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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고급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
는}의 오류 양상을 추출하고 오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은 복잡한 통사·의미·화용적 기능을 가지고 국어
학적으로 서로 다른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이/가}와 {은/는}이 똑같이 주어를 표시하는 문법 형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조사 간의 ‘대치 오류’ 현상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 {이
/가}와 {은/는} 간의 선택은 상황 맥락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문법 요소이고 학습
자들이 두 조사의 기능을 외우기만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담화 맥락에서 이에 대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조사 {이/가}와 {은/
는}은 자주 쓰이며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이/가}, {은/
는}과 같은 조사가 없기 때문에 특히 중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운 문법 형태로 여겨
지고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특히 고급 학습
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의도나 태도를 
더욱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고 본다. 본 연구는 상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았다. Ⅱ
장에서는 우선 조사 {이/가}와 {은/는}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의미와 기능 체계를  
통사, 의미, 화용의 3가지 층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어서 현재 한국어 교육에
서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이 쓰이는 한국어 교재들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교재의 문제점
을 밝혔다. 이어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맥락을 통한 {이/
가}와 {은/는}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두 조사의 선택 과정에서 특히 ‘발신
자의 의도와 태도’, ‘장면’, ‘발화의 흐름’, ‘장르’와 같은 맥락 요소들이 이들 조사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상 내용은 본 연구에서 조사 {이



- ii -

/가}와 {은/는}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와 {은/는}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고급 수준의 중국인 학습자 90명과 한국인 
모어 화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 형식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설문조
사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능력 조사’와 ‘교수·학습 실태 조사’ 두 부분
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을 조사·비교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
리고 학습자들이 설문지에 응답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디
까지 이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대한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모국
어의 영향, 목표어 복잡성의 영향 및 교육과정의 영향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나누
어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앞서 분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
는}의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학습자의 수준별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이해 차원과 표현 차원에서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별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조사 {이/가}와 {은/는}의 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
발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맥락을 활용한 지도 방법’과 ‘형태 초점 교수
법’을 이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제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 주요어 :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 맥락, 오류 분석,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교육
* 학  번 : 2009-2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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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상황·맥락에 맞는 이해와 표현을 통한 올바른 한국어 사용
에 있다. 아무리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용 맥락에 맞지 않다면,  
효율적인 한국어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법 항목 사용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조사의 경우, 수
많은 조사 중에서 어느 것을 어떤 맥락에서 적절하게 선택·사용하느냐 하는 문제
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중에서도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조사 {이/가}와 {은/는}은 사용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에 학습자들
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문법 항목 중의 하나이다. 조사 {이/가}와 {은/는}은 비록 
초급 단계에서부터 교수·학습되는 문법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중·고급 단계에 이르
러서도 여전히 많은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을 잘 구분해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즉 두 조사의 상호적인 대치 오류 현상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
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와 {은/는}을 학습하
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조사 {이/가}와 {은/는}이 국어학적으로 서로 다른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
고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이/가}와 {은/는}은 똑같이 주어를 표시하는 
문법 형태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조사 {이/가}와 {은/는}은 복잡한 통사·의미·화
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여겨진다. 둘째, 
{이/가}와 {은/는}은 상황 맥락적 의존도가 높은 문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
재에서는 주로 문장 단위에서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가}와 {은/는}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기에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 두 조사가 어떠한 상황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셋
째,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이/가}, {은/는}과 같은 조사1)가 없기 때문에 특히 중

1) 중국어에도 한국어의 조사와 명칭이 같은 ‘助詞’가 있지만 한국어의 조사와는 다른 개념과 
범주이다. 중국어의 ‘助詞’란 단어, 구나 문장에 붙고, 어떤 부가 의미를 표시하여 보조하
는 역할을 하는 허사(虛飼)이다(齊沪揚, 2008:142~143 참조). 중국어의 ‘助詞’는 크게 동
태조사(動態助詞), 구조조사(構造助詞), 어기조사(語氣助詞)로 나눌 수 있다. 동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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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렵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을 사용할 
때 범하는 오류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옛날 옛날에 고양이와 쥐는(√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
      나.*철수는(√가) 좋아하는 사람이(√은) 영희야. 
      다.*공부를/가(√는) 형이 동생보다 잘하지만 운동을/이(√은) 동생이 더  

           잘해요. 

위의 (1가)는 도입 주제 표지인 {이/가}의 화용적인 기능에 대한 오류이고, 
(나)는 내포문 주어 제약을 알지 못해 생긴 통사적인 기능에 대한 오류이며, (다)
는 대조의 {은/는}을 인식하지 못해 생긴 의미적인 기능에 대한 오류이다. 

그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이/가}와 {은/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
만, 주로 학습자의 시험지나 작문 등 말뭉치를 이용해서 오류를 분석하는 데에 치
중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 문어 말뭉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 
사용된 말뭉치에서는 특정 문법에 대한 항목은 출현 빈도가 낮거나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 오류 원인과 학습자의 인식을 밝히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한 {이/가}와 {은/는}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가 실제로 {이/가}와 {은/는}을 어떻
게 인식하여 구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조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
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조사 {이/가}와 {은/는}의 문법적 기능의 복잡성, 모국어에
서의 해당 문법항목의 부재, 그리고 교육 부족 및 교재의 문제점 등의 이유로 중
국인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오
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 간의 대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이들의 의미와 기능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상황 맥락에서 적절한 
조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는 着, 了, 過 등이 있고, 구조조사에는 的, 地, 得 등이 있으며, 어기조사에는 嗎, 呢, 啊 
등이 있다(呂叔湘, 2008: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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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사 {이/가}와 {은/는}의 통사·의미·화용적 기능을 분석하여 한국어교육
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 틀을 설정한다.

둘째, 설정한 틀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간의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을 관찰하여 비교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에게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낸다. 

셋째,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한다. 

2. 선행 연구

지금까지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에 관한 연구는 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
에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자주 논의되어 왔다. 국어학에서의 {이/가}와 {은/는}에 
관한 연구는 통사·의미·화용적 기능과 범주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어교육학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시험지나 작문 등 쓰기 말뭉치를 이용하여 
{이/가}와 {은/는}의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적절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두 측면, 즉 국어학 영역과 한국어교육학 영역에 관한 연구들이 어떻
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1. 국어학 영역

전통문법을 따르는 입장에서 {이/가}는 통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즉 격조사로서 ‘격(格)’을 표시할 뿐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설명되고 있다. 반면 
{은/는}에 관해서는 통사적인 측면보다는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기술이 더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근래의 많은 연구에서는 {이/가}와 {은/는}에 대해서 통사·
의미·화용적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크게 {이/가}, 
{은/는} 및 {이/가}와 {은/는}의 비교로 나누어 문헌 연구를 검토하겠다.

조사 {이/가}는 최근에 통사적 기능 외에 의미적 기능도 지니고 있는 것이 논의
된 바 있다. 신창순(1975)에서 {이/가}는 지정서술과 선택지정이라는 두 가지 의
미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정서술은 대화의 장에서 직접 감각 또는 인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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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이고, 선택지정은 제시된 여럿 가운데서 특히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의 의미는 모두 ‘지정’이란 의미를 가지며 
몇 가지 조건에 의해 구별된다고 하였다. 

이필영(1982)에서 {이/가}의 지정의 의미는 문맥적 활용에 따라 두 가지 의미
로 나뉜다. 문맥적 활용이란 문장의 서술부 내용의 전제 여부를 가리키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주격조사 {이/가}는 지정의 의미를, 서술부가 전제되
었다면 선택지정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선희(1983)에서는 {이/가}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어 담화-화용상의 쓰임
을 중심으로 {이/가}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즉 특정성, 배타성, 정보의 초점 및 담
화의 출발점이라는 4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고석주(2002, 2004)에서는 {이/가}는 의미가 없는 ‘격 표지’가 아니라 ‘선택 지
정’의 의미를 가진 ‘양태조사’임을 제안하였다. 고석주(2002, 2004)는 {이/가}의 
의미를 ‘지정’으로 파악한 앞선 연구들은 단순히 그 의미만을 언급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이/가}의 의미가 ‘지정’으로 파악되는 근거와 그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지
는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가}는 ‘발화 맥락에서 예상될 
수 있는 개체들 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한다는 의미로 분석되었다. 이 관점은 본 
연구의 {이/가}의 의미적 기능에 관한 분석 부분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이/가}의 의미적 기능 외에 {은/는}과 같이 주제 등과 관련된 
화용적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김영희(1980), 
김선희(1983), 최규수(1999) 등이 있다. 이런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이/가}와 
{은/는}을 모두 주제 표지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가}를 제시 주제나 도입 주제 
또는 담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가}에 화용적 의
미가 있다는 관점을 인정할 것이다. 

한편, {은/는}의 의미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주제’와 ‘대조’의 두 가지 기능이 있
다는 것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채완(1976, 1977)은 체언에 연결되는 {은/는}의 의미를 선행하는 체언의 성격
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누어지며 명사는 다시 일
반명사와 고유명사로 나누어지면서, 일반명사가 주제가 되려면 한정적이어야 한다
고 한다. 그러나 고유명사와 대명사 중에서 1, 2인칭 대명사와 ‘이, 그, 저’가 연결
된 명사에는 그러한 조건이 필요 없다고 한다. 비한정적인 명사도 그 명사가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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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類)의 일반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문장에서는 주제가 된다. 부사에 연결된 
{은/는}은 어순에 관계없이 대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진호(2000)에서는 주제를 담화적 현상으로 보면서, {은/는}의 기본적 
의미를 ‘표별’로 보고, 이것이 조건에 따라 ‘주제’와 ‘대조’의 의미 기능이 부여된다
고 하였다. 또한 {은/는}의 대조적 의미 기능 속에 ‘지적’, ‘지시’, ‘지정’, ‘한정·제
한’과 ‘차이·상이’, ‘비교’ 뿐만 아니라, ‘강조·감탄’의 기능도 포함시키고 있다. 

홍사만(2002)에서는 ‘주제’가 ‘대조’보다 우선시 되며, ‘대조’의 의미가 없음으로 
‘주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제’로 제시되면 ‘대조’가 소멸한다고 지적하였
다. 또한 이 두 가지 표현 기능은 논의의 범주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한다. ‘대
조’는 의미론적 기능이고, ‘주제’는 화용론적 기능으로 구별된다. 본 연구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조사 {이/가}와 {은/는}을 대비하여 그 의미 차이를 연구한 것으로는 임홍빈
(1972), 이기동(1981), 최규수(1999) 등이 있다.

임홍빈(1972)에서는 국어는 주제-해설 구조를 가진 언어라고 하면서, {이/가}
와 {은/는}은 모두 주제 표시이며, 각각 ‘배타적 대립’과 ‘대조적 대립’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기동(1981)은 {이/가}는 청자가 화자에게 새로운 지시 사항을 전달하거나 강
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주의를 끌고자 할 때 쓰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은/
는}은 청자와 화자의 공동의식 영역 속에 들어있는 어느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주
의를 기울여 달라는 화자의 지시로 보았다. 

최규수(1999)에서는 조사 {이/가}와 {은/는}이 어떠한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지 그 쓰임을 살핌으로써 이들 조사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는 두 조사가 정보 
구조와 담화 구성에서의 분포에서는 서로 ‘상보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연
구에서는 조사 {이/가}를 도입주제어로, {은/는}을 중심주제어로 정의하고 이 둘
을 묶어 주제어라는 하나의 범주를 설정한다. 정보적 특성에 따라 도입주제어는 
‘알려진 또는 안 알려진, 중요한’ 요소, 중심주제어는 ‘알려진, 덜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최규수(1999)의 관점은 본 연구의 {이/가}와 {은/는}에 관한 화용적 기능
을 분석하는 부분의 근거가 될 것이다. 

조사 {이/가}와 {은/는}에 관한 국어학 연구는 이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어학적 관점에서의 선행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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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선별한다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2.2. 한국어교육학 영역

지금까지 조사 {이/가}와 {은/는}에 관한 한국어교육학 영역의 연구도 많이 이
루어졌는데,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김원경(1993), 김정숙·남기춘(2002), 정보영
(2004), 유현경·양수향·안예리(2007), 김지은(2009), 김호정·강남욱(2010) 등이 
있다. 

김원경(1993)은 {이/가}와 {은/는}의 기능을 의미, 화용, 통사 측면에서 나누어 
알아보고, 실험 방법으로 오류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는 {이/가}와 {은/는}을 각각 
4가지 의미 기능별로 나누어 난이도를 밝혔다. 하지만 {이/가}와 {은/는} 간의 관
계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이 두 조사의 의미 기능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가}와 {은/는}에 대한 난이도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데만 그쳤을 뿐 오류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정숙·남기춘(2002)에서는 영어권 한국어 초급과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
여 작문 시험 결과물을 이용함으로써,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과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영어권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통해서 {이
/가}와 {은/는}의 교수 내용을 {이/가}를 8가지, {은/는}을 6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배제한 채 교육 내용을 유형화하여 제
시하는 데에는 많은 예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형화하기에 다소 무
리가 있다는 점이 아쉽다.

정보영(2004)에서는 담화·화용적 요인에 따라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산한 
{이/가}, {은/는}의 기능적 분포를 보임으로써 학습자들이 {이/가}, {은/는}을 어
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그는 자연스러운 구어 이
야기 담화에서 학습자들이 발화의 첫 출발점에서 지시 대상을 언급할 때 사용한 
명사구를 분석 대상으로 담화 환경과 이야기 구조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화용적 특
성이 이들 조사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구어 이야
기 담화에서 {이/가}와 {은/는} 명사구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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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유현경·양수향·안예리(2007)에서는 한·영 병렬 말뭉치를 이용하여 한국어교육에

서의 조사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가}와 {은/는}의 선택 원리를 제시
하였다. 그 결과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는 화용 층위, 의미 층위, 통사 층위
가 모두 작용하되 그 층위 간의 위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조사 선택에 있
어서는 의미 층위가 가장 결정적인 층위이고 그 다음 통사 층위, 그리고 마지막이 
화용 층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을 사
용하는 데에 있어서 의미·통사·화용으로 세분화된 층위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
어의 관사와 한국어의 {이/가}, {은/는}에 관한 대조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가 모든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
을 남겼다. 

김지은(2009)에서는 고석주 외(2002)가 구축한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 태그된 말뭉치)」를 이용하여 중국어권, 영어권, 일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
로 {이/가}와 {은/는}의 사용 빈도 및 대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가}를 {은/는}으로 대치하는 오류율보다 {은/는}을 {이/가}로 대치하는 오류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가}를 {은/는}으로 대치한 오류는 5가
지 유형, 즉 중립서술문, [N는 N가 P] 형식의 이중주어문, 선택지정문, 내포문의 
용법, 반대의 경우는 크게 3가지 용법, 즉 대조, 주제, 강조에서 나타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 연구는 {이/가}와 {은/는} 간의 대치 오류 현상에 초점을 둔다는 것
에 주목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연구는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타나지 않은 오류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또한 오류 원인과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김호정·강남욱(2010)은 종단 방식으로 수집된 중·고급 학습자 세 명의 문어 말
뭉치를 대상으로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는}과 {이/가}의 대치 오류는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면서 오히려 그 비중이 높
아지는 양상, 즉 U자형 발달 양상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교육적 처치
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종단적인 방식으로 두 조사의 사용 양태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가}와 {은/는}의 대치 오류 분석을 
할 때 서로 다른 측면, 즉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이/가}
의 초점화와 {은/는}의 주제화가 비슷한 기능 및 의미역 분포를 가진다는 어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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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을 도식화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외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연구로는 이훈

(2006), 김현지(2008) 등이 있다. 
이훈(2006)은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철현 외(2002) 등의 쓰기 자

료를 토대로 보조사 {은/는} 사용 오류의 계량된 말뭉치 통계를 해석하여 {은/는}
의 ‘순차적 교수’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은/는}을 교수할 때 단위문
→복문/내포문, 문장 층위→담화 층위로 문법 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반복적, 나
선형으로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으나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
지는 못하였다.   

김현지(2008)는 학습자의 작문에서 나타난 조사 사용의 경향성을 통해서 중간
언어 문법의 실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초급 학습자의 자유 
작문을 살펴봄으로써 초급 중국어권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경향
성을 구조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2)에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이/가}와 {은/
는}의 사용 경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제시
하지는 않았다. 

이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에서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학 영역에서는, 시험이나 작문 등과 같은 문어 말뭉치를 이용해서 {이/가}와 {은/
는}에 대한 오류를 분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교
수·학습 방안을 모색했어도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 현상
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중
국인 학습자가 실제로 {이/가}와 {은/는}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 
조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다양한 실험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과 이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
2) 김현지(2008:67)에서는 구조에 대한 경향성의 측면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사용 빈

도에 대한 논의와, 이 두 조사가 한 문장에서 두 번 이상 출현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로 
구성한다. 의미에 대한 경향성의 측면에서는 {이/가}와 {은/는}이 통합되는 명사의 의미 
자질에 대한 논의와, {이/가}와 {은/는} 성분과 공기하는 서술어가 상태성 용언인지 동작
성 용언인지에 대한 논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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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은/는
  {이/가}의 통사적 기능은 문장의 주어를 
표시하는 전형적인 주격조사인 것이 일반적
으로 인식되어 왔다. 구조상은 명사 뒤에 붙
어서 그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한다.

예)친구가 왔어요.
   책이 무척 비쌉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서술어가 ‘아니다, 되다’ 
앞에 쓰이면 보격조사가 된다. 문법적으로는 
앞말이 보어임을 나타낸다.

예)철수가 대학생이 되었다.
   이것은 책이 아니다. 

이 외에 부사어 뒤, 또는 연결어미 ‘-지’
나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적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의 기능도 있다. 

예)방이 깨끗하지가 않다.

{은/는}은 일반적으로 명사나 부사 또는 
다른 조사나 어미에 붙어서, 선행하는 말에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로 인식되어 왔다. 
{은/는}은 문장에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자
유로운 편이다.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을 
하는 명사에 붙을 때에는 격조사가 생략된 
채 {은/는}이 쓰인다. 

예)철수는 음악을 좋아한다. (주어)
   영어는 철수가 잘한다. (목적어)
   그는 가수는 아니만, 노래를 꽤 잘한   

     다. (보어)

또한 일부 연결어미, 부사 또는 ‘-아’, ‘-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와 
결합하여 쓰기도 한다. 이때는 보통 ‘대조’나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예)갑자기 비가 오니까는 사람들이 건   
       물 안으로 들어갔지.

    놀러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

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
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다. {이/가}와 {은/는}을 분석하고 가르치기 위
해 무엇보다도 {이/가}와 {은/는}의 범위 선정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은 주격조사, 보격조사, 보조사 등 
다양한 통사적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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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 남은 사람은 거의가 노인이다.
   철수는 김치가 먹고 싶었다.     그 과자를 먹어는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기능들을 다루지 않고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 
그리고 학습자가 혼동하기 쉬운 기능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
로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을 하는 명사나 대명사에 연결된 {이/가}와 {은/는}에 
초점을 두고 부사, 연결어미 또는 합성동사와 결합하는 쓰임은 연구 대상에서 제
외하고자 한다. 

이상은 본 연구의 연구 대상과 관련된 기술이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 방법
을 살펴보겠다. 

3.2. 연구 방법

3.2.1. 실험 대상자

본 연구의 실험 대상자는 두 개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설문조사의 참여자는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 90명과, 대조군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 5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1)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 집단

첫째, 피험자는 한국 내 6개 대학의 언어 교육 기관3)에서 수료하거나 재학 중
인 중국인 학습자 54명, 그리고 중국 내 2개 정규 4년제 대학4)의 한국어학과 학
생 36명, 총 90명(중급 40명, 고급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학습자의 모국어는 모
두 중국어이다.

둘째, 각 언어 교육 기관마다 {이/가}와 {은/는}을 비롯한 문법 항목에 대한 교
육 방법, 교재와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의 해당 문법 항목에 대한 습득 양

3) 이 6개 대학의 언어 교육 기관은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 창원대이
다.

4) 이 중국 내 2개 정규 4년제 대학은 대외경제무역대와 북경어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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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인원
(명)

성별 TOPIK 등급
남 여 중급 고급

경희대 6 2 4 2 4
서울대 15 5 10 6 9

성균관대 11 5 6 5 6
연세대 6 2 4 2 4

한국외대 7 2 5 2 6
창원대 9 7 2 5 4

대외경제무역대 10 5 5 4 6
북경언어대 26 8 18 14 11

상도 다를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특정한 교육 기관으로만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여러 교육 기관의 중국인 학습자를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셋째, 중·고급 학습자5)를 대상으로 한다. 중·고급 학습자를 선정한 이유는, 초급 
학습자는 어휘와 문법 지식이 부족하여 연구 대상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 집단을 세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Ⅰ-1>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의 세부 정보

  2)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대조군으로 둔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
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모어 화자 50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평균 연령이 20대라는 점에서 현대 한국어 화자라고 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 대
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

5)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에서는 학습자의 숙달도 등
급 체계를 초급-중급-고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다시 초급 1·2급, 중급 3·4급, 고급 
5·6급으로 나뉜다. 한국 국내 대부분 대학의 언어 교육 기관에서도 이와 일치하게 한국어 
교육과정을 6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피험자의 실제 생활에서의 의사소
통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 피험자의 
현재 평균적인 한국어 능력 현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참
여할 피험자를 선정할 때, 대체 피험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대해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본 적이 없는 경우에
는 소속 언어 교육 기관의 수료 등급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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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인원(명) 성별 평균 연령남 여
고등학생 4 0 4

 26.7세
대학생 29 9 20

대학원생 4 1 3
직장인 5 2 3
기타6) 8 3 5

번호 성별 연령 소속 학습 단계 TOPIK 
등급

한국 거주 기간 
(개월)

I1 여 31 한국외대 4급 수료 4급 20
I2 여 30 서울대 3급 수료 4급 10
I3 남 25 서울대 4급 수료 4급 12
I4 여 22 연세대 4급 수료 4급 18
I5 남 20 성균관대 3급 수료 4급 30
A1 여 26 서울대 한국어교육 

석사과정 6급 36

A2 여 25 서울대 한국어교육 
석사과정 6급 48

A3 여 22 경희대 5급 수료 5급 36
A4 남 26 성균관대 5급 수료 6급 60
A5 남 30 서울대 6급 수료 6급 24

단을 세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Ⅰ-2>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모어 화자의 세부 정보

판(Fan, 2002:87~94)에서 면담 대상자는 반드시 본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 본
인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위햇님, 2009:18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
문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에 중급 학습자 5명과 고급 학습자 5명, 총10명을 대
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의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Ⅰ-3> 사후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의 세부 정보

3.2.2. 실험 도구 

기존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이/가}와 {은/는}의 오류분석에 관한 연

6) ‘기타’는 주부, 구직 중인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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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대부분 수업이나 시험에서 학습자들의 작문과 같은 쓰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자와 교사에게 {이/가}와 {은/는}을 교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
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런 쓰기 자료는 내용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연구자
가 연구하려는 특정 문법 항목이나 특정 용법에 대해서는 출현 빈도가 낮거나 혹
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이/
가}와 {은/는}을 충분히 산출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한 과제를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능력 조사’와 ‘교수·학습 실태 조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부분은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의 사용 능
력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부분은 ‘텍스트 완성 
과제(Text Completion Task)’와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 Judgments 
Test)’로 구성된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적 통계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인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에 대
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인 사후 인터
뷰(Follow-up Interview)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주로 {이/가}와 {은/는}
에 대한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가 {이/
가}와 {은/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1) 텍스트 완성 과제 

본 연구의 텍스트 완성 과제(Text Completion Task)는 다양한 유형의 담화7)에
서 학습자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은 설

7) 담화(discourse)는 의사소통의 단위이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문장보다 더 큰 단위, 즉 한 
문장 또는 그 이상의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들 문장들이 사용되는 상황이
나 장면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이들 문장들이 이루는 단위를 담화라 한다(Cook, 
2003). 담화와 텍스트를 구별하여 사용할 때는 음성 언어에 의한 것을 담화로, 문자 언어
에 의한 것을 텍스트로 구분하는데(Brown & Yule, 1983) 둘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
에서 담화라고 사용하기도 한다(강혜옥, 2006: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언급된 담화라
는 개념은 텍스트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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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A ) 긴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중심이 되어온 곳이다. 서울( A 
) 수도 역할을 시작한 것( B ) 백제(百濟) 시대였다.8) (후략)

2. 옛날에 고양이와 쥐(  )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양이(  ) 쥐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녔습니다.9) (후략)

3. 나/내( A ) 중학교에 다니던 70년대는 너나없이 가난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
락을 싸오지 못해 수돗물로 허기(饥饿)를 채우는 친구( B ) 열 명 정도 되던 그 시절, 내 
단짝 성호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10) (후략)

명문(introduction)과 이야기(narrative) 두 유형의 담화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야기에서는 옛날이야기와 현대 소설 각각 하나로 구성되었다. 이 두 유형의 담화
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한국어 교재에서 이러한 장르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장
르이고 또한 학습자가 자주 접하게 되는 장르이므로 학습자에게 익숙하기 때문이
다. 둘째, Ⅱ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담화 유형 또는 장르에 따라 담화의 출발
점에서 {이/가}와 {은/는}의 선택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어 
담화 실험에서 이 두 가지 담화 유형을 선택하여 실제적인 담화 차원에서, 특히 
담화의 출발점에 있어서 두 조사의 선택을 비교해 보려는 목적이 있다. 이 부분에 
참여한 피험자는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다. 중국인 학습
자들이 이 테스트에 응답할 때 어려운 어휘 때문에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어휘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표시해 준다. 또한 이 실험
을 실시할 때 학습자가 본 연구의 목표 문법 항목인 {이/가}와 {은/는}에 집중하
여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빈 칸에 적절한 조사를 써 주세요.’
라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자연스러운 실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음은 본 연구의 텍스트 완성 과제의 문항 예시이다. 

<그림Ⅰ-1> 텍스트 완성 과제 예시 1

<그림Ⅰ-2> 텍스트 완성 과제 예시 2

<그림Ⅰ-3> 텍스트 완성 과제 예시 3

8) 텍스트 완성 과제 1은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 홈페이지의 글 부분을 발췌 및 수정한 것
이다. http://www.museum.seoul.kr/chd/index.jsp. 

9) 텍스트 완성 과제 2는 서울대 교재 <한국어 2>의 33과 본문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10) 텍스트 완성 과제 3은 <우정의 양푼비빔밥>(TV동화 행복한 세상, 2004)의 부분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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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남 씨는 방금 상사에게 야단을 맞아서 기분
이 안 좋아 보인다. )
철수: 성남 씨!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같이 점  

A: ① 나      ② 나는    ③ 내가

  
2) 문법성 판단 테스트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 Judgments Test)란 어떤 언어를 모어로 사용
하는 화자에게 특정 구문이 그 언어에서 용인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언어적 직감으
로 판단하게 해주는 테스트 방법으로, 학습자의 목표 언어 능력을 조사하는 데 널
리 사용되는 언어 자료 추출법이다. 또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횡단적 연구 방법
으로 자료 수집에 수반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료에 초점을 맞추
는 데 있어서 명시성이 비교적 높은 연역적 추출법이다(김현주, 2008:95~96).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선다형(Selection Type) 테스트를 중
심으로 설정하였다. 선다형 테스트는 문항과 이어서 제시되는 두 개 이상의 답지
로 구성된다. 선다형은 최선답형(Best-answer variety), 정답형(Correct-answer 
variety), 불완전 문장형(incomplete-statement variety), 다답형
(multiple-response variety), 합답형(combined-response variety), 부정형
(negative variety) 등의 형식이 있다(황정규, 1998). 본 연구에서 사용된 테스트
는 주로 최선답형 테스트이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하여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모어 화자의 직감을 이용하여 연구자에 의해 분석된 기능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가}와 {은/는}의 각 기능에 대한 사용 
양상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한 피험자 집단을 크게 한국인 모어 화
자 집단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으로 나눈다. 선택 항목을 설정할 때, {이/
가}와 {은/는} 두 개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몇 개의 문항에서 이 두 개
의 조사 외에 조사의 생략과 조사 {을/를}도 추가하였다. 이는 피험자들이 {이/
가}와 {은/는} 2개의 조사에만 초점을 두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본 연구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 예시이다. 

