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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07년 한국과 미얀마 간의 고용허가제 MOU가 체결되면서 국내 미얀

마 출신 노동자 수 또한 증가하여 2011년 기준 미얀마 국적 입국자가 총 

2,571명이었으며, 그 중 비전문취업이 총 1,931명(75.1%)이었다.1) 비전문취

업자는 대부분 단순 노무 종사자, 즉 외국인 노동자이다.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미얀마 사람들 또한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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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교신저자)

1) 국가통계포털, 2007-2011년 미얀마 국적 외국인 입국자 체류자격별 현황 (체류기간 

9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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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업무현장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

에 구어 능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2)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인 구어에 나

타난 격조사 오류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하고자 한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

에 비해 조사가 발달되어 있으며 문법적 기능만이 아니라 화용적 의미까

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항목임과 동시에 외국인 학

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얀마인의 

구어에서 발생하는 격조사 사용 오류를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용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는 먼저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금까지 어떤 것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조사 오류를 대상으

로 한 연구들을 검토하겠다.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11편이며 그 중 대

부분이 미얀마어와 한국어 간의 대조분석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야다나 

산다 윈(2007)에서는 미얀마어의 격조사는 체계가 정해져 있고 주로 문법

적 관계에서만 쓰이는 반면에 한국어는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와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격조사를 사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어에서는 

격조사의 생략이 문장의 의미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미얀마어에서

2) 임승선(2006)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한국인에게 직장 동료의 입장에서 물었는데 말하기가 74%(34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듣기, 쓰기, 읽기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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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러한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텟 텟 윙 아웅(2012)은 미얀마어에

는 ‘보격조사’, ‘호격조사’, ‘서술격조사’가 없으며 부사격조사 중에 ‘장소’, 

‘수여’, ‘상대’, ‘지향’, ‘자격’, ‘원인’ 외의 나머지 부사격조사들은 미얀마어

에서 다른 품사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Lay Lay Mon(2012)은 한국어의 부

사격조사 ‘에’, ‘에서’와 미얀마어의 가 대표적인 대응 표현으로 알

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미얀마어 조사 중 11가지와 다양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러한 대응 양상이 학습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된

다고 보고하였다. 위 연구들은 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차이점에 근거

하여 조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사의 오류 양상에 대해서

는 조사하지 않았다.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많은데 이중 학습자 

언어권별로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권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의수·한춘희(2009), 김미영(2007)등이 있는데 김

의수·한춘희(2009)는 중국인 학습자 45명의 쓰기 과제에서 격조사 ‘가’와 

‘를’에 한정하여 그들 간의 대치 오류 유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미영

(2007)은 총 9개국의 학습자 68명이 과제로 수행한 작문이나 쓰기 시간을 

이용해 쓴 글을 대상으로 격조사 오류를 분석하였는데 중국어권 학습자

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형식적인 접근법3)에 따라 오류를 분류하

였으며 그 유형을 대치, 누락, 첨가로 나누었는데 결론적으로 누락 오류

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대치 오류였으며 첨가 오류가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정숙·남기춘(2002)이 있으며 영

어권과 일본어권으로 연구 대상이 혼합된 연구는 김유미(2002), 이은경

3) 오류 유형의 분류는 크게 내용적인 접근에 의한 것과 형식적인 접근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내용적인 접근이란 오류의 원인에 따른 분류이고, 형식적인 접근은 오

류의 판정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이정희, 2003: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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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등이 있다. 김정숙·남기춘(2002)은 영어권 학습자 256명의 문어 자

료의 조사를 바른 사용, 첨가, 누락, 대치로 분류하고 오류 분석 결과로 

순환적 교육과 맥락을 이용한 조사교육을 강조하였다. 김유미(2002)는 영

어권 학습자와 일본어권 학습자를 포함하여 총 482명의 작문 자료를 수집

하여 누락, 첨가, 대치로 조사 오류의 형식적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내용

적 유형은 모국어 간섭, 목표어 자체의 복잡성에 의한 과잉일반화, 단순

화 혹은 회피로 나뉜다고 하였으며 결론적으로는 학습 단계별 조사 오류

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밖에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윤

