어 시간부사 ‘首先’에 대
응한다. ‘먼저’는 중국어 시간부사 ‘先’에 대응하는데 열거의 의미로 쓰일 때는 중국
어 시간부사 ‘首先’에 대응한다.

[표31] ‘우선’, ‘먼저’와 중국어 시간부사 ‘先，首先’의 대조분석

4.2.1.2. ‘드디어’, ‘마침내’의 한  조

한국어 시간부사 ‘드디어’와 ‘마침내’는 중국어 시간부사 ‘終於’에 대응한다. 이는 
기대하는 일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39) ㄱ. 他終於找到了成功的方法。
      （그는 {드디어/마침내}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ㄴ. 他終於得到了夢寐以求的禮物。
      （그는 {드디어/마침내} 꿈에도 바라던 선물을 받았다.）

예문(39)에서 ‘終於’는 기대하는 일이 최종적으로 실현됨을 나타낸다.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우선/먼저 首先 먼저 先
공통의미 열거, 무엇보다 앞서, 

비교대상이 사건일 때.
시간의 전후, 차례의 앞뒤,

비교대상이 사람일 때. 
시제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상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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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는 기대하지 않은 일이 실현됨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때 ‘마침내’는 중국
어 시간부사 ‘最終’에 대응한다. 

(40)  那老人最终还是去世了。
     (그 노인은 마침내/*드디어 돌아가셨네.)
  
‘終於’와 ‘最終’은 일이 실현됨을 나타내므로 과거시제와만 공기 가능하며 진행상

과 결합하면 어색하다. 

[표32] ‘드디어’, ‘마침내’와 중국어 시간부사 ‘終於’, ‘最終’의 대조분석

4.2.2. 지속상

  4.2.2.1. ‘계속’, ‘내내’의 한  조 

한국어 시간부사 ‘내내’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로는 ‘一直’이 있고 한국어 시
간부사 ‘계속’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로는 ‘一直’, ‘繼續’이 있다. 왕로
(2011:34)에서는 한국어의 ‘계속’은 ‘상태의 지속’과 ‘동작의 강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자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는 ‘一直’이고 후자에 대응하는 중국
어 시간부사는 ‘繼續’이라고 하였다.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드디어/마침내 終於 마침내 最終
공통의미 예상이나 기대하는 일이 

실현됨.
기대하지 않은 일이 실현됨.

시제제약 ‘마침내’는 
과거시제에만 
공기 가능, 
‘드디어’는 

시제제약 없음.

과거시제에
만 공기 가능.

과거시제에
만 공기 가능.

과거시제에
만 공기 가능.

상제약 진행상 제약. 진행상 제약. 진행상 제약 진행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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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ㄱ. 我一直/＊繼續忘不了她。
          (나는 계속 그녀를 잊지 못한다.)
       ㄴ. 白天一直/*繼續在家裡學習。
          (하루 내내 집에서 공부만 했다.)
       ㄷ. 一直/＊繼續是春天該有多好！
          (일년 내내 봄날이었으면 좋겠다.)
       ㄹ. 我們繼續/＊一直干吧。
          (우리 계속 합시다.)

(41ㄱ, ㄴ, ㄷ)에서는 ‘一直’만 사용할 수 있고 ‘繼續’을 사용할 수 없다. (41ㄱ)
에서는 시간의 동안, 즉 행위가 이어짐을 의미한다. (41ㄴ)에서는 ‘一直’과 시간사
와 같이 쓰일 수 있지만 ‘繼續’은 시간사와 함께 쓰일 수 없다. (41ㄷ)에서는 상태
의 지속을 나타내므로 ‘一直’을 쓰일 수 있지만 ‘繼續’을 쓰일 수 없다. 하지만 (41
ㄹ)처럼 행위가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짐의 의미로 쓰일 때 ‘一直’보다는 ‘繼續’
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33] ‘계속’, ‘내내’와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 ‘繼續’의 대조분석

4.2.2.2. ‘오래’, ‘한참’의 한  조 

한국어 시간부사 ‘오래’, ‘한참’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는 없지만 ‘오래’, ‘한
참’은 모두 긴 시간을 의미하는 중국어 시간명사 ‘好久’에 대응할 수 있다.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계속/내내 一直 계속 繼續
공통 의미 행위가 이어짐, 시간의 

동안, 시간사와의 결합, 
상태를 나타남.

행위가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짐.

시제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상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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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ㄱ. 我等這封信好久了。
       (나는 이 편지를 오래 기다렸다.)
     ㄴ. 好久沒聽到他的消息了。
       (그의 소식을 못 듣는지 오래됐다.)

4.2.3. 반복상

  4.2.3.1. ‘가끔’, ‘때때로’의 한  조

한국어 시간부사 ‘가끔’, ‘때때로’는 다 중국어 시간부사 ‘偶爾’에 대응할 수 있다. 
吕叔湘(2010:315)에서는 ‘偶爾’는 ‘가끔, 때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빈도수가 
적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43) ㄱ. 他經常寫小說，偶爾也寫詩。
     （그는 소설을 자주 쓰며 가끔은 시를 쓴다.）
     ㄴ. 山區人煙稀少，沿途偶爾能看到幾處炊煙。
      (산촌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 가는 길에 가끔 밥 짓는 연기가 보인다.)

위의 예문(43ㄴ)을 보면 중국어 시간부사 ‘偶爾’는 공간적 간격도 나타날 수 있
다. 이는 한국어 시간부사 ‘가끔’의 쓰임과 같다. 

[표34] ‘가끔’, ‘때때로’와 중국어 시간부사 ‘偶爾’의 대조분석

4.2.3.2. ‘자주’, ‘자꾸’의 한  조 

‘자주’와 ‘자꾸’는 일반적으로 중국어 시간부사 ‘常’, ‘常常’7), ‘老’, ‘老是’, ‘經常’로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가끔 偶爾 때때로

공통의미 행위가 거듭 진행되는 때와 때 사이가 얼마쯤씩 떨어져 있음.
공간적 간격.

시제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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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常’, ‘常常’, ‘老’, ‘老是’, ‘經常’와는 의미 차이가 있다. 
‘老’, ‘老是’는 한국어 시간부사 ‘자꾸’에 대응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常’, ‘常常’, ‘經常’은 일상적이거나 습관적인 행위의 빈도수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44) ㄱ. 她老哭，都快煩死了。
       (그녀는 자꾸 울어, 정말 짜증나.)
     ㄴ. 他妻子出國之後，他常常去看他的岳母。
       (그의 부인이 출국한 후 그는 자주 장모님을 보러 간다.)

이상 한국어 시간부사 ‘자주’, ‘자꾸’와 중국어 시간부사 ‘常’, ‘常常’, ‘老’, ‘老是’, 
‘經常’의 대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35] ‘자주’, ‘자꾸’와 중국어 시간부사 ‘常’, ‘常常’, ‘老’, ‘老是’, ‘經常’의 
대조분석

4.2.4. 완료상

  4.2.4.1. ‘벌써’, ‘이미’의 한  조

 

중국어에서는 주로 시간부사 ‘已經, 早已, 都, 早就, 已’ 등으로 완료상을 나타낸
다. 과거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지만, 현재나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도 사용
될 수 있다. 중국어 시간부사 ‘早已, 早就’도 ‘예상보다 빠름’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한국어 시간부사 ‘벌써’에 대응한다. ‘已經, 都, 已’는 그저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의
미하며 한국어 시간부사 ‘이미’, ‘벌써’에 대응한다. 
7) ‘常’은 <현대한어사전>에서 ‘常常’, ‘老’와 같은 의미로 제시하고 있고 ‘常常’은 ‘(사건의 발

생) 한 번이 아니고 발생한 시간 간격이 오래지 않음’으로 제시한다.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자주/자꾸 常, 常常, 經常 자꾸 老, 老是
공통의미 행위가 반복됨. 부정적 의미.
시제제약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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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ㄱ. 粥都凉了, 快吃吧。 
       (죽이 이미 식었어, 빨리 먹어라.) 
     ㄴ. 我現在已經不是學生了。
       (나는 지금 이미 학생이 아닙니다.) 
     ㄷ. 明天這個時候, 他們早就到達目的地了。
       (내일 이때쯤, 그들은 벌써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중국어 완료상은 과거의 문장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의 조사 ‘了’와 같이 
사용하여 완료를 나타내기도 한다. (45ㄱ) 처럼 ‘都...了’는 이미 완료를 나타내는 
고정 표현 방식이다. 완료상은 현재나 미래 상태에도 나타날 수 있다. (45ㄴ)의 ‘現
在’(현재),  (45ㄷ) 의 ‘明天這個時候’(내일 이때쯤)와 같이 각각 현재와 미래 상태
를 표현하는 문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상 한국어 시간부사 ‘벌써’, ‘이미’와 중국어 시간부사 ‘已經, 早已, 都, 早就, 已’
를 대조하여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36] ‘이미’, ‘벌써’와 중국어 시간부사 ‘已經, 早已, 都, 早就, 已’의 대조분석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의미를 기준
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분류를 할 수 있다.

분류1.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쌍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같다.
분류2.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쌍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한국어 시간부사 및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이미/벌써 已經/都/已/ 벌써 早已/早就
공통의미 과거의 사건이나 상태가 완료됨. 예상보다 빠름.
시제제약 과거시제에

만 공기 가능.
제약 없음. 미래시제 

제약.
제약 없음.

상제약 완료상에만 
공기 가능.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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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3.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쌍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없다. 

분류1에 속하는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쌍은 ‘가끔-때때로’이다. 
분류2에 속하는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쌍은 ‘먼저-우선’, ‘자꾸-자주’, ‘계속-내

내’, ‘드디어-마침내’, ‘방금-금방’, ‘지금-이제’, ‘벌써-이미’로 가장 많은 유형이다. 
분류3에 속하는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쌍은 ‘오래-한참’이다. 
분류1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가끔-때때로’와 중국어 시간부사 ‘偶爾’는 

의미적으로 대응하지만 ‘때때로’는 공간적 간격을 표시할 수 없으며 ‘偶爾’는 공간적 
간격도 나타낼 수 있다.

분류2에서는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쌍이 의미적
으로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다르며 시제와 상과의 결합에 차이가 보이지 않
는 것도 있고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계속-내내’ ‘자꾸-자주’, ‘먼저-우선’은 의
미적으로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다르다. 이들 시간부사는 시제, 상과의 결합
에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이들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도 시제, 상과의 결합에 
제약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는 시제, 상과의 결합에 차
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금방-방금’, ‘드디어-마침내’, ‘지금-이제’, ‘벌써-이미’는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다르며 시제와 상의 결합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방금-금방’은 
모두 중국어 시간부사 ‘剛剛’, ‘方才’, ‘剛才’에 의미적으로 대응하며 과거시제와 완료
상과만 결합 가능한 면에서도 같다. 하지만 ‘금방’은 기준시 이후 시점 의미로 쓰일 
때 ‘馬上’에도 대응한다. ‘금방’은 시제, 상과의 결합에 제약이 없지만 ‘馬上’은 미래
시제와만 결합 가능하다. 

‘드디어-마침내’는 ‘기대하는 일이 실현됨’을 나타낼 때 중국어 시간부사 ‘終於’에 
대응하여 ‘마침내’는 ‘기대하지 않은 일이 실현됨’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고 이 때 
중국어 시간부사 ‘最終’에 대응한다. ‘드디어’는 시제제약이 없지만 ‘마침내’, ‘終於’, 
‘最終’은 과거시제에만 결합할 수 있다. 

‘지금-이제’는 ‘말하는 바로 이때에’의 의미로 쓰일 때 모두 중국어 시간부사에 
대응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단절된 느낌, 말하는 이때와 함께 그 이후의 시점’의 
의미로 사용할 때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없는 것이다. 

‘벌써’와 중국어 시간부사 ‘早已/早就’는 의미적으로 대응될 수 있지만 시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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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 ‘벌써’는 미래시제와 제약을 보이지만 ‘早已/早就’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시간부사 ‘이미’는 의미적으로 중국어 시간부사 ‘已經/都/已’에 
대응하지만 시제, 상과의 제약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이미’는 과거시제, 완료상
과만 결합 가능하지만 ‘已經/都/已’는 시제, 상과의 결합에 제약을 보이지 않으며 현
재시제, 과거시제, 미래시제, 진행상, 완료상에 두루 쓰인다.

분류3에서는 ‘오래-한참’은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없지만 중국어 시간명사 
‘好久’에 대응한다. 