췌 및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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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나 하는 게 어때요?    A    살게요.
성남:    B    고맙지만 빨리 끝내야 하는 일도  
     있고, 입맛도 없고 하니까 저는 그냥 간    
     단하게 때울게요.

B: ① 말씀을  ② 말씀은  ③ 말씀이

① 참가자: 기본적으로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일대일로 실시한다. 
② 시간과 장소: 본 조사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1주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 장소는 피조사자가 편안하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의 자택이나 잘 아는 곳이 좋다. 

③ 사후 점검을 위한 재료: 조사 당시의 행동 기록을 시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이다.

④ 사용 언어: 피조사자가 표현하기 쉬운 언어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⑤ 사후 인터뷰의 질문: 사후 인터뷰의 유효성은 질문의 내용, 방법과 직결된         

                            다. 

<그림Ⅰ-4>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예시

  3) 사후 인터뷰

과제는 그 수행을 통해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오류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설문조사에 응
답할 때 {이/가}와 {은/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이/가}와 {은/
는}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대상자에게 사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후 인터뷰를 실시할 때 피험자들의 인식을 확실하게 알아내려면 인터뷰 설계
가 매우 중요하다. 위햇님(2009:19~21)은 판(Fan, 2002:87~94)에서 제시한 사
후 인터뷰 설계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5가지 고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5가지 사항에 따라 사후 인터뷰 내용을 마련하였다. 사후 인

터뷰 대상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급 학습자 5명, 고급 학습자 5명을 선정하였
다. 학습자들은 3개 테스트에 응답한 후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 그 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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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내용에 
관한 질문

▶ 테스트는 어땠습니까?
▶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등

학습자가 응답한   
내용에 관한 질문

▶ 왜 이것(학습자가 선택한 항목)을 선택했습니까?
▶ 왜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 이런 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배웠습     

      니까? 등

{이/가}와 {은/는}에 
관한 질문

▶ {이/가}와 {은/는}의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   
      니까?

▶ {이/가}와 {은/는}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 {이/가}와 {은/는}을 구별하는 데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     

      까? 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 {이/가}와 {은/는}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   

      까?
▶ 문어와 구어에서 어느 것을 더 자주 사용합니까? 등

자가 직접 면대면 방식으로 녹음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할 때는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사후 면담은 한 학습자마다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사후 인터뷰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Ⅰ-4> 사후 인터뷰의 질문 내용

  4) 교수·학습 실태 조사 

이 부분은 학습자의 {이/가}에 관한 인식과 이해 및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이 부분은 선다
형 문항 3개와 개방형 문항 5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1, 2, 3은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묻는 질문이고, 이 부분의 
질문 형식은 평정척도형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의 질문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아주 그렇다’와 같은 응답 척도에 기대어 구
성되었다. 질문 4, 5는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묻는 
질문이며, 질문 6, 7, 8은 교육 현장과 교재에 관한 것이다. 이 두 부분은 개방형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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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관한 질문

1.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이/가}와 {은/는}의 용법에 대한 어려움   
     을 겪거나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3. 이 두 조사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습자의 이해와 
인식에 관한 질문

4. {이/가}와 {은/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체적  
     으로 대답하세요.)

5. {이/가}와 {은/는}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할지 모를 때 어떻게 처리  
     합니까? (구어와 문어 포함)

교육 현장과 
교재에 관한 질문

6. 선생님이 {이/가}와 {은/는} 용법의 차이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  
     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대답하세요.)

7. 어떤 교재(들)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8. 선생님이나 교재가 {이/가}와 {은/는}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거나  

     제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예를 들어, 따로따로 가르치거나 같  
     이 가르치는 것, 또는 이 두 조사의 차이를 명확히 가르치거나 맥  
     락에서만 어감을 키우는 것, 등.)

<표Ⅰ-5> 교수·학습 실태 조사 질문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① 한국어 기관별 교재, {이/가}와 {은/는}에 관한 선행 연구들 및 21세기 세종
계획 구어 말뭉치를 참고하여 텍스트 완성 과제, 문법성 판단 테스트, 교수·학습 
실태 조사의 질문을 만들고, 사후 인터뷰 질문에 관한 내용을 설계하였다.

② 각 테스트의 문항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인 2명과 함께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③ 설계된 과제들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1년 12
월까지 중국인 학습자 20명과 한국인 모어 화자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
시하였다. 

④ 예비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과제를 수정하고 보완했으며 2012년 2월부
터 2012년 4월까지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순서는 텍스트 완성 과제→문법
성 판단 테스트→교수·학습 실태 조사→사후 인터뷰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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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가}와 {은/는}의 교육 내용 연구를 위한 이

론적 고찰

이 장에서는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육 내용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조사 {이/가}와 {은/는}에 관한 기존의 국어학
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 조사가 지니는 의미적 기능, 화용적 기능 및 통사적 기
능과 제약을 정리한다11). 둘째, 현재 국내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
을 바탕으로 조사 {이/가}와 {은/는}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
지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가}와 {은/는}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맥락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1. {이/가}와 {은/는}의 기능

1.1. {이/가}와 {은/는}의 의미적 기능

  1) {이/가}의 의미적 기능

우선 {이/가}의 의미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가}는 전통적으
로 문법적 의미만을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어휘적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이 
많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이/가}의 유·무로 인한 의미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는 
예들을 통해서 {이/가}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 누구든지 (목마른, ??목이 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 내가 한참(??목마른, 목이 마른) 순간에 그녀가 물을 주었다. 
  (3) 가. 영수는 (책 없이) 학교에 다닌다. 
      나. 영수는 (책이 없이) 학교에 다닌다. 

11) 본 연구에서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능에 대해 기존의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제시
한 문장의 세 가지 층위인 ‘의미 층위(개념 구조)’, ‘화용 층위(정보 구조)’, ‘통사 층위(통
사 구조)’를 수용하여 각 층위에서의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 20 -

신창순
(1975)

이필영
(1982)

김선희
(1983)

고석주
(2002, 2004)

     지정서술
지정

     선택지정

     지정(중립적 지시)
지정

     선택지정(선택적 지시)

특정성
배타성

정보의 초점
담화의 출발점

선택 지정

이필영(1982:419)에 따르면 (2가)에서는 심리적 혹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상
태를 말하는 데 반하여 (2나)는 육체적 갈증 즉 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지시하
고 있다. (3가)는 단순히 책이 없다는 사실만을 말하기보다는 책을 살 여유가 없
이 공부하고 있음을, (3나)는 책을 안 가지고 학교에 다님을 각각 지시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미 변화의 원인은 {이/가}가 문법적 기능 외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조사 {이/가}에 대해 일정한 의미가 있다는 관점을 취한 대표적인 연구
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1> {이/가}의 의미 기능(연구자별)

신창순(1975)에서는 조사 체계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일본어를 연구한 구
노(Kuno, 1973)의 견해를 참고하여 {이/가}는 ‘지정서술’과 ‘선택지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 기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필영(1982)은 신창순(1975)과 용어가 약
간 다르지만 의미 분석 방법은 큰 차이가 없다. 이필영(1982:421)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조사 {이/가}의 ‘지정’의 의미는 문맥적 활용에 따라 두 가지 의
미로 나뉜다. 

  (4) 하늘이 푸르다(구나). 
  (5) 가: 무엇이 푸른가?
      나: 하늘이 푸르다. 

즉 문장 (4)는 화자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각적으로 느낀 바를 이야기한 
것으로서, 문맥상 아무런 전제가 없이 쓰이는 데 비해서, (5가)는 (5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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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개체를 지정 선택하는 경우 {이/가} 지시항을 사용한   
       다. 이것을 {이/가}의 ‘특정성’이라 한다. 

 ② {이/가} 지시항은 가능한 모든 집합 속에서 옳은 지시항만을 선택하고 다른     
       지시항은 모두 배제하는 ‘배타성’(exclusiveness)을 갖는다고 한다.

 ③ ‘의문사+가’ 지시항과 그에 대한 응답은 {이/가} 지지항이 정보의 초점이 된다  
       고 한다. 즉 ‘정보의 초점’이라고 한다.

 ④ 담화를 시작할 때나 담화의 주제가 바뀔 때, 화자는 담화의 중심 화제를 끌어   
       들이기 위해 {이/가} 지시항을 도입함으로써 화자-청자의 공동의식의 영역을  
       만들어 준다. 즉 담화의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서술부 ‘푸르다’가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푸른 것은 곧 하늘임을 선택하여 말한 것
이라고 하였다. 전자의 주어는 ‘하늘’에 대하여 중립적 지시를, 후자에서는 선택적 
지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중립적 지시를 하는 주어의 {이/가}는 그대로 ‘지정’의 
의미만을 지니고, 선택적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의미 외에 ‘선택’이라는 의
미까지 포괄한다고 하며, 후자의 경우를 ‘선택지정’이라고 불렀다.  

김선희(1983)에서는 {이/가}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어 담화-화용상의 쓰임
을 중심으로 {이/가}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김선희(1983)에서 {이/가}에 대한 ‘특정성’과 ‘배타성’의 의미는 신창순(1975)
과 이필영(1982)의 두 가지 의미와 비교하면, 사용한 용어는 다르지만 본질적 의
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모두 ‘지정’, ‘선택’이라는 의미를 제시한다. 또한 김선
희(1983)에서는 ‘정보의 초점’과 ‘담화의 출발점’이라는 두 가지 의미도 제시하는
데, 본고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은 {이/가}의 화용적 기능으로 보고 자세한 내용은 
2절에서 다룰 것이다. 

{이/가}의 의미 분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최근의 연구라고 보이는 고석주
(2002, 2004)에서는 {이/가}는 의미가 없는 ‘격 표지’가 아니라 ‘선택 지정’의 의
미를 가진 ‘양태조사’임을 제안하였다12). 그는 {이/가}의 의미를 ‘지정’으로 파악

12) 고석주(2002, 2004)는 {이/가}가 순수한 양태조사로서의 단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가}가 ‘선택 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인정하지만, 이보
다는 약한 입장으로 {이/가}가 ‘격 표지’인지 ‘양태조사’인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
가}가 어휘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화용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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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앞선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그 의미만을 언급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이/가}의 
의미가 ‘지정’으로 파악되는 근거와 그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고 지적
하였다. 그는 {이/가}는 부정칭을 나타내는 부정대명사와는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
실에서 출발하여, {이/가}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환경과, 나타날 수 없는 환
경, 그 유·무에 따라 의미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예문을 살펴봄으로써, {이/가}를 
‘발화 맥락에서 예상될 수 있는 개체들 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한다는 의미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견해에 따라 {이/가}의 ‘선택 지정’ 의미 기능을 살
펴보겠다.  

고석주(2002:229~232)에 따르면 {이/가}의 필수적 실현 환경에는 배타적 맥
락, 수사 의문문, 선택 구문이 있다. 각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6) 철수-?⦰/가/*는/*도 제일 먼저 학교에 갔다. (배타적 의미)
  (7) 누(구)-가/*⦰ 알아, 내가 일등할지?  (수사 의문문)
  (8) 왜 날 보고 그래. 너-*⦰/가 빨리 갔다 와.  (선택 구문)

(6)과 같이 ‘제일’은 발화 상황에서 여러 개체가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 개
체의 존재를 전제하는 표현이 쓰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에 조사가 실현
되지 않거나 다른 보조사가 쓰인 문장은 비문이 되고, 주어 자리에 반드시 {이/
가}가 쓰여야 한다는 사실은 {이/가}의 의미가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에 대한 ‘선
택 지정’임을 입증한다. (7)과 같은 수사 의문문에서도 {이/가}의 실현이 필수적이
다. (7)에서는 주어에 해당하는 개체가 전혀 없음을 내타내고, ‘선택 지정된 대상
(미확인 대상)에 대한 의문’을 통해 그러한 개체가 없음을 나타낸다. 즉, 수사 의
문문에서 의문사에 {이/가}가 쓰임으로써, 특정 개체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 강
한 부정이나 강한 긍정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역시 {이/
가}의 의미가 ‘선택 지정’임을 보여 준다. (8)과 같이 화용적 맥락에 따라 다른 개
체들의 존재가 전제된, 특정 대상에 대한 선택적인 명령이나 청유의 경우에는 {이
/가}가 쓰여야 한다는 데에서도 {이/가}의 의미가 ‘선택 지정’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고석주(2002:233~239)에 따르면 {이/가}가 나타날 수 없는 환경에는 부
정(不定)의 문제, 유일성, 부정문 등이 있다. 이런 반증을 통하여 {이/가}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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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의미를 인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9) 요즘은 누구-⦰/*가-나 대학에 간다.
  (10) 사람은/*이 누구나 죽는다. 그래도 지구는/*가 돈다. 
  (11) 아무리 문을 씻고 봐도 사람-⦰/*이 하나 보이지 않았다. (부정 극어)

(9)와 같이 의문대명사 ‘누구’가 평서문의 주어 자리에서 보조사 ‘나’와 함께 쓰
여서 ‘부정(不定)’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이/가}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이
/가}의 의미가 여러 개체들 중에서 한 개체를 ‘선택 지정’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
한 ‘발화 맥락에서 예상 가능한 개체가 하나뿐’일 경우에는 {이/가}가 쓰이지 않는
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10)과 같이 일반적 진리를 나타내는 문장의 
경우에는 {은/는}이 쓰이고 {이/가}가 쓰이면 비문이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
된다(특정 발화 상황에서만 쓰인다)는 사실도 {이/가}가 ‘선택 지정’임을 보여 준
다. 그리고 (11)과 같이 부정문에 쓰이는 ‘부정 극어’가 주어로 실현되는 예에서 
{이/가}가 주어 자리에서 실현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정 극어를 사용하여 ‘개체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과 여럿 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함을 뜻하는 {이/가}의 의미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고석주(2002, 2004)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가}가 ‘발화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로서 기술되는 사태와 관련될 수 있는 개체
들 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한다는 의미 기능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런 입
장을 따르고자 한다. 하지만 개념상은 ‘선택 지정’이라는 명칭은 한국어교육에서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지정’이라는 명칭을 택하
고자 한다. 

  2) {은/는}의 의미적 기능

본 절에서는 {은/는}의 의미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은/는}에는 일
반적으로 ‘주제(화제)13)’와 ‘대조’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지적되
13) ‘topic’은 국내에서 주로 ‘주제’ 혹은 ‘화제’라고 번역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topic’에 

대응하는 용어로 ‘주제’를 사용하고, 기존 연구에서 ‘화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더라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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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14). 일반적으로 {은/는}의 주제 표시 기능과 대조 표시 기능은 문맥 환경
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상보적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의 
{은/는}과 주제의 {은/는}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본질적인 것인가
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상황 맥락에 따라 어느 한 가지 기능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은/는}의 이 두 가지 기능은 각각 서로 다
른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홍사만(2002:147)에 따르면, {은/는}의 의
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전제 체계(presupposition system)에 의한 것과 주제
-평언 구조(topic-comment structure)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전
자에서 도출되는 {은/는}의 기능은 ‘대조’이며, 후자는 ‘주제’이다. 이 두 가지 표
현 기능은 논의의 범주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대조’는 의미론적 기능이고, ‘주제’
는 화용론적 기능으로 구별된다15). 본 연구에서도 {은/는}의 ‘대조’와 ‘주제’의 기
능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먼저 본 절에서는 {은/는}의 의미적 기
능인 ‘대조’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채완(1977:21)에서는 ‘주제’의 {은/는}은 나머지 문장으로부터 독립하여 문장 
전체에 관계되지만 ‘대조’의 {은/는}은 그것이 연결된 요소만을 수식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문을 들었다. 

  (12) 나는1 장미는2 한 다발, 카네이션은3 두 다발 샀다. 
  (‘는1’은 주제 표시, ‘는2’, ‘은3’은 각각 장미, 카네이션을 대조하는 의미 기능)

이 밖에도 {은/는}에 ‘대조’의 의미 기능이 있다고 보는 연구에서는 홍사만
(1983), 최수영(1984), 남기심·고영근(1985), 김진호(2000) 등이 있다. 이익섭·임

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주제’로 바꾸어 인용하기로 한다.  
14) 이 두 가지 기능(‘대조’와 ‘주제’) 중 어느 것이 {은/는}의 기본적 기능인지가 중요한 논

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대개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대조’가 기본이고 여기에서 ‘주제’의 
의미가 도출된다는 주장(성기철 1985·1994 , 이익섭·채완 1999 등), 그 반대의 주장(채
완 1976, 박철우 1998, 홍사만 2002, 남윤진 2005 등) 및 이 두 용법이 서로 독립적으
로 존재한다는 주장(최수영 1984, 김진호 2000 등)이다.

15) 김일웅(1980)에서의 주제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는 문장 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담화적 
측면의 개념으로 언어 사용 환경의 문제이다. 즉, 발화의 과정에서 화자가 사건 전달의 중
심을 어느 것으로 삼느냐 하는 전달 상의 문제이므로 선후 문맥(context)이나 발화 환경
(situation)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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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빈(1983:165)에서는 {은/는}에 ‘소극적 배타’의 의미(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태도를 보류)를 주어 거기에서 자연히 ‘대조’의 의미가 유도된다고 보았다. 아래의 
예문이 그것을 설명해 준다.

  (13) 이 식물이 고산에서는 잘 자란다.(다른 데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위와 같이 {은/는}에 대한 ‘대조’의 의미를 인정하는 견해들과 다른 입장에서 양
인석(1973:88)은 ‘대조의 의미가 어느 특정 표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접속어의 의미 내용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은/는}의 ‘대조’의 의미를 인정
하지 않는 입장이다. 양인석(1973)은 ‘대조’로서의 {은/는}을 부정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14) 가. 수잔은 아들을 낳았고, 매리는 딸을 낳았다.
       나. 수잔도 아들을 낳았고, 매리도 딸을 낳았다.
       다. 수잔만 아들을 낳았고, 매리는 딸을 낳았다.
       라. 수잔이 아들을 낳았고, 매리가 딸을 낳았다.

그의 주장은 위의 예문 (14가)~(라)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은/는}만이 대조
의 유일한 표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홍사만(2002)에서는 문장의 
성립 여부는 무엇보다 먼저 그 문의가 가진 논리적 상황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문
장 (15가)에서는 {은/는} ‘대조’의 의미에 의해 한 사람은 아들을 낳았고 또 한 
사람은 딸은 낳았다는 대조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데 반해, 문장 (14나)~(라)
에서는 화자는 두 사람이 각각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전달하
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 홍사만(2002:180~181)은 {은/는}의 대조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 대조가 되지 않는 두 항목의 열거가 {은/는}에 의해 제시될 때 
논리적 모순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 *수잔은 아들을 낳았고, 매리는 아들을 낳았다.
      사. 수잔도 아들을 낳았고, 매리도 아들을 낳았다. 
      아. 수잔이 아들을 낳았고, 미래가 (또) 아들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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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마)에서 대조가 되지 않는 두 개의 항목(동일 항목)이 {은/는}에 의해 병
렬될 때 의미상으로 비문이 되며, 문장 (사)에서는 대조가 사라질 때 온전한 문장
이 된다. 문장 (아)에서는 선·후행절이 자유로운 항목의 나열에 불과함을 뜻한다. 
이로써 보면 {은/는}의 ‘대조’의 의미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의 예문들이 보
여 주듯 소극적 배타성을 띤 대조의 용법을 갖는다. 

  (15) 가. 난 떡은 잘 먹는다. 
       나. 영희는 영어는 좋아하지만 수학은 싫어한다. 

(15가)에서 ‘떡은’은 다른 먹을거리와 함축적으로 대조됨으로써 소극적인 배타
성을 나타낸다. (15나)에서는 같은 문장 내에 있는 ‘영어는’과 ‘수학은’이 명시적으
로 대조된다. 또한 홍사만(2002:186~187)에서는 {은/는}의 함축적인 ‘대조’를 구
체화시키고 실제 문장과 함의 문장이 제시하는 서술 내용의 관계로 요약하였다. 
이는 ‘긍정↔부정’, ‘X↔Y(반대)’, ‘X'↔Y'(반의)’, 또는 ‘확실↔불확실’의 대조이다.

  (16) 가. 그는 물은 먹는다. → 그는 밥은 못 먹는다. (부정)
       나. 두 편에서 남자들은 홍군이다. → 여자들은 청군이다. (상대)
       다. 겨울과 여름 중, 겨울은 해가 짧다. → 여름은 해가 길다. (반의)

홍사만(2002)은 위의 예문을 들면서 좌단의 실제 문장과 우단의 함의 문장과는 
각각 ‘부정’, ‘상대’, ‘반의’로서 대조적 서술 내용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문장
은 함의 문장과 연결되면 더 명확한 의미를 표출하게 된다. 하지만 함의 문장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불확실’의 의미도 추출될 수 있다. 

       라. 그곳에 버스는 다닌다. → 기차는 다니는지 확실치 않다. (불확실)
                             또는 → 기차는 다니지 않는다.         (부정)

따라서 {은/는}의 ‘대조’ 의미는 실제 문장과 함의 문장의 서술어가 가진 가치 
판단에서 형성되며, 서로 ‘부정’, ‘상대’, ‘반의’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대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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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수
(1971)

임홍빈
(1971)

신창순
(1975)

김영희
(1980)

김선희
(1983)

최규수
(1999)

이/가 주제 {가} 주제화
(배타적 대립)

주제
(선택지정) 제시 주제 담화의 

출발점 도입주제어

은/는 주제 {는} 주제화
(대조적 대립) 주제 중심 주제 중심주제 중심주제어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과 ‘불확실’로부터 대조가 생성되기도 한다. 

1.2. {이/가}와 {은/는}의 화용적 기능

{이/가}, {은/는}에 대해서는 정보 전달 기능(communicative dynamism, CD)과 
관련하는 주제, 도입 주제, 신정보, 구정보 등 화용적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
다. 본 절에서는 화용적 측면에서 두 조사의 기능을 논의할 것이다.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은 문장 차원뿐만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도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이/가}의 화용적 기능
  
{이/가}는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지적되었듯이 주로 주격조사라는 문법 기능, 

지정이라는 의미 기능을 표시하고, 또한 주제나 신정보라는 정보 기능과도 관련성
이 있다. 즉, 전형적인 격표지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은 정보 구조상의 기능으로 
많이 설명되어 왔다. 먼저 ‘주제’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근래에 와서 {이/가}도 {은/는}과 같이 다 주제 표지로 간주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 중의 몇몇 주장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Ⅱ-2>과 같다. 

<표Ⅱ-2> {이/가}와 {은/는}의 화용적 기능(연구자별)

이런 앞선 연구를 통하여 {이/가}는 전통적으로 분석된 문법적 기능과 어휘적 
의미뿐만 아니라 화용적 기능도 지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공통적으
로 {이/가}는 주제, 제시 주제 또는 도입주제어로 보는 입장이다. 다음 예문 (17)
을 보면 담화를 시작하는 {이/가}의 기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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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가. 우리 대학에 김선생이 있는데, ...
       나. 아주 깊은 산속에 엄마곰, 애기곰이 살고 있었어... 

김선희(1983:39)에 따르면, (17)에서 {이/가} 지시항이 처음 도입되는 지시항
으로서 배경이 된다. (17)에서는 주제의 중심이 되는 정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가} 지시항을 도입해서 화자-청자의 공동의식의 영역을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 예문 (18)과 같은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
사말이 담화의 출발점이 되는 보조 정보로서 중심 주제의 교량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 이때도 {이/가} 지시항이 도입된다. 

  (18) 가.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입니다. 
  
최규수(1999:127)에 따르면, 담화는 보통의 경우 ‘주제의 도입’에서부터 시작된

다. 옛날이야기는 보통 “옛날에 어떤 공주가 살았는데, ...”하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는 ‘어떤 공주’가 도입되는 주제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도입된 주제를 중심으로 
“그 공주는 ...”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도입된 주제는 항상 중심주제
어로 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제를 ‘도입주제어’라고 한다16). 이
야기를 진행하면서 주제는 바뀔 수 있다.

 
  (19) 가. 옛날에 아주 예쁜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나. 공주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 첫째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다. 산속에 사는 도깨비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 
       라. 도깨비는 탐이 나서 공주를 훔쳐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마. 도깨비는 대궐 지붕으로 숨어 들었다.
       바. 공주는 궁궐 뜨락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사. 도깨비는 지붕 위에 엎드려 밤이 되길 기다렸다. 

16) 최규수(2004:124)에 따르면, {이/가} 요소는 서사적인 내용의 전개에서 보면, 대개 뒤
따르는 문장에서 중심주제어가 된다. 이러한 도입주제어는, 중심주제어를 제외한 다른 어
떤 성분보다도 뒤따르는 문장에서 중심주제어가 될 잠재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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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 담화에서 담화의 첫머리에 ‘공주가, 소문이, 도깨비’가 하는 도입주제어
가 나오고, 이어서 앞의 도입주제어와 관련된 중심주제어인 ‘도깨비는, 공부는’이 
되풀이하여 나온다. 본 연구에서는 최규수(1999)의 견의를 따르며, {이/가}와 {은
/는}의 이런 화용적 기능은 각각 ‘도입 주제’ 표지, ‘중심 주제’ 표지로 간주하겠다.

또한 채프(Chafe, 1979)에 따르면, 화자나 청자는 전달하려고 하는(또는 전달되
는) 정보량에 비해서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실제로 그것을 발화하거나 이해할 때에는 한 번에 하나의 개념(one idea at a 
time)만을 처리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인 제약 때문에 어떤 새
로운 정보가 의식 속으로 들어오면 인지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정보
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성을 상실하고 발화가 진행되는 동안 화자와 청자의 의
식 속에 남아 있는 정보들은 계속해서 그 정보성의 변화를 겪는다(정보영, 
2004:10 참조). 정보는 크게 신정보와 구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 전
달 기능 면에서 보면 {이/가} 지시항은 정보 전달력이 높은 것으로 정보 초점
(focus)을 받는 신정보 요소이면서 앞의 중심 주제를 변경, 그 뒤에 이어질 담화
의 새로운 중심 주제를 제공하는 주제이다(김영희, 1980). 즉, 담화에서 새로운 
정보를 도입할 때 화자가 청자에게 {이/가}가 피접하는 요소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초점을 맞추어 달라는) 표지이다17). 다음의 예문을 보자(밑줄 친 
부분은 신정보 또는 초점을 가리킨다.).

  (20) 가. 이번에 누가 일등 했어?
       나. 영희가 일등 했어.
       다. 영희가.
  (21) 가. 이번에 영희는 일등 했어?
       나. 영희는 일등 했어.

17) 이기동(1979:120~122)에 따르면, 담화를 시작할 때나 또는 담화의 주제가 바뀔 때, 화
자는 담화의 중심 주제를 끌어 들이기 이전에 일상적이고 평범한 정보를 도입하여 담화의 
교량 역할을 만든다고 한다. 즉, 담화 맥락에서 화자와 청자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담화
를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화자와 청자의 의식 영역에 겹쳐지는 공통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 정보를 갖고 담화의 배경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가} 지시항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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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등 했어.