미영(2005),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최진숙(2010),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탁진영(2011) 등 타 언어권 학습자의 조

사 오류 분석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미얀마인 구어 자료 분석을 통해 격조사 사용 오류를 분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거주 미얀마인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문어 

자료보다 구어 자료 분석이 이들을 위한 교육방안 제시나 교재 개발에 더

욱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객관적인 방법으

로 구어 자료를 수집한 후4) 가장 많은 대조 연구가 되어 있는 격조사에 

집중하여 구어에서의 격조사 오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4) 구어 연구는 구어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구어 자료 분석을 

위한 명확한 기준도 부족하고 그 중요성이 대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연구

의 양이 많지 않다. 한국어 구어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 중 자유담화를 분석한 연

구는 강현자(2010), 김수미(2010), 은연옥(2010)이 있고, 인터뷰 담화를 분석한 연구는 

노미연(2012), 정보영(2004), 지현숙(2006) 등이 있었으며, 자유 담화와 인터뷰 담화가 

혼합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이서현(200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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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인터뷰 참여자는 한국 체류 기간이 6개월에서 3년 6개월 정도인 초급 

수준의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15명이다.5) 분석 자료는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얻어 낸 8,748개의 어절이고, 인터뷰 시간은 총 392분 정도이며 

한 명당 평균 인터뷰 시간은 26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어자료 수집을 위해 단순 질문에 자유롭게 답하는 형

식의 인터뷰와 말하기 과제가 혼합된 2개의 인터뷰를 통해 한 명당 3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총 45개의 구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 

사용의 오류를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최대한 많은 발화를 이끌어 내

기 위해 표현하는 데 필요한 어휘 목록을 제공하고 개인면담으로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방법 내    용6)

준비된 질문에 답

하기 

자기소개, 하루일과,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한국에서 여행

했던 이야기, 한국에 와서 문화의 차이로 인해 놀랐던 경

험,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불만에 대해 이야기한

다.

9컷의 만화를 보

고 이야기 완성하

기7)

만화의 컷을 각각 묘사하고 그림을 이어 나가 하나의 이야

기를 만들어 전달한다.

무성영화를 보고 

이해한 내용을 회

상하여 전달하기8)

8분 11초 길이의 ‘미스터 빈’ 에피소드를 시청한 후 어휘목

록을 보고 본인이 이해한 줄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다.

<표 1> 인터뷰의 방법과 내용

5) 참가자들은 1-2급 수준의 토픽 시험에서 50점에서 89점 사이의 점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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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및 오류 분석 기준

1) 자료 분석 기

본고에서 필요한 연구 자료는 구어 내 조사이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휴지, 장음, 준음성9)과 기타 소리 등에 대한 표시는 생략하였으며 

철자법을 맞추어 전사하되 참여자가 분명히 틀리게 발음한 부분에 대해

서는 그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나머지 자료 전사는 <표 2>에 

따라 진행하였다.10)

기호 의     미 기호 의     미

(???) 작은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말 ? 질문의 오름 어조

- 
화자가 발화를 완성하지 않은 채, 

새로운 단어를 도입하는 경우

*___ 오류 발생 표시

(√  ) 오류 수정 내용

. 문장 끝 내림 어조 Ø 생략

<표 2> 전사 양식 기호(transcription convention)

또한 본 연구의 조사 분석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서술격조사는 

6) 조수진(2010: 88-89)에서 제시한 말하기와 관련된 과제 목록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7) 만화는 어린이용 초급 영어 학습 교재인 ‘Do and Understand’에서 초급 학습자도 해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간단한 스토리의 자료를 선정하였다.