이처럼 한국어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대응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한중 시
간부사의 이런 복잡한 대응관계로 인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시간부사를 학습
할 때 어려움이 많으며 쉽게 오류를 범한다. 다음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대조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조사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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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시간부사 사용 양상  

오류 분석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는 의미면에서 차이가 나타날 뿐
만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어 교과서나 교수 현장에서
는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위주로 교수하여 시간부사와 시제, 상 등과의 
공기관계에 대해 교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앞서 I장 3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방금-금방, 지금-이제, 계속-내
내, 오래-한참, 먼저-우선, 이미-벌써, 드디어-마침내, 가끔-때때로, 자주-자꾸’ 
등 9쌍의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한 총 6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문법성 판단 테스트
를 중국인 학습자에게 실시한 후 사후 면담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와 사후 면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
자의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Ⅳ장에서 시간부사 유의어의 교수
ㆍ학습 내용과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 참여한 학습자는 중국 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중ㆍ고급 학습자로 한정하였다. 실험 문항에 나온 시간부사들이 모두 실험에 참여
한 중국인 학습자가 학습한 것이어야 유의미한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
다. 사후 면담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대체로 ‘시간부사 유의어의 뜻이 거의 비슷하여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자주 쓰이는 시
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및 기능을 변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
으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사후 면담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 사
용함에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간부사의 사용 양상  오류 분석

1.1. 시제부사의 사용 양상

먼저 시제부사의 학습자 사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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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방 - 방

‘방금’은 기준시 이전 시점을 표시하는데 ‘방금’은 기준시 이전 시점과 기준시 이
후 시점을 다 표현할 수 있다. ‘방금’과 ‘금방’의 이런 의미 차이를 구별하고자 설정
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37] ‘방금-금방’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문항 55에서는 사장님이 지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것이
므로 문항55에서는 기준시 이후 시점을 나타내는 ‘금방’을 써야 맞는 문장이다. 학
습자의 대답을 보면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중급 학습자보다 높다. 다음으로 학습
자의 사후 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방금’과 ‘금방’에 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본다.

학습자의 사후 면담을 통하여 일부 중급 학습자 및 고급 학습자가 ‘방금’과 ‘금방’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국인 학습자 정답률
중급 고급

55. 사장님께서 (    ) 돌아온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57% 74%

L3(고급): ‘방금’은 중국어의 ‘剛剛’에 대응하여 과거를 표시해요. 그리고 ‘금
방’은 중국어의 ‘馬上’에 대응하여 미래를 표시합니다.

연구자: 왜 문항55에서는 ‘방금’을 사용했어요?
L3(고급): 문항55에서 ‘돌아온다고’는 사장님이 이미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방금’을 사용했죠.
L6(중급): ‘금방’과 ‘방금’은 모두 과거를 표시하는데 ‘금방’은 ‘방금’보다 더 

먼 과거를 표시합니다. 문항55에서는 그렇게 먼 과거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
로 ‘금방’을 사용했습니다.

L7(중급): ‘금방’은 미래를 표시하며 ‘방금’은 과거를 표시합니다.
연구자: 왜 문항55에서는 ‘방금’을 사용했어요?
L7(중급): 사장님이 돌아왔다는 것은 과거이기 때문에 ‘방금’을 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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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인식하더라도 잘못 대답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
가 ‘금방’이 현재시제와 결합하여 미래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방’과 시제의 결합을 인식하지 못하여 ‘방금’과 ‘금방’의 의미 차이를 
알고 있어도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중급 학습자는 ‘방금’과 ‘금방’의 차
이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학습자가 ‘금방’이 기준시 이후 시점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의 사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학습자가 ‘방금’은 과거를 나타내
고 ‘금방’은 미래를 나타냄을 인식하고 있다. ‘금방’도 기준시 이전 이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런 ‘금방’의 의미 및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므로 학습자가 다음과 같은 오류도 생겼다. 

[표38] ‘방금-금방’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금방’과 ‘방금’은 모두 기준시 이전 시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문항59
와  문항60은 다 맞는 문장이다. 많은 중ㆍ고급 학습자가 ‘금방’은 미래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항 59를 비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금
방’의 의미 및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다. 

1.1.2. 지 -이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제’에 대하여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이라는 의미
를 제시한다. 다음의 문항1을 보면 ‘과거의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이후에는 그런 평
화로운 생활은 깨질 것이다’, 즉 ‘앞으로의 생활은 과거의 생활과 대조적일 것이며 
과거의 생활과 단절된다’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문항1에서 ‘이제’를 써야 더 자연
스럽다. ‘이제’는 ‘말하는 바로 이때에’라는 의미 외에 그 이후의 시간도 포함한다. 
문항2는 ‘지금 이 시점에 그녀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녀를 볼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국인 학습자 정답률
중급 고급

59. 금방 왔단 말야.(맞다) 40% 53%
60. 방금 왔단 말야.(맞다) 9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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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3은 ‘나는 예전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이 아니었으나 지금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문항 2, 3에
서는 ‘지금’보다 ‘이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문항4, 5는 ‘이 순간에’, ‘당장’ 
등으로 ‘말하는 바로 이때에’의 의미를 강조하므로 문항4, 5에서는 ‘지금’을 사용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 

[표39] ‘지금-이제’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위의 5개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보면 대부분 문항의 정답률은 높게 
나타나지만 문항3의 정답률은 비교적 낮았다.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를 비교하
여 볼 때 ‘지금’, ‘이제’의 의미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문항1, 3에서는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중급 학습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
한 문항5에서는 중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고급 학습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학
습자의 사후 면담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국인 학습자 정답률
중급 고급

1. 평화롭던 생활은 (   ) 깨질 것이다. 87% 76%
2. (   )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83% 88%

3. (   ) 나도 조금 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61% 41%

4. (   )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5% 87%

5. 오늘 밤 당장 나가! (   ) 당장! 70% 91%

L7(중급): ‘지금’과 ‘이제’의 의미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느낌으
로는 ‘지금’은 ‘이제’보다 ‘현재 이 시점’라는 뜻을 더 강조해요. 문항4, 5에서 
더 ‘현재’를 강조한 것 같아서 문항4, 5는 ‘지금’을 사용했어요. 

L8(중급): 저 그냥 느낌으로 선택했어요. ‘지금’과 ‘이제’의 의미를 잘 구별하
지 못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L3(고급): ‘지금’과 ‘이제’의 의미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가 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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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면담 자료의 발췌 내용을 보면 시간부사 ‘지금’과 ‘이제’의 차이를 잘 구
분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습자는 시간부사 ‘이제’와 ‘지
금’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였지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 ‘말하는 이때와 그 이후의 시점’의 의
미로 쓰일 때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없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가 이런 
의미로 쓰인 ‘이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문항3에서는 중급이든 고급이든 잘못 답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사후면담에서 “남
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싶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사용했다”라
고 답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여 문항 3을 잘못 답하
는 학습자도 있다. 

그리고 문항1, 3에서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중급학습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
후면담에서 살펴본 결과, 학습자들은 ‘지금’과 ‘이제’를 전에 배웠지만 양자의 의미 
차이를 계속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의미 차이를 잘못 인식하다가 이런 잘못된 
인식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나타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즉 화석화8)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금’과 ‘이제’가 시제, 상과의 연결에 관해 설정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
를 살펴보겠다. 
8) 브라운(2011:292)에서는 틀린 언어 형태가 비교적 영구적으로 학습자의 제2언어 능력의 

한 부분이 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화석화(fossilization)라고 하였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문항3, 5는 ‘이제’를 사용했어요.
연구자: 혹시 전에 ‘지금’과 ‘이제’의 의미 차이를 배워 본 적이 있어요?
L3(고급): 잘 기억이 안나요. 
연구자: 그럼 ‘지금’과 ‘이제’의 의미 차이를 계속 모르고 있었어요?
L3(고급): 네, 잘 몰랐어요.
L2(고급): ‘이제’는 과거와 대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러

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1, 2는 ‘이제’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문항3번은 과거와 대조하는 것이 아닌가요?
L2(고급): 화자가 현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과거와 대조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 대조하는 의미가 있기는 해요. ‘이제’를 사용해야 되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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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0] ‘지금-이제’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문항8-9과 관련하여 봉원덕(2004)에서 ‘지금’과 ‘이제’는 다 완료를 나타내는 ‘-
었-’과 공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문항8과 9는 완료로 나타났으므로 양자 모
두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다. 또한 ‘이제’는 ‘말하는 바로 이때에’라는 의미를 가지
고 있으므로 ‘-고 있다’와 같이 쓰여서 진행상을 표현할 수 있다. 문항10도 맞는 
문장이다. 

하지만 이 3개 문항에서 학습자 정답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학습자가 시간
부사 ‘지금’과 ‘이제’의 뒤에 온 시제나 상과의 결합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시간부사 ‘지금’, ‘이제’와 시제, 상의 결합을 정확
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후 면담 내용을 통하여 더 구체적
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국인 학습자 정답률
중급 고급

8. 마지막 경기인 기마전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T）

 43% 41%

9. 글쓰기는 이제 비중 없는 무엇이 아니라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되었다. （T）

 49% 68%

10.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질적인 것들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T）

 43% 50%

L9(중급): ‘지금’과 ‘이제’는 다 현재를 나타나며 현재시제, ‘-고 있다’와 결
합 가능하지만 과거시제와 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항8, 9는 틀린 문장이
고 문항10은 맞는 문장이에요. 

L4(고급): ‘이제’는 지금 이 시점 외에 그 이후의 시간도 표현할 수 있기 때
문에 뒤에서 ‘-고 있다’와 공기할 수 없어요. ‘-고 있다’와 연결할 때 ‘지금’을 
써야 하고 ‘이제’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10은 틀린 문장이고 ‘이
제’를 ‘지금’으로 바꿔야 돼요. 

L2(고급): ‘지금’과 ‘이제’는 과거시제와 연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문항8, 9
는 맞는 문장이 아닌 것 같아요. 뒤에서 현재시제로 바꿔야 맞는 문장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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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학습자의 사후 면담 결과를 보면 단편적으로 ‘이제'의 의미를 인식하였으나 
시제, 상과의 공기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었
-’을 보면 흔히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완료상으로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지금’,  ‘이제’의 쓰임에 있어서도 
시제와 상의 공기에도 오류를 범하였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지금’과 ‘이제’는 중국
어 시간부사 ‘正，正在’에 대응하고 ‘正，正在’는 과거시제나 완료상에 쓰일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 시간부사 ‘지금’, ‘이제’도 과거시제와 완료상에 결합할 수 없다고 생
각하였다.

이상 ‘지금’과 ‘이제’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를 분석한 결과, 중급 학
습자와 고급 학습자가 한국어 시간부사 ‘지금’과 ‘이제’의 사용 정답률에 있어서 크
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는 ‘지금’과 ‘이제’의 
의미 차이를 비교적 잘 구별하였지만 ‘지금’, ‘이제’의 시제, 상과의 결합을 잘 인식
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을 종합하여 볼 때 모국어의 영향으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
가 있으며 의미에 대한 인식 부족, 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상부사의 사용 양상

1.2.1. 순서상 부사의 사용 양상

  1.2.1.1. 우선-먼

문항44, 45에서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에 ‘먼저’를 써야 자연스럽다. 문항43
에서는 일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 ‘우선’, ‘먼저’를 다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
일’과 ‘먼저’는 연어 관계를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선’은 그러한 연어 관계가 없으므
로 ‘먼저’를 쓰면 더 자연스럽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국인 학습자 정답률
중급 고급

43. 신의 창조의 손이 제일 (   ) 만든 것은 5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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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먼저-우선’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보면 비교적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
급 학습자가 중급 학습자보다 정답률이 높지만 여전히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먼저’와 ‘우선’의 의미를 변별하여 써야 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사후 면담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가 정확하게 ‘우선’과 ‘먼저’의 의
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43-45에서 모두 ‘먼저’를 사용
한 학습자 역시 ‘우선’과 ‘먼저’의 의미 차이를 잘 파악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평
소에 많이 접하던 표현의 정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먼저’는 중국어의 ‘先’, ‘우선’은 중국어의 ‘首先’에 대응하
여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와 ‘우선’에 대한 의미 인식 부족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먼저’와 ‘우선’을 사용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하는 남녀였다.
44. 약속이 있어서 (   ) 나가야겠다. 57% 79%

45. 누구보다 (     ) 왔어요. 33% 59%

L5(고급): ‘먼저’와 ‘우선’의 의미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저는 그냥 제 느낌
으로 선택했어요. ‘제일 먼저’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야겠다’도 많이 접한 표현이에요. 문항45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선’을 선택했어요. 

L6(중급): ‘먼저’는 중국어의 ‘先’, ‘우선’은 중국어의 ‘首先’에 대응하는 것 같
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문장에서 많
이 본 것 같아요. 우선, 둘째… 이런 식으로. 일반의 문장에서 ‘먼저’를 쓰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43, 44, 45는 다 ‘먼저’를 썼죠. 

L8(중급): ‘우선’은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항43, 45는 다 
비교의 뜻이 있어서 ‘우선’을 사용했어요. 