위의 예문 (20)을 보면, {이/가} 지시항은 담화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신정보 요
소이면서, 발화의 초점이기 때문에 이때의 조사는 {은/는}이 아닌 {이/가}가 쓰여
야 마땅한다. 그리고 {이/가} 지시항은 맥락에서의 신정보와 정보의 초점이기 때
문에 문장에서 생략될 수 없는 부분이다. 반면에 예문 (21)에서는 중심 주제 표지
인 {은/는}은 정보 전달 기능에서 보면 {은/는} 연결 요소가 이미 언급된, 알려진 
정보, 즉 구정보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발화의 초점이 {은/는}이 아니라 {은/는} 
뒤의 서술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22) 가.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김철수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 (수업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이 시간은 한국어 조사에 대해 공부하  

             겠습니다.
       다. (논문에서)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  

             생활을 유지하고 문화의 창조·발전·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수단   
             이다. 

위의 예문 (22)에서 담화를 시작할 때 신정보 표지 {이/가}를 써야 할 듯하지
만, 실제적으로 {은/는}을 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신정보와 구정보의 개념부
터 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신정보, 구정보가 발화 상황에서의 언급 여부에 의해서
가 아니라, 채프(Chafe, 1994)의 설명에 따르면 신정보와 구정보는 청자의 의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신정보는 화자가 청자의 의식 
안에 현재 활성화 시키고 있거나 또는 재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가정하는 정보이
고, 구정보는 발화의 시점에서 화자가 청자의 의식 안에 있다고 가정하는 지식이
다. 즉, 담화 (22)에서 ‘저’, ‘이 시간’, ‘언어’는 청자에게 이미 활성화된 정보, 즉 
구정보이기 때문에 {이/가}가 아니라 {은/는}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이상은 {이/
가}에 관한 화용적 기능에 대한 분석이다. 정리해 보자면 {이/가}의 화용적 기능
은 도입 주제, 신정보18)가 있다. 다음은 조사 {은/는}의 화용적 기능에 대해 살펴
18) 신정보와 정보의 초점이라는 두 기능은 다소 비슷하고 반복적인 기능이다. 즉 신정보는 

보통 정보의 초점이고, 정보의 초점은 보통 신정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기능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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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2) {은/는}의 화용적 기능

{은/는}에 대한 의미 기능으로는 주제와 대조가 많이 논의되어 왔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제는 담화·화용적 개념이므로 문장 차원에서 파악되어서는 안 
되고 담화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문맥에서 줄곧 이야기
의 중심 대상이 되는 주제는 주로 {은/는}에 의해 표시되고, {은/는}의 이런 기능
은 중심 주제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은/는}의 중심 주제의 기능을 인정하지
만 한국어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주제’ 표시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하여 편의상 본고
에서도 앞으로 ‘주제’라는 화용적 기능을 제시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은/
는}의 주제라는 기능은 구체적으로 중심 주제 기능을 의미한다. 

국어에서 주제에 관한 논의는 채완(1976:96~101)에서부터 명확해진다. 채완
(1976)에 따르면 주제는 화자-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한정된(definite) 지식이어야 
한다. 즉 청자가 이미 그 요소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화자가 믿을 때 (즉 그 요소
의 존재가 전제될 때) 그 요소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3) 두 사람은 합격하였다.

(23)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다. 이처럼 채완(1976)에서는 주제가 될 수 있는 한정적 요소로는 고유한 
존재(해, 달, 지구 등), 고유명사나 대명사, 또는 이미 언급된 요소, 비한정적 명사
구는 그것이 유(類)개념을 나타낼 때만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한정적 요소가 될 수 없는 대상으로 의문사와 부정사, 화자의 미지 대상, 일시적 
존재나 상태 표현, 불완전 용언이나 보어 등을 들었다. 채완(1976)의 견의에 따라 
한정성을 갖는 명사구는 서정수(1996:28~30)에서 다음과 같이 재정리되었다. 

  (ⅰ) 해, 달, 불변의 진리 등을 가리키는 말
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은/는}의 구정보의 
기능을 대응하기 위해 편의상 {이/가}의 화용적 기능을 신정보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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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총칭적(generic) 유개념(類槪念)으로 쓰이는 일반명사
  (ⅲ) 고유명사, 대명사 및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수사
  (ⅳ) 앞선 대화나 문맥에서 언급된 사항

본 연구는 이 4가지 기준을 참고하여 {은/는}의 주제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해, 달, 불변의 진리 등을 가리키는 말  
언어가 가리키는 지시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나 진리는 보통 어떤 상황 맥락과 

무관하게 한정성을 갖기 때문에 해, 달, 지구, 하늘 등은 주제 {은/는}과 자연스럽
게 결합된다. 

  (24) 해는 동쪽에서 뜬다.
  (25)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해, 달, 지구 등이 고유한 존재라고 해서 항상 
{은/는}이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 예문 (26)과 같이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특정 개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가}가 쓰인다. 

  (26) (해 뜨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해가 지금 동쪽에서 뜬다. 

② 총칭적 유개념으로 쓰이는 일반명사
비한정적인 체언이 주제가 될 때 그 체언은 유개념을 나타낸다. 즉 그 체언은 

어떤 개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유(類)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또 어떤 특정한 사실을 일반화하여 표현할 때 그 문장은 주제-평언의 구조를 갖
게 된다. 

  (27)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28) 코끼리는 코가 길다.   

채완(1976:98)에 따라 유개념을 표현하는 문장은 일반적인 원칙을 나타낸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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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27), (28)은 (27)', (28)'로 표현해도 같은 의미가 된다. 

  (27)'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28)' 원칙적으로 모든 코끼리는 코가 길다.  

③ 고유명사, 대명사 및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수사
고유명사도 보통 상황·맥락과 무관하게 한정성을 띤다. 또한 대명사는 보통 특별

한 문맥이나 맥락을 주지 않아도 발화 상황에서 항상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된 정
보이기 때문에 한정성을 갖는다.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수사도 마찬가지다. 

  
  (29) 금강산은 최고의 명산이다. 
  (30) 나는 학생이다.
  (31) 우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다.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다.
 
④ 앞선 대화나 문맥에서 언급된 요소
앞선 대화나 문맥에서 이미 언급된 요소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화자가 믿

으므로 한정성을 가진다. 
       
  (32) 가: 철수와 영희는 합격했어?
       나: 두 사람은 다 합격했어. 
  (33) 야옹이가 곰돌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곰돌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숙  

         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분석하였듯이 담화에서 {은/는} 연결 요소가 보통 이미 언급된, 알려
진 정보, 즉 구정보19)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담화의 도입부는 말의 시작으로서 
정보 전달 기능 면에서 보면 언급되지 않은 신정보이기 때문에 이때의 조사는 {은
/는}이 아닌 {이/가}가 쓰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그렇지 않은 

19) 홍사만(2002:151)에서는 주제와 구정보 사이에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전자는 화자의 입장에서 본 문맥으로부터 독립된 개념이며, 후자는 청자의 입장에서 
본 문맥에 의존된 개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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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다음 예문 (34)와 (35)를 비교해 보겠다. 

  (34)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한국 제일의 도시이다. 서울이 최초로 수도로   
          등장한 시기는 백제(百濟)의 초기였다. ...

  (35) 옛날 옛날에 고양이와 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녔습니다. ...

(34)에서는 담화의 첫머리에 {은/는}이 사용되고, (35)에서는 담화의 첫머리에 
{이/가}가 사용되는 것은 보통이다. (34)는 ‘서울’에 대한 설명문인데, 이처럼 소
개문 담화 속에서 이미 활성화된 지시 대상을 출발점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담화의 출발이 (34)와 같이 항상 이미 활성화되었거나 쉽게 활성
화될 수 있는 정보만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35)와 같은 이야기 담화는 {이/
가} 지시항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이야기라는 장르 특성상 이야
기를 읽는 독자의 머릿속에 활성화되지 않은 신정보가 담화의 출발점으로 기능한
다. 따라서 김호정(2006:167~168)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선택은 실제 담화
의 세계 내에서, 즉 구체적인 담화의 특성을 드러내는 담화 유형 또는 장르에 따
라 그 의미 기능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보 전달 기능으로 보면 중심 주제가 되는 {은/는} 지시항은 정보 전달력
이 약하다. 중심 주제가 되는 요소는 기지(旣知)의 정보이며, 따라서 정보 전달력
이 낮다는 사실은 담화 과정에서 그 요소의 생략 가능과도 관계가 있다.

  (36) 가. 철수는 기말고사에 어떻게 되었니?
       나. 철수는 기말고사에 합격했지.
       다. 그는 기말고사에 합격했지.
       라. 합격했지. 
  (37) 가. 누가 기말고사에 합격했니?
       나. 철수가 기말고사에 합격했지.
       다. *기말고사에 합격했지. 

(36가)의 의문에 대한 대답은 (36나), (36다), (36라) 중 어느 것이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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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36다)의 대답은 기지의 요소인 ‘철수’를 지시사 ‘그’로 대치한 문장이며, 
(36다)는 중심 주제의 요소를 생략한 문장이다. 이와는 달리 문장 (37가)의 의문
문에 대한 대답은 (37나)일 뿐, 미지의 요소를 생략한 (37다)는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국어에서 {은/는}은 화용적 기능으로 중심 주제와 구정보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이/가}는 도입 주제와 신정보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담화에
서 보면 {은/는} 지시항은 {이/가} 지시항과 분포가 거의 상보적이다. 대개 {은/
는} 지시항이 쓰인 문장은 {이/가} 지시항이 쓰인 문장과 교체되지 못하고, 거꾸
로도 그러하다20).  

1.3. {이/가}와 {은/는}의 통사적 기능 및 제약

Ⅰ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가}의 통사적 기능은 주로 주어와 보어 뒤에 붙어 
주격조사와 보격조사가 된다. 이 외에 부사어 뒤, 또는 연결어미 ‘-지’나 ‘-고 싶
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적하여 강조하는 뜻
을 나타내는 보조사의 기능도 있다. {은/는}은 일반적으로 명사나 부사 또는 다른 
조사나 어미에 붙어서, 선행하는 말에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로 인식되어 왔다.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을 하는 명사에 붙을 때에는 격조사가 생략된 채 {은/는}
이 쓰인다. 또한 일부 연결어미, 부사 또는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와 결합하여 쓰기도 한다. 본 연구는 주로 주어, 보어, 목적어 기능을 하
는 명사나 대명사에 연결된 {이/가}와 {은/는}에 초점을 두어 다루도록 한다. 

통사적 제약에 있어서 채완(1976), 최수영(1984)21) 등의 논의에서 언급된 내
포문(또는 안은 문장, 전통적으로는 ‘포유문’) 주어 제약이 있다. 내포문 주어 제약
이란 내포문의 주어는 그것이 대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나 {이/가}로 나
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제약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내포문의 종류를 정리하겠다.

20) 그런데 실제 담화에서 {은/는}과 {이/가}는 서로 교체되어도 정보적으로 기능적으로 별
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최규수(2004)에 따르면 이것은 본질적인 기능
의 차이라기보다 문체적인 차이로 중심주제어로 쓰인 것보다 도입주제어로 쓰인 것이 더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담화 내용의 흐름에서 보면 중심주제어는 바탕
(background)으로 깔리고 도입주제어는 모습(figure)으로 드러나는 지시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21) 최수영(1984:247)에서는 내포문이나 종속절에는 대개 주어에 {이/가}가 붙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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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근·구본관(2008:483~516)에 따르면, 겹문장은 접속문(이어진 문장)과 내포
문(안은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내포문이란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더 큰 문장을 이룬 문장을 말한다. 이때 더 큰 문장 속에 들어가 문장 속의 한 성
분으로 안겨 있는 것을 성분절이라 한다. 그리고 내포문은 문장 속에 어떤 종류의 
성분절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다시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내포문으로 나눌 수 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Ⅱ-1> 겹문장에 대한 하위분류 (고영근·구본관:2008)

이런 5가지 종류의 내포문은 각각 예를 들면 다음 예문 (38)과 같다. (38가)는 
명사절, (나)는 관형사절, (다)는 부사절, (라)는 인용절, (마)는 서술절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더 큰 문장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 서술절 내포문은 흔히 이중
주어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8) 가. 철수는 영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나. 우리 반에 키가 큰 학생들이 많이 있다. 
       다. 그 아이가 재주가 있게 생겼다. 
       라. 영희는 철수가 한국으로 왔다고 말했다. 
       마. 코끼리는 코가 길다. 
  (39) 코끼리는 코는 길다(다리는 짧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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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은/는}
의미적 기능 지정 대조

화용적 기능
도입 주제

신정보

     ①해, 달, 불변의 진리 등을 가리키는 말
주제   ②총칭적 유개념으로 쓰이는 일반 명사 

     ③고유명사, 대명사 및 특정 대상을 가  
         리키는 수사

     ④앞서의 대화나 문맥에서 언급된 사항
구정보

통사적 
기능 및 

제약

기능 주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제약                      내포문 주어 제약    
      (①명사절  ②관형사절  ③부사절  ④인용절  ⑤서술절) 

이들 내포절에는 대개 주어에 {이/가}가 붙는 것이고 만약에 {은/는}이 쓰이면 
이때는 대조의 의미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문 (39)에서 ‘코는 길
다’라는 내포절 주어 뒤에 {은/는}이 쓰일 때는 대조의 의미가 있다. 즉 ‘코끼리는 
다리는 짧지만, 코는 길다.’라는 의미다. 하지만 내포절의 주어는 대조의 대상이 아
닐 때는 대개 {이/가}가 쓰여야 한다. 내포문에서 주제를 표시하는 {은/는}이 {이
/가}로 변하는 현상은 통사론적인 절차(채완, 1976)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지정)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이/가}와 {은/는}을 의미, 화용, 통사 측면에서 두 조사의 기능을 살
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이러한 주요 기능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3> {이/가}와 {은/는}의 각 측면의 기능 정리

2.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이/가}와 {은/는}의 실태

2.1. 한국어 교재에서의 {이/가}와 {은/는} 수록 양상

본 절에서는 국내외 한국어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을 어떤 내용과 방식으
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는 한·중 대
학 기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교재들이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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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등급
/과 문법 설명

경
희
대

1/2
<주격조사>
Noun+이/가  (Subjective Particle)
이/가 is attached onto a given noun to render it the subject of a 

sentence. Nouns ending in a consonant take 이, while those ending in a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시기 급수 구성

한국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8

초급 Ⅰ, Ⅱ
중급 Ⅰ, Ⅱ
고급 Ⅰ, Ⅱ

한국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주)문진미디어 2010 1,2,3,4

(배우기 쉬운)한국어 성균어학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1,2,3,4,5,6

연세 한국어 언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1,2,3,4,5,6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시기 급수 구성
한국어1 북경대학교 

조선문화 연구소 민족출판사 2001 1,2,3,4

(초급)한국어 姜銀國 외 상해교통대학
출판사 2006

초급 上, 下
중급 上, 下
고급 上, 下

초급한국어 崔羲秀 외 연변대학교출판사 2001
초급 上, 下
중급 上, 下
고급 上, 下

<표Ⅱ-4> {이/가}, {은/는} 분석을 위한 한국 내의 한국어 교재 

<표Ⅱ-5> {이/가}, {은/는} 분석을 위한 중국 내의 한국어 교재 

  1) {이/가}

우선 위의 <표Ⅱ-4>에서 제시된 한국 내의 교재들을 대상으로 각 교재에 제시
하고 있는 조사 {이/가}의 문법 설명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22). 

22) ‘< >’안의 문법 용어는 살펴보기 편리함을 위해서 연구자가 키워드를 한국어로 번역해
서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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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wel take 가. Certain irregular uses of 가 also exist. When the personal 
pronouns 나, 너 and 저 are followed by 가, they become 내가, 네가 and 제
가 respectively. Similarly, when the question form 누구 is followed by 가, 
it becomes 누가.

1/7
<보격조사>
In the polite formal style, the negation of 이다 is 이/가 아닙니다. In the 

informal style, it is 이/가 아니에요.

서
울
대

1/6
<주격조사>
The particle 가 marks the subject of a sentence when the subject ends 

with a vowel. The alternative form 이, on the other hand, is added to 
nouns endings with a consonant. 

1/2 <보격조사>
아니요. N이/가 아닙니다. No, (N) is not N.

1/6 <이중주어문>
(N은/는) N이/가 A-ㅂ니다/습니다. N N be A.

2/1 <보격조사>
N은/는 N이/가 되다. N becomes N.

성
균
관
대

1/2
<보격조사>
아니요, N+이/가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1/3
<주격조사>
Noun(명사)+이/가: 주격 조사(subject particle)
자음(consonant)+이; 모음(vowel)+가

연
세
대

1-1/
1-3

<보격조사>
이/가 아니다
It is used with a noun. It is negation of ‘이다’.

1-1/
2-1

<주격조사>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indicate that the noun i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표Ⅱ-6> 한국 내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이/가}의 문법 설명 내용

{이/가}에 대한 설명에 드러난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 항목의 
설명 용어에 대해서는 초급 단계에서 영어로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각 교
재들에서 주격조사의 영어 표기는 ‘subjective particle’, ‘subject particle’, ‘case 
particle’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각 교재마다 {이/가}의 용어들은 통일되지 않으
므로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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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등급
/과 문법 설명

둘째, 제시 순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이/가}는 1급의 초반에 다루어
지고 있다. 또한 {이/가}는 {은/는}보다 앞선 단원에서 제시되어 있는 교재(경희
대 교재)가 있는가 하면 {은/는}보다 뒤의 단원에서 제시되는 교재(서울대, 연세
대 교재)도 있으며, 또한 두 조사가 같은 단원에서 제시되어 있는 교재(성균관대 
교재)도 있다. 

셋째, 문법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경희대 교재에서 문법 설명은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다른 교재와 달리 본문이 아니라 부록에서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
로써 유연성 있는 구성을 보인다. 서울대, 성균관대 교재에서는 문법 설명 방식이 
한두 줄로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연세대 교재는 문법 설명이 본문에서 자
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문법 중심 교재의 전형적인 제시 방식을 보이고 있다. 

넷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재에서 {이/가}를 보격조사로서의 
용법중 하나인 ‘이/가 아니다’의 덩어리 표현에만 집중되어 있고, 보격조사를 직접
적으로 언급하는 문법 설명은 없다. 또한 각 교재마다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
다. 즉, 경희대 교재는 ‘이다’의 부정형이 ‘이/가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
으며, 서울대 교재의 경우는 2과에서 주격조사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이/가 아니
다’를 예로 들고 있고 전형적인 주격조사의 예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울
대, 성균관대 및 연세대 교재는 {이/가}의 주격조사라는 전형적인 설명이나 제시
가 ‘이/가 아니다’라는 덩어리 표현 보다 뒤늦게 제시되었다. 

이상으로 한국 내의 교재들에서 제시되는 {이/가}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었다. 
정리해 보면, 한국 내의 교재들에서 제시되는 {이/가}의 내용은 {이/가}에 대한 
통사적 기능이나 문법적 설명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외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정
보는 별로 없어 보인다. 초급뿐만 아니라 중급과 고급 단계에서도 더 많은 의미와 
기능의 제시를 찾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중국 내의 교재들에서 제시되는 {이/가}
에 대한 내용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3) 민현식(2000)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문법 교육이 표준화가 되지 않
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용 교재나 문법서들도 통일되지 않은 기준으로 문법 항
목을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국어 문법 체계는 통
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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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
대

1/11

-가/-이位于体言之后，表示行动、状态或性质的主体，与前面的体言共同构成
句子的主语。元音后用-가，韵尾后用-이。

['-가/-이'는 체언 뒤에 붙이고, 행동,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표시한다. 앞의 
체언과 같이 문장의 주어가 구성된다. 모음 뒤에 '-가'는 쓰이고, 자음 뒤에 '-
이'는 쓰인다.]

*前面例句中的-가/-이都表示句子的主语，因而，被称为主格助词。但-가/-
이并非在所有的情况下都作为主格助词使用。如在本课中出现的학생이 아니다中，
-이是补格助词而非主格助词。也就是说，-가/-이在句子中表示主语时，被称为
主格助词。其他情况，如表示转成的结果或被否定的对象等时，被称为补格助词。
在学习过程中，不妨这样理解，即在动词되다及形容词아니다前出现的-가/-이并
非主格助词，而是补格助词。

[앞의 예문에서의 '-가/-이'는 문장의 주어를 표시하므로 주격조사라고 한
다. 하지만 '-가/-이'는 모두 상황에서 주격조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본 단원에서 출현되는 '학생이 아니다' 중의 '-이'는 보격조사이고 주격조
사가 아니다. 즉, '-가/-이'는 문장에서 주어를 표시할 때 주격조사라고 한다. 
기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전성의 결과나 부정되는 대상을 표시할 때 보격조사
라고 한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다. 즉, 동사 '되다'와 
형용사 '아니다' 앞에서 출현되는 '-가/-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조격조사이
다. ]

1/11

惯用型 –은/는  -가/-이  아니다
–은/는  -가/-이  아니다接在体言后，表示否定。아니다是表示否定的形容

词，在아니다所否定的对象后必须加-가或-이。由于在本句式中否定的对象在句
子中不是主语，而是目的语。所以，在此-가/-이并不是主格助词，而是作为补格
助词使用。在此类句子中，主语后面通常要添加补助词-는/은。

[문형 '–은/는  -가/-이  아니다'는 체언 뒤에 오고 부정을 표시한다. '아니
다'는 부정을 표시하는 형용사이고, '아니다'가 부정하는 대상 뒤에 반드시 '-가
'나 '이'가 와야 한다. 본 문형에서 부정하는 대상은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목적
어이기 때문에 여기 '-가/-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격조사로 사용되는 것이
다. 이런 문장에서 주어 뒤에 보통 보조사 '-는/는'을 첨가해야 한다. ]

상
해
교
통
대

1/11

-가/-이（主格助词）（1）
“-가”用于开音节之后，“-이”用于闭音节之后。
（1）用于体词的词干之后，表示动作、状态、性质等的主体。
（2）与“아니다”搭配使用，表示“否定”。
[-가/-이（주격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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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언의 어간 뒤에 사용되고, 동작, 상태, 성질의 주체를 표시한다. 
 (2) '아니다'와 같이 사용되고 부정을 표시한다. ]

1/22
-가/-이（格助词）（2）
表示强调。
[-가/-이（격조사）（2）
강조를 표시한다. ]

연
변
대

1/20
主格助词“-가/이”主要表示行为的主体 。这一课里的“-가/이”是句型“N1는/은 

N2가/이 아니다”所表示的那样否定句中表示否定的对象。
[주격조사 '-가/이'는 주로 행동의 주체를 표시한다. 본 과에서의 '-가/이'는 

문형 'N1는/은 N2가/이 아니다'처럼 부정문 중에 부정의 대상을 표시한다. ]

1/20

N1는/은  N2가/이 아니다
“-가/이 아니다”是主格助词“-가/이”和形容词“아니다”结合而成的惯用型，用于

体词词干后面表示否定，相当于汉语的“不是……”。
['-가/이 아니다'는 주격조사 '-가/이'와 형용사 '아니다'가 결합되는 문형이

다. 체언의 어간 뒤에 사용되고 부정을 표시하며, 중국어 “不是……”와 비슷하
다. ]  

1/24
N1가/이 N2에 있습니다. 
强调存在的事物时，可以用“는/은”替换“가/이”。
[존재하는 사물을 강조할 때, '가/이'는 '는/는'로 교체해도 된다. ]

<표Ⅱ-7> 중국 내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이/가}의 문법 설명 내용24)

한국 내의 교재에 비하면 중국 내의 교재는 {이/가}에 대한 문법 설명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한 단원에서 많은 문법 설명과 항목을 
이루고 있고, {은/는}을 같은 단원에서 다루는 점도 그렇다. {이/가}의 경우는 세 
개 대학의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발음 학습 단원 직후 첫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가}의 내용에 대해 드러난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문법 항목의 설명 용어 및 표시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내의 한국어 교재의 경우 문법 용어와 설명은 중국어로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 각 교재들에서 ‘주격조사’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법 항목의 
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내 대부분의 교재와는 달리 중국 교재에서는 조사 앞
에 다 ‘-’를 붙여 쓰고 있는데, 이는 조사가 국어문법에서 독립된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어 문법적 입장에서 보면 표준적인 방식은 아니다. 그

24) ‘[  ]’안의 내용은 연구자가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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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한국어 조사가 체언에 붙여 쓰는 의존적인 단위라는 점에서 이들 교재가 교
육적 편의성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이해영, 2004:235 참조). 이는 뒤에 분석될 
보조사 {은/는}도 마찬가지다.

둘째, 제시 순서에 대해서는 세 개 대학의 교재가 {이/가}와 {은/는}을 같은 단
원(본문 첫 단원)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중국 교재는 보편적으로 한 
단원에서 많은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교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
어 교수법은 대부분이 전통적인 형태 중심 교수법을 택하는데, 이에 따른 영향도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문법 설명 방식에 대해서는 북경대 교재는 다른 두 대학의 교재보다 문법 
설명을 비교적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해교통대와 연
변대 교재는 {이/가}에 대한 문법은 두 단원으로 나누어서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
한다. 세 교재는 공통적으로 문법 중심의 교재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제시 방식이
다. 또한 위의 표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교재의 예문들은 대화가 아니라 맥락
을 배제한 단일 문장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넷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경대 교재는 {이/가}의 주격조
사와 보격조사 두 기능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편이다. 그리고 주
격조사와 보격조사의 용법과 더불어 이중주어문 ‘–은/는 -가/-이 아니다’도 같은 
단원에서 제시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부정확한 설명을 보이는데, “‘아니다’가 부
정하는 대상 뒤에 반드시 ‘-가’나 ‘-이’가 와야 한다.”라는 진술이다. 앞서 언급하
였듯이 ‘대조’의 의미 기능을 표시할 때 ‘은/는 아니다’도 가능하다. 또한 “본 문형
에서 부정하는 대상은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이기 때문에 여기 ‘-가/-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격조사로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진술인데, 목적어라면 왜 보
격조사가 되는지에 대해 앞뒤의 진술이 모순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해교통대의 교
재의 경우는 {이/가}는 ‘아니다’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 {이/가}를 보격조사가 아
닌 주격조사로 처리하는 입장이다. 또한 다른 교재와 달리 22과에서 {이/가}에 대
하여 ‘강조’를 언급하는데, 예문 중에 ‘불고기가 먹고 싶어요.’와 ‘오늘은 그리 춥지
가 않아요.’의 대체 유형의 문장이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서 ‘격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연변대 교재의 경우는 상해교통대 교재와 같이 ‘-
이/가 아니다’에서의 {이/가}는 주격조사로 처리하는 입장이다. 또한 ‘N1가/이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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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등급
/과 문법 설명

경
희
대

1/3

<주제, 강조, 구정보>
Noun+은/는   Particle(Topic)
은/는 is attached onto a given noun to specify that it is the topic of a 

given sentence. It is used when a speaker wishes to emphasize a 
particular noun or refer to a noun known to both speaker and listener. 
Nouns ending in a consonant take 은, while those ending in a vowel take 
는.

1/9
<대조>
Noun+은/는   Particle(Contrast)
This is a particle indicating a contrastive meaning. Nouns ending in a 

consonant take 은, while those ending in a vowel take 는.

서
울
대

1/1
1/3

<주제>
은/는 are particles which indicate the topic of a sentence. 은 is used 

when the preceding syllable ends with a consonant, while 는 is used when 
the preceding syllable ends with a vowel.

1/6 <이중주어문>
(N은/는) N이/가 A-ㅂ니다/습니다. N N be A.