8) 무성영화는 대사 없이 배경음악과 주인공의 행동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

의 숙달도 단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화의 줄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이선

진․김영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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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334)

10) 은연옥(2010: 32)와 James(1998: 100-101)의 전사기호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인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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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어에서 그 활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기에 일관성이 없고 본 연구 목

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11) 그리고 본 연

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대상을 최소 3회 이상 사용 빈도를 보인 

조사에 국한하였다. 인터뷰에서 호격조사 ‘아/야’와 주격조사 ‘께서’를 사

용한 학습자는 각각 1명이며 사용 횟수도 각 1회에 그쳤다. 학습자 한 명

의 조사 사용 빈도와 오류율로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여겨 두 

가지 조사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학습자의 발화에서 출현

한 조사를 중심으로 <표 3>와 같이 분석 범위를 정하였다.

<표 3> 조사의 분석 범위 

범주 조사

격

조

사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 에, 에서, 에게, 한테, (으)로, 와/과, 하고, (이)랑, (이)라고, 고

2) 오류 분석 기

이정희(2003: 69-70)에서는 오류의 판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이 ‘문법성(grammaticality)’과 ‘용인가능성(acceptability)’인데 보통 이 두 

가지에 위배될 때 오류로 취급한다고 하였다. ‘문법성’은 의미나 형태적으

11) ‘이다’가 다른 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앞의 체언이 서술어로서 자격을 갖도록 해준다

는 면에서 격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김미영(2007: 6)은 격조사 중 서술

격 조사 ‘-이다’를 제외시켰는데 이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체언에 붙어 쓰이기는 

하지만 앞의 체언을 지정하여 서술하는 용언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다’를 바라보는 입장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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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완성된 언어 형식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용인가능성’은 언어적 요인

과 화용적 요인을 함께 일컫는 것으로 문맥 속에서의 자연스러움을 기준

으로 한다. 

그러나 보편적인 기준과 달리 본 연구는 구어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

체적으로 ‘문법성’보다는 ‘용인가능성’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다. 이는 구

어에서는 격조사의 생략이 일어나도 어순과 대화 맥락을 통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누락 오류 외에는 대화 맥락

과 문법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폈으며 의미 전달에 영

향을 끼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조사의 ‘단순 생략’과 ‘누락 오류’를 구분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 가지 세부 기준을 더 적용하였다. 고영

근·구본관(2008: 156-158)에서는 생략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조사가 ‘신정

보(new information)’를 나타내거나 발화의 ‘초점’을 나타낼 때이며, 관형격

조사 또한 ‘소유주-피소유주’, ‘전체-부분’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1) ㄱ. 여기*Ø(√가) 더 멀어요. -학습자13(신정보-누락오류)

ㄴ. 옷*Ø(√을) 하나 넣고 있습니다. -학습자12(초점-누락오류)

박유현(2006)에서는 ‘의미적 기준’에 따라 어떤 형태가 나타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의미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따라 생략을 결정하였다. 그

리고 생략된 요소의 복원가능성에 따라 만약 동일한 형태로의 회복이 가

능하다면 그것은 생략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12) 또한 김지은

12) “철수 빵 먹어.”는 빵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철수가 빵을 먹어.”로 

회복될 수 있고, 빵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철수의 빵을 먹어.”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은 일방향으로 조사가 복원되며, 발화 맥락에 따라 문장은 어떠한 중

의성도 갖지 않는다.(박유현, 2006: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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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86)에서는 문장에 서술 용언의 논항이 많을수록 주격조사의 생략이 

나타나지 않고, 격조사를 대동하지 않은 주어로서의 명사구는 1항 술어와 

가장 쉽게 결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술어가 2항 이상의 논항을 요구할 

때 주어 자리에 조사가 없으면 부적절한 문장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다.

(2) ㄱ. 밥Ø 먹어요. - 학습자13 (단순 생략)

ㄴ. 그리고 컴퓨터Ø 합니다. -학습자2 (단순 생략)

ㄷ. 기차 직원*Ø 와서 차표를 검사해요. -학습자9 (누락 오류)

ㄹ. 우리 미얀마 사람*Ø 4명 있어요. -학습자10 (누락 오류)

그리고 명사에 기능동사 ‘-하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서술어는 목

적격 조사가 없는 형태로도 그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격조사를 

사용한 발화와 사용하지 않은 발화 모두 앞뒤 문맥을 살펴 용인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아래와 같이 둘 다 오류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다.  