- 58 -

1.2.1.2. 드디어-마침내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드디어’와 ‘마침내’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표42] ‘드디어-마침내’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드디어’는 미래시제와 결합할 수 있지만 ‘마침내’는 미래시제와 결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항36에서는 ‘드디어’를 사용해야 문장이 자연스럽다. 기대하지 않은 일
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 ‘드디어’보다 ‘마침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문
항37, 38에서는 ‘마침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중국인 학습자가 이 3개 문항을 답함에 있어 비교적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다. 고
급학습자의 정답률과 중급학습자의 정답률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드디어’와 ‘마침내’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사용할 
때도 오류를 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후 면담에서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원
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국인 학습자 정답률
중급 고급

36. 고생하더니 (    ) 성공할 것이다. 65% 71%
37. (   ) 그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62% 59%

38. 아쉽지만 (   ) 그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다.  

71% 74%

L3(고급): 제 느낌으로는 ‘마침내’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문장에 쓰
일 수 있지만 ‘드디어’는 그렇지 못해요. 몸이 아프다, 헤어지다 다 좋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마침내’를 사용했어요. 

L4(고급): 제 생각으로는 ‘드디어’는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것 같아요. 뭘뭘 
했으니까 드디어…, 예를 들면 문항37에서는 무거운 짐을 옮겼으니까 그는 몸
이 아프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요. 문항37에서 ‘드디어’를 사용해야 해요. 
문항36, 38도 마찬가지예요. 

L10(중급): 제 생각으로는 ‘드디어’는 예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마침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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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담에서 대부분 학습자가 ‘드디어’와 ‘마침내’의 의미 차이를 잘 모르며 이 
두 개의 시간부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어 그저 느낌만으로 선택하였다고 하였
다. 발췌한 학습자 면담 내용을 보면 일부 고급학습자가 ‘드디어’와 ‘마침내’의 의미 
차이를 짐작하였지만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드디어’와 ‘마침
내’의 용법을 거꾸로 인식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중급학습자의 경우, ‘드디어’와 ‘마
침내’가 다 중국어의 ‘終於’에 대응된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개 시간부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드디어’와 ‘마침내’의 의미 차이를 잘못 인식하는 학습자도 있다. 
‘드디어’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제
와의 결합을 통해 ‘드디어’와 ‘마침내’를 구분하려는 학습자가 보이지 않는다. 학습
자가 ‘드디어’와 ‘마침내’의 시제 제약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드디어’와 ‘마침내’의 
의미 차이 및 시제 제약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드디어’와 ‘마침내’의 의미 차이를 잘
못 인식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드디어’, ‘마침내’를 사용할 때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1.2.2. 지속상 부사의 사용 양상

  1.2.2.1. 계속-내내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계속’과 ‘내내’를 대상으로 설정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순히 사실을 진술할 뿐이에요. 문항36, 37, 38은 다 예상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드디어’를 사용한다. 

L7(중급): ‘드디어’와 ‘마침내’는 다 중국어의 ‘終於’에 대응돼요.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느낌으로 선택했어요.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국인 학습자 정답률
중급 고급

13. 이쪽 일은 괜찮으니까 하던 일을 (     ) 
진행하세요.

95% 94%

14. 그는 겨울 (   ) 스키만   타러 다녔다. 76% 94%
15. 자동차는（   ） 늘어나지만   교통 행정이나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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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계속-내내’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계속’과 ‘내내’는 다 끊이지 않고 이어서라는 뜻이 있지만 ‘내내’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간 동안의 의미로 쓰일 때 주로 ‘내내’를 
사용한다. 문항14는 ‘내내’를 사용해야 한다. ‘내내’는 시간상 ‘겨울’과 직접 결합하
여 겨울에 스키 타는 행위가 이어짐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문항13에서는 ‘계
속’을 사용하여 끊어졌던 행위가 다시 이어짐의 의미를 나타낸다. 문항15에서도 ‘계
속’을 사용하여 자동차가 늘어남의 행위가 지속함의 의미가 나타난다. 학습자의 정
답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ㆍ고급 학습자들이 이 3개 문항을 정확하게 대답하였다. 
단지 문항14에서는 중급학습자의 정답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
자들이 ‘계속’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내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후 면담에서 고급 학습자는 ‘계속’과 ‘내내’의 이러한 의미 차이를 인식하였지
만, 중급 학습자는 이 두 가지 유의어 시간부사의 이러한 의미 차이를 여전히 인식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계속’과 ‘내내’를 중국어에 대응하여 학습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 두 가지 유의어 시간부사가 모두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에 대응할 
수 있어서 중국인 학습자가 이 두 가지 유의어 시간부사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중급 학습자가 ‘계속’과 ‘내내’가 시제와의 결합을 잘못 

자동차 문화는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L1(고급): ‘계속’은 중국어의 ‘一直、继续’과 대응하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없
고 ‘내내’는 ‘한 동안에 계속’이라는 뜻을 담겨 있고 시간상 제한이 있어야 생
각해요. 문항14에서는 ‘겨울동안’이라서 ‘내내’를 사용했고 문항13, 15는 그런 
시간적 제한이 없어서 ‘계속’을 사용했어요. 

L10(중급): 이 두 개 다 중국어의 ‘一直、继续’과 대응하여 잘 구분하지 못
해요. 이 세 개 문항은 그저 느낌대로 채웠어요. 

L6(중급): ‘계속’은 현재시제와 같이 쓰이고 ‘내내’는 과거시제와 같이 쓰여
요. 그래서 문항13, 15는 ‘계속’, 문항14는 ‘내내’를 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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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 학습자가 정답을 맞혔지만 ‘계속’과 ‘내내’가 시제와의 어
울림을 잘못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정답을 맞혔다고 ‘계속’과 ‘내내’의 의
미 차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표44] ‘계속-내내’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학습자들이 문항16에 대한 답을 보면 ‘손이 계속 피가 납니다’, ‘손은 계속 피가 
난다’, ‘손에 계속 피가 난다’ ‘손에 내내 피가 흐리고 있다’ 등 답이 있었다. 중급이
든 고급이든 대부분 학습자들이 ‘계속’을 사용하여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문항17에 대한 답을 보면 ‘그는 오전에 계속 운동하고 있다’, ‘그는 오전에 계속 운
동했다’, ‘그는 오전에 내내 운동하였다.’, ‘그는 아침에 내내 운동하고 있었다’ 등의 
답이 대부분이었다. ‘내내’를 사용하였지만 ‘오전에 내내’로 쓰이는 학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면담에서 학습자에게 문항16, 17에서 ‘계속’을 사용하는 원인을 물어보았다.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급 학습자는 ‘계속’과 ‘내내’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문법성 판단 테스트 ‘계속’을 사용하는 학습자
중급 고급

16. 手上一直在流血。（손에 계속 피가 
난다.）

85% 89%

17. 他上午一直在运动。 (그는 오전 내내 
운동하였다.)

67% 54%

L2 (고급)：’내내’는 ‘한 동안에 계속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문항17
에서 ‘내내’를 사용하여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L8(중급): 문항17은 오전에 계속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내내’를 사용하였다. 
L10(중급): 저는 ‘계속’의 용법은 잘 알지만 ‘내내’의 용법은 잘 몰라요. 그

래서 이 2개 문항에서 다 ‘계속’을 사용했어요.
L2(고급): 시간명사 뒤에 ‘에’를 항상 붙여요.
L9(중급): 보통 시간을 표현할 때 ‘…에’를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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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지만 문항17을 번역할 때도 ‘내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오전에 내내’ 
이런 표현을 잘못 썼다. 중급 학습자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자에게도 똑같은 오류를 
나타냈다. ‘계속’과 달리 ‘내내’는 직접 시간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속’과 ‘내내’의 의미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중급 학습자가 ‘내내’의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문항 17에서 ‘내내’를 사용하는 학습자 중 일부는 ‘오전에 내내’로 번역하
였다. 이들 학습자는 시간명사 뒤에 항상 ‘에’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내’와 
연결할 때도 ‘에’를 쓰였다. 이들 학습자들이 ‘내내’가 직접 시간명사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과잉일반화 현상을 보였다.

  1.2.2.2. 오래-한참

‘오래’, ‘한참’은 시제, 상과 자유롭게 공기가 가능하다. ‘오래’와 ‘한참’은 공기관계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의미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표45] ‘오래-한참’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오래’는 ‘때의 지나가는 동안 길게’, ‘한참’은 일정 기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이 상
당히 지나는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다. ‘오래’와 ‘한참’은 ‘일정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의미 차이가 있다. 문항20，21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으나 ‘오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문항22，23에서는 시간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참’을 쓰이
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국인 학습자 정답률
중급 고급

20. 이 소파는 가격이 좀 비싼 대신에 （   ） 쓸 
수 있습니다.

86% 88%

21. 아버지는 한곳에 (   ) 머무르지 못했다. 44% 67%
22. 지엄은 (    ) 그림을 살펴보더니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67% 82%

23. 창밖을 (    ) 바라보던 스승이 입을 열었다. 4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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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제시한 학습자 사용 양상을 보면 문항20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학습자의 전체적인 정답률은 중급학습자보다 높다. 중급 학습자의 문
항21과 23의 정답률은 제일 낮았다. 학습자가 ‘오래’, ‘한참’의 의미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오류 원인을 사후면담을 통해 살펴보겠다. 

사후 면담에서 학습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고급 학습자들은 ‘오래’와 ‘한참’ 사이
에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오래’와 ‘한참’은 다 긴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오래’와 ‘한참’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
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한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한참’은 짧은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시간이 긴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참’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기에 문항 21, 23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학습자도 많다. 그러
므로 시간부사 유의어 ‘오래’와 ‘한참’의 의미를 구별하기에 앞서 먼저 ‘오래’, ‘한참’ 
각각의 의미를 학습자에게 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L1(고급): ‘오래’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표시하며 ‘한참’은 ‘오래’보다 시간
이 짧은 것 같아요. 

L8(중급): ‘오래’는 중국어의 ‘好久’에 대응할 수 있고 ‘한참’은 중국어의 ‘一會
兒’에 대응해요. 그래서 문항20에서는 ‘오래’를 선택하였고 문항21, 22, 23에서
는 ‘한참’을 선택하였어요. 

연구자: 왜 문항21에서는 ‘한참’을 사용해요?
L8(중급): 문항21에서 ‘한참’을 사용하면 아버지는 짧은 시간 안에도 한곳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L10(중급): ‘오래’는 긴 시간을 나타내고 ‘한참’은 짧은 시간을 나타낸 것 같

아요. 문항20, 23은 ‘오래’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참’을 사용했어요.
연구자: 왜 문항23에서 ‘오래’를 사용하고 문항22에서 ‘한참’을 사용해요?
L10(중급): 스승이 창밖을 긴 시간을 봤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오래’를 선택

했어요. 그림을 잠깐 본 것 같아서 ‘한참’을 선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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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반복상 부사의 사용 양상

  1.2.3.1. 가끔-때때로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가끔’, ‘때때로’의 문법성 판단 결과를 검토한다.

[표46] ‘가끔-때때로’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문항 46의 의미는 이 길을 따라 가면 낚시할 만한 곳이 공간적 간격이 있게 여러 
개 있다는 것이다. ‘가끔’은 공간성도 나타낼 수 있지만 ‘때때로’는 그러한 의미가 
없다. 문항 46은 ‘가끔’을 사용해야 적절하다. 하지만 불과 중급 학습자 중 33%, 고
급 학습자 중 44%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답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때
때로’를 선택하였다. 사후 면담 내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자세하게 검토
하도록 하겠다.

‘가끔’은 중국어의 ‘偶爾’에 대응한다. ‘偶爾’는 시간적 간격뿐만 아니라 공간적 간
격도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 시간부사 ‘가끔’과 중국어 시간부사의 이런 대응관계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국인 학습자 정답률
중급 고급

46.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낚시할   만한 
곳이 (    ) 있다.

33% 44%

L3(고급): ‘때때로’는 우연히 발생한 결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 46에서 ‘때때로’
를 사용하였다. 

L8(중급): 저는 그냥 느낌대로 선택했어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가끔’의 빈도
가 ‘때때로’보다 높아요. 다른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문항46의 빈도가 높지 않아
서 ‘때때로’를 사용했어요. 

L9(중급): 이 두 개 시간부사는 다 중국어의 ‘偶爾’와 대응해서 잘 구별하지 
못해요. 저는 그냥 느낌대로 선택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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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국인 학습자가 ‘가끔’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문항46의 정답률도 높다고 
예측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일부 학습자가 ‘가끔’은 공간적 간격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대부분 학습자가 ‘가끔’의 이런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
였다. ‘가끔’의 의미에 대해 인식 부족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가 이 두 개의 유의
어 시간부사를 사용할 때 오류가 나타난다. 

1.2.3.2. 자주-자꾸

중국인 학습자의 ‘자주’, ‘자꾸’의 문법성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7] ‘자주-자꾸’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자주’는 단순히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고 화자의 어떤 감정도 들어있지 않지만 
‘자꾸’는 흔히 부정적이거나 화자가 여의치 않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문항51, 52는 ‘자주’, 문항 49, 50은 ‘자꾸’를 사용해야 한다. 학습자
의 정답률을 보면 중ㆍ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국인 학습자 정답률
중급 고급

49. 아무리 좋은 얘기도 (   ) 들어보면 
짜증나요.