1/7 <강조>

에 있습니다.’라는 문형을 제시하는데, “존재하는 사물을 강조할 때, ‘가/이’는 ‘는/
은’로 교체해도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확한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중국 내 세 개 대학교의 교재에 나타난 {이/가}에 관한 문법 설명을 
분석해 보았다. 정리해 보면 중국의 한국어 교재에서도 한국 내의 한국어 교재와 
비슷하게 {이/가}에 대한 통사적 기능이나 문법적 설명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어 보인다. 또한 중·고급 단계에서도 초급보
다 더 많은 설명과 제시를 찾지 못하였다. 

  2) {은/는}

이 절에서도 우선 한국 내의 교재를 대상으로 각 교재에 제시된 조사 {은/는}의 
문법 설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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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is also an emphasizer which highlights the noun immediately 
preceding it. For example, ‘주말에는’ differs from ‘주말에’ in that the 
former emphasizes 주말(weekend).

2/9 <대조>
N은/는  contrastive particle (replacing the object particles 을/를)

성
균
관
대

1/2
<주제>
Noun(명사)+은/는: 주제 표시 조사(Topic marker particle)
자음(consonant)+은; 모음(vowel)+는

연
세
대

1-1/
1-1

<주제, 대조, 강조>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denote the topic or theme of a 

sentence.
-It is also used to express comparison or emphasis.
-It can be attached to all case particles, except for subject and object 

particles which drops in case when this topic particle is used.
<표Ⅱ-8> 한국 내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은/는}의 문법 설명 내용

{이/가}의 문법 설명은 통사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은/는}은 의미적 
기능에 관한 설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은/는}의 대표적인 문법 설명 
항목으로는 ‘주제’와 ‘대조’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인 
문법 설명의 범위와 방식은 교재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은/는}에 대한 설명
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 항목의 설명 용어 및 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각 대학 교재들에서 {은
/는} 문법 설명의 영어 표기를 각각 ‘particle(topic, contrast)’, ‘particle(topic)’, 
‘topic marker particle’, ‘particle(topic or theme, comparison, emphasis)’ 등으로 
제시하였다. 각 교재마다 용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약간 다른 표기 방식
을 취하고 있다. 

둘째, 제시 순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은/는}은 {이/가}와 동일하게 대부분 
1급의 초반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또한 {은/는}의 세부적인 의미 기능을 한 단원
에서 모두 제시하는 교재가 있는가 하면, 의미 기능별로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
는 교재도 있다. 연세대 교재는 전자에 해당하며, 경희대와 서울대의 교재는 후자
에 해당된다. 또한 대체로 ‘주제’가 ‘대조’보다 먼저 제시되어 있다.  

셋째, 문법 설명 방식에 있어서 {이/가}와 같이 경희대 교재는 부록에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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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등급
/과 문법 설명

북
경
대

1/11

补助词-은/-는用于体言之后，表示叙述的主体，有强调、对比等多种意义。在
本课中，主要用来指定事物及场所，表示叙述的主体，与前面的名词或代名词一起
构成句子的主语。

[보조사 '-은/-는'은 체언 뒤에 사용하고, 서술의 주체를 표시한다. 강조, 대
조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 여기서 주로 사물과 장소를 지정하는 용법이고 서
술의 주체를 표시하며, 앞의 명사나 대명사와 같이 문장의 주어를 구성한다. ]  

1/11

惯用型 –은/는 -가/-이 아니다
–은/는 -가/-이 아니다接在体言后，表示否定。아니다是表示否定的形容词，

在아니다所否定的对象后必须加-가或-이。由于在本句式中否定的对象在句子中
不是主语，而是目的语。所以，在此-가/-이并不是主格助词，而是作为补格助词
使用。在此类句子中，主语后面通常要添加补助词-는/은。

[문형 '–은/는  -가/-이  아니다'는 체언 뒤에 오고 부정을 표시한다. '아니
다'는 부정을 표시하는 형용사이고, '아니다'가 부정하는 대상 뒤에 반드시 '-가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대, 성균관대 교재는 한두 줄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
다. 연세대 교재의 문법 설명이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이는 모든 문법 
항목의 설명 방식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다.

넷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제에 관한 설명은 네 개 대학의 교
재에서 모두 제시되고 있다. 경희대 교재는 ‘주제’와 ‘대조’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
는데 ‘주제’의 의미 설명에서 ‘강조’와 ‘구정보’의 의미도 들어가 있다. 서울대 교재
의 경우는 ‘주제’, ‘강조’, ‘대조’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대조’의 의미를 2권에서 다
루는 것이 다른 교재들과 차이를 보인다25). 그리고 강조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처
소격 조사 뒤에 첨가되는 형태, 대조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목적격 조사와 대체되
는 형태를 보여준다. 성균관대 교재는 ‘주제’의 {은/는}만을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 
교재는 주제, 대조의 {은/는}과 더불어 {은/는}이 격조사로 대체되거나 다른 조사 
뒤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보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으로 한국 내 네 개 대학교의 교재에서 제시되는 {은/는}의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내의 교재에서 제시되는 {은/는}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겠다. 

25) 서울대 교재는 2권은 1권과 달리 문법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예문만 제시해 놓는
다. 



- 47 -

'나 '이'가 와야 한다. 본 문형에서 부정하는 대상은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목적
어이기 때문에 여기 '-가/-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격조사로 사용되는 것이
다. 이런 문장에서 주어 뒤에 보통 보조사 '-는/는'을 첨가해야 한다. ]

상
해
교
통
대

1/11

-는/-은（添意助词）（1）
用于体词的词干之后，开音节后用“-는”，闭音节后用“-은”。表示强调陈述的对

象。
[-는/-은（첨의조사）(1)
체언의 어간 뒤에 사용되고, 개음절 뒤에 '-는', 폐음절 뒤에 '-은'은 사용된

다. 진술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것을 표시한다. ]

1/14

-는/-은（添意助词）（2）
（1）用于一些格助词之后，表示着重指出所要说明的事物。
（2）用于体词的词干之后，表示区别说明的对象。
[-는/-은（첨의조사）(2)
 (1) 어떤 격조사 뒤에 사용되고, 설명할 사물을 중점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표시한다. 
 (2) 체언의 어간 뒤에 사용되고, 설명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을 표시한다. ]

1/22
-는/-은（添意助词）（3）
 表示部分否定或肯定。
[-는/-은（첨의조사）(3)
 부분 부정이나 긍정을 표시한다. ]

연
변
대

1/20
助词“-는/은”表示谓语所要说明的主题，该主题是说话者已知的信息。
[조사 '-는/은'은 울어가 설명하는 주제를 표시한다. 이 주제는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이다. ]

1/24
-에는
“-에는”是助词，用于表示时间或场所的语词后面，表示主题或强调。
['에는'은 조사이다.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단어 뒤에 사용되어 주제나 강조

를 표시한다.]
<표Ⅱ-9> 중국 내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은/는}의 문법 설명 내용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내의 교재들에서 {은/는}에 관한 문법 설명은 
{이/가}보다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교재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은/는}에 
대한 설명에서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 항목의 설명 용어를 살펴보
면, 세 대학의 교재들에서 {은/는}의 문법 설명 용어는 각각 ‘보조사’, ‘첨의조사’, 
‘조사’로 제시되고 있다. 각 교재마다 용어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둘째, 제시 순서는 전반적으로 {이/가}와 같이 대부분 1급의 초반 단원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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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또한 {은/는}의 세부적인 의미 기능을 한 단원에서 모두 제시하는 교재
도 있으며, 의미 기능별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제시하는 교재도 있다. 북경대 교
재는 전자에 해당하고 상해교통대와 연변대 교재는 후자에 해당한다. 

셋째, 문법 설명 방식에 있어서 {이/가}와 같이 북경대 교재는 다른 두 교재보
다 상대적으로 자세히 한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해교통대 교재
는 기능별로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한다. 연변대 교재는 두 
단원에서 {은/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세 대학의 
교재는 공통적으로 문법 중심 교재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제시 방식을 따르고 있
다. 

넷째, 세부적인 문법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경대 교재는 ‘서술의 주체’, 
‘문장의 주어’와 같은 진술이 있는데, 이런 진술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부정확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이/가}와 똑같은 용법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으며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강조, 대조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해당 예문들
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법 설명에만 그치고 해당 예문들을 제시하지 않으
면, 학습자들이 특정 기능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상해교통대 교재의 
경우는 11과에서 ‘진술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것을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확한 설명으로 보인다. 또한 14과에서 ‘체언의 어간 뒤에 사용되고, 설
명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을 표시한다.’는 진술이 있는데, ‘구별’이라는 기능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과에서의 ‘부분 부정이나 긍정을 표시한다.’라는 
설명도 만찬가지다. 연변대 교재는 ‘주제’라는 의미를 먼저 제시한 후 ‘이 주제는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화자의 입장이 아니라 청자의 입장에서 규정해야 한다. 

이상으로 중국 내의 교재들에서 제시되는 {은/는}의 문법 설명에 대한 분석이었
다. 이를 통해서 {은/는}에 대한 설명은 교재마다 아주 다양하게 다루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부정확한 설명도 많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2.2. 한국어 교재에서의 {이/가}와 {은/는} 교육 내용의 문제점

각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에 관한 문법 설명의 문제점은 문법 제시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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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제시 내용에 관련한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1)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 제시 방법의 문제

국내외 한국어 교재를 살펴본 결과, {이/가}와 {은/는}의 제시 방법이 교재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재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기관
에 따라 보이는 차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가}
와 {은/는}의 문법 설명에 대해 초급 단계의 초반에서만 제한적인 기능을 제시한 
후 중·고급 단계에서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재활용되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은 모든 교재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이/가}와 {은/는}은 복잡한 통사·
의미·화용적 기능이 있는데, 이 모든 기능들은 초급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한꺼번에 
제시해 주고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급에서 제한적인 기능을 설명한 
이후 중·고급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다면 초급에서 나타난 {이/가}와 {은/는}
의 오용이 중·고급 단계에 이르러서도 수정되지 않고 화석화될 수 있다. 즉, 단지 
초급 단계에서 1회나 2회에 걸친 간단한 설명만으로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
을 제대로 익혀 사용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이/가}와 {은/는}에 대
한 내용은 초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고급에서도 학습자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보충해야 하며 나선형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가}와 {은/는} 간의 구분은 상황 맥락적 의존도가 높은 문법 요소임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주로 맥락을 배제한 간단한 문장 단위에
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저는 OOO입니다. 제 이름은 OOO입니다.’ 
등과 같은 한정적인 발화와 이와 같은 기계적인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N이/가 아니다. N이/가 있다/없다’ 등과 같은 문형이나 덩어리 표현으로 {이/가}
와 {은/는}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공통적으로 {이/가}와 {은/는}의 차이에 대한 
명시적인 제시가 없다. {이/가}와 {은/는}의 차이를 학습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동시에 제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기보다는, 이 둘의 용법을 함께 맥락과 상
황을 제시함으로써 이 두 조사가 어떤 상황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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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 제시 내용의 문제

교재에 나타난 {이/가}와 {은/는}에 대한 제시 내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이해나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가}와 {은/는}의 의
미 기능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심지어 중국 내의 교재에서는 부정확한 
설명도 있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은/는}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문법 설명에 비해, {이/가}에 
대해서는 형태 제약 정보 이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대부분 교재에서 {이/
가}의 주격조사와 보격조사라는 통사적 기능 및 형태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었으
며, 의미·화용적 기능에 대한 설명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은/는}에 대해서는 한
국 내의 교재에서 대부분 ‘주제’와 ‘대조’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였다. 중국 내의 교
재에서는 {은/는}에 대한 문법 설명은 비교적 복잡하고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었
다. 특히 부정확한 설명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큰 문
제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호하고 복잡한 설명은 학습자에게 부정확한 이해와 혼
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와 사후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재
에서 {이/가}와 {은/는}의 부족한 부분은 교실 내에서 교사의 추가 설명으로 보완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체계적인 {이/가}와 {은/는}의 학습이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스스로 일관성을 갖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가}와 {은/
는}을 체계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초급에서 뿐
만 아니라 중·고급에서도 필히 다루어야 한다. 

또한 중·고급으로 올라가면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가}와 {은/는}
의 사용도 복잡해진다. 특히 내포문에서의 {이/가}, {은/는}의 통사적 특징이 복잡
하기에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교재들을 살펴본 결과, 내포
문에서의 {이/가}, {은/는}의 쓰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서술절 내포문에서의 {이/가}와 {은/는}을 문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
국 내의 교재에서도 대부분 ‘N1는/은  N2가/이 아니다’라는 문형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문법 설명이 부정확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이 나타나는 것을 
앞에서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겹문장에서 이들 조사를 올바르
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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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는 국내외 한국어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에 대한 제시 방법과 제
시 내용의 양상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가}와 {은/는}의 용법은 매우 
유사하면서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쓰임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데 반해, 대
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이들 조사를 매우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학습자들이 
이 두 조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3. 맥락을 통한 {이/가}와 {은/는} 교육의 필요성

중국인 학습자들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것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실제 담화 내에서는 표현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표현할 때 고립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습관적으로 어휘적 의미에만 초점을 두고 조사와 같은 문법적 표지를 간과한다
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이/가}와 {은/는} 교육은 사용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로 문장 층위나 형태를 중심으로 교육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이/가}와 {은/는}에 대해 사용 맥락과의 상관성에 대한 교육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담화에서 이 두 조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해 더욱 혼동하거나 
회피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이/가}와 {은/는}의 교육 
내용과 방법은 사용 맥락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맥락을 통해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 간의 차이를 인식하여 상황과 맥락26)에 맞게 적절한 
조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런 의식에서 출발하여 {이/가}와 {은/는}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맥락을 통한 {이/가}와 {은/는}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

26) ‘상황’과 ‘맥락’의 용어에 대해 김정은(2008:48)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상황
(situation)은 언어 사용자에게 놓인 구체적인 주제 환경을 말한다. 가령 ‘교실에서 선생님
에게 학생이 친구가 부탁한 내용을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말한다. 이 상황 안에는 맥
락(context)이 존재하는데 맥락은 언어 사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정신적 환경들을 
가리킨다. 가령 ‘언어 사용자의 관계는 선생님과 학생이다, 선생님에게 전달할 내용은 무
슨 내용이다’와 같이 상황에 존재하고 언어 형식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맥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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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첫 번
째 부분은 맥락에 대한 이해이고, 두 번째 부분은 구체적인 맥락에 따른 {이/가}
와 {은/는}의 사용상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다.

3.1. 맥락의 개념

최근에 제2언어 문법 교육에서는 맥락을 중요시하고 있다. 문법 항목의 표현에
서 맥락(context)을 강조한 연구자는 할리데이(Halliday)와 누난(Nunan) 등이 있
다. 할리데이(1985, 1991)는 문법은 언어의 맥락과 언어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문법의 구조는 맥락과 관련된 기능에 따라 체계화된다고 하였다. 그는 언어 교육
에서 맥락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과 발달에 관한 이론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누난(2007)에서도 제2언
어 문법 교육에서 맥락을 강조하며, 담화 안에 특정 문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비슷한 범주의 문법 항목들 중 맥락적 요소
의 차이에 따라 문법 형태를 정밀하게 선택하는 맥락 민감성(context sensitivity)
을 강조하였다(김정은, 2008:6).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언어학적 능력뿐만 아니라 맥락에 따른 한
국어 사용 능력27)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도 이런 논의에 따라 
문법 항목의 표현은 맥락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면 과연 ‘맥락’이란 무엇일까? 맥락의 개념이나 요소는 논자들마다 각기 다
르다. 맥락을 규정하기 위한 많은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문학, 언어학 등 다
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서 연구되었다. 문학 전공자들의 ‘문화’, 언어학자의 ‘맥락’, 
‘맥락상황’, ‘상황’, ‘화맥’ 등이 거의 같은 내용을 나타낸다. 또한 논의의 목표에 따
라 때로는 동일하게, 때로는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맥락에 대한 의견을 통일
성 있게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궁극적으로 ‘언어 사용 환경’,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언어 사용을 지배하는 원리’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27) 최영환(2004:82)에 따르면, 한국어 사용 능력이란 현상으로서의 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국어 형식과 의미
의 적절성을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담화 양식을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능력을 포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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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란 우리가 직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추상    
화이다. 어떠한 요소를 맥락이라는 개념 속에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   
은 우선 간단하다. 즉 발화의 수용(또는 불수용), 달성(또는 실패), 적절함(또는 부    
적절함)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만 맥락 개념에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언어   
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보다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즉, 발화(발화된    
텍스트)의 구조와 해석을 체계적으로 결정하거나 발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만이    
맥락을 구성하는 것이다. 

-반 다이크(Van Dijk, 1980; 정시호 역, 1995:115~116)

발신자와 수신자의 성별·역할·나이·관계·사회적 지위·성격, 화제(주제), 목적(정     
 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 전달 매체 종류, 발화의 흐름, 장면, 메시지 형     
 태, 논조, 그리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 등이다. 

는 차이가 없다(주경희, 2009:43~44). 맥락의 개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의하
고 있는 반 다이크(Van Dijk, 1980)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반 다이크(Van Dijk)는 맥락을 정의함에 있어서 발화의 수용, 달성, 적절함을 체
계적으로 결정한다는 요소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맥락’이란 언어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맥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맥락의 요소
로는 임지룡(1992:333)은 화자와 청자, 공간과 시간이 부여된 장면, 발화의 흐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경희(2009:45)에서는 맥락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이들 여러 요소들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발신자·수신자(화·청자), 장
면, 발화의 흐름 등을 뜻한다. 이들은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표현과 이해를 다루는 한국어 교육의 내용은 맥락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참조하여 {이/가}와 {은/는}의 선택과 밀
접하게 관련되는 맥락 요소로는 ‘발신자의 의도와 태도’, ‘장면’, ‘발화의 흐름’, ‘장
르’ 등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 54 -

3.2. 맥락에 따른 {이/가}와 {은/는}의 사용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상황 맥락에 따라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
국어 사용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사용’의 관점에서 문법 요소를 가르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사용 규칙이나 원리를 제시해
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어교육은 대개 담화 맥락이 없이 문장 차원에서 {이/
가}와 {은/는}의 문법적 기능이나 문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방식
으로 학습자에게 {이/가}와 {은/는}에 대한 올바른 사용 능력을 길러주기는 충분
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어 사용은 체계로서의 문법이 제공하는 것 외에도 언어 
외적 맥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이/가}와 {은/는}의 기능과 맥
락을 중심으로 하나의 틀로 엮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가}와 {은/
는}은 그 선택에 있어서 맥락 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이/가}와 {은/는}은 맥락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맥락 속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두 조사 선택 
과정에서 특히 ‘발신자의 의도와 태도’, ‘장면’, ‘발화의 흐름’, ‘장르’와 같은 맥락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음은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발신자의 의도와 태도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어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와 태도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와 태도를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에서는 특정 어휘나 문법 요소 등에 의
해 발신자(화자와 필자)의 어떤 의도와 태도가 전달된다. 그리고 수신자도 이러한 
어휘나 문법 요소들을 통해서 발신자의 의도와 태도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조사 
{이/가}와 {은/는}도 마찬가지로 발신자의 의도와 태도에 관여한다. 즉, 두 조사의 
선택에 따라 발신자의 의도와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신자도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40) 가: 네 아들이 얼굴은 잘 생겼어.
       나: 얼굴은 이라니? 얼굴만 잘 생겼다는 의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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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에서 화자는 ‘네 아들이 얼굴은 잘 생겼어.’라고 던진 말에 청자는 ‘얼굴은 
이라니? 얼굴만 잘 생겼다는 의미니?’라는 반응을 생각하면 조사는 발신자의 태도
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발화에서 함축적으로 대조의 기능을 하
는 조사 {은/는}에 의해 이런 화자의 태도와 청자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
음 예문 (41)에서는 대조되는 두 항목이 한 문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때는 화자의 태도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41) 영희가 얼굴은 예쁘지만, 머리는 총명하지 않다. 

이상으로 대조 표지인 {은/는}은 발신자의 특정 태도를 드러난다는 것을 보았
다. 이외에 지정 표지인 {이/가}도 아래의 예문처럼 발신자의 특정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42) 준석: 지금 뭐해?
       철수: 책 읽고 있어.
       준석: 네가 책을 다 읽어?

대화 (42)에서 우리는 ‘철수’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는 책을 별로 안 읽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준석’이 ‘네가’를 사용함으로써 반어적인 태도를 드러나
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이/가}의 지정 의미의 실현을 통해서 ‘다
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책을 읽는다.’라고 청자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표
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조사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 따라 발신자의 의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의문사와 부정(不定)사와 결합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
에서 의문사와 부정(不定)사는 동일한 형태를 갖지만 그 쓰임이 달라서 {이/가}와 
{은/는}의 표지 중에서 어느 것과 결합하여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문사와 부정사로 
나뉜다. 다음 예문을 보자.

  (43) 가. 어느 분이 미국에 가셨어요?
       나. 어느 분은 미국에 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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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가)는 누군가가 미국에 간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갔는
가를 묻는 의도이고, (나)는 미국에 간 사람이 있나, 없나를 묻는 의도이다. 따라
서 (43가)에 응답은 ‘어느 분이’에 초점을 두고 기대하는 데에 비해서, (나)에 대
한 응답은 ‘가셨어요’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기대한다(김선
희, 1983:36~37 참조). 이와 같이 {이/가}와 {은/는}이 의문사와 부정사와의 결
합에 따라 발신자의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장면

장면은 발화가 사용되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말한다. ‘상황’이라고도 표현한다. 
이것은 ‘공식적인 장면’(격식적)과 ‘비공시적인 장면’(비격식적)으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따라 ‘격식적인 말’과 ‘비격식적인 말’이 결정된다(주경희, 2009:48). 조사의 
생략 문제는 장면과 관련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장면(예를 들어, 일
상생활에서의 대화 등)일수록 {이/가}와 {은/는}을 더 많이 생략하는 경향이 있
고, 반대로 공식적인 장면(글말 등)일수록 덜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 생략 문제 이외에 주제 표지 {은/는}이냐 지정 표지 {이/가}이냐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도 장면에 따라 다룰 수 있다. 김선희(1983:32~34)에 따르면 유일
한 존재나 사물, 또는 자신이 속한 유(類) 전체를 대표하는 총칭적인 사물이 불변
의 진리나 영구적인 속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원리 원칙을 나타내는 문장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은/는}이 쓰인다. 

  
  (44) 해는 동쪽에서 뜬다. 
  (45)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으로 위의 문장에서는 주제를 표시하는 {은/는}이 쓰이지만 항상 그렇지
는 않다. 다음 문장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개체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
을 표시하는 {이/가}가 쓰인다. 

  (46) (해 뜨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해가 지금 동쪽에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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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영이와 소아는 길에서 걷다가 영이는 쓰러지는 사람을 보았다. )
       영이: 야~저기 봐!
       소아: 어머나, 사람이 죽는다. 

(46)은 유일한 사물의 영구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특정
한 시간의 특정한 사태를 말하고 있다. (47)은 사람의 일반적인 속성이 아니라, 
‘지금’의 특정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예문 (46), 
(47)과 같이 특정한 사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문장의 시상에 따른 시간적 경
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므로 초시간적인 정적인 상황과는 대조를 이루어 동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때는 주제 표지 {은/는}이 아니라 지정 표지 {이/가}
가 쓰인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주제 표지 {은/는}을 쓰느냐 지정 표지 {이/가}를 쓰느냐에 대
한 선택은 구체적인 장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발화의 흐름

발화의 흐름은 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2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
화에서 수신자(청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참여자 간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구정보라고 하고, 수신자가 모르거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서 발신자(화자)
가 문장을 통해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정보라고 한다. 또한 한국어에서 정보의 표
지는 조사 {이/가}와 {은/는}으로 실현된다. 

  (48) 가: 올해는 어느 쪽이 우승할까요?
       나: 물론 동부가 우승할 겁니다.
       나': (?)물론 동부는 우승할 겁니다. 

28) 언어의 일차적인 기능은 정보의 전달에 있다. 정보를 기술하는 데는 개별적인 문장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그 까닭은 동일한 모습을 지닌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문장이 놓
인 앞뒤 관계뿐만 아니라, 문장이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정보의 가치가 다르게 실
현되기 때문이다(임지룡, 19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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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에서 (가)의 물음에 대하여 (나)는 적절한 반면, (나')는 부적절하다. 그것
은 물음의 초점부인 ‘어느 쪽’이 신정보 표지 {이/가}를 달고 있으므로 그 대답의 
초점부인 ‘동부’에도 신정보 표지 {이/가}가 나타나야지, 구정보 표지 {은/는}이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음 환경에서는 조사의 쓰임이 다르다. 

  (49) 가: 올해 동부는 어떠할까요?
       나: 물론 동부는 우승할 겁니다.
       나': (?)물론 동부가 우승할 겁니다. 

【임지룡, 1992:343에서 가져옴】

(49)에서 ‘동부’는 화자와 청자에게 알려진 요소이므로, 구정보 표지인 {은/는}
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장르

매카시·카터(McCarthy&Carter, 1994)에 따르면, 언어의 기능은 담화 환경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맥락 속에서 언어를 탐구함으로써 언어의 형식과 의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이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법
의 경우에는, 텍스트와 담화에 주목함으로써 이전에는 알아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던 언어 사용법을 분석해 내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김호정(2006:161)
에서는 문법 분석 자료 및 문법 교육 자료의 실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
였다. 그 까닭은, 문법이 실제적으로 담화의 유형화 또는 장르에 기여하는 바가 있
어 문법의 보다 본질적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담화의 유형화 또는 장르에 
따른 문법 사용 양상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중·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이/가}와 {은/는} 간의 의미 차이
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문장에서보다는 실제적인 상황 맥락이 반영된 
담화 차원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 상기한 대로, {이/가}와 {은/는} 
간의 선택 문제는 담화의 장르에 따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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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옛날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하늘의 임금이 있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

  (51) 서울은 한국 제일의 도시이다. 인구로 보나 크기로 보나 세계적으로 손꼽히  
         는 대도시임에 틀림없다. ...

  
담화 (50)은 단군에 대한 이야기 담화인데, 담화의 출발점으로서의 명사구 ‘환

인이라는 하늘의 임금’ 뒤에 {이/가}가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담화 (51)은 서울
에 대한 설명문인데, 첫 번째 문장은 글 전체의 첫 번째 문장이다. (50)과 달리 
담화의 출발점인 ‘서울’ 뒤에 {은/는}이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통해 설명문 
담화냐 이야기 담화냐, 즉 장르 유형에 따라 담화의 첫머리에 {이/가}와 {은/는}
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정보와 
구정보는 청자의 의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신정
보는 화자가 청자의 의식 안에 현재 활성화 시키고 있거나 또는 재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가정하는 정보이고, 구정보는 발화의 시점에서 화자가 청자의 의식 안에 
있다고 가정하는 지식이다. (51)과 같은 설명문 담화에서는 첫 출발로서의 명사구
는 독자 또는 청자에게 새롭게 활성화되는 정보라기보다는 이 글이 실린 책이나 
글의 제목 등으로 인해 이미 어느 정도 활성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구정보 또는 
(중심)주제 표지인 {은/는}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50)과 같은 이야
기 담화라는 장르 특성 상 이야기를 읽거나 듣는 독자 또는 청자의 머릿속에 활성
화되지 않은 신정보이기 때문에 신정보 또는 도입주제 표지인 {이/가}가 쓰인 것
으로 나타난다. 