(3) ㄱ. 저는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 학습자2 

ㄴ. 양곤에 올라가서 공장에서 일했어요. - 학습자10

또한 구어의 특징인 조각문13)에서도 어미, 어휘, 문법 등은 제외하고 

오로지 조사만 분석하여 오류 여부를 결정하였다. 조각문은 ‘체언, 체언과 

조사, 관형어, 부사어’등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전체 서술문에서 조각문 형

태로 끝맺는 비중이 13.66%에 이른다(권재일, 2004: 18). 다음은 조각문의 

예이다.

13) 지현숙(2010: 299)은 문어 문법의 기준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문장의 필수 구성 요

소가 없는 현상을 구어 문법 중심으로 달리 표현하면 ‘조각문’의 형태로 실현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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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우리나라도 불교니까. - 학습자15

ㄴ. 네, 미얀마에. -학습자2

마지막으로 Corder(1981)는 학습자의 실수는 기억의 한계, 피로와 같은 

물리적인 상태, 격한 감정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 때문이며 이러한 실수들

은 언어수행에서 일어난 우연한 결과물일 뿐, 이것이 언어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는 보통 그러한 실수들

이 언제 일어났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대체로 완전한 확신을 가지

고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잘못 발화한 것을 곧바

로 고쳐 말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조사를 오류로 보지 않고 실수로 보

았다. 생각할 시간이 주어져 수정이 가능한 문어에 비해 구어는 한번 발

화 후 수정이 일어나도 실수가 잔존함을 고려하였다.

(5) ㄱ. *지난 년-아니 작년에. -학습자9

ㄴ. 아침에는 시계 알람*가-시계 알람이 나왔어요. -학습자3

ㄷ. 옛날 회사*에서-옛날 회사는 여기에서 너무 멀어요. -학습자10

본고는 형식적인 접근법에 따라 발화 결과물을 대상으로 오류를 판정

하고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 오류 분석 유형은 ‘누락 오류’, ‘대치 오류’, ‘첨

가 오류’, ‘이형태 오류’, ‘환언 오류’로 총 5가지였다.14) ‘조사의 누락’은 조

사를 써야 할 환경에서 조사를 쓰지 않아 오류를 범한 경우이고, ‘조사의 

대치’는 조사를 사용은 했으나 잘못된 조사가 쓰여 그 용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이고, ‘조사의 첨가’는 조사가 불필요한 환경에 조사를 사용하는 

14) 오류 유형은 조철현(2002), 이정희(2003), 김미영(2007), 김유미(2002), 이은경(1999)을 

참조하여 정하였다. 조철현(2002: 54-56)은 조사의 생략, 대치, 첨가, 형태, 환언으로 

분류하였고 이정희(2003), 김미영(2007), 김유미(2002), 이은경(1999)은 조사의 대치, 

첨가, 누락만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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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고, ‘조사의 이형태15)’는 음운적 환경에 따라 두 가지의 이형태를 

갖는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만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환언’은 한국어에 그 표현을 위한 적절한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른 어휘적 표현으로 대신하는 경우이다.

Ⅳ. 격조사 오류 양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사는 총 2,721개이고, 그 중 보조사 616개와 접속

조사 65개를 제외하고 격조사만 추려내어 2,040개를 분석하였다. 2,040개 

중 총 776개의 오류가 발견되어 격조사 사용에 대한 전체 오류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표 4>에 따르면 미얀마인 학습자의 부사격조사 ‘(이)라

고’의 오류 비율이 9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사격조사 ‘와/과’

와 ‘(이)랑’이 각각 78.6%와 62.5%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지만 오류의 대부

분이 ‘누락 오류’인 것을 볼 때 사용 빈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조사별로 전체 오류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류 내 비율’로 표시하

였다. 오류 내 비율에서는 주격조사의 오류가 전체 오류 중 44.1%를 차지

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을/를’(20.5%)과 ‘에’(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15) 조철현(2002)에서는 ‘조사의 형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자칫 조사의 맞춤법 오