73% 79%

50. (    ) 물어 보니까   귀찮으시죠? 71% 81%
51. 나는 산에 (    ) 간다. 79% 95%

52. 나는 선생님을 (    )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69% 76%

L1(고급): ‘자주’는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있지 않지만 ‘자꾸’는 부정적
인 상황에서 쓰인 것 같아요. 문항49, 50은 다 화자의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자꾸’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L3(고급): ‘자꾸’는 ‘자주’보다 더 빈번하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문항52의 
일이 발생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문항52는 ‘자꾸’를 사용했고 다른 문
항은 ‘자주’를 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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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면담 결과를 보면 일부 학습자가 ‘자주’와 ‘자꾸’의 의미 차이를 잘 인식하였
지만 일부 학습자가 ‘자주’와 ‘자꾸’의 의미 차이를 잘못 인식하였다. 일부 학습자가 
그저 빈도로 ‘자주’와 ‘자꾸’를 구별하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 시간부사 ‘자주’와 
‘자꾸’는 각각 다른 중국어 시간부사에 대응하지만 일부 학습자들이 이 두 개의 한
국어 시간부사가 같은 중국어 시간부사에 대응한다고 생각하였다. ‘자꾸’는 부정적
이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는 제약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학습자
가 ‘자꾸’를 학습할 때 이러한 용법 제약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1.2.4. 완료상 부사의 사용 양상

  1.2.4.1. 이미-벌써

마지막으로 ‘이미’, ‘벌써’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48] ‘이미-벌써’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L7(중급): ‘자주’와 ‘자꾸’는 다 중국어의 經常，總是에 대응해요. 의미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자꾸’의 빈도가 ‘자주’보다 더 높은 것인가요?

L8(중급): ‘자주’는 그저 사실을 진술할 뿐인데, ‘자꾸’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
하는 일에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51, 52에서는 ‘자주’를 선택했어요.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국인 학습자 정답률
중급 고급

26. 겨우 1년을 지냈을 뿐인데 제가 (    ) 
지쳐갑니다.

43% 48%

27. 아니, 어제 내가 화장지를 새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     ) 다 썼나?

67% 71%

28. 시험 (    ) 끝났는데   후회하면 뭐해요? 74% 86%
29.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      )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6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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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와 ‘이미’는 모두 지나감을 의미하지만 ‘벌써’는 ‘이미’보다 ‘예상보다 빠름’의 
의미가 더 있다. 문항26에서 ‘겨우’는 생각보다 빨리 지친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문
항27에서 어제 화장지를 갖다 놓았는데 오늘 다 썼다고 하여 생각보다 빠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문항26, 27에서 ‘벌써’를 사용하여 자연스럽다. 문항28은 
단순히 시험 끝났다는 사실을 진술할 뿐 생각보다 빠름이라는 의미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 문항29도 그저 대회가 끝났다는 사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문항28, 
29에서는 ‘이미’를 쓰는 것이 맞다. 학습자의 정답률을 보면 중급학습자의 정답률이 
높지 않다. 특히 문항26의 정답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 문항
27, 28에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이 나오지만 문항26, 27의 정답률은 그리 높지 않
다. 중급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문항26의 정답률이 제일 낮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벌써’보다 ‘이미’를 잘 습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급 학습자의 사후 면담 결과, ‘벌써’와 ‘이미’는 중국어의 시간부사 ‘已经’에 대
응하여 중급 학습자가 ‘벌써’와 ‘이미’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고 ‘벌
써’와 ‘이미’의 의미 차이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급 학습자는 일부 학습
자가 ‘벌써’와 ‘이미’의 이런 차이를 인식하였다. 일부 학습자는 중국어 시간부사와 
대응하여 ‘벌써’와 ‘이미’를 구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미’는 중국어 시간부사 ‘已
經’에 대응하고 ‘벌써’는 중국어 시간부사 ‘早就’에 대응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대응
하는 것이 아니다. 문항28, 29에서 중국어 시간부사 ‘早就’를 써도 말이 통하지만 
‘벌써’를 쓰면 어색하다. 문항26, 27에서 중국어 시간부사 ‘已經’을 사용해도 맞는 

L5(고급): ‘벌써’는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예상외의 뜻이 
있어요. ‘이미’는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있지 않고 그저 일반적인 사실을 
말해요.

L2(고급): ‘벌써’는 중국어의 ‘早就’에 대응하여 ‘이미’는 중국어의 ‘已經’에 
대응해요.

L9(중급): ‘벌써’와 ‘이미’는 다 중국어의 ‘已經’에 대응해요. 근데 어떤 차이
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 그냥 느낌으로 선택했어요. 

L10(중급): ‘벌써’와 ‘이미’는 차이가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벌써’는 의문문
에서 많이 쓰고 ‘이미’는 주로 진술문에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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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지만 ‘이미’를 사용하면 문장이 어색하다. 모국어의 영향으로 중국인 학습자
가 ‘벌써’, ‘이미’를 구분하는 데에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9] ‘이미-벌써’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이미’는 과거시제와 완료상과만 공기 가능하지만 ‘벌써’는 그런 제약이 없다. ‘벌
써’는 과거시제, 현재시제, 완료상, 진행상과 모두 공기 가능하다. 문항32, 33은 다 
맞는 문장이지만 대부분 학습자가 이 두 문항을 비문이라고 생각했다. 학습자의 정
답률도 낮게 나타났다. 특히 중급 학습자의 경우, 상당히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학습자가 ‘벌써’가 시제, 상과의 결합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사후 면담을 보면 중급이든 고급이든 대부분 학습자가 ‘벌써’는 현재시
제나 진행상과 공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는 과거시제나 진행상만 결합 가
능하지만 ‘벌써’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학습자들이 ‘이미’가 그러한 제약이 있어서 
‘벌써’와 ‘이미’의 의미가 비슷해 당연히 ‘벌써’도 그러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런 과잉일반화로 ‘벌써’에서 시제, 상과의 공기에 오류가 생긴다. 

2. 오류 원인 분석

앞에서 중국인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가 ‘방금-금방, 지금-이제, 계속-내내,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국인 학습자 정답률
중급 고급

32.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벌써 저녁 먹냐? 35% 53%
33. 이곳에서 벌써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 32% 38%

L4(고급): ‘벌써’ 과 ‘이미’는 다 과거의 일을 표현하니까 뒤에는 ‘-었-’과 연
결해야 될 것 같아요.   

L8(중급): ‘벌써’는 뒤에 현재시제나 ‘-고 있다’와 연결할 수 없어요. ‘-었-’
으로 바꿔야 정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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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한참, 먼저-우선, 이미-벌써, 드디어-마침내, 가끔-때때로, 자주-자꾸’ 등 
9쌍의 시간부사 유의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인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는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며 
오류를 비교적 많이 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9쌍의 시간부사 유의어 중에 중국
인 학습자가 사용할 때 비교적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시간부사 유의어는 ‘우선-먼
저’, ‘드디어-마침내’, ‘방금-금방’, 가끔-때때로’, ‘이미-벌써’ 등이 있는가 하면 중
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할 때 비교적 적게 오류가 나타나는 
시간부사 유의어는 ‘지금-이제’, ‘계속-내내’, ‘오래-한참’, ‘자주-자꾸’ 등이 있다. 
하지만 오류가 적게 나타난다고 하여 결코 학습자가 이들 시간부사의 의미 및 용법
을 잘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이제’같은 경우, 
학습자가 ‘지금-이제’의 의미 차이를 비교적 잘 인식하였지만 ‘지금’, ‘이제’가 시제, 
상과의 결합에 대해 일관되게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계속
-내내’ 같은 경우, 학습자가 ‘계속-내내’ 사이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내
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만으로 학습자가 어
떤 시간부사 유의어쌍을 잘 학습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학습자의 오류
를 분석하여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밝히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오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브라운(Brown 2011:284-287)에서는 오류의 원인을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
이, 학습의 장, 의사소통 전략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언어 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는 제2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모국어로부터의 언어 간 전이 혹은 
모국어의 간섭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학습자의 오류에서 중요한 원인
이 된다. 이러한 오류는 제2언어 지도 교사가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해서 잘 알거나 
친숙하기만 하면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내 전이는 제2언어 학습에서 일어나는 목표어 내의 언어 내 전이를 가리킨다. 
학습자가 제2언어 체계의 일부분을 습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많은 언어 내 
전이, 즉 목표어 내에서의 일반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학습의 장(context of 
learning)에서 ‘장’은 교실 안에서는 교사와 교재를, 교실 밖에서는 자연스럽게 언어
를 학습하는 경우의 사회적 상황을 가리킨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산출 전략(production strategy)을 사용하지만 이 전략 
자체가 때때로 오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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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오류 분석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범하는 오류는 주로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전이로 인해 생긴다. 다음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원인은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전이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2.1. 언어 간 이

브라운(Brown 2011:284)에서는 제2언어 학습 초기 단계에 모국어 간섭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제2언어 체계에 익숙해지기 전인 초기 단계에
서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학습에 끌어들일 수 있는 언어적 체계는 모국어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현화(2003:35)에서는 학습 전이는 긍정적 전이, 부정
적 전이, 무전이의 세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긍정적 전이인 유용
(facilitation)은 두 학습 과업이 같을 때 반응이 나타나며 부정적 전이인 간섭
(interference)은 두 학습이 연관은 있으나 다를 때 일어나며, 무전이는 두 학습이 
관련되어 있지 않을 때 간섭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이
는 학습의 장애 요인이 되는 부정적 전이인 간섭을 가리킨다. 간섭의 종류에는 언
어 간 간섭과 언어 내 간섭으로 나눌 수 있다. 언어 간 간섭은 언어 간 범주의 차
이와 구조, 규칙, 의미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간섭은 배제적
(preclusive)이거나 침입적(intrusive)인데, 배제적 간섭은 모국어에 없는 요소로 하
여 일어나는 간섭이고 침입적 간섭은 모국어의 어떠한 현상이 학습 대상 언어의 학
습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시간부사 유의어 사용 오류를 살펴본 결과 배제적 전이와 침
입적 전이에 의한 오류가 모두 나타났으며 양자를 비교해 볼 때 침입적 전이에 의
한 오류가 배제적 전이에 의한 오류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제’는 ‘과거와 단절된 느낌, 말하는 이 시점과 그 이후의 시간’이라는 뜻을 가
지고 있다. 이럴 때 ‘이제’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없다. 많은 중국어 학습자
는 ‘지금’, ‘이제’가 모두 중국어에서 현재시제 및 진행상을 표현하는 시간부사 ‘正，
正在’에 대응한다고 인식하였다. 그 결과로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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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ㄱ. *이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ㄴ. 오늘 밤 당장 나가! *이제 당장!

중국인 학습자가 위의 문장에서 다 ‘이제’를 사용하여 비문을 만들었다. 중국어에 
없는 요소로 중국인 학습자가 ‘이제’를 학습할 때 간섭되었다. 이는 배제적 전이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제’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었-’과 공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에 대
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正，正在’는 중국어에서 완료상을 나타내는 ‘了’와 공기할 
수 없다. 중국어의 영향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시간부사 ‘지금’, ‘이제’도 ‘-
었-’과 결합할 수 없다고 인식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비문이라
고 생각된다. 

(47) ㄱ. 마지막 경기인 기마전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ㄴ. 글쓰기는 이제 비중 없는 무엇이가 아니라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되었다.

위의 문장은 다 완료상을 나타내며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어의 영향으로 ‘지금’, ‘이제’가 ‘-었-’과 결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생긴 오류
다. 이는 침입적 전이의 예로 볼 수 있다. 

다른 침입적 전의의 예는 ‘계속-내내’, ‘자주-자꾸’, ‘이미-벌써’ 등이 있다. 먼저 
‘계속’, ‘내내’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계속’, ‘내내’는 다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에 대
응한다. 

(48) 그는 겨울 내내 스키만 타러 다녔다.
     他冬天一直在滑雪。

  위의 예문에서 중국어의 ‘一直’이 쓰일 수 있지만 한국어 시간부사 ‘내내’만 쓰
일 수 있고 ‘계속’을 사용하면 문장이 어색한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가 ‘계속’과 
‘내내’가 모두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에 대응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예문에서도 
‘계속’을 사용하여 오류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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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주’, ‘자꾸’같은 경우, 모두 중국어의 ‘總是’에 대응한다. 

(49) 자꾸 물어 보니까 귀찮으시죠?
     總是問很煩吧。

위의 예문에서 중국어의 ‘總是’가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있
기 때문에 한국어 시간부사 ‘자주’보다 ‘자꾸’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일부 중
국인 학습자는 ‘자꾸’와 ‘자주’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總是’라고 인식하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문에서 ‘자주’를 사용하였다. 이것도 침입적 전이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벌써’의 침입적 전이를 살펴보겠다. ‘이미’, ‘벌써’는 다 중국어 
시간부사 ‘已經’에 대응한다.