이상으로 구제적인 맥락 요소인 ‘발신자의 의도와 태도’, ‘장면’, ‘발화의 흐름’, 
‘장르’에 따른 조사 {이/가}와 {은/는} 간의 선택 과정 및 의미 차이를 논의하였
다. 이를 통해 {이/가}와 {은/는}에 대해 맥락을 통한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논의
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은 담화 맥락 속에서 다루
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이 두 조사 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차이를 인식시키고, 나아가 맥락에 맞게 두 조사를 올바르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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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인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 사용 양상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로 {이/가}와 {은/는}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을 통해서 자료 결과를 수집하였고, 그 양상을 한국인과 비교하면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오류의 양상이 학습자의 학습 단계에 따라 다양한 언어 형태로 변화
되기에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중급과 고급으로 나누어 {이/가}와 {은/는}의 
기능별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이/가}와 {은/는}의 기능별 사용 양상

1.1. 의미적 기능의 사용 양상 분석

본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의 의미적 기능, 즉 Ⅱ장에서 
분석한 지정의 {이/가}와 대조의 {은/는}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논
의하고자 한다.  

1.1.1. 지정의 {이/가}

앞의 Ⅱ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이/가}가 ‘지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고석주(2002, 2004)는 여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이/
가}가 ‘발화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로서 기술되는 사태
와 관련될 수 있는 개체들 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한다는 의미 기능을 입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가 {이/가}의 ‘지정’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 다음
과 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래의 대화를 보면 아이 여러 명 중에서 한 아이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이/가}
가 정답이다.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이/가}의 ‘지정’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대부
분의 학습자들이 의문문에서 ‘누가’의 의문사 형식을 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1-B’와 같은 평서문에서의 ‘지정’에 대하여 정답률이 아주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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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1】
(소아네 집에서 영희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
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다.)
영희: 누구 사진이에요?
소아: 우리 아이 사진이에요.
영희:    A    소아 씨 딸이에요?  
소아:    B    제 딸이에요. 

A: ① 누구    ② 누구는    ③ 누가

B: ① 이 아이 ② 이 아이는 ③ 이 아이가

연구자: 在这道题的1-A和1-B中为什么分别选择③和②呢？有什么理由吗？(이 문항의 1-A  
        와 1-B에서 왜 각각 ③과 ②를 선택했어요?)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1A

1B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중급 및 고급 학습자들이 ‘이 아이는’을 선택하였다.

  ⇩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주로 {이/가}의 ‘지정’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의문문 형식인 ‘누
가’를 명시적으로 배운 적이 있어 익숙하기 때문에 ‘#1-A’와 같은 의문문에서 정
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이다. 실제 상당수의 학습자들은 {이/가}가 단순히 주어를 
표시하는 주격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은/는}이 
주어를 강조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였음을 사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떤 학습들은 습관적으로 인물 명사 뒤에 {은/는}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초급 단계에서 인물 소개를 배웠을 때 ‘저는 OOO입
니다.’라는 통문장의 형식으로 학습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와 같
은 한정적 발화와 기계적인 연습 활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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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A1: 我记得以前学过疑问句中问‘谁’的时候用‘누가’，所以第一空选了③。第二个空我觉  
             得是强调‘这个小孩’不是其他小孩，而은/는表示强调，所以我选了②。(내 기억하  
             기에는 의문문에서 ‘누구’를 물을 때는 ‘누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③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 빈칸에서는   
             다른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를 강조하려고, ‘은/는’이 강조를 표시하         
             기 때문에 ②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你认为이/가有什么特别的意思吗？(‘이/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습자 A1: 嗯……，我知道它是主格助词，就是表示主语，好像没什么特别的意思。还有就是이  
            /가 아니라中用이/가，好像这时表示补语。(음..., 주격조사인 것을 알고 있고 주  
            어를 표시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가 아니라’  
            문형을 사용할 때 ‘이/가’를 사용하고, 이때 보어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这道题的第二个空你答错了，知道原因吗？(두 번째의 문항은 답이 틀렸어요. 왜 틀  
        렸는지 알아요?)
학습자 A1: 是吗？嗯……不知道。(그래요? 음... 몰라요.)
연구자: 你知道이/가有表示‘指定’的意思吗？(‘이/가’는 ‘지정’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요?)
학습자 A1: 不知道，老师好像没这么讲过。(몰라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 말하신 적 없   
           는 것 같아요.)

【학습자 A1과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这道题的第二个空为什么选择了‘이 아이는’？(이 문장의 두 번째 빈칸에 왜 ‘이 아이  
        는’을 선택했어요?)
학습자 I2: 嗯……凭语感，介绍人物是好像一般用‘은/는’吧。(음...어감에 따라서요. 인물 소개  
           를 할 때 보통 ‘은/는’을 쓰는 것 같아요.)
연구자: 为什么这么认为呢？(왜 이렇게 생각해요?)
학습자 I2: 学初级的时候，经常说‘저는 谁谁’，‘누구누구는 是什么什么’之类的句子。这道题中  
           소아在介绍她的孩子，所以用은/는。(초급 배웠을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는 뭐뭐이에요’ 등과 같은 문장을 자주 말해서요. 이 문제는 소아가 자  
           기 아이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은/는’을 선택한 거예요.)

【학습자 I2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학습자와의 면담과 교수·학습 실태 조사에서의 대답을 확인한 결과, {이/가}의 
지정의 의미 기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이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가}는 문법적 기능만 가지고 의미적 
기능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많은 중국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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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16】
(친구들 3명이 한국 대 일본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
왕홍: 우와! 승부차기에서    A   승리했어요.

   한국이 이겼으니까  B  한턱내요.              
     나오코는 일본이 져서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나오코: 기분이 나쁘기는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      
         했으니까    C    없죠.

A: ① 한국은       ② 한국이

B: ① 성준 씨는    ② 성준 씨가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16
-A

16
-B

자들은 {이/가}의 지정 기능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에 테스트에서 틀린 경
우를 다른 문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위의 테스트 ‘#16’에서 친구들 3명과 한국 대 일본 축구 경기라는 사실을 이미 

전제로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빈칸에서 한국과 일본 둘 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한다는 의미로, 두 번째 빈칸에서 3명 중 한 명을 선택 지정한다
는 의미로 각각 {이/가}를 써야 되는 것이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중급 학습자들
의 정답률이 각각 57.5%, 50%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고급 학습자들은 각각 72%
와 62%로 나타났다. 이 문항을 통해서 많은 학습자들이 {이/가}의 지정의 의미기
능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1.1.2. 대조의 {은/는}

{은/는}의 ‘대조’의 의미적 기능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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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8】
소아: 형이 동생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나영:    A   형이 동생보다 잘하지만   B   동  
     생이 더 잘해요.

A: ① 공부를  ② 공부는  ③ 공부가

B: ① 운동을  ② 운동은  ③ 운동이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8-
A

8-
B

【문법성 판단 테스트 #5】
영희: 은수 씨는 매일 지각을 하네. 내일도 늦  
      으면 어쩌지?
소아: 설마 자기 결혼식에도 늦겠어? A        
      일찍 오겠지.

A: ① 내일    ② 내일은    ③ 내일이

또 앞의 Ⅱ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한국어 교재에도 제시되어 있다. 
다음은 ‘대조’의 의미적 기능에 대해 학습자의 사용 양상과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
다.   

아래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8-A’, ‘#8-B’와 같은 대조에 관한 문제에
서는 각각 75%, 60%의 중급 학습자들과 88%, 90%의 고급 학습자들이 {은/는}
을 선택하였으며 정답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

그런데 ‘#5’ 문항과 같은 ‘대조’의 경우는 정답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즉,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테스트 결과가 각각 50%에 미달하거나 50% 안팎
에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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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연구자: 你第8题都选了②，有什么理由吗？(보니까 8번 문항의 두 빈칸에서 다 ②를 선택했  
         는데, 이유가 뭐에요?)
학습자 A5: 这道题前后两句中有比较的意味，而은/는表示对比，所以选了②。(이 문장에 앞뒤  
           절에 비교의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은/는’은 비교를 표시해요. 그래서 ②를 선  
           택했어요.)  
연구자: 第5题你为什么选①呢？(문항 5는 왜 ①번을 선택했어요?)
학습자 A5: 其实我觉得三个答案都可以，不过我在口语中经常省略이/가或은/는。所以我选了    
              ①。(사실 저는 이 3개의 답이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구어  
              에는 ‘이/가’나  ‘은/는’을 자주 생략해요. 그래서 ①번을 선택했어요.)
연구자: 这道题其实选②会更准确，你知道为什么吗？(이 문제는 사실 ②번은 더 절적하거든   
        요. 왜 그런지를 알아요?)

‘#8’의 경우는 대조가 되는 두 개의 항목(공부와 운동)이 실제 문장에서 병렬되
어 있으므로 ‘대조’의 의미가 뚜렷한 반면, ‘#5’의 경우는 ‘소극적 배타’의 의미에
서 자연히 ‘대조’의 의미가 유도되는 것이므로 실제 상황과 맥락에서 판단해야 하
므로 ‘#8’처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5’에서 ‘은수가 평소에
는 자주 지각해도 내일은 일찍 오겠지.’라는 의미로 ‘내일’의 경우와 ‘평소’의 경우
가 대조된다. 그래서 대조의 {은/는}을 사용하는 문장이 더 적절해 보인다. 물론 
‘내일’이라는 선택항은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담화 맥락에 따라 실제 문
장 ‘내일은 일찍 오겠지.’가 함의 문장 ‘평소에는 매일 지각을 한다.’와 연결되면서 
대조 의미를 표출하게 되므로 ‘내일은’이 더 어울리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학습자
들이 명시적인 대조 의미만 알고 있고 이렇게 맥락을 통해 도출되는 대조 의미를 
습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잘못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면담에서 오답한 학습자들로부터 오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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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완성 과제 #2-A】
옛날 옛날에 고양이와 쥐( 가 )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

고 이리저리 쫓아다녔습니다. ...(후략)

학습자 A5: 可能‘내일은’加‘은’有更强调的意思吧。(아마 ‘내일은’에 ‘은’을 추가하면 강조하는  
            뜻이 있는 같아요.)

【학습자 A5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사후 면담과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다수 학습자들이 {은/는}은 ‘대조’의 의미를 
표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대조’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고 ‘#5’와 같은 
맥락을 통해 도출되는 대조의 경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
조가 되는 두 개의 항목이 실제 문장에서 병렬되어 있는 경우는 학습자들에게 쉽
게 습득할 수 있는 반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실제 문장이 함의 문장과 연결됨을 
통해 대조 의미를 표출하게 되는 경우는 학습자들이 습득하기 어려운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은/는}의 다양한 대조 용법을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서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 화용적 기능의 사용 양상 분석
  
본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을 Ⅱ장에서 분

석한 화용적 기능, 즉 도입 주제의 {이/가}와 주제의 {은/는}, 신정보의 {이/가}와 
구정보의 {은/는}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1.2.1. 도입 주제의 {이/가}

앞의 Ⅱ장 1절에서 {이/가}도 {은/는}과 같이 주제 표지로 보는 주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규수(1999)에 따르면 담화는 보통의 경우 ‘주제의 도
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가}는 도입 주제의 화용적 기
능을 지니는 것을 인증하고자 하였다. 중국인 학습자가 {이/가}의 도입 주제 화용
적 기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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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这个空为什么写了‘는’呢？(이 빈칸에 왜 ‘는’을 썼어요?)

학습자 A5: 其实我觉得‘가’和‘는’都可以，不过感觉用‘는’比较顺口。好像名词是人或动物的时候  
            用은/는更多一点，名词是物的时候用이/가更多一点，这样理解不知道对不对。(사  
            실은 제가 ‘가’와 ‘는’ 두 개의 답이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느낌상    
            ‘는’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명사가 인물이나 동물일 때 ‘은/는’ 더 많  
            이 사용되고, 명사가 물건일 때 ‘이/가’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

연구자: 那你有没有注意在这个故事中‘猫和老鼠’是第一次提及呢？(그럼 이 이야기에서의 ‘고양  
        이와 쥐’는 처음 언급한 것을 주의해 봤어요?)

학습자 A5: 哦，对啊，你这么一说好像应该用‘가’才对，以前老师好像讲过，第一次提到的名词  
            后面接‘이/가’。嗯……但是我发现好像并不都是这样的，以前我就经常见过第一个句  
            子的名词后面用‘은/는’的，所以我也不太清楚到底该用什么，就是凭感觉选了，但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위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와 같은 이야기 담화에서는 85%의 중급 
학습자들과 70%의 고급 학습자들이 ‘가’를 썼으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이야기 
담화의 첫머리에서 조사를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15%
의 중급 학습자와 30%의 고급 학습자들이 ‘는’을 썼고 조사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중급 학습자들에 비해 고급 학습자들의 정답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퇴보(backsliding) 현상을 보였다. 이는 초급에서는 교재
나 교사를 통해 ‘이야기에서 처음 언급된 명사구 뒤에 {이/가}를 사용한다.’는 명
시적인 설명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이런 규칙에 대해 잘 파
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고급 학습자가 더 다
양한 장르를 접촉함에 따라 오히려 이런 규칙에 대해 혼동을 느끼게 되고, 개인의 
느낌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사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인터뷰 자
료에서 ‘는’으로 오답한 학습자에게 이러한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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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완성 과제 #1-A】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A ) 긴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중심이 되어온 곳이다. (후략)

            是经常错。(그러네요. 이렇게 보면 ‘가’를 써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언급된  
           명사 뒤에 ‘이/가’를 써야 된다고 예전에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적 있어요. 음...근  
           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첫 문장의 명  
           사구 뒤에 ‘은/는’이 사용된 걸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체 어떤 것을 써  
           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느낌대로 써요. 하지만 자주 틀려요.)

【학습자 A5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위의 자료를 통해서 비록 많은 학습자들이 답을 옳게 썼으나 여전히 {이/가}의 
화용적 기능인 도입 주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
순히 ‘이야기에서 처음 언급된 명사구 뒤에 {이/가}를 사용한다.’고 학습자에게 알
려주는 것이 부족하고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Ⅱ장에서 분석
하였듯이 담화 유형 또는 장르에 따라 담화의 출발점의 명사구 뒤에 {이/가}와 
{은/는}을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 및 담화 
유형과 결합하여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주제의 {은/
는}의 사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2. 주제의 {은/는}

앞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주제는 담화·화용적 개념이므로 담화 맥락에서 다
루어져야 하며 문맥에서 줄곧 이야기의 중심 대상이 되는 주제는 주로 {은/는}에 
의해 표시된다. 또한 주제에 대한 4가지 유형을 Ⅱ장에서 정리해 보았다. 이 절에
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아래의 설명문 테스트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이 
기능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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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在第一个空里，你为什么写的是이？(첫 번째 빈칸에 왜 ‘이’를 썼어요?)
학습자 I3: 因为老师好像讲过，在文章中，第一次提到的名词后面接이/가，是新情报；当第二次  
           提到时，使用은/는，是旧情报。(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텍스트에서 처음에 언급된 명사 뒤에 보통 ‘이/가’를 쓰고 신정보를 표시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명사를 두 번째 언급할 때 ‘은/는’을 쓰고 구정보  
           를 표시한다고 하셨어요. )

연구자: 所以根据这个道理，在第二篇文章中的第一空也填了가，是吗？ (그래서 이러한 이해에  
        따라 두 번째 텍스트에서의 첫 번째 빈칸도 ‘가’를 쓴 거예요? )
학습자 I3 : 对。(네, 맞아요.)

연구자: 其实这个空应该填은，但第二篇文章的第一空你写的是对的。你觉得是为什么呢？(사실  
         은 이 빈칸에 ‘은’을 써야 되는데, 하지만 두 번째 텍스트의 첫 빈칸은 답이 맞았  
         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

학습자 I3: 嗯？我也不太清楚，我在写作文的时候也经常弄错，但老师也讲不太清楚为什么，所  
           以比较苦恼。(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작문을 쓸 때 자주 틀려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도 명확히 설명해 주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

【학습자 I3과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이상의 테스트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와 같은 이야기 담화의 비교적 
높은 정답률에 비해 ‘#1’과 같은 설명문 담화의 첫머리에서 중급 및 고급 학습자
들 각각의 정답률이 불과 50%와 6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학습자들은 모두 
‘이’로 대답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많은 학습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담화에서 처음에 언급된 명사 뒤에 보통 ‘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배우거나 생각
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이/가}와 {은/는}의 선택은 실제 담화의 세계 
내에서, 즉 구체적인 담화의 특성을 드러내는 담화 유형 또는 장르에 따라 그 의
미와 기능이 교수·학습되어야 함을 다시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테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제 표지인 {은/는}에 대하여 특히 중급 
학습자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은/는}을 주
제를 표시하는 조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 개념에 대해 모호하게 인식
하고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실제 사용할 때 나름의 이해나 습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 테스트 ‘#4’의 경우 어떤 특정한 사실을 일반화하여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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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4】
남편: 음식이 싱거우니까 소금 좀 넣읍시다. 
아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A    
      몸에 안 좋아요.

A: ① 짠 것을  ② 짠 것은   ③ 짠 것이

【문법성 판단 테스트 #12】
준석: 아~ 철수가 미국에 가 버렸어……
소아:     A    누군데?                   
준석:   B   지난 주 모임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 친구야.  

A: ① 철수는       ② 철수가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때 그 문장은 주제-평언의 구조를 갖게 되어 ‘짠 것은’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짠 것이’를 선택한 많은 학습자들은 이것을 그저 일반적인 주어로 여겨 잘못 선택
하였음을 사후 면담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제 표지인 {은/는}을 교수·학습할 
때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제시하고 주제의 개념과 의미를 구체화시켜
야 한다고 본다. 

⇩

1.2.3. 신정보의 {이/가}

{이/가}와 {은/는}의 신정보와 구정보 기능에 대한 차이는 많은 학습자들이 인
식하고 있으나 실제 담화 상황에서 사용할 때 여전히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이것
은 신정보와 구정보의 개념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앞의 Ⅱ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정보, 구정보가 발화 상황에서의 언급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 활성화가 이미 된 정보(구정보)’인지, ‘의식 활성화가 안 
된 정보(신정보)’인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이것들을 잘 습득하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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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12
-A

연구자: 12题第一个空为什么选了‘철수는’呢？(12번 첫 번째 빈칸에 왜 ‘철수는’을 선택했어   
        요?)
학습자 A4: 因为‘철수’已经是第二次提到的吧，所以选了‘철수는’。(왜냐하면 ‘철수’라는 것은   
            이미 두 번째 언급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수는’을 선택했어요.)
연구자: 就是说你认为철수是旧信息，对吗？(그러니까 ‘철수’를 구정보라고 생각해요? )
학습자 A4: 对。(맞아요.)
연구자: 那能说说你是怎么理解‘旧信息’这个概念的吗？(그럼 ‘구정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  
        하는지 좀 알려줄래요?)
학습자 A4: 嗯……我觉得就是说话人已经提到的东西，就是旧信息吧。(음...제 생각에는 화자가  
           이미 언급하던 것은 구정보인 것 같아요.)

【학습자 A4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

위의 테스트 ‘#12-A’에서 ‘철수’라는 사람은 ‘준석’이 이미 언급한 사람이지만 
‘소아’에게는 의식 활성화가 안 된 정보, 즉 신정보이기 때문에 ‘#12-A’에서는 
‘철수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은 철수가 이미 언급된 요소이어
서 구정보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기 때문에 ‘철수는’을 선택하였음을 다음의 인터
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교수·학습할 때 학습자들에게 이 두 개념을 
맥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1.2.4. 구정보의 {은/는}

신정보는 ‘의식 활성화가 안 된 정보’인데 반해, 구정보는 ‘의식 활성화가 이미 
된 정보’이다. 즉 담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 간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말
한다. 학습자들이 이것들을 잘 습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
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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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2】
(소아네 집에서 영희는 한 여자의 사진을 보고 있
다.)
영희: 누구 사진이에요?
소아:    A    우리 엄마 사진이에요.     

      B    선생님이에요.  

 A: ① 이 사진은     ② 이 사진이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연구자: 第二题第一个空为什么选②呢？(2번 문제의 첫 번째 빈칸에 왜 ②를 선택했어요?) 
학습자 I2: 嗯……就是凭感觉选的，就是一般的主语吧，感觉没什么特别的意思，就选了②。    
             (음...그냥 어감에 따라 답했어요. ‘이 사진’은 그냥 일반적인 주어이고 여기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②를 선택했어요.)

【학습자 I2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

테스트 ‘#2’의 맥락을 보면 ‘영희’와 ‘소아’는 같은 사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사진’이라는 것은 의식 활성화가 이미 된 정보, 즉 구정보이다. 따라서 
‘#2-A’에서는 ‘이 사진은’이 정답이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중급 및 고
급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선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30% 정도의 중급 및 고급 학
습자들이 잘못 선택한 것에 유의해야 한다. 사후 면담에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
하였다. 일부 학습자들이 ‘이 사진’을 단지 일반적인 주어로 여겼고, 또는 일부 학
습을 통하여 무정 명사 뒤에는 보통 {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착각하였기 때문
에 ‘이 사진이’를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학습자들이 화용적 기능인 구정보를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3. 통사적 기능 및 제약의 사용 양상 분석

      
1.3.1. 통사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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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6】
인호: 토미,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토미: 적성에 맞고    A     잘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  
      는데.
인호: 아무리 적성에 맞을지라도 월급이 너무 적으면 곤란하  
      잖아. 
토미: 돈도 중요하겠지만 월급이나 연봉이 많다고 해서 좋은

       B     아니지.

B: ① 직장은   ② 직장이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통사적 기능 면에 있어서 Ⅱ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이/가}는 주어와 
보어를 표시하는 주격조사와 보격조사로 인식되어 왔다. {은/는}은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을 하는 명사에 붙을 때에는 격조사가 생략된 채 {은/는}이 쓰인다. 주
어 기능을 하는 명사 뒤에 {이/가}와 {은/는}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학습자들이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화용적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어 
위치의 조사 선택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보
어 위치에 있어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상황과 맥락을 배제하고 ‘이/가 있다/없다’, 
이/가 아니다’와 같은 문형이나 덩어리 표현으로만 외우는 경향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맥락에 따라 ‘대조’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보어인 경우 {은/는}을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학습자들이 여전히 {이/가}를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

위의 문항 ‘#6-B’에서는 문법적으로 보면 ②번도 맞지만 ①번과 비교하면 미세
한 차이가 있다. 즉 ‘#6’의 담화 맥락을 고려하면 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
제 문장과 함의 문장이 제시하는 서술 내용의 관계로 긍정↔부정의 대조 의미가 
있음을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면 ②보다 ①번이 더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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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第六题第二个空为什么选②呢？(6번의 두 번째 빈칸에 돼 ②를 선택했어요?)
학습자 I1: 因为‘이/가 있다/없다’是个固定句式吧。我记得课本里出现过这样的句型。(왜냐하면  
           ‘이/가 있다/없다’는 고정 문형이기 때문이에요. 제 기억에는 교재에서 이런 문형  
           을 제시한 적 있어요.)
연구자: 那你认为在这个句型中不能用은/는是吗？(그럼 이런 문형에서는 ‘은/는’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학습자 I1: 我感觉不能用吧，我好像没看过‘은/는 아니다’的用法。(제 느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은/는 아니다’를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

 【학습자 I4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문법성 판단 테스트 #10】
철수: 어제 사달라고 부탁한 책을 샀니?
영희:    A     벌써 사뒀어. A: ① 그 책을  ② 그 책은  ③ 그 책이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러운 답이다. 하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구체적인 맥락
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가 아니다’라는 문형만을 외워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다음의 사후 면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목적어 기능을 하는 {은/는}에 대해서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습자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담화에서 {을/를}과의 대치 
오류가 많다는 것을 다음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위의 문항 ‘#10’에서는 문법적으로 보면 ①과 ②번이 다 맞는 문장이지만, 맥락
을 고려하면 ‘그 책’이 주제 혹은 구정보이기 때문에 ②번 더 자연스러운 답이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책이’를 선택한 학생
들도 적지 않았다. 

위의 테스트 결과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가}와 {은/는}의 통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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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17】 
남자: 어휴, 이    A        B     왜 이렇게 비    
      싼 거죠?
여자: 맞아요. 저도 그 제품 쓰는데 잉크 살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A: ① 프린터는     ② 프린터가

B: ① 잉크는       ② 잉크가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17
-A

17
-B

기능과 문형을 교수·학습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제시하여 문장 단위에
서가 아니라 담화차원에서 학습자들에게 그 기능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1.3.2. 통사적 제약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통사적인 제약에 있어서 내포문 주어 
제약을 가리킨다. 즉, 내포문의 주어는 그것이 대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
나 {이/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포문은 다시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내포문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테스트를 통해서 내포문 주어 제약에 있어서 내포문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정답
률이 아주 다르게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테스트에서 제시된 
‘#17’과 같은 서술절 내포문(혹은 이중주어문)에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정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술절 내포문에 비해 아래의 문항 ‘#3-A’와 같은 관형사절 내포문 주어 제약
에 대하여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이 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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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완성 과제 #3-A】
나/내( A ) 중학교에 다니던 70년대는 너나없이 가난했습니다. ...(후략)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연구자: 第三篇文章的第一个空，你为什么写나는呢？有什么理由吗？(세 번째 텍스트의 첫 빈  
       칸에 왜 ‘나는’을 썼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학습자 I1: 嗯……就是凭语感，我觉得‘나는’比‘내가’更常用，通常说‘나는什么什么’。내가呢，  
            像‘내가 살게’之类的句子我会用‘내가’。(음...그냥 어감에 따라 썼어요. ‘내가’보  
            다 ‘나는’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요. 보통 ‘나는 뭐뭐’라고 하잖아요. ‘내   
            가’는 ‘내가 살게’와 같은 문장에서 ‘내가’를 써요. 

【학습자 I1과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과 자료를 더 상세히 분석하면, 이 문항을 정확하게 맞춘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
습자는 각각 25%와 40%에 불과한 셈이다. 이같이 낮은 정답률을 보여 준 이유는 
중국인 학습자가 내포문 주어 제약과 관련된 문제를 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
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항의 낮은 정답률은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을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즉, 초급부터 배우던 ‘나
는……’과 같은 문장 형식을 많이 쓰는 언어 습관에 따라 잘못 사용하는 경향이 있
다고 보인다. 특히 중급 학습자들이 고급 학습자들에 비해 이런 제한적인 발화에
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 자료에 의해서 오답한 
학습자들에게 이런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위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내포문 주어 제약에 대한 인식이 결
여되어 있고 자신의 느낌으로만 조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의 
명사절 내포문을 통해서도 중국인 학습자가 이 제약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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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1 -
B

1 -
C

【텍스트 완성 과제 #1-B,C】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긴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중심이 되어온 곳이다. 서울( B ) 수도 
역할을 시작한 것( C ) 백제(百濟) 시대였다. ...(후략)

연구자: 这句话的两个空为什么分别写了은和이呢？(이 문장의 두 빈칸에서 왜 각각 ‘은’과    
        ‘이’를 썼어요?)

학습자 A5: 我觉得就是大主语用‘은/는’，小主语用‘이/가’吧。(대주어는 ‘은/는’을 쓰고, 소주  
            어는 ‘이/가’를 쓰기 때문이에요.)
연구자: 那你认为这句话哪个是大主语，哪个是小主语呢？(그럼 이 문장에서 어느 것이 대주  
        어고, 어느 것이 소주어라고 생각해요?)

학습자 A5: ‘서울’是大主语，‘시작한 것’是小主语。(‘서울’은 대주어이고, ‘시작한 것’은 소주  
            어예요.)