류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여겨 이형태를 가진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의미의 ‘이형태 오류’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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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격조사 오류 빈도 및 오류율16)

범주 조사

총 

분석 

개수

오류  유형별 빈도
총

오류

빈도

오류 

비율

오류 내 

비율누

락

대

치

첨

가

이

형

태

환

언

주격 이/가 704 147 106 12 77 0 342 48.6% 44.1% 

목적격 을/를 395 133 17 4 4 1 159 40.3% 20.5% 

관형격 의 62 13 0 0 0 0 13 21.0% 1.7% 

부사격

에 555 40 70 11 0 3 124 22.3% 16.0% 

에서 154 9 57 3 0 1 70 45.5% 9.0% 

에게 10 4 1 0 0 0 5 50.0% 0.6% 

한테 18 0 5 0 0 0 5 27.8% 0.6% 

(으)로 66 6 6 1 1 0 14 21.2% 1.8% 

와/과 14 11 0 0 0 0 11 78.6% 1.4% 

하고 16 0 0 0 0 0 0 0.0% 0.0% 

(이)랑 8 4 0 0 1 0 5 62.5% 0.6% 

(이)라고 29 20 0 0 0 7 27 93.1% 3.5% 

고 9 1 0 0 0 0 1 11.1% 0.1%

합  계 2,040 388 262 31 83 12 776 38.0% 100.0% 

1. 누락 오류

격조사의 누락 오류에서는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조사 ‘을/를’은 오

류 빈도는 높지만 총 분석한 조사 개수와 비교하였을 때 오류 비율이 각

각 20.9%와 33.7%로 나타났다. ‘와/과’(78.6%), ‘(이)라고’(69%), ‘(이)랑’(50%)

16) 오류 비율 = 
총분석개수

오류빈도
×  ,  오류 내 비율 = 
총오류빈도의합

오류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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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소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표 5> 격조사의 누락 오류

범주 조사
오류

비율
주격 이/가 20.9%
목적격 을/를 33.7%
관형격 의 21.0% 

부사격

에 7.2% 
에서 5.8% 
에게 40.0% 
한테 0.0% 
(으)로 9.1% 
와/과 78.6% 
하고 0.0% 
(이)랑 50.0% 
(이)라고 69.0% 
고 11.1% 

합 계 19.0% 

(6) ㄱ. 부평구청에 한국 코리아 센타*Ø(√가) 있어요. - 학습자15

ㄴ. 다른 회사에 있는 친구*Ø(√에게) 놀러갔어요. - 학습자4

ㄷ. 미스터빈가 책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큰 소리*Ø(√로) 웃었어요. -

학습자3

ㄹ. 그러면 제가 "오마이갓"*Ø(√이라고) 말해요. -학습자5

ㅁ. 그리고 제가 한국의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국분들*Ø(√과) 친했

어요. -학습자10

2. 대치 오류

대치 오류는 부사격조사 ‘에서’(37%)와 ‘한테’(27.8%) 그리고 주격조사 

‘이/가’(15.1%)의 순으로 오류율이 집계되었다. 전체 데이터 분석 결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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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격조사 ‘에’와 ‘에서’의 대치오류가 각각 12.6%와 37.0%의 오류율을 보

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장에서 적절한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에’를 사용하여 대치 오류를 범한 빈도가 총 70회인데 그 중에서 45회

(64.3%)가 ‘에서’를 사용해야 할 때 ‘에’를 사용한 경우였다. 그 다음으로 

‘을/를’을 사용해야 할 때 ‘에’를 사용한 빈도가 12회(17.1%)였으며 이어서 

‘(으)로’(6회, 8.6%), ‘가’(2회, 2.9%), ‘은/는’(2회, 2.9%), ‘에게’(1회, 1.4%), 

‘와’(1회, 1.4%), ‘부터’(1회, 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절한 조사 대신 ‘에