(50) 아니, 어제 내가 화장지를 새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벌써 다 썼나?
     我好像昨天剛換的紙，就已經用完了？

위의 예문에서 중국어 시간부사 ‘已經’을 사용해도 맞는 문장이지만 ‘이미’를 사용
하면 문장이 좀 어색하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가 ‘이미’, ‘벌써’를 사용할 때 중국
어 시간부사 ‘已經’에 대응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2.2. 언어 내 이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 사용함에 있어서 범하는 오류 중에 언어 내 전
이에 의한 오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첫째, 과잉일반화에 의한 오류이다. 주로 ‘계속-내내’, ‘벌써-이미’의 사용함에 이
런 오류가 나타난다. 

‘계속’, ‘내내’같은 경우, ‘계속’은 시간사와 직접 결합할 수 없지만 ‘내내’는 시간
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내내’의 이런 결합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여 
‘계속’의 결합 관계대로 ‘오전에 내내’와 같은 문장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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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부사 ‘벌써’와 ‘이미’는 모두 완료상을 나타낸다. ‘이미’는 과거시제와 완
료상과만 공기 가능하지만 ‘벌써’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벌써’
가 시제, 상과의 공기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벌써’도 ‘이미’와 같이 과
거시제나 완료상과만 공기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비문이라고 생
각하여 오류를 범한다. 

(51) 이곳에서 벌써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

둘째, 한국어 시간부사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이다. 이런 오류는 
주로 ‘방금-금방’, ‘우선-먼저’, ‘드디어-마침내’, ‘오래-한참’, ‘가끔-때때로’의 사
용함에 나타난다. 

‘방금-금방’같은 경우, 주로 학습자가 ‘금방’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금방’은 기준시 이후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인식하였지만 기준시 이전 시
점도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금방 왔단 말야’와 같은 
문장을 비문으로 판단하여 오류가 생긴다. 

‘우선’, ‘먼저’는 ‘무엇보다 앞선 때에’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나타내지만 비교의 
대상이 사람이나 일이 될 때 ‘먼저’를 사용하며 비교의 대상이 일이 될 때 ‘우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했다. 

(52) 약속이 있어서 *우선 나가야겠다.
    신의 창조의 손이 제일 *우선 만든 것은 남녀였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우선’과 ‘먼저’의 이러한 함축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로 보인다.

‘드디어’, ‘마침내’도 마찬가지이다. ‘드디어’와 ‘마침내’는 모두 결과가 실현됨을 
나타낸다. ‘마침내’는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도 쓰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드디
어’를 쓰면 어색하다. 중국인 학습자가 ‘드디어’와 ‘마침내’의 이러한 함축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53)*드디어 그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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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한참’같은 경우,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참’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참’을 ‘잠깐, 잠시, 짧은 시간 동안’이라고 인식하는 학습자가 적지 않았다. 
그런 잘못한 인식으로 인해 학습자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한다.

(54) 아버지가 한곳에 *한참 머무르지 못했다.

학습자가 위의 예문에서 ‘한참’을 사용하여 ‘아버지가 짧은 시간 안에도 한곳에 
머무르지 못했다’는 의미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학습자는 ‘가끔’은 시간적 간격 외에 공간적 간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5)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낚시할 만한 곳이 (   ) 있다.

위의 예문 중에서 ‘가끔’으로 사용하는 학습자 수가 많지 않았다. ‘가끔’의 의미 
인식 부족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어 시간부사가 시제, 상과의 결합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이
다. 즉, 한국어 시간부사의 기능을 잘 몰라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방금-금방’, ‘지
금-이제’ ‘드디어-마침내’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중국인 학습자가 ‘금방’은 기준시 이후 시점만 나
타낼 수 있다고 인식하여 ‘금방’은 과거시제와 연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6) 사장님께서 *방금 돌아온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많은 학습자들이 ‘금방’은 과거시제와 공기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위의 예문에서 
‘방금’을 사용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지금’, ‘이제’의 경우, 일부 중국인 학습자가 ‘이제’는 ‘말하는 시간외에 그 이후의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인식으로 인해 학습자는 ‘이제’가 진
행상과 공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문장도 비문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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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질적인 것들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   
      고 있다. 

 ‘드디어’는 미래시제와 결합할 수 있지만 ‘마침내’는 미래시제에 결합하면 어색하
다. 그러한 제약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고생하더니 마침내 성공할 것이다’가 
맞는 문장으로 생각하여 오류를 범한다.

그 외에도 일부 중국인 학습자가 ‘계속’, ‘내내’가 시제와의 결합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계속’, ‘내내’의 사용함에 오류가 많이 나타나지 않
았지만 ‘계속’은 현재시제와 같이 쓰이고 ‘내내’는 과거시제와 같이 쓰인다고 잘못 
인식하는 학습자가 있다.

Ⅲ장에서는 9쌍의 시간부사 유의어를 위주로 설정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결과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이 9쌍의 시간부사 유의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사후 면담을 통해 학습자가 시간
부사 유의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밝혀냈다. 중국인 학습자가 
유의 시간부사를 사용함에 있어 비교적 복잡한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오류 원인도 
비교적 복잡하였는데, 언어 간 전이로 의한 오류와 언어 내 전이에 의한 오류가 모
두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 쌍의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할 때도 여러 가지 
오류 유형이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오류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
자를 위한 효율적인 교수ㆍ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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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인 학습자를 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교수ㆍ학습 방안

Ⅲ장에서 시간부사 유의어의 사용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
였다. 이 장에서는 오류 분석을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에 맞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교수ㆍ학습 목표

이 절에서는 한국어 유의어 시간부사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교
수ㆍ학습 내용과 방법을 설정하기에 앞서 교수ㆍ학습에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교
육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브라운(Brown 2010:174)에서는 교육 문헌에서 종합목표(goals)와 목표
(objectives)를 혼동하여 쓰이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종합목표와 목표의 구별법을 제
시하였다. 즉 종합목표는 소망하고 달성 가능한 프로그램 목적과 지향점에 관한 일
반적 진술이며 목표는 종합목표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민현식(2004:62-64)에서도 
교육과정에서 ‘목적(goals, aim, purpose)’과 ‘목표(objectives)’를 분리하여 기술해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
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여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며, 목표는 ‘목적’을 구
체화하여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한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부사 유의어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설정
할 수 있다. 

목적 시간부사 유의어를 변별하고 이들 시간부사 유의어를 실제 의사
소통 상황에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목표 첫째,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및 기능의 차이를 이해한다.
둘째, 시간부사의 의미와 다양한 시제, 상과의 결합 관계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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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0] 시간부사 유의어의 교수ㆍ학습의 목적과 목표

브라운(Brown 2010:171)에서는 종합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중요한 전 단계는 
요구평가라고 하였다. 민현식(2004:60-62)에서도 학습자의 동기, 학습 순서 등에 
대한 요구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시간부
사에 유의어가 많으며 유의 시간부사 간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고 앞 3장의 오류
분석에서처럼 중국인 학습자들이 시간부사 유의어를 변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시간부사 유의어 변별에 관한 교수ㆍ학습의 전
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시간부사 유의어를 변별하여 상황에 맞게 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3장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함에 있어 오류원인을 분
석한 결과, 많은 학습자가 개별 시간부사의 의미, 시간부사가 시제, 상과의 결합 관
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시간부사 유의어를 변별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한다. 
그러므로 시간부사 유의어를 변별하기에 앞서 먼저 개별 시간부사의 의미, 시간부
사가 시제, 상과의 결합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2언어 교육
의 기본적인 목표가 학습자들이 목표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으므로(정일, 
2009:128)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의 차이를 변별한 다음에 실제 의사소통 상황
에서도 이들 유의 시간부사를 변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2.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교수ㆍ학습 내용 

2.1. 시간부사 유의어의 계화  

왕단(2005:142)에서는 어휘의 등급 정보가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 내용을 설정하려면 먼저 시간

한다.
셋째, 시제와 상에 따른 시간부사 유의어를 변별하여 다양한 의사

소통의 상황에서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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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등급별로 시간부사 목록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립국어원(2011)에서는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어휘 목록에서 

다음과 같이 이 9쌍의 시간부사 유의어를 등급화하였다. 

[표51] 국립국어원(2011)에 의해 등급화된 시간부사
  
이러한 위계화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라 객관성을 지닌다. 하지만 이

런 작업은 전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먼저’ 같은 경우, 국립국어원(2011)에 따르면 초
급에서 교수하는 것이지만, 중국인 중ㆍ고급 학습자가 이 두 개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할 때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립국어원(2011)에서는 빈도
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휘를 위계화하였다9).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간부
사 유의어를 위계화하려면 학습 용이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국어원(2011)에 제시된 본 연구 대상 18개 시간부사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52] 국립국어원(2011)에서 제시된 시간부사 빈도  

앞에 3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중국인 학습자가 비교적 많은 오류를 범하는 시간
9) 국립국어원(2011)의 어휘 선정 및 위계화 기준은 빈도, 범위, 포괄성, 학습용이성, 활용성 

등이 있다.

등급 시간부사
초급 이제, 지금, 먼저, 우선, 계속, 벌써, 자주, 자꾸, 가끔, 때때로, 

오래, 마침내, 벌써, 이미
중급 방금, 금방, 드디어, 내내, 한참

시간부사 빈도 시간부사 빈도 시간부사 빈도
지금 289 우선 512 자주 935
이제 237 먼저 339 자꾸 1169
방금 4094 계속 539 드디어 2075
금방 1739 내내 2387 마침내 1312
가끔 1186 오래 760 이미 216

때때로 5234 한참 1188 벌써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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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유의어는 ‘우선-먼저’, ‘드디어-마침내’ ‘방금-금방’, 가끔-때때로’, ‘이미-벌
써’ 등이 있으며 중국인 학습자에게 비교적 적게 오류가 나타나는 시간부사 유의어
는 ‘지금-이제’, ‘계속-내내’, ‘오래-한참’, ‘자주-자꾸’ 등이 있다. 이점을 감안하고 
앞에서 제시된 국립국어원(2011)의 시간부사 등급화 목록과 시간부사 빈도를 고려
하여 시간부사 유의어쌍을 다음과 같이 등급화하였다.

[표53] 등급별 시간부사 유의어 목록

먼저 초급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계속-내내’, ‘오래-한참’, ‘자주-자꾸’가 나타나
는 빈도도 비교적 높으며 중국인 학습자가 이들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할 때 많은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초급에 배치해도 무방하다. 

‘지금-이제’ 같은 경우, 빈도도 높으며 학습자의 정답률도 높게 나타지만 시제, 
상과의 결합에 있어 비교적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이는 초급 학습자 시제, 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할 때 ‘지금-이제’
를 중급에 배치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우선-먼저’, ‘이미-벌써’의 빈도순위
가 앞에 있지만 중국인 학습자가 학습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중급에서 교수하는 것
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가끔-때때로’, ‘방금-금방’, ‘드디어-마침내’의 경우, 중국
인 학습자가 이들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할 때 비교적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 시간부사 유의어의 출현빈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중급에 배치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2.2. 시간부사 유의어의 교수ㆍ학습 내용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교수ㆍ학습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학습자의 요구에 의해 

시간부사 유의어쌍
초급 계속-내내, 오래-한참, 자주-자꾸
중급 지금-이제, 우선-먼저, 가끔-때때로, 드디어-마침내, 방금-금방,  

  이미-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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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교수ㆍ학습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어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할 때 범하는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오류 원
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9쌍의 시간부사 유의어를 4개 군으로 나누었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가 의미나 공기관계 인식에 큰 문제가 없는 시간부사 유의어
들이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가 의미 인식에 문제가 없지만 공기 관계 인식에 문제
가 있는 시간부사 유의어들이다. 셋째, 공기 관계에 제약을 보이지 않으나 중국인 
학습자가 의미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부사 유의어들이다. 넷째, 중국인 학습자
가 의미 및 공기관계 인식 모두 어려움을 느끼는 시간부사 유의어들이다.

[표54] 학습자의 오류 원인에 따른 시간부사 유의어 분류

1군에 속하는 시간부사 유의어들의 의미 차이는 복잡하지 않고 공기 관계의 제약
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인 학습자가 1군의 시간부사 유의어를 이해하여 사용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ㆍ학습 내용을 설정할 때 중국어로 
의미와 유의어 간 의미 차이를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할 수 있다. 다음
과 같이 예문 제시를 통해 학습자에게 의미 차이를 인식시킬 수 있다.

분류  시간부사 유의어쌍
1군: 의미 이해에 큰 문제가 없는 

시간부사 유의어
자주-자꾸, 계속-내내, 오래-한참

2군: 의미 인식하였지만 공기 관계 
인식이 부족한 시간부사 유의어

지금-이제

3군: 의미 인식 부족, 공기관계에 
제약 없는 시간부사 유의어

먼저-우선, 가끔-때때로

4군: 의미 및 공기관계 인식 
부족한 시간부사 유의어

방금-금방, 이미-벌써

시간  
  부사

공통의미 개별의미 예문

자주 表示動作的重
複，經常

(행위가 

목이 말라 자주 
물을 마신다. 