【학습자 A5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 

위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그리 높지 않
고, 중·고급 학습자간의 정답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들 학습자들이 초급에
서 이러한 통사적 규칙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중·고급으로 올라가면서도 대부분의 
교재에서 다루지 않아 미숙지함으로 인해 오류가 계속 수정되지 못하고 지속적으
로 나타나는 화석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사후 면담을 통해 많은 중급 학습자 및 고급 학습자들이 {은/는}을 대주어, {이
/가}를 소주어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담화에서 이들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부족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학습자들은 ‘#1-B,C’ 문장에서 앞의 주어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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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주어로, 뒤의 주어인 ‘시작한 것’을 소주어로 간주한다고 대답하였다. 대주어
와 소주어에 대한 인식 부족 이외에도 서술절 내포문에 비해 다른 유형의 내포문
에 대한 낮은 정답률은 모국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어와 중국어
는 모두 주제가 현저한 언어인데29), 특히 한국어의 전형적인 주제문인 서술절 내
포문의 구조는 중국어에도 존재하고 흔히 사용되는 문장 구조이다30). 중국어에도 
이러한 구조가 있기에 ‘#17’과 같은 서술절 내포문 구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보
다 이해하기가 쉬우므로 정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이/가}와 {은/는} 사용상의 오류 원인 분석

앞 절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가}와 {은/는} 사용 양상의 분석을 통하여 두 
조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사용 오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학습자의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하여 브라운(Brown, 
2007:284~287)은,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모국어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언어간 전
이(interlingual transfer)’, 목표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나타내는 ‘언어내 전이
(intralingual transfer)’, 학습의 장, 그리고 의사소통 전략으로 분류하고 있다. 코
더(Corder, 1971)에 의하면 오류를 ‘언어간 전이’, ‘언어내 전이’, ‘학습 환경 요소’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의 선
행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모국어 영향, 목표어 복잡성의 원인, 교육 
과정의 원인 3가지의 원인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기술을 하고자 한다. 

2.1. 모국어 영향의 원인

목표어와 모국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학습자에게 목표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29) 리·톰프슨(Li & Thompson, 1976)에 따르면 언어의 기본구조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고 있다. (1) 주어가 현저한 언어(예: 인구어), (2) 주제가 현저한 언어(예: 중국어), 
(3) 주제와 주어가 모두 현저한 언어(예: 한국어, 일본어), (4) 주제와 주어 모두 현저하
지 않은 언어(예: 필리핀어). 그러나 손호민(1981)은 리·톰프슨(Li & Thompson, 1976)
이 주장한 ‘주제가 현저한 언어’의 조건에 한국어가 모두 부합한다고 하면서 한국어도 중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제와 주어가 모두 현저한 언어’가 아닌 ‘주제가 현저한 언어’라고 주
장했다(최수영, 1984; 백수진, 2011 참조).

30)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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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실태 조사 #5】
 5. {이/가}와 {은/는}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할지 모를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어와 문어 
포함)
- 口语中一般会选择使用은/는，因为在我的印象中，은/는的使用范围更广; 书面语尽量凭语感和  
   所学的知识完成文章。(구어에서는 보통 ‘은/는’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내 생각에는 ‘은/는’  
   의 사용 범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문어에서는 느낌과 배운 지식으로 글을 완성한다.)
- 一般口语中用이/가, 书面语中常用은/는。(일반적으로 구어에서는 ‘이/가’를 사용하고 문어  
   에서는 ‘은/는’을 자주 쓴다.) 

- 口语时就省略不说，不影响意思。书面语时就凭感觉。(구어에서는 생략해도 의미전달에 별  
   영향이 없다. 문어에서는 느낌으로 쓴다.) 
- 随便用，不影响交流。(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한다.) 

- 不清楚时，一般用이/가。(확실하지 않을 때 보통 ‘이/가’를 사용한다.) 

- 口语时用은/는更多一点。(구어에서는 ‘은/는’을 더 많이 사용한다.) 

- 口语中省略不用，书面语中用이/가更多。(구어에서는 생략하고 문어에서는 ‘이/가’를 더  

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대조분석 이론의 관
점으로는 두 언어는 유사한 부분은 목표어에 긍정적 전이를 일으켜 습득에 도움이 
되는 반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목표어에 부정적 전이를 일으켜 습득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조사 {이/가}와 {은/는}도 마찬가지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가 있다.

2.1.1. 전략적 사용 회피

중국어는 유형학적으로 고립어에 속하고 {이/가}, {은/는}과 같은 조사가 없기 
때문에 조사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문법 범주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이런 
모국어의 영향 때문에 조사를 자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상은 다른 조사 관
련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국인 학습자의 회피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유형을 알아보았
다. 설문 조사와 면담 결과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이/가}와 {은/는}을 구별하
기 힘들 때 다양한 전략적 사용 회피를 사용하며,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선 교수·학습 실태 조사 문항 ‘#5’에서의 몇 가지 대표적인 대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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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쓴다. 

연구자: 这道题你写的是“不清楚时，用이/가”，有什么理由吗？(이 문항에 대해 “모를 때, ‘이/  
        가’를 쓴다.”라고 썼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학습자 A4: 嗯……因为我觉得이/가的意思更中立一些，只是表示一般的主语。而은/는的意思好  
             像复杂一点，我不太会用。(음...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가’의 의미가 더 중립  
             적이고 일반적 주어를 표시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는’의 의미는 더 복잡  
             하고 저는 잘 사용하지 못해요.)

【학습자 A4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这道题你写的是“口语中，多用은/는”，有什么理由吗？(이 문항에는 “주어에서 ‘은/는’  
        을 더 많이 쓴다”라고 썼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학습자 A1: 因为我觉得은/는的使用范围更广一些，既可以接在主语后面，也可以接在宾语后    
               面，说话的时候没时间考虑是主语还是宾语，所以就一律用은/는。(제 생각에는  
               ‘은/는’의 사용 범위가 더 커요. 즉, 주어 뒤에 사용할 수도 있고 목적어 뒤  
               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말을 할 때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은/는’을 쓰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학습자 A1과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当你说话或写文章时不清楚用哪个助词的时候通常怎么办？(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어느 조사를 써야 될지 모를 때 보통 어떻게 해요?)
학습자 I5: 口语的时候就省略不用，不用韩国人也能听懂。书面的时候就根据感觉来用。(구어   
             에는 보통 생략하고요. 생략해도 한국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글을 쓸  
             때는 느낌대로 사용해요. )

【학습자 I5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위의 학습자들의 대답을 보면 이런 전략적 사용 회피는 주로 3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대체로 {이/가}를 사용하는 전략이고, 두 번째 유형은 
대체로 {은/는}을 사용하는 전략이며, 세 번째 유형은 조사를 아예 생략하는 전략
이다. 이러한 전략적 사용 회피에 대한 각자의 이유에 대해서는 학습자들과의 사
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과의 면담 결과를 통해 다양한 회피 전략의 이유를 주로 세 가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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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주로 의미 기능의 측면을 고려하는 학습자들은 {이/가}의 
의미는 중립적이거나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은/는}의 의미는 더 복잡
하고 파악하기 어렵기에 대체로 {이/가}를 사용하고 {은/는}의 사용을 전략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달리 주로 통사적 기능의 측면을 고려하
는 학습자들이 {은/는}이 {이/가}보다 통사적 제약이 적기에, 특히 말할 때 고려
할 시간이 없어 대체로 {은/는}을 사용하고 {이/가}의 사용을 전략적으로 회피하
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할 때 두 조사 없이 의미 전달에 별 장애가 없다
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은 {이/가}와 {은/는}을 다 생략하는 경우이다. 이 외에 구
어나 문어에 따라 {이/가}나 {은/는} 중 하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대답이 있는
데, 이에 대해 학습자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주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유는 발견하
지 못하였다. 

 
2.1.2. 서술절 내포문의 유사성

앞에서 실험을 통해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들은 {은/는}을 대주어 표지, {이/
가}를 소주어 표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습자들
은 실제 담화에서 대주어와 소주어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다. 즉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서술절 내포문인 ‘N1은/는 N2이/가 (서술어)’의 
구조에서는 대주어, 소주어를 잘 식별하는 반면, 다른 유형의 내포문에서는 이들을 
잘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재나 교사의 설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국어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국어에는 비록 조사의 기능은 없지만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제 부각 언어’라는 
공통의 언어 유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어의 전형적인 주제문인 서
술절 내포문(이중주어문)의 구조는 중국어에도 존재하고 흔히 사용되는 문장 구조
이다. 

    (52) 象 鼻子 長.
         N1  N2 (서술어)
         코끼리는 코가 길다. 
    (53) 中國 人口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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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완성 과제 #2-E】 ‘를’의 오답률
고양이는 화( E ) 났습니다.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16% 12%

          N1   N2 (서술어)
         중국은 인구가 많다.

(52), (53)과 같은 문장은 중국어 문법 용어로는 ‘主謂謂語句’라 하고 이것을 
한국어로 풀이하면 ‘주술술어문’이 된다31). 한국어 문법 용어로는 ‘서술절 내포문’ 
혹은 ‘이중주어문’이라 한다. 특별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즉 (52), 
(53)에서 N1은 지정의 대상이 아닐 때, 또 N2는 대조의 대상이 아닐 때는 일반적
으로 중국어 N1에 대응하는 성분에는 {은/는}을 사용하고 N2에 대응하는 성분에
는 {이/가}를 사용한다. 이창호(1999)에 따르면 (52), (53)의 ‘코끼리(象)’, ‘중국
(中國)’은 주제이자 대주어, ‘코(鼻子)’, ‘인구(人口)’는 소주어이다. 따라서 이런 
문장 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내포문보다 특별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
은 서술절 내포문의 정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3. 서술어 품사의 차이

이상에서 중국인 학습들이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두 조사 간의 혼용 이외에 {을/를}과의 대치 현상
도 설문조사에서 적지 않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주로 {이/가}와 {은/는}을 대상으로 고찰하였지만, 피험
자들이 이 두 개의 조사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이 두 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혼동하기 쉬운 다른 선택항도 추가하
였다. 특히 서술어의 품사가 중국어와 다른 경우, {을/를}과의 혼동도 많이 발생하
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텍스트 완성 과제 ‘#2-E’처럼 한국어에서는 ‘나다’가 
자동사이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生’는 타통사이고, 또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 
‘#3-B’처럼 ‘고맙다’는 형용사이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谢谢’는 동사인 경우 학습

31) 한국어의 서술어는 중국어 용어로는 ‘謂語’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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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 판단 테스트 #3-B】 ‘말씀을’의 오답률
(성남 씨는 방금 상사에게 야단을 맞아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
철수: 성남 씨!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같이 점심이  
      나 하는 게 어때요?    A    살게요.
성남:    B    고맙지만 빨리 끝내야 하는 일도 있   
     고, 입맛도 없고 하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때  
     울게요.
B: ① 말씀을   ② 말씀은    ③ 말씀이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25% 14%

연구자: 第三题第二个空为什么选择①呢？(문항 3의 두 번째 빈칸에 왜 ①번을 선택했어요?) 
학습자 A2: 这里的말씀做宾语，所以选了①。(여기서의 ‘말씀’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①번을   
            선택했어요.)

연구자: 就是你认为고답다这个词是动词，是吗？(그럼 ‘고맙다’는 동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학습자 A2: 对。(네)

 【학습자 A2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这个空为什么写了‘화를 나습니다’呢？(이 빈칸에 왜 ‘화를 나습니다’를 썼어요?)

학습자 I3: 就是‘生气’的意思，是动词，所以用‘를’。(그냥 ‘生气’를 뜻해서요. ‘生气’는 동사이  
           기 때문에 ‘를’을 썼어요.) 

 【학습자 I3과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자들은 쉽게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실험에 참가한 학습자와의 면담에서 이런 오
류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 간의 혼동뿐만 아니라 
서술어 품사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을/를}과의 대치 오류 현상도 많
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2. 목표어 복잡성의 원인

‘목표어의 복잡성의 원인’은 조사 {이/가}와 {은/는}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언
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 부족, 표현 능력 부족 양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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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能说一说你是怎么理解这两个助词的区别吗？(이 두 조사 간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이  
       해하는지 좀 알려 줄 수 있나요?)
학습자 I5: 我学过은/는表示主题，이/가表示主语，但在实际运用的时候，经常搞不清楚用哪    
             个，只能凭感觉。(제가 배운 바는 ‘은/는’은 주제를 표시하는 것이고, ‘이/가’는  
             주어를 표시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활용할 때는 어느 것을 사용해      
             야 되는지 자주 헷갈려요. 그냥 느낌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자: 那你是怎么理解‘主题’这个概念的？(그럼 ‘주제’의 개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  
        요?)
학습자 I5: 其实我也不是很清楚，只是知道一个句子中出现两个主语的时候，第一个表示主题，  
            第二个表示主语。我认为主题的范围比主语更大吧。(사실 저는 이에 대해 잘 이  
            해가 안 돼요. 단지 한 문장에서 주어가 두 번 나타날 때는 첫 번째는 주제     
            를 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어를 표시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   
            는 주제의 범주가 주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

【학습자 I5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2.2.1. 개념과 의미적 복잡성

Ⅱ장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이/가}와 {은/는}은 다양한 의미적·화용적·통사적 
기능 및 통사적 제약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정 기능들이 학습자에게 친숙하지 않
은 개념이기 때문에 ‘복잡성’을 가진다. 비록 많은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
이 ‘주제’, ‘대조’ ‘신·구정보’ 등의 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 기능이나 개념을 잘못 인식하거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
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실험에 참가한 학습자와 면담에서 녹음
된 학습자의 ‘주제’의 개념에 대한 이해이다. 

위의 자료를 통해서 비록 중국어도 한국어와 같이 주제가 현저한 언어이지만 중
국인 학습자에게는 여전히 ‘주제’와 같은 메타언어가 생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 학습자는 {은/는}의 중요한 기능이 ‘주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인 상
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였
다.

다음은 학습자의 신정보와 구정보에 대한 이해이다.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이/
가}와 {은/는}의 신정보와 구정보에 대한 기능은 많은 학습자들이 알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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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완성 과제 #1-A, #2-A>

연구자: 你在第一篇文章的第一个空和第二篇文章的第一个空都写了이或가，有什么理由吗？ (보  
        니까 첫 번째 텍스트와 두 번째 텍스트에서의 첫 번째 빈칸에 다 ‘이’나 ‘가’를 썼는  
        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학습자 A4: 嗯……我记得以前学过第一次出现的名词后用이/가，表示新信息，第二次出现的用은  
            /는, 表示旧信息。(음...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출현된  
            명사 뒤에 ‘이/가’를 쓰고 신정보를 표시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다시 출현되면  
            ‘은/는’을 쓰고 구정보를 표시해요. )

【학습자 A4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문법성 판단 테스트 #1-B>

연구자: 这道题你为什么选了‘이 아이는’呢？(이 문제에서는 왜 ‘이 아니는’을 선택했어요?)
학습자 I2: 嗯……因为前面已经提到了‘소아 씨 딸’，再次提及用‘은/는’。(음...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소아 씨 딸’을 언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언급되면 ‘은/는’을 사용해   
           요. )

【학습자 I2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이들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 담화 상황에서 사용할 때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학습자의 {이/가}의 지정 의미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은/는}의 대조 기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지식
을 갖추지 않은 것을 보여 주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은 {이/가}와 {은/는} 그 자체의 기능과 개념의 복잡성 때문
에 학습자가 과잉 혹은 불완전하게 적용하여 생기는 오류에 관한 것이었다. 

2.2.2. 통사적 기능의 유사성

    
의미·화용적 기능의 복잡성 이외에 조사 {이/가}와 {은/는}이 통사적 기능 측면

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에 학습자가 더욱 혼동하기 쉽다. 특히 주어 자
리에서 {이/가}와 {은/는}이 모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똑같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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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실태 조사 #2, #4】
2.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0명)
 ② 필요 없다 (10명)
 ③ 보통 (5명)
 ④ 조금 필요 있다 (31명)
 ⑤ 아주 필요 있다 (44명)

4. {이/가}와 {은/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 没什么太大的区别。/二者差不多。(큰 차이가 없다./두 조사가 비슷하다.) (4명)
- 差不多，은/는更有强调的意味。(비슷하다. ‘은/는’이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 (2명)
- 没区别。은/는表示强调。이/가表示普遍。(차이가 없다. ‘은/는’은 강조를 표시하고 ‘이/가’  
   는 더 보편적이다.) (1명)
- 不清楚，靠语感。/不知道。/不是很清楚。(잘 모른다. 감각으로 사용한다./ 모른다./ 잘 모  
   른다.) (10명)
- 根据感觉区别。(감각으로 사용한다.) (4명) 
- 没有想过。(생각해 본 적이 없다.) (3명)
- 小主语用이/가，大主语用은/는。(소주어는 ‘이/가’를 쓰고, 대주어는 ‘은/는’을 쓴다. (8명)
- 第一主语和第二主语。(제1주어와 제2주어) (3명)

를 표시하는 문법 형태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교수·학습 실태 조사를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적지 않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가}와 {은/
는}에 대해 큰 차이가 없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학습자들이 대주어
와 소주어의 차이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보면 두 조사 모두 통사적으로는 주어의 
자리에 출현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똑같이 주어를 표시하는 문법 형태로 인식
되어 오류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2.3. 맥락 의존성

Ⅱ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이/가}와 {은/는}은 담화 유형, 발화의 흐름, 장면, 발
신자의 태도 등 맥락 요소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는 것이다. 즉 {이/가}와 {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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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판단 테스트 #16-C>

  ‘이/가 없다’, 这个就是固定句型，所以选②。(‘이/가 없다’는 고정 문형이니까 ②를 선택했
어요.)

【학습자 A5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문법 판단 테스트 #6-B>

  ‘이/가 아니다’应该是固定搭配吧，总这么用，就记住了。(‘이/가 아니다’는 고정적인 결합인 
것 같아요. 자주 이렇게 쓰니까 기억해 버렸어요.)

【학습자 I1과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은 맥락 의존성이 아주 강한 문법 요소이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담화에서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이나 문형만
을 외워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보어 뒤에 {이/가}와 {은/는}에 대한 선택 오류가 바로 학습자가 
문형 ‘이/가 아니다’, ‘이/가 없다’와 같은 문형이나 덩어리만 암기하고 기억하여 그
대로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는 예이다. 다음은 학습자가 보어 위치에 {이/가}와 
{은/는}을 선택한 이유를 실험에 참가한 학습자와의 면담을 녹음하여 분석한 것이
다. 

또한 담화의 첫머리에 {이/가}를 쓰느냐, {은/는}을 쓰느냐에 대해 실제 담화 
세계 내에서, 즉 구체적인 담화의 특성을 드러내는 담화 유형 또는 장르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을 논의해야 한다고 앞서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
들이 이러한 담화 맥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화의 첫머리에서 두 조
사를 선택·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발생하는 것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 있어서 중국
인 학습자들은 맥락 인식이 부족하며, 문형이나 통사적 규칙에 의존하여 문제에 
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가}와 {은/는}의 경우는 구체
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서 특정한 의미와 기능을 드러내고, 조사 선택에 따라 미세
한 의미 차이가 있다. 맥락을 잘 인식할 수 있다면 두 조사의 풍부한 의미와 감정
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교수·학습 시 학습자에게 {이/가}와 {은/는} 



- 88 -

【교수·학습 실태 조사 #6, #8】
6. 선생님이 {이/가}와 {은/는}의 차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
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 没有，或许有但已忘记。(없다. 혹은 있었지만 잊었다.)-I12 외 1명
 - 没有。老师也很难说清楚，而且老师也认为这是难点，没必要花费大量时间讲解。(없다. 선
생님도 이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지 못하였다. 그리고 선생님도 이것이 난점이라고 생각하
시고, 많은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 )-I7
 - 没有讲过。/好像没有。(없다./없는 것 같다.)- I4 외 12명
 - 没讲过，说二者一样。(없다. 두 조사가 같다고 하신다.)-A39
 - 没有特别地讲过。老师主要是根据书上的内容讲解，但是我们在以后运用时会出现很多问题。
(특별히 이에 대해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 선생님께서 주로 교과서에 따라 설명하신다. 하
지만 우리는 실제 활용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 )-A49
- 没有专门讲过这项语法，都是简单地讲或是在其他课程内容中带过。(특별히 이 문법을 가르
쳐 주신 적 없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기타 교육 내용에서 살짝 언급하신다. )-I3

간의 차이를 맥락에서 잘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2.3. 교육과정의 원인

이정희(2003:97)에서는 교육과정은 한국어 학습자가 공식적인 한국어 교육 기
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칭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도 종종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가}와 {은/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교육과정의 문
제점은 크게 한국어 교재 설정의 문제와 교사의 교수법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앞
의 Ⅱ장에서 한국어 교재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다음은 교사의 
교수법 문제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가}와 {은/는}에 관한 교육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교수·학습 실태 조사에
서 교사가 {이/가}와 {은/는} 간의 차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쳐 본 적이 있는
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에 대해 어떤 식으로 교
육을 받고 싶은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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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没有系统讲过，都是遇到这类情况的时候才根据例子讲解。(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신 적 없
다. 주로 어떤 상화에서의 예시들에 따라 설명하신다.)-A31 외 1명
 - 讲过，但未详细系统地讲过，只是提过几句。(가르쳐 주신 적 있지만 자세히,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신 적 없다. 단지 몇 마디만 언급하신 적 있었다.)-I1 외 1명
 - 讲过，没讲清楚。(가르쳐 주신 적 있는데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지 못하였다.)-I10
 - 对比的讲过，但又说这很难，不容易很快理解，需要以后边用边掌握。(대조의 경우는 가르
쳐 주신 적 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어렵다고 하시고, 금방 이해하기 어렵다고, 앞으로 사용
하면서 배울 거라고 하신다.)-I2
 - 老师一般没有具体说明，可能是说明后怕我们会弄混。强调过都是助词。(선생님께서 구체적
으로 설명해 주신 적 없다. 아마 설명해 주신 후 우리가 헷갈릴까봐서.. 둘 다 조사인 것을 
강조 하신 적 있다.)-I25
 - 老师只是粗略地讲了一下。/只是简单地说了一下。/简单讲过。(선생님이 그냥 대강 설명하
셨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셨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적 있다.)-I26 외 5명
 - 老师只是在大一时说过几句，没怎么系统说明过。(선생님께서 그냥 1학년 때 몇 마디만 
설명해 주셨다.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신 적 없다. )-A3 외 3명

8. 선생님이나 교재가 {이/가}와 {은/는}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따로따로 가르치거나 같이 가르치는 것, 또는 이 두 조사의 
차이를 정확히 가르치거나 맥락에서만 어감을 키우는 것, 등.)
 - 先学习它们的区别，然后在语境中慢慢培养语感。(그들의 차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맥락에서 점점 어감을 키운다.)-A1 외 7명
 - 一起学，但需要分阶段多次复习。讲明区别，多举例培养与语感。(같이 배운다. 하지만 단
계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그들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예시들을 많이 제시
하고 어감을 키운다.)-A4
 - 放在一起比较，清楚讲明区别。(같이 비교하면서 그들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한다.)-I8 
외 15명
 - 一起讲，并举例说明，在语境中让学生体会它们的差别。(같이 가르친다. 그리고 예시들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맥락에서 그들의 차이를 인식시킨다.)-I12 외 6명
 - 先分开学，然后做一个归纳、比较，讲清楚二者区别。当然，也要在语境中培养语感。(처음
에 따로따로 배우고, 다음으로 그들의 차이를 비교하고 정리하면서 명확히 알려준다. 물론 
맥락에서 어감을 키우는 거도 중요하다.)-I17 외 7명
 - 虽然容易混淆，但还是放一起，然后根据实际例子和对话来区分比较好。(비록 헷갈리기 쉽
지만 같이 배우는 것이 낫다. 실제적인 예시와 대화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좋다. )-A12
 - 系统地罗列出各自用法，然后再逐渐培养语感。(각자의 용법을 나열하고 점점 어감을 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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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31 외 1명
 - 在语境中培养语感。/语境中重点讲解。(맥락에서 어감을 키운다./맥락에서 이들을 중점적
으로 설명한다.)-A3 외 l2명
 - 讲清楚比较好。尤其是什么时候能用，什么时候不能用。(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언제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A11
 - 分开学。(따로따로 배운다.)-I1 외 4명
 - 大概意思区分就行了，说太多了也分不清楚。(대충 구별하면 된다. 너무 많이 설명해주더
라도 구별이 잘 안 된다.)-A8

위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상당수의 교사는 주로 {이/가}와 {은/는}에 대해 비
교적 간단한 설명을 한다. {이/가}와 {은/는}의 풍부한 의미적, 화용적 기능이나 
통사적 제약을 세밀하게 기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이해시
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또한 교사의 {이/가}와 {은/는}에 대한 체계적인 교
육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간단한 설명 단계에만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조사의 용법에 대해 무시할 가능성
이 높다. 이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이/가}와 {은/는}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러 가르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습자는 체계적으로 {이/가}와 {은/는}을 
학습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학습자들로부터 한국어 조사의 용법에 대한 정
확한 이해와 사용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많은 오류 또한 발생할 것이다. 

학습자의 요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가 교사의 명시적인 설명, 예
문 제시 및 특정 맥락에서 두 조사를 대조하여 함께 학습함으로써 이해하려는 경
향을 보인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수 방법은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사의 교수나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한국
어 문법 항목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현장 교사나 현행 한국어 교재를 통해서는 
상술한 문제점들로 인해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을 명확하게 그리고 체계적
으로 이해하지 못하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교
육 과정이 학습자의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교재의 
개발이나 교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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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가}와 {은/는} 교수·학습의 실제

Ⅲ장에서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오류 원인을 밝혔다.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참고하여 중국인 학습
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맞
는 교수·학습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 목표

교수·학습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방
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자 한다.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육 목표는 제2언어 문법 교육의 총체적 목
표와 연관된다. 엘리스(Ellis, 1996)에 따르면 문법 학습과 습득은 학습자의 숙달
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통사 체계의 내재화를 용이하게 하여 결국 유창성의 
발달을 돕는다. 따라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문법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문법 교육은 학습자들이 유의미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적 언어 기능(skill)과 제2언어의 유창
성을 기를 수 있는 초석이 된다(Eli Hinkel, 2010:19). 하임즈(Hymes, 1972)에서
는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언어 사용의 지식과 능력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커넬(Canale, 1983:6~11)은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범주로 문법
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 언
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들
었다(이미혜, 2005:27). 또한 민현식(2008:278~280)은 언어 교육과정에서는 ‘목
적(goal, aim, purpose)’과 ‘목표(objectives)’를 구별해야 한다고 논의하면서32), 

32) 민현식(2008:278~279)에서는 언어 교육과정에서는 목적(goal, aim, purpose)과 목표
(objectives)를 구별한다고 지적하였다.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
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여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한다. 반면에 ‘목표’
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한다. 국가 수준 또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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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사 {이/가}와 {은/는}의 형태와 의미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맥락에 따라 적절
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목표

초
급

이해 
차원

-초급 단계로 4개월(한 학기)의 과정을 마치면 {이/가}와 {은/는}에 
대한 기본 쓰임과 형태 및 의미를 안다.
-{이/가}와 {은/는} 간의 기본 통사·의미적 차이를 안다. 
-{이/가}와 {은/는}을 포함한 문장을 이해한다.

표현 
차원

-통사적 제약에 맞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학습자가 자주 접촉한 상황(자기소개, 정보 찾기 등)에서 {이/가}와 
{은/는}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간단한 의사소통을 한다. 