서’를 사용하여 대치 오류를 범한 빈도는 57회인데 그 중 41회(71.9%)가 

‘에’를 사용해야 할 때 ‘에서’를 사용한 경우였으며, 이어서 ‘은/는’(5회, 

8.8%), ‘을/를’(5회, 8.8%), ‘(으)로’(4회, 7%), ‘와’(1회, 1.8%), ‘까지’(1회, 1.8%)

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테’는 다른 오류는 발생하지 않고 대치 오류 빈도

만 5회 나타났는데 모두 ‘을’을 사용해야 하는 발화에서 ‘한테’를 사용하는 

오류 양상을 보였다. 주격조사의 대치오류는 이미 나온 주제에 대해 보조

사 ‘은/는’을 써야 하는 경우에 ‘이/가’를 사용함으로써 어색한 발화를 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6> 격조사의 대치 오류

범주 조사
오류

비율

주격 이/가 15.1% 
목적격 을/를 4.3% 
관형격 의 0.0% 

부사격

에 12.6% 
에서 37.0% 
에게 10.0% 
한테 27.8% 
(으)로 9.1% 
와/과 0.0% 
하고 0.0% 
(이)랑 0.0% 
(이)라고 0.0% 
고 0.0% 

합 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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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ㄱ. 한국 사람들*이(√과) 이야기를 잘 하고 싶어요. -학습자8

ㄴ. 오늘*이(√은) 날씨가 좋아요. - 학습자5

ㄷ. 대한민국*에서(√에) 사람이 모자라니까요. -학습자10

ㄹ. 저는 눈*이(√을) 너무 좋아해요. -학습자10

ㅁ. 저녁 일곱시 반에 일*을(√이) 끝났습니다. -학습자2

ㅂ. 공장*에(√에서)는 외국인들이 무시돼요. -학습자14

ㅅ. 그리고 정류장*에게(√으로) 뛰니다. -학습자2

3. 첨가 오류

격조사의 첨가 오류는 총 오류빈도가 31회로서 전체 오류의 1.5%를 차

지한다. 관형격조사와 부사격조사 중 몇몇 조사는 아예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7> 격조사의 첨가 오류

범주 조사
오류

비율
주격 이/가 1.7%
목적격 을/를 1.0% 
관형격 의 0.0% 

부사격

에 2.0% 
에서 1.9% 
에게 0.0% 
한테 0.0% 
(으)로 1.5% 
와/과 0.0% 
하고 0.0% 
(이)랑 0.0% 
(이)라고 0.0% 
고 0.0% 

합 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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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ㄱ. 사장님*이하고(√Ø하고) 대리님하고 공장장님하고 아주 친절해요. -

학습자5

ㄴ. 제*가(√Ø) 한명만 남았거든요. -학습자13

ㄷ. 더 나와서 작은 가방하고 수첩하고 큰 가방*이(√Ø) 안에*를(√Ø) 

넣었어요. -학습자1

4. 이형태 오류

격조사의 이형태 오류에서 주격조사 ‘가’의 오류 비율이 전체 주격조사 

오류(342회) 중 22.5%(77회)로 가장 높았다. 이것은 ‘이’를 써야 하는 발화

에서 ‘가’를 사용한 오류 빈도를 집계한 것이다. 즉, 선행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주격조사 ‘이’를 써야 하는데 ‘가’를 사용하는 이형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에 반해 ‘가‘의 이형태인 ‘이’의 대치오류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이형태를 갖는 다른 조사에서는 이형태 오류가 거의 나타나

지 않았다. 

<표 8> 격조사의 이형태 오류

범주 조사 오류 비율

주격
이 0.0% 

가 22.5%  

목적격
을 0.8%  

를 1.3%  

부사격

(으)로 1.5%  

와/과 0.0%  

(이)랑 12.5%  

(이)라고 0.0%  

합 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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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ㄱ. 수영복*가(√이) 너무 안 좋아서 비누하고 같이 넣었어요. -학습자13