자꾸 通常用於不好的狀況，意想 ㄱ. 목이 말라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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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5] 1군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한 교수ㆍ학습 내용

2군의 시간부사 유의어는 중국인 학습자가 의미 차이를 구분해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공기관계 제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다. 그
러므로 교수ㆍ학습 내용을 설정할 때 공기관계 제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
다. 교사가 이들 시간부사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부사가 시
제, 상과의 결합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지금-이제’
를 사용할 때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
금-이제’와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의 비교도 교육 내용에 넣을 수 있다. 

반복되거나 
끊임없이 진행됨, 
‘經常’에 대응함)

不到的狀況，老是
（부정적이거나 예의치 

않음，‘老是’에 대응함）

물을 마신다. 
ㄴ. 성적이 자꾸 

떨어진다.
오래 表示較長時間(

시간이 긴 사이)
뭐 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한참 時間範圍一定（시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

가슴을 진정하기   
한참 애를 썼다.

계속 表示行動的持
續，一直

(어떤 행위가 
잇달아 계속, 
一直에 대응)

可以表示某種行動一時中斷
后又重新開始，相當於繼續 
(행위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서 함, 繼續에 대응)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중이야.

내내 表示特定時間段內行動的持
續 (정해진 시간, 기간)

오전 내내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시간
부사 

의미 공기관계 예문
공통
의미

개별
의미

시제, 상과의 
공기

중국어
와의 차이

지금 表示
說話的
這個時
間(말하

可用於現在時
，現在進行和表
示完成(현재시

제, 진행상, 

‘正，正
在’只能和
現在時，
現在進行

ㄱ. 
지금/이제   
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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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6] 2군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한 교수ㆍ학습 내용

3, 4군에 속한 시간부사 유의어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운 대상이다. 먼저 3군 
시간부사 유의어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시간부사 유의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에서 오는 혼동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는 이를 사용하는 데 많은 오류를 범하
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3군에 속하는 시간부사 유의어를 교수할 때는 의미, 
특히 의미 차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먼저-우선’의 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 ‘가장/제일’과 ‘먼저’의 연어 관계, ‘우선/먼저, 둘째, 셋째’ 등의 문맥적 관
용적 표현을 추가하는 것도 학습자가 이들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는 바로 
이때에)

완료상과 공기 
가능하며 

과거시제와 
결합 불가)

時連用(대
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 
‘正，正在’

는 
현재시제, 
진행상과
만 결합 
가능)

ㄴ. 
지금/이제   

밥을 먹었다.
ㄷ. 

지금/이제   
숙제한다.

이제 和過去對比，
不僅表示現在也
可表示從現在開

始(과거와 
단절된 느낌,   

말하는 이때와 
함께 그 이후의 

시점)

可用於現在時
，現在進行和表
示完成(현재시

제, 진행상, 
완료상과 공기 

가능하며 
과거시제와 
결합 불가)

이제 다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시간
부사

공통의미 개별의미 예문 비고

우선 表示先後(무엇
보다 앞선 때에)

比較的對象是事物
(비교의 대상이 
일이 될 때)

밥 먹기 
전에 우선 

손부터 씻어요.

우선/먼
저,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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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7] 3군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한 교수ㆍ학습 내용

4군에 속한 시간부사 유의어들은 미세한 의미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기관
계에도 제약을 보인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들 시간부사의 의미 및 공기관계 인식
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축할 때 이들 시간부
사 유의어의 의미 차이 및 공기 관계 제약에 모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먼저 比較的對象是人
(비교의 대상이 
사람이 될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두해 
먼저 태어났다. 

가장/제
일 먼저

가끔 表示偶然，行動
重複進行，但之間

有間隔(행위가 
거듭 진행되는 
때와 때 사이가 
얼마쯤씩 떨어져 

있음)

可表示空間距離
공간적 간격

거리에 
가로등이 가끔 

서 있다.때때
로 

시간
부사

공통
의미

개별
의미

공기관계 예문

방금 表示
剛剛(
기준시 
이전 
시점)

只可用於過去時和表示
完成 (과거시제, 

완료상만 공기 가능)

엄마와 언니는 방금 
집안 청소를 
끝냈어요.

금방 表示之後，
馬上(기준시 
이후 시점)

表剛剛時，只可用於過
去時和表示完成，表馬上
時，可用於各種時態(기

준시 이전 시점: 
과거시제, 완료상과만 

공기 가능
기준시 이후 시점: 

ㄱ. 저도 금방 
도착했어요.

ㄴ.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비가 

오다가도 금방 햇빛이 
나요.
ㄷ.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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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8] 4군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한 교수ㆍ학습 내용

 

3.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교수ㆍ학습 방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시간부사를 사용할 때 의미적 오류뿐만 
아니라 시제, 상과의 결합 오류도 빈번히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ㆍ학습 방법을 모색

과거, 현제, 미래시제, 
진행상, 완료상과   
모두 공기 가능)

하늘에서는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다.

이미 表已
經（지
나간 
적）

只可用於過去時（과거
시제, 완료상과만 결합 

가능）

영화표는 이미 
매진됐어요.

벌써 比預想得快
（예상보다 

빠름）

可用於過去時，現在時
，現在進行時（과거시제

, 현재시제, 완료상, 
진행상과 모두 결합 

가능）

ㄱ. 젊은 부부가 
벌써 집을 장만했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ㄴ. 이곳에서 벌써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

可用於將來時、過去時
、現在時 (현재, 과거, 
미래시제에 결합 가능)

ㄱ. 고생하더니 
드디어 성공할 

것이다.
ㄴ. 고생하더니 

드디어 성공한다.
可用於不期
待的結果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실현됨을 
나타남)

不可用於將來時
(미래시제와 결합 

불가)

마침내 안녕이라고 
말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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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의미, 시제, 상과의 결합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현행 교과서에서 시간부사에 관한 교육이 의미 전달 단계에만 그치고 있는 실
정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시간부사에 관한 교육 방법이 절실하다.

3.1. 문맥 심 교수법 

이유경(2009:7)에서 문맥 내에 존재하는 단서를 이용하여 그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을 문맥 중심 교수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문맥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 학습
자의 어휘 지식 및 경험과 관련을 지어 의미를 추론해 가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학
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이는 학습자의 능
동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으며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넬슨 허버(Nelson-Herber, 1986:629-630)에서는 문맥 중심 교수법의 유용성을 
인정하였으며 새로운 어휘를 접할 때 정의 중심 교수법10)보다 문맥 중심 교수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3장에서 분석하였듯이, 학습자는 시간부사 유의어를 정확
하게 변별하여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시간부사의 의미를 
제시하기 보다 학습자에게 시간부사 유의어를 포함한 다양한 문맥을 제공해주고 학
습자 스스로가 문맥을 통해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추론해내는 것이 더 효
과적이라고 본다.

문맥 중심 교수법을 비판하는 연구도 있다. 소크맨(Sokmen, 1997)에서는 하위 
학습자들의 경우 문맥을 통한 유추의 과정이 너무 느리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어학 능력 및 다양한 전략과 배경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추론을 하는 상위 학
습자들에 비해 잘못된 추측을 할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였다. 네이션 & 뉴턴
(Nation & Newton 1997)에서도 학습자의 수준이 낮은 경우 직접적인 어휘의 제시
와 암기를 통한 학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기하였다. 즉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의 
경우 문맥을 통한 어휘의 학습보다는 명시적인 교수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학습된 한국어 어휘량이 많지 않으며 독해 능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는 교사가 제시한 문맥을 어려워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10) 정의 중심 교수법은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어휘를 교수하는 방식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교수ㆍ학습 시 사전이나 단어장과 같이 어휘와 그 뜻을 사전적 의미 기술 방식으로 제공하
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유경, 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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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므로 문맥 중심 교수법은 초급 학습자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에 비해 중급 이후의 학습자의 경우, 등급이 올라가면서 학습된 어휘량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어진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부사 유의어를 가르칠 때 문맥을 활용하여 의미를 추론해내는 방
식으로 교육할 수 있다.

존슨과 존슨(Jahnson & Jahnson, 1986)에서는 추론을 가르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제시하였다.(정인숙 1995:60 재인용)

[표59] 존슨과 존슨(Jahnson&Jahnson, 1986)의 추론 방법

위에서 제시된 추론 절차를 시간부사 유의어의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우선-먼
저’를 예로 중급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지도  
  단계

추론을 요구하는 짧은글을 제시한 후 교사는 글에서 중요한 단서를 
강조하고 그 단어가 올바른 추론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가르친다.

연습  
  단계

학생들은 주어진 짧은 글을 분석하여 중요한 단어를 결정한다. 그리
고 그 단어들이 올바른 추론에 도움을 주는 바를 기술한다.

적용  
  단계

ㄱ. 주어진 글에 대한 추론을 시도한다.
ㄴ. 추가로 제시되는 글을 통해 처음에 행한 추론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한다. 
ㄷ. 중요한 단어를 식별하며 그것이 추론에 유용하게 쓰이는 바를 

설명한다.

활동 예시
단계1: 교사가 ‘우선’과 ‘먼저’를 포함한 다양한 문맥을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우선’, ‘먼저’의 의미 차이를 생각하게 한다.
단계2: 학습자를 모둠으로 나누어 ‘우선’과 ‘먼저’의 의미 차이를 토론하게 한

다.
단계3: 교사가 추가로 ‘우선’과 ‘먼저’를 포함한 문장 몇 개를 학습자에게 제

시해 준다. 학습자가 추론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제시된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
지를 확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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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국어를 활용한 지도 방법

제2언어 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제2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초급 학습자의 교육 
현장에서 제2언어만을 사용하면 학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원미진(2011)에서
의 번역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급 학습자보다 초급 학습자가 번역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며,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모국어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
기 전까지는 불안해하는 학습자가 있고 이것이 어휘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가 드러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2언어를 교수할 때, 특히 초급 단계에 있는 학습
자에게 교수할 때는 일정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이콥슨(Jacobson, 1990:3-17)에서는 신 동시 활용 교수법(New Concurrent 
Method)을 제시하였다. 교사가 특정한 규칙에 따라 주요 순간에 언어를 바꾼다는 
교수법이다. 언어 현장에서 목표어만 사용되는 단일 언어 환경보다 모국어와 목표
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언어 환경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급 학습자에게 한
국어 시간부사 유의어를 교수할 때 신 동시 활용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차이 및 공기 관계를 교수할 때 
중국어를 배제하고 한국어로만 교수하면 학습자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시간부
사 유의어를 교수할 때 필요에 따라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모국어와 목표어를 일대일 대응하여 제시해 주
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가 모국어에 의존하지 않도록 의사소통 언어 교육 상황 속
에서 모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신 동시 활용 교수법의 원리를 토대로 최권진(2008)
에서는 모국어 사용을 통한 수업 방법으로 모국어로 토론 후 쓰기 활동을 제시했
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4: 교사가 학습자의 추론에 피드백을 주고 ‘우선’과 ‘먼저’의 의미 차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준다.

준비: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토론 및 쓰기 주제를 선정한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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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Knight, 1996)의 연구 결과에서도 모국어로 사전에 토론을 한 그룹이 목
표어로 예비 토론을 한 그룹보다 목표어 쓰기 활동을 훨씬 더 잘했다고 지적하였
다.(최권진 2008:11 재인용)

최권진(2008)의 모국어로 토론 후 쓰기 활동을 변형하면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
어 교수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다음은 시간부사 유의어 ‘오래-한참’을 모국어로 토
론 후 쓰기 활동에 적용한 예시다.

리 스미스 엔젤라(Lee Smith Angela 2008:22)에서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학
습자들이 만드는 한국어 학습사전이라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이 예문을 만
들어 모아 사전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 활동도 신 동시 활용 교수법과 결합하여 한
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다. 적용 예시는 뒤에 4절에서 자세
하게 다룰 것이다.

3.3. 형태  근법

롱(Long, 1988)에서 처음 제시된 형태 초점 접근법(Focus on forms)은 형태와 

ㄱ. 모국어로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ㄴ. 한국어로 주제에 대해 쓰기 활동을 한다.
ㄷ. 교사는 학습자들의 토론에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며, 필요시에만 적절한 

한국어의 어휘와 문법, 표현 방법을 제시해 준다.