중
급

이해 
차원

-중급에 맞는 {이/가}와 {은/는}의 기본 의미와 기능을 알 뿐만 아니
라 두 조사 간의 의미와 기능 차이를 안다. 
-{이/가}와 {은/는}을 포함한 짧은 문단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그렇

사용(언어 상황, 언어주제, 언어문화), 의미(언어 기술), 형식(문법)의 3차원 영역
별로 숙달할 목표 사항들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학자들의 견의를 정리해 보면, 문법 교육은 의사소통 단위인 
담화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법 규칙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의 실제적인 맥락 속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해야 하고, 언어
가 사용되는 맥락에 대해 인식해야 하며, 맥락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이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화자 의도와 태도에 따
라 다르게 선택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보면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의 정확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이해 차원과 표현 차원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다. 또한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중국인 학습자들의 실제 사용 양상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 교수·학습 목표를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한다.

교육기관 수준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교육 목적’을 제시하며, 개별 세부 교육 내용으로 구
체화할수록 수업지도안을 짜서 구체적 ‘교육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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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용한 이유를 이해한다. 

표현 
차원

-맥락에 따라 {이/가}와 {은/는}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리고 어느 것
을 쓰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때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 
-다소 복잡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사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의
도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고
급

이해 
차원

-조사 {이/가}와 {은/는} 간의 미세한 차이를 알 뿐만 아니라 각 측면
의 의미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구체적인 담화 맥락에서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과 발신자 의
도와 태도를 이해한다. 

표현 
차원

-의사소통에서 의도에 맞는 조사를 선택하여 맥락(발화의 흐름, 장면, 
발신자의 의도와 태도, 장르 등)에 맞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적절한 조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와 태도를 잘 반영하여 텍스트를 
쓸 수 있다. 

<표Ⅳ-1> {이/가}와 {은/는} 교수·학습 목적 및 목표

앞의 Ⅲ장에서 {이/가}와 {은/는}은 복잡한 통사·의미·화용적 기능과 제약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 있어서 맥락 의존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문법 요소임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
이 이 두 조사를 사용할 때 실제적인 담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사용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교수·학
습 목적은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맥락에 따
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단계별로 이해 차원과 표현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보았다. Ⅲ장의 실험 결과를 통하여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
은 {이/가}와 {은/는}에 대한 문법 지식이 매우 부족하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
제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이/가}와 {은/는}을 가르칠 때 충
분한 ‘입력(input)’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급에서 한꺼번에 가르치기보다는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차근차근 보충하여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각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이해 차원에서 {이/가}와 {은/는}의 통사·의미·화
용적 기능과 제약을 잘 반영하여 올바르게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학습자에게 수
용(intake)된 지식을 해당 맥락에 맞게 출력(output)을 유도해야 한다. 앞에서 논
의하였듯이 {이/가}와 {은/는}의 선택은 맥락 의존성이 매우 강하기에 이 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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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시키는 것이 교육의 끝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 맞게 선택하
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표현 차원
에서 각 단계의 학습자들로 하여금 맥락에 맞는 적절한 조사를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초급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한국어 초보자로서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아
주 부족하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앞의 <표Ⅳ-1>과 같이 일상생활 상황에
서의 간단한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초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목표이다. 
따라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해 차원에서 {이/가}와 {은/는}의 기본
적인 기능과 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단계의 학습자들
은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부터 이 두 조사를 똑같은 용법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교
육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이/가}와 {은/는}은 다른 통사적 기능을 담당한
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표현 차원에서 실제적 상황에서 문법 규
칙에 맞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중급 단계에서는 학습이 심화됨에 따라 학습자가 배우게 되는 문법 지식이 많아
질 것이고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기본
적인 의미와 기능에서 벗어나 이 두 조사의 세부적인 기능(예를 들어 {은/는}의 
주제와 대조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차이를 알아야 하고 통합적인 사용 능
력이 있어야 한다. 이해 차원에서 {이/가}와 {은/는} 각 각의 측면에 대해 깊이 
있게 서로의 의미와 기능 차이를 알아야 하고, 특정 상황에서 쓰이는 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표현 차원에서 맥락에 따라 어느 조사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를 판단하고, 다소 복잡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사를 선택하고 자신의 의도를 올
바르게 반영하여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고급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학습
자들은 {이/가}와 {은/는} 각 각에 대한 기능을 명확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해야 하고, 각 측면에서의 세밀한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가}와 {은/는}을 적
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와 태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나아가 담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와 태도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지금까지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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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를 살펴보았다.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은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 내용

이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교수·학습의 목표에 따라 {이/가}와 {은/는}의 교수·
학습 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이/가}와 {은/는}의 교육을 위하
여 본 연구의 교수·학습 내용은 Ⅱ장에서 살펴본 내용들과 Ⅲ장에서 분석된 학습
자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는 크게 {이/가}와 {은/는}
의 통사, 의미, 화용 3가지 측면의 기능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과 구체적인 맥락
에 따른 {이/가}와 {은/는}의 표현 교육 내용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여기에서 유
의해야 할 점은 {이/가}와 {은/는}이 여러 측면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
이 모든 기능들을 한꺼번에 습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센 프리만
(Larsen-Freeman, 2003)에 따르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의 습득은 나선형으
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김제열(2001)도 나선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 내용도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하며, {이/가}와 {은/는}의 기능들의 난이도에 따라 등급별로 교수·학습 내
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가}와 {은/는}에 관한 교수·학습 내용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이/가}와 {은/는}의 기능에 관한 교육 내용

앞서 Ⅲ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이/
가}와 {은/는} 사용상의 오류 원인을 살펴본 결과, 많은 중국인 학습자가 두 조사
의 기능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조사의 쓰임에 따른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학습자의 어감이나 습관에 따라 두 조사를 잘못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고급 학습자라 할지라도 두 조사의 각 기능들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작문이나 의사소통
을 할 때 {이/가}와 {은/는}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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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의미 화용

초
급

통사적 기능의 차이점 및 
형태적 규칙
-단문에서 주어, 보어 등   

{이/가}와 {은/는}의 기본
적인 의미
-의문문에서의 지정 

{이/가}와 {은/는}의 간단
한 화용적 기능
-자기소개 등에서의 주제  

라센 프리만 (Larsen-Freeman, 2004:258)에서는 ‘삼차원의 문법 틀 (A 
three-dimensional grammar framework)’을 제시하고 있는데 ‘삼차원’에는 형태
(form or structure), 의미(semantics or meaning), 화용(pragmatics)의 세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 준다. 그가 제시한 3개의 문법 영역은 계층
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층위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하나
의 문법 틀을 이룬다. 

<그림Ⅳ-1 > 삼차원의 문법 틀(Larsen-Freeman, 2004:258)

판쇼오(笵曉, 1996:13~20)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세 개 평면의 문법관(三个平
面的語法觀)’을 주장하였다. 그가 제기한 ‘三个平面’에도 통사 평면, 의미 평면, 화
용 평면이 포함된다. 그는 이 세 가지 평면은 서로 구별되면서 또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법 틀은 교수·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에
도 영향도 미친다.

이상으로 담화 층위의 문법 교육을 위해서는 문법 기술 내용으로 형태·통사, 의
미, 화용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문법 틀
을 기준으로 이를 Ⅱ장에서 분석한 {이/가}와 {은/는}의 구체적인 기능에 적용하
여 등급별로 교수·학습 내용을 다음 <표Ⅳ-2>와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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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사적 기능
-‘내가’, ‘네가’, ‘누가’ 등과  
 같은 형태적 변화 규칙
-게, 건, 이게, 이건 등과   
 같은 통사적 결합 규칙

-명시적인 대조 (대조되는  
 두 항목이 한 문장에서 병  
 렬되어 있는 경우)

 표지 {은/는} 
-인사말 등에서의 담화의  
 출발점으로서의 도입주제  
 표지 {이/가}

중
급

복합문에서의 통사적 기능 
및 제약
-서술절 내포문에서의     
 {이/가}와 {은/는}의 쓰임

{이/가}와 {은/는}의 보다 
복잡한 의미
-{이/가}의 지정 (평서문,  
 명령문 등 포함)
-{은/는}의 암시적인 대조

{이/가}와 {은/는}의 핵심
적인 화용적 기능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
-신정보와 구정보에 대한  
  이해

고
급

복합문에서의 통사적 제약
-명사절, 관형사절, 인용   
 절, 부사절 내포문에서의  
 {이/가}와 {은/는}의 쓰   
 임 

다양한 상황 맥락에 따른 
조사 선택과 의미 차이 해
석

다양한 담화 유형에 따른 
{이/가}와 {은/는} 간의 선
택

<표Ⅳ-2> {이/가}와 {은/는}의 기능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 

초급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운지 얼마 안 되기에 학습자에게 {이/가}
와 {은/는}의 기본적인 통사적 기능과 형태적 규칙 및 기본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비교적 초반부에 한국어 조
사 {이/가}와 {은/는}을 배우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두 조사를 똑같은 것으로 인식
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차이점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초급 학습자 수
준에 맞는 상황과 맥락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급 단계에서는 초급에서보다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초
급에서 가르치지 못했던 내용을 중급에서 다룰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복
잡한 상황에서 더 많은 기능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사적 
측면에서는 내포문 주어 제약, 의미적 측면에서는 의문문에서뿐만 아니라 평서문, 
명령문에서의 지정 표지 {이/가}, 암시적인 대조 표지 {은/는}, 화용적 측면에서는 
주제에 대한 상세한 유형 등과 같은 내용이다. 

고급 단계로 올라가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다양한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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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담화 상황을 어느 정도 많이 접촉하고 사용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복잡한 문장과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가}와 {은/는} 간의 차이를 가
르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이/가}와 {은/는}의 기능들을 
한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나선형 원리에 따라 학습 과정에서 
계속 언급해야 하며, 고급 학습자들에게 두 조사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을 체계적
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황과 맥
락을 통해 {이/가}와 {은/는}의 종합적인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상으로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여기
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교수·학습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
는 것이다. 즉, 학습자의 수준, 요구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단계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고, 강조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내용의 체계는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과 오류를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지침이 되며, 이러한 지침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2.2. {이/가}와 {은/는}의 맥락에 관한 교육 내용

조사 {이/가}와 {은/는}의 선택은 복잡하고 다양한 통사·의미·화용적 기능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맥락 의존성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상황에서 담화 맥
락에 맞게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이/가}
와 {은/는}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사·의미·화용적 기능들을 
단순히 숙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담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맥락에 맞게 알맞은 
조사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Ⅲ장에서 이미 밝혔듯이 상당수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에 대한 
특정 기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화 맥락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가}와 {은
/는}을 사용하는 데 맥락보다는 통사적 규칙이나 문형을 암기하여 임의적, 기계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이/가}와 {은/
는}의 각 의미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 기능을 맥락과 결합하여 어
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교육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
자들은 {이/가}와 {은/는}의 의미·화용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더불어 올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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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요소 {이/가}와 {은/는} 간의 선택
발신자의 

의도와 태도
-발신자의 의도와 태도에 따른 대조의 {은/는}과 지정의 {이/가} 간의 선택
-의문사나 부정(不定)사와 결합에 따른 {이/가}와 {은/는} 간의 선택

장면 -일반적 장면, 사실, 진리 등을 표현할 때 → 주제의 {은/는}
-특정한 장면에서 특별히 지정하려고 할 때 → 지정의 {이/가}

발화의 흐름
-수신자가 모르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발신자가 문장을 통해 제시하   
는 정보, 즉 신정보 → {이/가}
-수신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참여자 간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 즉 구   
정보 → {은/는}

장르 -이야기와 같은 담화의 첫머리 → {이/가}
-설명문이나 소개문과 같은 담화의 첫머리 → {은/는}

조사 {이/가}와 {은/는}을 가르칠 때, 단순히 주격조사, 보조사 등과 같은 문법
적인 기능 차이의 설명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신자
의 태도나 심리적 반응 등을 드러내는 의미 기능 차이도 포함해서 제시해야 한다. 
이로써 중국인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나 태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Ⅱ장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작문이나 의사소통할 때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한 {이/가}와 {은/는}의 선택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맥락 요
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Ⅳ-3>과 같다.

<표Ⅳ-3> 맥락에 따른 {이/가}와 {은/는} 선택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이/가}와 {은/는} 간의 선택
과 드러나는 의미 기능은 매우 다르다. 이렇듯 {이/가}와 {은/는}은 맥락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가}와 {은/는}을 가르칠 때 담화에서 두 조사를 비
교함으로써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이 두 조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
는지 자세히 분석하여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서 Ⅱ장에서 제시한 ‘네 아들이 
얼굴이 잘 생겼어.’와 ‘네 아들이 얼굴은 잘 생겼어.’ 와 같은 예문에서 보듯이 문
법적으로는 둘 다 맞는 문장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서로 차이가 있으며 화자의 태
도와 청자의 반응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는 동쪽에서 뜬다.’와 ‘해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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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들이 원어적 언어 표현에 노출되어, 배워야 할 문법적 요소들을 광범위 한 언  
   어적, 경험적 맥락 속에서 접한다.
2. 학습자가 특정 구조를 연습했다고 해서 그 구조를 습득했다고 가정하지 않으며, 연  
   습을 하는 경우 그것은 단지 최종적 습득을 향한 첫 단계로 인식된다.  
3. 언어 형식이 순환-반복 제시되며, 학습자들은 형식-기능 간의 관계를 투명하게 보  
   여 주도록 고안된 과제들을 수행한다. 
4. 학습자들은 맥락 속에서 문법의 기능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귀납적 학습 경험들  
   을 통하여 언어를 점진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재구조화시키는 가운데, 스스로 문법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가진다. 
5.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습자들은 목표 언어의 항목들을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적, 경험적 환경 속에서 접하게 된다.

-누난(Nunan, 1999; 임병빈 외 역, 2003:204)

쪽에서 뜬다.’ 와 같은 예문도 문법적으로 둘 다 맞는 문장이지만, 장면에 따라 다
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가}와 {은/는}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문장 차
원이 아닌 담화 차원에서 맥락과 결합하여 인식시키면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기
능을 제대로 파악하여 의사소통을 할 때 담화 맥락에 따라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
/가}와 {은/는}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
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문법적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었다. 본 절
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교육 목표와 중국인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의 
사용 현황을 감안하여 ‘맥락을 활용한 지도 방법’과 ‘형태 초점 교수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누난(Nunan, 1999)은 제2언어 교육 방법을 논의하면서, 언어 습득에는 유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기적 언어관이란 맥락 속에서의 언어관이
다. 그는 유기적 언어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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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난(1999)이 주장하는 언어 교육 방법은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
의 경험에 근거를 두거나 경험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문법적 기능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귀납적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중국인 학습자들
이 {이/가}와 {은/는}을 사용할 때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을 사용할 때 맥락 의식이 부족하고 
기계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가}와 {은/는}의 
의미·화용적 기능에 따른 차이점을 맥락을 통하여 교육시킬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의 도입과 함께 문법 형태에 대한 관심을 기
울이는 형태 초점 교수법(focus on form)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형태 
교수와 의사소통적 언어 사용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롱(Long, 1991)에서는 
‘형태 초점 교수법’을 지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의사소통적 노력을 
계속하면서 문법 형태에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중간 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입력 처리의 유형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다(Ellis, 2010:36). 즉 수업의 
초점은 의미 이해와 의사소통에 두되 의미 이해에 필요한 문법으로 잠시 수업의 
초점을 옮겨 학습자들이 문법 형태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이다. 

형태 초점에 대한 적합성의 요인은 크게 문법 항목의 ‘복잡성(complexity)’과 
‘현저성(salience)’으로 나눌 수 있다. ‘복잡성’이란 대상 문법 요소가 언어 내적, 
외적으로 단순하지 않고 습득하기에 쉽지 않은 것을 말한다. 즉, 형태와 기능의 일
대일 대응이 아닌 것이다. ‘현저성’이란 언어 입력에서 해당 문법 요소가 전체 의
미의 구성에서 기여하는 정도가 커, 학습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즉, 대상 문법이 입력에서 빈도가 높을수록, 또 의사소통에서 의미 부담량이 높을
수록 학습자가 인지하기 쉽다33). 조사 {이/가}와 {은/는}의 경우 Ⅱ장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의미·화용·통사적 차원에서 다양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
들이 학습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복잡성’을 가진다. 또한 {이/가}
와 {은/는}을 상호 대치하여 사용하거나 누락하더라도 주된 의미 전달에는 큰 지
장은 없다. 다만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해서 이들 형태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의
도적인 교수, 즉 형태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문법 요소이다. 따라서 상술한 바를 
고려해서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교육이 형태 초점 교수법과 적합하다고 본다. 
33) ‘복합성’과 ‘현저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강혜옥(2006:50~53)과 이슬비

(2010:35~40)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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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앞서 상술한 ‘맥락을 활용한 지도 방법’과 ‘형태 초점 교수법’을 
결합하여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것이다. 또한 앞 절에서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을 
이해와 표현 차원에서 설정하였듯이 교수 방법도 이에 따라 ‘이해 차원’과 ‘표현 
차원’의 두 측면으로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네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하도
록 한다. 

3.1. 이해 차원

  1) 최소담화쌍을 통한 문법 의미 발견

Ⅲ장에서 밝혔듯이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에 대하여 신정
보, 구정보 기능을 알고 있으나, 신·구정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부족하고, 잘못 인
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후 인터뷰의 결과에 의해 
살펴보았듯이 상당수의 중·고급 학습자들이 신·구정보를 구별하는 데 아직도 단순
히 문장에서의 언급 여부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정보와 구정보에 
대해 처음부터 올바르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최소담화쌍’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론버리(Thornbury, 1999; 이관규 외 역, 2004:103~107)에서는 제2언어 문법 
교육 방법을 논하면서 최소문장쌍(minimal sentence pairs)을 통해 단순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 간의 의미 차이를 발견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학습자들
은 형태의 선택이 어떻게 의미의 차이를 결정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고 하였다. 본 연구는 문장 차원에서 나아가 담화 차원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목
적으로 이를 변형하여 담화 맥락이 드러날 수 있는 최소담화쌍(minimal discourse 
pairs)을 통해 {이/가}와 {은/는}에 대한 기능 차이의 발견을 다음과 같은 활동 
예시로 제시 하고자 한다. 

▣ 활동 1 (초급)

  1 단계                                                                   
  교사는 준비된 최소담화쌍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 학습자의 수순이 초급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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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리: 이번에 누가 일등을 할까?
    나오코: 물론 마리아가 일등을 할 거야.
(B)  리리: 이번에 마리아가 일등을 할까?
    나오코: 물론 마리아는 일등을 할 거야.

로 목표 문법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수준에서 짧은 대화문을 사용한다. 

 

<참고> 교사는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34) 기법을 같이 활용해서 목표 
문법 항목 {이/가}와 {은/는}을 색깔 또는 밑줄 긋기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여 학
습자들의 주목을 끌도록 한다. 

2 단계                                                                  
교사는 학습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각 담화에서 문법 요소의 차이점에 대해 토

론하게 한다.

3 단계                                                                  
학습자들의 토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위의 담화에 나타

난 맥락 차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로써 학습
자들에게 {이/가}와 {은/는}의 의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A)/(B)에서 리리는 무엇에 대해 모르고 있어요?’
        ‘(A)/(B)에서 나오코는 리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해요?’
        ‘(A)/(B)에서 나오코가 하는 말 중에서 어떤 부분을 생략해도 될까요?’

4 단계                                                                  
교사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한 담화를 다음과 같이 변형한

다. 

34)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는 형태 초점 교수법의 하나로, 목표 문법 항목을 주목하
도록 시각적으로 글자의 색깔, 크기, 모양 등을 달리하거나, 청각적으로 억양을 달리함으
로써 목표 형태를 두드러지게 하는 기법이다(Doughty & Williams, 1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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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리 : 이번에 누가 일등을 할까?
  ▶ 나오코: 물론 마리아가.
(B)  리리 : 이번에 마리아가 일등을 할까?
  ▶ 나오코: 물론 일등을 할 거야.

5 단계                                                                   
교사는 (A), (B) 담화를 통해 {이/가}와 {은/는}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를 다시 설명한다. 

위와 같이 최소담화쌍의 제시를 통해 맥락 속에서 유사한 문법 요소의 차이점을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가}와 {은/는}의 기능과 차이점에 
대해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통사적 특징에 대한 인식 강화

Ⅲ장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가}
와 {은/는}의 통사적 특징, 특히 내포문 주어 제약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고급 단계로 갈수록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조사 사용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통사적 제약을 반영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겹
문장의 정확한 조사 사용은 특히 작문이나 학술 논문과 같은 글쓰기 능력을 기르
는 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주로 ‘형태 초점 교수법’을 활용하여 내포문 주어 제
약이라는 통사적 특징을 학습자들에게 교육시킬 것이다.   

교사는 형태 초점 교수법을 이용하는 데 학습자가 목표 분법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 기법들은 대체적으로 
입력 중심 교수 기법과 출력 중심 교수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입력 중심 교수 
기법은 입력 쇄도(input flooding),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명시적인 규칙 
설명(explicit rule explanation) 등을 포함하며, 출력 중심 교수 기법은 그림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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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옛 궁궐과 현대식 건물이 함께 어울려 있는 도시다. 서울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약 600년 전 조선이 이곳을 수도로 정한 후부터다. ‘서울특별시’란 이름
을 얻은 것은 독립을 한 8·15 이후다. 

서울은 인구 천만이 넘는 대도시다. 남한 인구의 약 4분의 1정도가 한 도시에 모
여 산다. 인구와 자동차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교통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
다. 1974년에 처음 생긴 지하철은 서울 시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서울의 교통 문제는 심각하다. 공해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세계의 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서울도 가지고 있다35). 

(picture description), 상황 묘사(situation description), 듣고 다시 쓰기
(dictogloss), 고쳐 말하기(recast), 정원 길(garden path), 의식 상승
(consciousness-raising) 등의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수 
기법을 참고하여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 교수·학습 시 다음과 같이 적용
하도록 하겠다.

▣ 활동 2 (중급)

1 단계                                                                   
교사는 다음과 같이 내포문이 많이 들어 있는 텍스트를 학습자들에게 읽어 준

다. 이는 주로 학습자들에게 먼저 텍스트의 맥락과 전체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목적이다. 이때 학습자들은 전체의 글을 이해하려고 하기에 텍스트의 맥락과 내용
에 집중하고 {이/가}와 {은/는}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이때는 학습자들은 교사가 읽는 텍스트를 보면서 들을 수도 있고, 보지 
않으면서 듣기만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듣기 능력도 동시에 기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것이 좋다. 

2 단계                                                                  

35) 이 텍스트는 서울대 교재 <한국어 4> 30과 연습 3에서 텍스트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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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옛 궁궐과 현대식 건물( ) 함께 어울려 있는 도시다. 서울( ) 크게 발전하
기 시작한 것( ) 약 600년 전 조선이 이곳을 수도로 정한 후부터다. ‘서울특별시’란 
이름을 얻은 것은 독립을 한 8·15 이후다. 

서울( ) 인구 천만( ) 넘는 대도시다. 남한 인구의 약 4분의 1정도가 한 도시에 
모여 산다. 인구와 자동차의 수( ) 많아짐에 따라 교통 사정( )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1974년에 처음 생긴 지하철은 서울 시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
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서울의 교통 문제는 심각하다. 공해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세계의 큰 도시( )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서울도 가지고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내포
문에서 나타난 {이/가}와 {은/는}을 빈칸으로 변경한 텍스트를 학습자들에게 나누
어 준다. 그리고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게 하고 {이/가}와 
{은/는}을 주목하도록 한다.

 

<참고>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의  
어려운 단어들을 사전에 학습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 단계                                                                  
교사는 우선 학습자들이 각 빈칸에 적혀 있는 답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사용하

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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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을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토론을 돕기 위해 학습자로 
하여금 내포문의 문장 속에 안겨 있는 성분절을 찾아내고 표시하도록 한다.

5 단계                                                                  
학습자들의 토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내포문 주어 제약

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위의 텍스트에서 나온 내포문을 추출하고 다음과 같이 내포
문 구조와 {이/가}와 {은/는}을 표시한다. 그리고 교사는 ‘명시적인 규칙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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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옛 궁궐과 현대식 건물이 함께 어울려 있는 도시다].
[서울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약 600년 전 조선이 이곳을 수도로 정한 

후부터다.
서울은 [인구 천만이 넘는 대도시다].
[인구와 자동차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교통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세계의 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서울도 가지고 있다.

(explicit rule explanation)’36)의 기법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에게 내포문에서의 {이
/가}와 {은/는}의 쓰임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해 준다. 

 
3.2. 표현 차원

  1) 학습자 경험을 활용하기

본 연구의 목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에 대한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맥락
에 따라 {이/가}와 {은/는}을 의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가}와 {은/는}의 기능과 차이를 인식하
고, 나아가 그것들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
게 {이/가}와 {은/는}을 교육시킬 때 실제적인 언어 사용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학
습자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다음 활동을 통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활동 3 (중급)

1 단계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학생들 간의 대

화37) 지문을 나누어 주고 {이/가}와 {은/는}을 선택하여 빈칸을 채우도록 한다. 
36) 명시적인 규칙 설명은 입력 강화와 같은 무의식적이고 암지적인 방법의 부족을 보완하

기 위하여 적절한 예시를 통하여 규칙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이다(이소아, 
2010:134). 

37) 이 대화는 <현대구어원시말뭉치> (국립국어원, 2010:4CM00003)에서 부분만을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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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친구 두 명이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가: 우리가족___ 아빠, 엄마, 오빠, 나, 이렇게 네 명인데, 원래 할아버지도 같이 살았는   

      데, 할아버지___ 나(내)___ 고삼 때 돌아가셨고, 아빠 엄마 나 오빤데, 소개할 거 가  
      지도 없지만, 그냥 우리 가족___ 전체적으로, 엄청 보수적이야.

나: 과연 그럴까? (웃음)
가: 정말루.
나: 가족___ 보수적인데 애___ 왜 이 모양이야. (웃음)
........................................................(중략)...........................................................................
가: 아빠랑 엄마랑 맞벌이하시기 때문에. 음...가사분담, 엄청 잘 하시고.
나: 피곤하겠다. 애들이.
가: 애들이? 나랑 오빠? 피곤하긴~, 그냥 되게 (나)내___ 봐도 우리 엄마 아빤 참 열심  

      히 사시는 거 같애. 아빠도 그냥 오시면은 설거지 맨날 하시구, (웃음) (나)내___ 거  
      의 안 하는 편이구. (웃음)

나: 아니 너(네)___ 해야 될 것 아니야. 하는 것도 없는 애___ 설거지도 안 해.
가: 그건 그런데, 나(내)___ 좀 괜히 바쁘다 보니까, (웃음)
나: 뭐래 뭐래.
가: 아빠___ 설거지 자주 하시구, 청소도 아빠___ 자주 하시구. 응~밥도 아빠___ 아침에  

      자주 하시구.

(대학 친구 두 명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가: 우리가족은(주제) 아빠, 엄마, 오빠, 나, 이렇게 네 명인데, 원래 할아버지도 같이 살  

      았는데, 할아버지는(주제) 내가(내포문 주어 제약) 고삼 때 돌아가셨고, 아빠 엄마   

2 단계                                                                   
학습자들이 대화문을 완성하면 교사는 학습자들이 각 빈칸에 적혀 있는 조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확인한다. 또한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
다. 

3 단계                                                                   
교사는 다시 이 대화문을 해석하고 각 빈칸에 맞는 조사를 제시하며 대화문에서 

나온 {이/가}와 {은/는}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고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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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빤데, 소개할 거 가지도 없지만, 그냥 우리 가족은(주제) 전체적으로, 엄청 보수  
      적이야.

나: 과연 그럴까? (웃음)
가: 정말루.
나: 가족은(대조) 보수적인데 애는(대조) 왜 이 모양이야. (웃음)
...................................(중략)...........................................................................
가: 아빠랑 엄마랑 맞벌이하시기 때문에. 음...가사분담, 엄청 잘 하시고.
나: 피곤하겠다. 애들이.
가: 애들이? 나랑 오빠? 피곤하긴~, 그냥 되게 내가(내포문 주어 제약) 봐도 우리 엄마  

      아빤 참 열심히 사시는 거 같애. 아빠도 그냥 오시면은 설거지 맨날 하시구, (웃음)  
      내가(지정) 거의 안 하는 편이구. (웃음)

나: 아니 네가(지정) 해야 될 것 아니야. 하는 것도 없는 애가(지정) 설거지도 안 해.
가: 그건 그런데, 내가(지정) 좀 괜히 바쁘다 보니까, (웃음)
나: 뭐래 뭐래.
가: 아빠가(지정) 설거지 자주 하시구, 청소두 아빠가(지정) 자주 하시구. 응~밥두 아빠  

      가(지정) 아침에 자주 하시구.

4 단계                                                                   
교사는 학습자들을 2~3명씩 한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과 가사분담에 대해 대화하거나 소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가}와 
{은/는}의 사용을 주의하도록 한다.  

5 단계                                                                   
각 그룹의 대화나 소개가 끝나고 난 후 교사는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이 발화에

서 나타난 {이/가}와 {은/는}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분석한다. 

6 단계                                                                   
교사는 학습자들과 함께 토론을 한 후, 역할극에서 산출한 오류를 즉시 교정하

고 피드백을 해 준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이/가}와 {은/는}의 기능에 대
한 인식을 강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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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식 모형                                             하향식 모형
구조가 복잡한 문법                                           구조가 간단한 문법
문법적 기능이 강한 형태                             의사소통적 기능이 강한 형태
문법 지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                       문법 사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
문법 항목의 개별 지도                                   문법 항목들의 통합 지도
문법과 언어 기능의 통합성 약화                   문법과 언어 기능의 통합성 강화
분석적 성향의 학습자                                       통합적 성향의 학습자

4.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모형은 내용과 방법 양면에서 수업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 주고 
각 단계마다 기대되는 교사의 역할을 상세화 함으로써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교
수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준다(김창원, 2005:37). 문법 교수·학습 모형은 다양하
지만 크게 상향식 접근 방식(bottom-up approach)인 PPP 모형과 하향식 접근 방
식(top-down approach)인 TTT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론버리(Thornbury, 
1999; 이관규 외 역, 2004:201~203)에 따르면, PPP 모형에서는 ‘제시
(presentation)→연습(practice)→생성(production)’으로 전개되어 있고 정확성이 
유창성보다 우선한다고 가정한다. 반면에, TTT 모형에서는 과제를 기반으로 하여 
‘과제1(task1)→교수(teach)→과제2(task2)’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가 한꺼번에 습
득되며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 발달한다. 이 두 가지의 교수·학습 모형은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특정 문법 요소를 가르칠 때 어느 모형을 선택하느냐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상향식 모형으로 할 것인지, 하향식 모형으로 할 것인지는 
문법 형태의 특성, 교육 목적, 학습자 성향 등에 따라 다르다. 이미혜(2005:167)
에서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
였다. 

 <표Ⅳ-4> 교수 모형의 선택 기준 (이미혜, 2005:167)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육에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초급 단계에서 {이/
가}나 {은/는}의 개별 기능을 지도할 때 상향식 모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교육하
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나서 {이/가}와 {은/는} 간의 유사한 기능 비교 학습이 
필요하므로, 하향식 모형에서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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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와 {은/는}의 수업 구성 사례로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자 한다.  

  1) 상향식 수업 구성

상향식 교수 모형은 하나의 문법 항목을 분리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의미와 
구조를 익혀서, 점점 큰 단위로 이동하여 연습시키는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문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던 PPP 모형(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은 대표적
인 상향식 모형이다(이미혜, 2005:150). 이 모형은 의사소통 단계로 나아가기 위
해 문법 형태와 의미를 학습하고 생성을 유도하도록 한다. 윌리스(Willis, 1996; 
유민애, 2012:133 재인용)에 따르면 PPP 모형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
행된다. 

첫째, 제시(presentation) 단계는 교사의 설명에 의해 언어 항목을 제시함으로
써, 학습자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여 이해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언어 항목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황 또는 맥락 속에서 언어 
항목을 사용한 예를 제시한다. 둘째, 연습(practice) 단계에서는 정확한 형태에 초
점을 두고 언어 항목을 연습시켜 목표 언어 항목을 내재화시키고자 한다. 이때는 
정확성에 초점을 두어 형태 사용의 오류를 줄이는 반복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새로운 언어 항목을 이해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전체 혹은 
짝을 이루어 반복하여 연습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언어를 사용해 보는 기회를 제
공한다. 셋째, 생성(production) 단계에서는 교사의 설명과 형태적 연습을 바탕으
로 의미와 언어 사용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적 산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
서는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목표 언어 항목을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상의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소론버리(Thornbury, 1999; 이관규 외 역, 2004:201~202)에 따르면, 이 모형
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며, 교사들이 수업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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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초급 
  주제 비교·선택하기
  목표   {은/는}의 대조 기능을 이해하고, 비교·선택 상황에서 {은/    

  는}을 이용하여 짧은 담화를 구성할 수 있다. 
  문법 대조의 {은/는}

제시

▶의미 정보 제시:
{은/는}의 대조 기능을 가르칠 때 대조의 {은/는}이 들어있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학습자에게 이 {은/는}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
아맞히도록 할 수 있다. 
(예)교사: 한국의 여름과 겨울은 어때요?
    학생: 여름이/은 더워요. 겨울이/은 추워요.
    교사: 네. 맞아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요. 

▶통사 정보 제시:
받침의 유무에 따른 형태 변화와 결합 규칙을 제시하며, 통사적으로 주
어, 목적어 기능을 하는 명사에 연결된 {은/는}을 제시해 준다. 
(예) 받침 O: 은, 이것은→이건 / 받침 X: 는, 한국어는→한국언
     언니는 날씬하다. 여동생은 뚱뚱하다. (주어)
     철수는 수학은 좋아하지만, 영어는 싫어한다. (목적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 주고, 특히 신규 교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교실 생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한편, PPP 모형은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만들
고, 학습자 입장이 아닌 교사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문법 교육이라
는 지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에서 PPP 모형을 이용한 문법 
교육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가}나 {은/는}의 개별 
기능을 지도할 때, PPP 모형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수업 구성

◉ 수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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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도시]    복잡하다, 편리하다 [시골]    조용하다, 불편하다

[택시] [버스]
[고시원] [원룸]
[시장] [백화점]

김철수의 성적표

과목 점수
국어 95
수학 90
영어 54

▶단순 반복 연습: 대조의 {은/는}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단순 연습을 
한다. 
(예) 다음 동요에 알맞은 조사를 써서 가사를 완성하세요. 이들 조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아빠곰(  ) 뚱뚱해
엄마곰(  ) 날씬해
애기곰(  )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 한다

(예) 다음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가: 철수는 공부 잘 해요?
 나: 철수는 _______ 잘 하지만, 
     ________ 잘 못해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의미적 연습: 문법을 연습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문장 차원에서 벗어
나 담화 단위를 통해 유의미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다. 
(예) 다음 표38)를 완성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세요. 
◎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교사: 여러분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시골에서 살고 싶어요? 왜요?
학생: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도시는 편리해요. 하지만 시골은 불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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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다른 점 서울 고향:__________
인구 많다

날씨
교통
...

▶의사소통 활동: 
(예) 여러분의 고향과 서울을 비교해 보고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드세요.

만든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두 곳의 차이를 알려 주세요. 
(예) 서울은 인구가 많지만, 저의 고향은 인구가 적어요. 

⇩

  2) 하향식 수업 구성

하향식 모형은 전체 담화나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자
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그 과정에서 특정 문법을 지도한다. 또한 문법을 고립시켜 
연습하는 것에 반대하며, 학습자들이 전체 텍스트 속에서 문법과 그 밖의 언어 사
용을 익히도록 한다(이미혜, 2005:158). TTT 모형(task-teach-task)은 대표적
인 하향식 모형이다. 소론버리(Thornbury, 1999; 이관규 외 역, 2004:202~203)
에 따르면, 이 모형에서 시도, 오류, 피드백의 지속적인 단계를 통해, 학습자의 언
어 산출물은 정확성을 위해 정교하게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1(task1)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교사가 제시한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
한다. 이는 본 과제를 미리 경험하고 준비하는 단계이다. 둘째, 교수(teach) 단계
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과제1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며, 목표 문법 특징
을 암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교육하고 연습하게 한다. 셋째, 과제2(task2) 단계에
서 학습자들은 처음의 과제나 그와 유사한 과제를 다시 수행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38) 이 표는 이해영(2004:251)을 참조하여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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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중·고급 
  주제 단군 신화
  목표

  {이/가}와 {은/는} 간의 화용적 기능 차이를 이해하고, 담화에  
  서 발화의 흐름에 따라 {이/가}와 {은/는}을 적절하게 선택하  
  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법 {이/가}와 {은/는}의 화용적 기능

과제1

▶과제1 제시하기: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옛날이야기 
단군 신화를 도입하고, 교육 목표를 제시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단군 이야기
에 대한 배경과 내용 관련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예) -여러분은 단군 신화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이야기에요?
        -단군이라는 사람이 누구에요? 

      -단군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

-학습자들이 단군 이야기에 대해 대체로 파악한 뒤, 다음 과제를 제시
해 준다.
◎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세요39). 

한국어교육에서는  TTT 모형보다는 PPP 모형으로 문법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더 익숙하다. 그러나 문법 항목의 특성에 따라서, TTT 모형이 적합한 경우도 있
다. 유사한 문법 항목들을 지도할 때, 문법 항목을 같이 제시하여 통합 활동을 하
거나, 유사한 의미 간의 변별 학습을 하기에는 TTT 모형이 적합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가}와 {은/는} 간의 화용적 기능 차이를 교육할 때, TTT 모형을 활용
하는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 수업 구성

◉ 수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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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하늘의 임금(1 ) 있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
는 아들(2 ) 있었다. 그런데 환웅(3 ) 하늘나라에서 살기보다는 땅으로 내려
가 살고 싶어했다. 환인(4 ) 아들의 뜻을 알고 아들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허
락했다. 

땅으로 내려온 환웅(5 ) 백두산에 마을을 만들고 백성을 모아 다스리기 시
작했다. 이때 환웅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
리(6 ) 살고 있었다. 그들(7 ) 사람이 되는 것(8 ) 소원이었다. 그래서 환웅
을 찾아가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환웅(9 ) 쑥과 마늘을 주
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들이 굴속에서 이것만 먹고 맥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곰과 호랑이(10 ) 쑥과 마늘을 가지고 캄캄한 굴속으로 들어갔다. 호랑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며칠 만에 굴에서 뛰쳐나왔으나 곰은 백 일 동안 참아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 사람이 된 곰(11 ) 결혼을 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12 ) 바로 한국을 처음 세운 ‘단군’이다. 단군(13 
)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백두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조
선’이라고 불렸다. 

교수

▶오류 중심의 문법 교육: 학습자들이 답을 모두 완성한 후에 교사는 
학습자들의 답을 확인하고, 정답 선택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예) 교사: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거나 읽기 전에 무슨 인물부터 제시하기 시작  
          할 것인지 알아요?
    학생: 몰라요.
    교사: 그렇죠. 그럼 네 번째 문장에서 ‘환인’을 언급할 때, 우리는 이때 ‘환인’  
          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학생: 네. 알아요. 하늘의 임금이에요.
    교사: 맞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 중의 ‘환인이라는 임금’은 청자나 독자에게 새  

⇩

39) 이 내용은 서울대 교재 <한국어 4> 2과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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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 정보이고, 네 번째 문장 중의 ‘환인’은 구정보예요. 그럼 이들 명   
         사구 뒤에 조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학생: 신정보 뒤에 {이/가}를 사용하고, 구정보 뒤에 {은/는}을 써요. 
    교사.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빈칸 2번과 3번을 보세요. ...

-다음으로 명시적으로 {이/가}와 {은/는}의 화용적 기능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과제2

▶과제2 제시하기: 교사는 다음과 같은 <단군 신화> 그림40)을 학습
자들에게 보여준다. 학습자를 그룹별로 나눈 후 그림을 보면서 단군 이
야기에 대해 글쓰기나 이야기 연습을 하도록 한다. 

<참고>이때는 학습자들이 미리 제시했던 내용을 보거나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고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다
시 구성하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이/가}와 {은/는}에 초점을 맞
춰 학습자들끼리 서로 토론하여 고치도록 한다. 다음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 그룹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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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통사·의미·화용적 기능 및 맥
락에 따른 의미·화용적 기능 차이를 분석하며,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을 추출하고, 오류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
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Ⅱ장에서는 조사 {이/
가}와 {은/는}의 교육 내용을 위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1절에서 {이/가}와 {은/
는}의 문법적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 국어학계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들을 바
탕으로 그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교육용 {이/가}와 {은/는}의 체계를 의미, 화용, 
통사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2절에서는 국내외에서 널리 쓰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에 대한 문법적 설명을 살펴보고, 이들의 제시 
방법과 제시 내용 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교재가 아직까지는 체
계적인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을 위해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조
사 {이/가}와 {은/는} 간의 선택과 차이는 맥락 의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들의 교수·학습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3절에서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맥락을 통한 {이/가}와 {은/는}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두 조사 선택의 과정에서 특히 ‘발신자의 의도와 태
도’, ‘장면’, ‘발화의 흐름’ 및 ‘장르’ 등의 4가지 맥락 요소가 {이/가}와 {은/는}의 
사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
여, Ⅱ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한 ‘텍스트 완성 과제’와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실시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언어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가}와 
{은/는}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 교육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동향의 문제점
을 살펴보기 위해 ‘교수·학습 실태 조사’도 실시하였다. 나아가 ‘사후 인터뷰’를 통
해서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테스트에 응답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가}와 {은/는}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피험자는 
한국 내 언어 교육 기관의 중국인 학습자와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 총 90
40) 이 그림은 인터넷 사이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7593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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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그리고 한국인 모어 화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절에서는 학습자 집단을 
중급과 고급 학습자로 나누어서 {이/가}와 {은/는}의 기능별에 따른 중국인 학습
자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두 조사를 사용하
는 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어떤 부분을 잘못 파악하는지를 알 수 있
었다. 2절에서는 1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을 사용할 때 나타난 오류와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오류의 원인은 
크게 ‘모국어의 영향’, ‘목표어 복잡성의 영향’ 및 ‘교육과정의 영향’ 3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 밝혔다. 세부적으로 ‘모국어의 영향’으로는 전략적 사용 회피, 서술절 내
포문의 유사성, 서술어 품사의 차이가 있으며, ‘목표어 복잡성의 영향’으로는 개념
과 의미적 복잡성, 통사적 기능의 유사성, 맥락 의존성이 있다. 

Ⅳ장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
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교수·학습 목표를 학습자의 
단계별로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설정하였다. 2절에서는 교수·학습 내
용을 크게 {이/가}와 {은/는}의 통사, 의미, 화용 3가지 측면의 기능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과, 구체적인 맥락에 따른 {이/가}와 {은/는}의 사용 교육 내용으로 나누
어 구성하였다. 3절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및 중국인 학습
자의 사용 현황을 참고하여 주로 ‘맥락을 활용한 지도 방법’과 ‘형태 초점 교수법’
을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향식 PPP 모형을 
활용하여 {이/가}나 {은/는}의 개별 기능을 교육하고, 하향식 TTT 모형을 활용하
여 {이/가}와 {은/는} 간의 유사한 기능 차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오용 사례인 조사 {이/가}와 
{은/는}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실험의 방식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
들의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을 추출하였고, 통사, 의미, 화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가}와 {은/는}의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사용 양상과 구체적인 오류
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주제 부각 언어’라는 공통점에 대해 깊이 
있는 대조 연구를 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의 영
향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향
후 별도의 연구 과제를 통해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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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고양이와 쥐( A )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양이( B ) 쥐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야옹”하고 저쪽에서 나타나면, 쥐( C ) “찍찍” 
하고 울면서 구멍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고양이( D ) 화( E ) 났습니다.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 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마침내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개소리를 내면, 쥐(  
F ) 내/나( G ) 멀리 가 버렸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고양이( H ) 개처럼 “멍멍” 하고 짖
었습니다. 그러자 쥐는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 때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서 
“요즘에는 외국어 하나쯤 알아 놓는 것이 좋아!” 하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A ) 긴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중심이 되어온 곳이다. 서울( B ) 
수도 역할을 시작한 것( C ) 백제(百濟) 시대였다. 백제( D ) 이곳에 북한성과 위례성을 쌓
고 첫 수도로 삼았다. 하지만 웅진(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지역)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서울( 
E ) 고구려와 신라( F ) 서로 차지하려고 늘 다투는 곳이 되었다. 

<기본 정보> 
1. 성별： ▣ 남        ▣ 여
2. 연령：         세
3. 소속 학교：                 
4. 한국어 수준： ▣ 초급     ▣ 중급     ▣ 고급
5.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급
6. 한국어 학습 기간 :       년       개월
7. 한국 거주 기간：       년       개월      

부록: 실험 도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김령입니다. 석사학위 논문
을 준비하면서 한국어의 ‘조사(助詞)’에 대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김령

◉ 빈 칸에 적절한 조사를 적어주세요. 
1.  

2.

3. 



- 130 -

1

(소아네 집에서 영희는 여러 명의 아이들
이 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다.)
영희: 누구 사진이에요?
소아: 우리 아이 사진이에요.
영희:    A    소아 씨 딸이에요?  
소아:    B    제 딸이에요. 

A: ① 누구    ② 누구는    ③ 누가

B: ① 이 아이 ② 이 아이는 ③ 이 아이가

2

(소아네 집에서 영희는 한 여자의 사진을 
보고 있다.)
영희: 누구 사진이에요?
소아:    A    우리 엄마 사진이에요.     

       B    선생님이에요.  

A: ① 이 사진은     ② 이 사진이 
  

B: ① 우리 엄마는   ② 우리 엄마가

3

(성남 씨는 방금 상사에게 야단을 맞아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
철수: 성남 씨!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같  
      이 점심이나 하는 게 어때요? 
         A    살게요.
성남:    B    고맙지만 빨리 끝내야 하는  
     일도 있고, 입맛도 없고 하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때울게요.

A: ① 나       ② 나는      ③ 내가

B: ① 말씀을   ② 말씀은    ③ 말씀이

4
남편: 음식이 싱거우니까 소금 좀 넣읍시다. 
아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A      몸에 안 좋아요.

A: ① 짠 것을  ② 짠 것은   ③ 짠 것이

우정의 양푼(铜盆)비빔밥
나/내( A ) 중학교에 다니던 70년대는 너나없이 가난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

을 싸오지 못해 수돗물로 허기(饥饿)를 채우는 친구( B ) 열 명 정도 되던 그 시절, 내 단
짝 성호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나/내( C ) 나/내( D ) 싸온 도시락이라도 같이 나눠 먹자는 생각으로 성호에게 숟가락
을 내밀곤 했습니다. “하하, 사나이가 친구 밥그릇에 손을 대면 쓰나. 나, 인간 이성호 한 
끼 굶는다고 안 죽는다!” 그렇지만 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멋쩍어하는(不自然) 표정 뒤
에 숨겨진 녀석의 구겨진 자존심을.

그런데 다음날 점심시간, 반장( E ) 느닷없이(突然) 커다란 양푼을 꺼내놓았습니다. “애
들아, 우리 다 같이 비빔밥 만들어 먹자!”...(후략)

◉ 빈 칸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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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희: 은수 씨는 매일 지각을 하네. 내일   
      도 늦으면 어쩌지?
소아: 설마 자기 결혼식에도 늦겠어? 
         A     일찍 오겠지.

A: ① 내일    ② 내일은    ③ 내일이

6

인호: 토미,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토미: 적성에 맞고    A     잘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인호: 아무리 적성에 맞을지라도 월급이   
      너무 적으면 곤란하잖아. 
토미: 돈도 중요하겠지만 월급이나 연봉이  
      많다고 해서 좋은    B     아니지.

A: ① 나는        ② 내가   
   

B: ① 직장은      ② 직장이  

7
영이: 와! 저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영: 글쎄, 돈이 많다 하더라도   A   모  
      두 하나씩 있어. 

A: ① 걱정거리는   ② 걱정거리가  

8
소아: 형이 동생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들  
      었어요.
나영:    A   형이 동생보다 잘하지만   B  
     동생이 더 잘해요.

A: ① 공부를  ② 공부는  ③ 공부가

B: ① 운동을  ② 운동은  ③ 운동이

9

주희: 철수가 진희를 좋아한다던데, 정말이  
      야?
소아: 아니야, 난 철수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주희: 그게 누군데?
소아:    A    좋아하는    B    영희야. 

A: ① 철수는      ② 철수가

B: ① 사람은      ② 사람이

10 철수: 어제 사달라고 부탁한 책을 샀니?
영희:    A     벌써 사뒀어.   A: ① 그 책을  ② 그 책은  ③ 그 책이

11

영이: 지연 씨, 오래간만에 극장에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난 이 영화가 꼭 보  
      고 싶었어요.
지연: 나도 그래요. 그런데, 빈자리도 많은  
      데 우리 다른 자리로 갑시다.
영이: 왜요?
지연: 내 앞에 앉은    A       B    커서  
      영화가 잘 안 보여요.

A: ① 사람은       ② 사람이

B: ① 키는         ② 키가

12 준석: 아! 철수가 미국에 가 버렸어... A: ① 철수는       ② 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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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A    누군데?                   
준석:    B   지난 주 모임에서 노래를 불  
     렀던 그 친구야.  B: ① 철수는       ② 철수가

13

영희: 준석아, 넌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준석: 글쎄, 내 생각엔 여자, 남자의 차이  

       가 아니라    A    그냥 몸에 안   
       좋으니까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희: 너처럼 그런   B   괜찮지만, 철수  

       처럼 여지니까 안 된다는 사고방식  
       은 버려야 해.

A: ① 담배는       ② 담배가

B: ① 이유는       ② 이유가

14
준석: 지금 뭐해?
철수: 책 읽고 있어.
준석:    A    책을 다 읽어?

A: ① 너는         ② 네가

15
(영이와 소아는 길에서 걷다가 영이는 
쓰러지는 사람을 보았다. )
영이: 야~저기 봐!
소아: 어머나,    A    죽는다. 

A: ① 사람은       ② 사람이

16

(친구 3명이 한국 대 일본 축구 경기를 보
고 있다.)
왕홍: 우와! 승부차기에서    A   승리했  
      어요. 한국이 이겼으니까   B   한  
      턱내요. 나오코는 일본이 져서 기분  
      이 좋지 않겠어요.
나오코: 기분이 나쁘기는요. 선수들이 최선  
        을 다했으니까    C    없죠.

A: ① 한국은       ② 한국이

B: ① 성준 씨는    ② 성준 씨가

C: ① 후회는       ② 후회가

17
남자: 어휴, 이    A        B     왜 이  
      렇게 비싼 거죠?
여자: 맞아요. 저도 그 제품 쓰는데 잉크   
      살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A: ① 프린터는     ② 프린터가

B: ① 잉크는       ② 잉크가

18 소아: 대학교까지 졸업한 남자가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이 없다니. 니네 오빠  

A: ① 오빠는     ②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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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아  
      니야?
영희: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A   좋아  
      했던    B   있었는데 그 여자들은  
      우리 오빠한테 다 관심이 없었어. 

B: ① 여자는      ② 여자가

19

주희: 우리 오빠는 밖에선 아주 그~ 모범  
      적인 대학 청년이거든. 나한테 그   
      반두 안 해 주니까 내가 항상 그러  
      지, 오빠는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고.
소아: 다 이중적이야,    A   .
주희: 아,    B    다 이중적인데 나한테  
      너무 이중적이야.

A: ① 사람은      ② 사람이

B: ① 사람은      ② 사람이

20
주희: 그동안 철수가 진희를 쫓아다니던   
      것 같은데, 둘이 어땠어? 사귀었어?
나영: 진희는 철수 별로 안 좋아했어. 좋은  
       A    되는데 애인으로썬 아니었어. 

A: ① 친구는      ② 친구가

◉ 다음의 질문을 대답하세요.

1.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조사 {이/가}와 {은/는}의 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해 본 적  
  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       ④ 있다        ⑤ 자주 있다 

2.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보통        ④필요 있다    ⑤아주 필요 있다

3. 이 두 조사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       ④ 있다        ⑤ 자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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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대답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조사 {이/가}와 {은/는}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할지 모를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구어와 문어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선생님이 {이/가}와 {은/는}의 용법의 차이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  
  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구체적으로 대답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어떤 교재(들)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선생님이나 교재가 {이/가}와 {은/는}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거나 제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  
  까? (예를 들어, 따로따로 가르치거나 같이 가르치는 것, 또는 이 두 조사의 차이를 명확히   
  가르치거나 맥락에서만 어감을 키우는 것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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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Korean Particles 
{i/ga} and {eun/neun} for Chinese Korean Learners

Jin, Ling

This study aims to organize concrete and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Korean particles {i/ga} and {eun/neun} based on analyz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Chinese learners' usage patterns and the error 
causes of {i/ga} and {eun/neun}.

Korean particles {i/ga} and {eun/neun} have complicated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functions and have different grammatical functions each other. 
However they are often thought to be the same particles which indicate 
subject by Korean learners. So reciprocal replacement errors between the two 
particles frequently happen among Korean learners. The distinctions between 
the two particles also strongly depend on context, and memorizing the 
grammatical functions of them is far from enough to correctly use the two 
particles. Thus there is a need for learners to understand them in concrete 
discourse context. As there are no particles like {i/ga} and {eun/neun} in 
Chinese language, they are much more difficult for Chinese learners to 
properly use them according to different situations and context. Therefore, 
there is a need of systematic learning about their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functions as well as clearly distinguish and use the two particles in 
different context for Chinese learners, especially at advanced level. 

To design an effective method, first of all Chapter Ⅱ reviewed the 
background theories. In this chapter, we first clearly organized the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functions of {i/ga} and {eun/neun}. Then we analyzed 
several Korean textbooks widely used in Korean and China, and found 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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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bout presenting means and contents of {i/ga} and {eun/neun}. 
Lastly, in order to organize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we discussed the 
necessity of teaching {i/ga} and {eun/neun} through context, by discu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ga}, {eun/neun} and the context, including the 
speaker's intention and attitude, scene, flow of discourse, and genre. 

In Chapter Ⅲ, in order to investigate how Chinese learners use and 
understand {i/ga} and {eun/neun}, we designed the 'Text Completion Task', 
'Grammatical Judgement Test' and 'Survey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selected 90 intermediate and advanced Chinese learners, as well as 50 Korean 
speakers to reply the tests. In addition, follow-up interviews with the 
Chinese subject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ir way of thinking in 
answering the questions and understanding of {i/ga} and {eun/neun}, etc. 
Based on test results, we analysed the Chinese learners' error causes, which 
could be sorted out as three types, that is the influence of native language, 
complexity of target language and curriculum.    

In Chapter Ⅳ, we integrated analysis results of Chapter Ⅱ and Chapter Ⅲ 
to design goals and content for Chinese learners about Korean particles {i/ga} 
and {eun/neun} according to learners' different language levels and developed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using 'context' and 'focus on form', as 
well as a modal. This paper concentrates on discussing how to correctly 
understand and use Korean particles {i/ga} and {eun/neun}, which will help to 
enhanc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ies.  

* Key words: Korean particles, {i/ga}, {eun/neun}, context, error analysis,     
               Chinese learners, Kore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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