활동 예시
단계1: 학습자가 중국어로 학습된 한국어 시간부사 ‘오래’, ‘한참’의 의미 차

이에 대해 토론한다.
단계2: 학습자가 토론된 의미 차이에 의해 ‘오래’와 ‘한참’을 사용하여 문장이

나 대화를 만든다.
단계3: 교사가 학습자들의 토론에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며, 토론 후에 ‘오래’

와 ‘한참’의 의미 차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준다. 학습자에게 어려운 부분은 
중국어로 사용하여 설명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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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모두 중점을 두어 유창성과 정확성 모두를 추구하는 접근법이다. 3장에서 
밝혔듯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시간부사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
간부사가 시제, 상과의 결합을 인식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
로 학습자에게 시간부사를 교수할 때 의미 및 시제, 상과의 결합 모두에 초점을 두
어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형태 초점 접근법을 시간부사 유의어의 
교수에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진, 정해권(201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한 과거시제 교육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형태 초점 접근법을 구현하는 기법에는 입력 중심의 기법과 출력 중심의 기법이 
있다. 입력 중심의 기법으로 입력 쇄도(input flooding),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입력 처리(input processing), 명시적(explicit) 규칙 설명 등이 있
다. 출력 중심의 기법으로는 딕토글로스(dictogloss), 고쳐 말하기(recast), 의식고
양 과제(consciousness-raising task), 미로 찾기(garden path) 등이 있다.

도티 & 윌리암스(Doughty & Williams 1998)에서는 제2언어 교수에서 형태와 
의미, 기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한적인 순차적 방
법, 순차적 방법과 통합적 방법이다. 우형식(2012:18)에서는 순차적 방법은 교사가 
미리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언어 형태를 예측하거나 학습자의 오류를 관찰
하여 가르쳐야 할 언어 형태를 미리 정한 다음, 결정된 목표 형태를 학습할 수 있
는 과제를 만들어 정확한 습득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교실에서 적용하기가 
쉽고 한국어 교육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3장에서 이
미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였으므로 순차적 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시간부사 유의어 ‘방금-금방’를 형태 초점 접근법에 적용한 예를 살펴보
겠다.

활동 예시
단계1: 교사가 ‘방금’은 과거시제와 완료상과만 어울리고 ‘금방’은 ‘기준시 이

전 시점’ 의미로 쓰일 때는 ‘방금’과 같이 과거시제와 완료상과만 공기 가능하
지만 ‘기준시 이후 시점’ 의미로 쓰일 때는 시제, 상과의 결합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준다.

단계2: 교사가 ‘방금’과 ‘금방’을 포함한 예문을 학습자들에게 보여 준다. 이
때 시간부사 ‘방금’, ‘금방’과 시제 표현을 두드러지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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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강화와 입력처리를 통해 학습자들이 시간부사가 
시제, 상과의 결합에 주목하고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교수한다. 

4.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교수ㆍ학습 모형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교수ㆍ학습 내용 및 교수ㆍ학
습 방법을 적용해 교수ㆍ학습 현장에서의 교수ㆍ학습 모형을 마련하고자 한다. 

앞서 Ⅳ장 3절에서 분석한 듯이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는 미묘
하므로 문맥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그들의 의미 차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교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루이스(Lewis, 1993:56)에서 제기한 OHE모형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발견ㆍ인식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모형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를 교수하는 데에 OHE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모형은 O(관찰 단계), H(가설 단계), E(실험 단계)로 구성되었다. 리 스미스 엔젤
라(Lee Smith Angela 2008:11)에서 OHE모형을 적용하는 수업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기술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를 통해 언어항목，
어휘항목을 인지 인식할 수 있는 관찰(Observation) 단계를 거친다. 그 다음 학습
자들은 관찰단계에서 발견한 어휘항목의 의미기능과 적절한 사용방법을 분석하고 
11) 꼬꼬마 세종말뭉치, 출처: 황만근은 이렇게 말한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나는 그 여자가 그렇다는 것을 금방 알았다.
    하루 놀다 보면 옷은 금방 지저분해질 거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단계3: 교사가 ‘방금’과 ‘금방’을 포함한 예문을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학습자

로 하여금 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예: 나는 철수와 금방 친해졌다.
   혹시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가 우리가 공부는 하지 않고 잡담이나 하고  

   있는 걸로 오해하면 내가 금방 쫓겨나지 않겠니?11)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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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규칙에 대한 가설(Hypothesis)을 도출해 보는 단계를 거친다. 끝으로, 학습
자들은 어휘항목을 통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탐구, 시도(Experiment) 단계를 
통해 어휘항목에 대한 자신감을 늘릴 수 있는 의사소통 활동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1군, 2군, 3군, 4군의 시간부사 유의어 각각 한 쌍을 선정하여, 즉 
시간부사 유의어 ‘자주-자꾸’, ‘지금-이제’, ‘드디어-마침내’, ‘이미-벌써’의 교수ㆍ
학습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4.1. ‘자주’, ‘자꾸’의 교수ㆍ학습 모형

1군에 속하는 ‘자주-자꾸’를 예로 1군 시간부사 유의어의 수업 모형을 구축하고
자 한다. ‘자주-자꾸’를 교수할 때 OHE모형을 적용한다.

(1) 관찰 단계(10분)
교사는 ‘자주’와 ‘자꾸’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문장 및 상황 몇 개를 PPT로 학습

자에게 제시해 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이들 문장의 의미, 문장에서 나타나는 상황
을 중국어로 설명하도록 한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주’, ‘자꾸’의 의미 차이를 생각
하게 한다. 

(2) 가설 단계(20분)

학습대상 초급

학습목표
1) 시간부사 ‘자주-자꾸’의 의미 차이를 이해한다.
2) 시간부사 ‘자주’, ‘자꾸’를 포함한 문장을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다.

ㄱ.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
이었다.12)

ㄴ. 이 춤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려면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서양 사람들
의 파티 장면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13)

ㄷ. ‘너 누군데 자꾸 전화냐, 앙?.’14)
ㄹ. ‘경지야, 박 서방 앞에서 건방지게 왜 자꾸 나서는 거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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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을 쌍이나 그룹으로 나눠서 중국어로 ‘자주’와 ‘자꾸’의 의미 차이를 토론
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토론하는 과정에 교사가 관찰자의 역할을 하여 가능한 한 
학습자의 토론에 간섭하지 않는다. 학습자가 토론을 마친 후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토론된 ‘자주’와 ‘자꾸’의 의미 차이를 한국어로 정리한 다음에 한국어로 발표를 하
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 교사가 학습자들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학습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수정해주고 학습자들이 모르는 내용을 보충해
준다.

(3) 실험 단계(20분)
학습자에게 ‘자주’와 ‘자꾸’를 사용하여 대화를 만든 후에 발표를 하도록 한다. 교

사가 ‘자주’와 ‘자꾸’가 쓰이는 상황이 맞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피드백을 준다. 학습
자가 ‘자주’와 ‘자꾸’를 사용할 때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해 학습자들이 서로 토론하
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4.2. ‘지 ’, ‘이제’의 교수ㆍ학습 모형

2군에 속하는 ‘지금-이제’를 예로 OHE모형을 적용하여 2군 시간부사 유의어의 
수업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1) 관찰 단계(10분)

12) 꼬꼬마 세종말뭉치, 출처: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13) 꼬꼬마 세종말뭉치, 출처: 고려대학교 교양 국어 작문(교육학과).
14) 꼬꼬마 세종말뭉치, 출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 꼬꼬마 세종말뭉치, 출처: 좋은 생각 2010년10월호.

학습대상 중급

학습목표
1) 시간부사 ‘지금-이제’의 의미 차이를 이해한다.
2) 시간부사 ‘지금’, ‘이제’와 시제, 상의 공기 관계를 이해한

다. 
3）시간부사 ‘지금’, ‘이제’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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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나온 ‘지금’ 및 ‘이제’의 뜻을 찾으라고 한다. 
이때 가능한 한 한중사전의 사용을 피한다. 한국어로 ‘드디어’, ‘마침내’의 뜻을 설명
해 주는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예로 표준국어대사전 및 외
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 나온 ‘지금’과 ‘이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그 다음에 학습자에게 ‘지금’과 ‘이제’를 포함한 다음 문장을 학습자에게 PPT로 
제시한다. 학습자들에게 ‘지금’, ‘이제’가 시제, 상과의 결합 관계를 의식하게 한다. 

(2) 가설 단계(15분)
학습자들을 쌍이나 그룹으로 나눠서 사전에서 찾았던 ‘지금’, ‘이제’를 포함한 예

문과 앞에서 제시한 문장을 바탕으로 중국어로 ‘지금’과 ‘이제’의 의미 차이 및 시
제, 상과의 제약을 토론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토론하는 과정에 교사가 관찰자의 역
할을 하여 가능한 한 학습자의 토론에 간섭하지 않는다. 학습자가 토론을 마친 후
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토론된 ‘지금’과 ‘이제’의 의미 차이 및 시제, 상과의 결합 관
계를 한국어로 정리한 다음에 한국어로 발표를 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발표가 끝

16) 꼬꼬마 세종말뭉치, 출처: 월간 에세이.
17) 꼬꼬마 세종말뭉치, 출처: 사회를 보는 논리.

ㄱ. 글쓰기는 이제 비중 없는 무엇이가 아니라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되었다.
ㄴ. 이제 경제 세계에서는 합리와 효율을 앞세우는 일이 존경받고 있다.16)
ㄷ. 마지막 경기가 지금 막 끝났다. 
ㄹ. 이러한 문제는 지금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17) 

지금 이제
표준국어대사전 말하는 바로 이때에. 바로 이때에,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이 시간에 1.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에
2. 지금부터 앞으로
3. 지금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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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에 교사가 학습자들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학습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수정해주고 학습자들이 모르는 내용을 보충해준다.

(3) 실험 단계(15분)
학습자들로 하여금 앞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자신만의 ‘지금’, ‘이제’ 를 포

함한 유의어 사전을 만들게 한다. 학습자가 만든 사전에서 ‘지금’과 ‘이제’의 의미, 
‘지금’과 ‘이제’의 의미 변별, ‘지금’, ‘이제’가 시제, 상과의 결합 관계를 포함해야 한
다. 그리고 예문도 동반해야 한다. 학습자가 사전을 만든 후에 발표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교사가 학습자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피드백을 준다. 

4.3. ‘가끔’, ‘때때로’의 교수ㆍ학습 모형

3군에 속하는 시간부사 유의어 ‘가끔-때때로’를 예로 3군 시간부사 유의어의 수
업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시간부사 유의어 ‘가끔-때때로’를 교수할 때 OHE모형
을 적용한다.

(1) 관찰 단계(10분)
교사는 ‘가끔’과 ‘때때로’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예문 몇 개를 PPT로 학습자에게 

제시해 준다. 강현화(2001:3)에서는 한 단어의 개념 형성을 위하여 긍정적 예문과 
부정적 예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어색한 문
장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가끔’과 ‘때때로’의 의미 차이에 대한 인식을 고양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가끔’, ‘때때로’의 의미 차이를 생각
하게 한다.

학습대상                          중급
학습목표 1) 시간부사 ‘가끔-때때로’의 의미 차이를 이해한다.

2) 시간부사 ‘가끔-때때로’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ㄱ. 거리에 가로등이 가끔 서 있다.
   거리에 가로등이 *때때로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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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단계(20분)
학습자를 쌍이나 그룹으로 나누어 ‘가끔’과 ‘때때로’의 의미 차이를 토론하도록 한

다. 위에 제시된 어색한 문장이 어디가 어색한지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토론한 내용
을 발표하도록 한다. 교사가 학습자가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 

(3) 실험 단계(20분)
학습자가 토론한 ‘가끔’과 ‘때때로’의 차이에 의해 ‘가끔’과 ‘때때로’를 사용하여 문

장이나 대화를 만든 후 발표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생산한 문장이나 대화에 
피드백을 준다. 

4.4. ‘이미’, ‘벌써’의 교수ㆍ학습 모형

4군에 속하는 시간부사 유의어 ‘이미-벌써’를 예로 OHE모형을 적용하여 4군 시
간부사 유의어의 수업 모형을 구축하여 보겠다.

(1) 관찰 단계(10분)
교사는 ‘이미’와 ‘벌써’를 포함한 다음의 문장 및 상황 몇 개를 PPT로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미’, ‘벌써’의 의미 차이를 생각하게 한다.

ㄴ. 이 길을 따라 걸어 보면 낚시할 만한 곳이 가끔 있다. 
    이 길을 따라 걸어 보면 낚시할 만한 곳이 때때로 있다.

학습대상                            중급

학습목표
1) 시간부사 ‘이미-벌써’의 의미 차이를 이해한다.
2) 시간부사 ‘이미’, ‘벌써’와 시제, 상의 공기관계를 이해한다. 
3）시간부사 ‘이미’, ‘벌써’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ㄱ. 이미 장롱 곳곳에는 심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18)
ㄴ. 그는 이미 노인이 되었다.
ㄷ.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구나! 내가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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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단계(20분)
학습자들을 쌍이나 그룹으로 나눠서 ‘이미’와 ‘벌써’의 의미 차이를 토론하도록 한

다. 학습자가 토론하는 과정에 교사가 관찰자의 역할을 하여 가능한 한 학습자의 
토론에 간섭하지 않는다. 학습자가 토론을 마친 후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토론된 ‘이
미’와 ‘벌써’의 의미 차이를 한국어로 정리해 한국어로 발표를 하도록 한다. 학습자
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 교사가 학습자들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학습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수정해 주고 학습자들이 모르는 내용을 보충해 준다.

(3) 관찰 단계(20분)
교사가 ‘이미’와 ‘벌써’의 의미 차이를 정리한 다음에 명시적으로 ‘이미’는 과거시

제 및 완료상에만 공기 가능하지만 ‘벌써’는 과거시제, 현제시제, 완료상, 진행상과 
모두 공기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준다. 교사가 ‘이미’와 ‘벌써’를 포
함한 예문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해 준다. 시간부사 ‘이미’, ‘벌써’와 시제 표현을 두드
러지게 표시해야 한다. 

(4) 실험 단계(20분)
교사가 ‘이미’와 ‘벌써’를 포함한 예문을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학습자로 하여금 

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18) 꼬꼬마 세종말뭉치, 출처: 푸른 수염의 첫번째 아내.
19) 꼬꼬마 세종말뭉치, 출처: 결혼과 성.
20) 꼬꼬마 세종말뭉치, 출처: 다영이의 이슬람 여행.

ㄹ. 가. 벌써 다 했어?
    나. 응,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ㄱ. 그는 이미 서울로 떠났다. 
ㄴ. 면접 이미 끝났는데 지금 가도 소용없어.
ㄷ. 30대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은 벌써 희망을 잃고 있다.19)
ㄹ. 이 나라들 간의 적대적 대립은 국경을 넘기 전에 벌써 제게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20)
ㅁ. 눈 뜨자마자부터 벌써 세 번째 듣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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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팔고 사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소비
자를 울리는 신종 인터넷 사기가 벌써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다.

ㄴ. 벌써 여러 차례 들어온 놀림이었다. 
ㄷ. 그러다 보니 벌써 봄이다.
ㄹ. 그 방안은 이미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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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방금-금방, 지금-이제, 계속-내내, 오래-한참, 먼저-우선, 이미-벌
써, 드디어-마침내, 가끔-때때로, 자주-자꾸’ 등 9쌍의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및 공기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국인 중급, 고급 학습자에게 설문을 실시
하여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오류 분석을 하였다.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시간부사 교육 방안을 설계
하였다.

I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대
상과 연구 방법을 밝혔다. 본 연구는 ‘방금-금방, 지금-이제, 계속-내내, 오래-한
참, 먼저-우선, 이미-벌써, 드디어-마침내, 가끔-때때로, 자주-자꾸’ 등 9쌍의 시
간부사 유의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중국인 중급, 고급 학습자 총 73명에게 문
법성 판단 테스트 설문을 실시하였다. 

Ⅱ장에서는 ‘방금-금방, 지금-이제, 계속-내내, 오래-한참, 먼저-우선, 이미-
벌써, 드디어-마침내, 가끔-때때로, 자주-자꾸’ 이 9쌍의 시간부사를 가지고 의미 
분석, 공기 관계 등 2가지 측면으로 다양한 예문을 통해 이들 시간부사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들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와 대조 분석
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중급, 고급 학습자 73명에게 실시된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결
과를 분석하였다. 비교적 오류가 적게 나타난 시간부사 유의어는 ‘자주-자꾸’, ‘지
금-이제’, ‘계속-내내’, ‘오래-한참’이었으며, 오류가 비교적 많이 나타난 시간부사 
유의어는 ‘우선-먼저’, ‘드디어-마침내’, ‘가끔-때때로’, ‘이미-벌써’, ‘방금-금방’이
었다. 오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가 주로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전
이에 의해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의 경우, 중국
인 학습자들의 시간부사 유의어 사용 오류에서 배제적 전이와 침입적 전이에 의한 
오류가 모두 나타났다. 하지만 침입적 전이에 의한 오류가 배제적 전이에 의한 오
류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언어 내 전이에 의한 오류의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양상을 나타냈다. 첫째, 과잉일반화에 의한 오류이다. 둘째, 한국어 시간부사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이다. 셋째, 국어 시간부사가 시제, 상과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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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이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인 학습자에 맞는 시간부사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에 
따라 시간부사 유의어를 4군으로 나눴다. 1군은 중국인 학습자가 의미 이해에 큰 
문제가 없는 시간부사 유의어들이다. 2군은 중국인 학습자가 의미를 인식하였지만 
공기 관계 인식이 부족한 시간부사 유의어들이다. 3군은 중국인 학습자가 의미 인
식이 부족하고 공기 관계에 제약 없는 시간부사 유의어들이다. 4군은 중국인 학습
자가 의미 및 공기 관계 인식이 부족한 시간부사 유의어들이다. 그리고 이들 시간
부사 유의어를 교수ㆍ학습하는 방법으로 문맥 중심 교수법, 모국어를 활용한 지도 
방법과 형태 초점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4군에서 각각 1쌍의 시간부사 유의
어, 즉 ‘자주-자꾸’, ‘지금-이제’, ‘가끔-때때로’, ‘이미-벌써’를 선정하여 위에서 언
급한 교수ㆍ학습 방법과 OHE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ㆍ학습 모형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의 의미적 차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 내용 및 교수 방안을 설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9쌍의 시간부사 유의어만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이들 시간부사가 보이는 시제, 상과의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
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다 많은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를 다루지 못하고 한국
어 시간부사 유의어와 동사, 조사 등의 결합관계를 다루지 못한 점, 한국어 시간부
사 유의어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이러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가지는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더 깊은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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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문법성 단 테스트

시간부사 유의어 사용 양상 조사

개인정보
1. 나이______   2. 성별 _____   3. 전공 _______  
4. 한국어 교재 이름 __________
5.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 _______    
6. 한국어 능력시험을 본 적이 없다면, 교육기관(학교, 어학원/당)에서 총___년

___개월 한국어를 공부했다.

一，“지금, 이제”를 선택하여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1. 평화롭던 생활은 (   ) 깨질 것이다.
2. (   )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3. (   ) 나도 조금 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4. (   ) 이순간에도 우리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 오늘 밤 당장 나가! (   ) 당장!

二， 괄호안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시간부사 유의어 이해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질문을 잘 읽고 사전을 찾거나 질문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 전공
                                                      진희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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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는 지금 내 무릎 위에서_________(잠을 자다).
7. 중국이 이제 21세기를 대비한 정치경제적 기틀을______(마련하다). 

三， 다음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십시오. 
8. 마지막 경기인 기마전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9. 글쓰기는 이제 비중 없는 무엇이가 아니라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되었다.
10.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질적인 것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상황을 맞이하

고 있다.

四, ‘지금’이나 ‘이제’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주십시오.
11. 我现在才知道怎么用信用卡。 
12. 我现在正在和小美聊天。

五，“계속, 내내”를 선택하여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13. 이쪽 일은 괜찮으니까 하던 일을 (   ) 진행하세요.
14. 그는 겨울 (   ) 스키만 타러 다녔다.
15. 자동차는（   ） 늘어나지만 교통 행정이나 자동차 문화는 별로 나아지지 않

는다.

六，‘계속’이나 ‘내내’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주십시오.
16. 手上一直在流血。
17. 他上午一直在运动。 

七，다음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해주십시오.
18. 10년 전부터 계속 여기서 살아 왔어요.
19. 이번 주 내내 기분이 우울했어요.

八. ‘오래, 한참’을 선택하여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20. 이 소파는 가격이 좀 비싼 대신에 （   ） 쓸 수 있습니다.
21. 아버지는 한곳에 (   ) 머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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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엄은 (    ) 그림을 살펴보더니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23. 창밖을 (    ) 바라보던 스승이 입을 열었다.

九，다음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해주십시오.
24. 뭐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25. 학교에서 영민이를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十. ‘이미, 벌써’를 선택하여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26. 겨우 1년을 지냈을 뿐인데 제가 (    ) 지쳐갑니다.
27. 아니, 어제 내가 화장지를 새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     ) 다 썼나?
28. 시험 (    ) 끝났는데 후회하면 뭐해요?
29. 선생이 군청앞까지 갔을 때 (    )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十一. 괄호안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주십시오.
30. 극장으로 달려갔지만 영화가 시작된지 벌써 30분이______ (지나다). 
31. 가장 적극적인 곳은 광주와 춘천으로 두 도시는 이미 정통부에 계획서를 

______(제출하다). 

十二. 다음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십시오. 
32. 아니, 지금이 몇시인데, 벌써 저녁 먹냐?
33. 이곳에서 벌써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

十三. ‘이미’나 ‘벌써’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주십시오.
34. 时间过得真快啊，我毕业已经3年了。
35. 老师已经走了。

十四. ‘드디어 마침내’를 선택하여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36. 고생하더니 (   ) 드디어 성공할 것이다.
37. (   ) 그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38. (   ) 그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다. 



- 110 -

十五. 괄호안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주십시오.
39. 드디어 시험이_____(끝나다).
40. 한참 생각한 끝에 마침내 좋은 생각이______(나다).

十六.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주십시오.
41. 민지는 열심히 노력하여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다.
42. 노력 끝에 드디어 성공했다.

十七. ‘먼저, 우선’을 선택하여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43. 신의 창조의 손이 제일 (   ) 만든 것은 사랑하는 남녀였다.
44. 약속이 있어서 (   ) 나가야겠다.
45. 누구보다 (     ) 왔어요.

八. ‘가끔, 때때로’를 선택하여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46.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낚시할 만한 곳이 (    ) 있다.

十九. ‘가끔’이나 ‘때때로’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주십시오.
47. 以前也偶尔发生过这种事情。
48. 我偶尔会想起从前。

二十. ‘자주, 자꾸’를 선택하여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49. 아무리 좋은 얘기도 (   ) 들어보면 짜증나요.
50. (    ) 물어 보니까 귀찮으시죠?
51. 나는 산에 (    ) 간다.
52. 나는 선생님을 (    )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二十一.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주십시오.
53. 나는 학교에 갈때 자주 지하철을 탄다.
54. 자꾸 기침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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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二. ‘방금, 금방’을 선택하여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55. 사장님께서 (    ) 돌아온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56 가: 많이 기다려셨죠?
    나: 저도 (    ) 도착했습니다.

二十三. 다음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해주십시오.
57. 저 동야랑 방금 사랑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58. 저 동야랑 금방 사랑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59. 금방 왔단 말야.
60. 방금 왔단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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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Synonymy of Korean Temporal 
Adverbs for Chinese Students

Chen Xili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aper focuses on the usage of Korean temporal adverbs by Chinese 
learners and attempts to find an efficient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 for the 
same. The paper conducts extensive research to analyze how Chinese learners 
use Korean temporal adverb pairs ‘banggeum-geumbang, jigeum-ijae, 
gyesog-naenae, drae-hancham, meonjeo-useon, imi-beorsseo, 
deudieo-machimnae, gaggeum-ddaeddaero’ and ‘jaju-jaggu’.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meanings, co-occurrence and errors of these adverbs in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 Chinese learners' Korean usage, the paper 
presents an efficient teaching plan for Chinese learners.

  In Chapter 1, the paper discussed the necessity of a good teaching method 
of Korean temporal adverbs for Chinese learners, and also discussed previous 
research In the field.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Grammatical 
Judgments Test on 73 Chinese learners. 

  In Chapter 2, the paper had a brief introduction of Korean temporal adverb 
and its classification. Then it discussed different meanings and connections with 
tense and aspect of Korean temporal adverb synonyms ‘banggeum-geumbang, 
jigeum-ijae, gyesog-naenae, drae-hancham, meonjeo-useon, imi-beorsseo, 
deudieo-machimnae, gaggeum-ddaeddaero, jaju-jaggu’ focusing on 2 aspects - 
meaning and co-occurrence. It also discuss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Temporal Adverbs and their equivalent Chinese Temp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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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bs.
  In Chapter 3, the paper presented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usage of 

Korean temporal adverb synonyms by Chinese learners. The research analyzed 
the errors made by Chinese learners when using Korean temporal adverb 
synonyms ‘banggeum-geumbang, jigeum-ijae, gyesog-naenae, drae-hancham, 
meonjeo-useon, imi-beorsseo, deudieo-machimnae, gaggeum-ddaeddaero’ and 
‘jaju-jaggu’. To understand the reasons why those errors were made, 10 
Chinese learner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after the survey. Through the 
research the paper showed that Chinese learners made errors when using the 
above temporal adverb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eir mother language and 
the complexity of Korean Temporal Adverb synonyms.

  In Chapter 4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for the teaching of Korean 
temporal adverb synonym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content focused on the different meanings of Korean temporal 
adverb synonyms, as well as their connection with tense and aspect. The 
suggest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pplied OHE(Observe- Hypothesize- 
Experiment) approach of language teaching.

  At the end, the paper contains a brief summary of the paper. It also 
presents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conducted and the course of future 
research in the field of teaching of Korean temporal adverb synonyms for 
Chinese learner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temporal adverb synonyms, 
Chinese learner, differences of meaning, connection with tense and aspect, 
Constrastive Analysis of Chinese and Korean temporal adverb.

Student number: 201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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