ㄴ. 일*가(√이) 조금 힘들지만 쉬우지 말고 계속 일했어요. -학습자4

ㄷ. 그러면 미스터빈*가(√이) 놀라서 책을 던졌어요. -학습자6

ㄹ. 그거 한국 사람들이 일할 때 발*으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

음에 안 들어요. -학습자15

ㅁ. 제가 슬픈 노래*을(√를) 좋아해요. -학습자7

5. 환언 오류

격조사의 환언 오류는 전체 오류(776회) 중 총 12회(1.5%)가 발견되었

다. 그 중 직접인용의 부사격조사 ‘(이)라고’는 29회 중 7회(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여 전달할 때 조사를 사

용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혹은 ‘그랬어요.’ 와 같은 표현으로 조사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9> 격조사의 환언 오류

범주 조사
오류

비율

주격 이/가 0.0% 

목적격 을/를 0.2% 

관형격 의 0.0% 

부사격

에 0.5% 

에서 0.6% 

에게 0.0% 

한테 0.0% 

(으)로 0.0% 

와/과 0.0% 

하고 0.0% 

(이)랑 0.0% 

(이)라고 24.1% 

고 0.0% 

합 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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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처음에는 미얀마*에 있는데(√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학습자3

ㄴ. 그래서 근처*에 보고(√에서) 큰 가방을 봤어요. -학습자6

ㄷ. 그리고 "민지, 민지, 민지야 일어나봐" *그렇게(√라고) 했어요. -학

습자10

ㄹ. 미얀마는 몰라면 "이거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라고) 해요. -학

습자7

Ⅴ. 결과 분석 및 논의

지금까지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사용 오류 양상을 관찰하

였고 이어서 5장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몇몇 결과에 대해 한국어와 미얀

마어의 격조사 체계상 차이점을 바탕으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

어의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

하는 품사로 정의되며 그 중 격조사는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

하는 조사를 뜻한다. 현행 학교문법에 따르면 격조사는 주격, 목적격, 관

형격, 보격, 호격, 서술격, 부사격조사로 나뉜다. 미얀마어는 시노-티베트 

(Sino-Tibet)어족에 속하고 성조가 있지만 SOV의 어순을 따르며 조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유사한 점이 많은 언어이다. 품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감탄사 등으로 분

류된다.17) 미얀마어로 격조사를 라고 하는데 이

것은 명사와 대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의 격을 분류하거나 동사나 형용사

에 붙어 시제와 종류를 분류해 주는 말을 의미한다.18) 격조사를 다시 분

류하면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등으로 분류되며 

17) 미얀마 교육부의 미얀마 문법서 (2005: 3-4)를 참조하였다.

18) 미얀마 교육부의 미얀마 문법서 (2005: 312-314)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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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한국어 미얀마어

주격조사 이/가, 께서, 에서, 서

목적격조사 을/를

관형격조사 의

보격조사 이/가 (아니다, 되다) -

호격조사 야/아, 여/이여, 시여/이시여 -

서술격조사 이다 -

부

사

격

조

사

장소 에, 에서
 

수여 에, 에게, 께, 한테

상대 에, 에게, 한테, 더러, 보고

유래 에서, 서, (으)로부터, 서부터 -

지향 에, (으)로, 에게로

조격 (으)로, (으)로써

원인 (으)로, 에

자격 (으)로, (으)로서 -

공동 과/와, 하고 -

비교
과/와, 같이, 처럼, 만, 만큼, 

하고, 보다, 에, 에서
-

인용 라고, 이라고, 고, 하고 -

그 기능은 한국어와 비슷하나 세부적인 쓰임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

국어의 보격, 호격, 서술격조사에 해당하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 10> 한국어 격조사와 미얀마어 격조사(텟 텟 윙 아웅, 2012: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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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격조사와 미얀마어 격조사의 체계와 오류 양상을 살펴 본 결과 

눈에 띄는 오류는 주격조사 ‘이/가’의 사용에서 나타난 높은 이형태 오류이

다. 학습자들은 유독 주격조사 ‘이’를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 습관적으로 

‘가’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오류는 주격조사의 전체 오류(342회) 중 총 77

회(22.5%)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거꾸로 ‘가’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이’를 사용한 이형태 오류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 미얀마어의 조사는 구어와 문어에서 조사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격조사  중 

는 문어에서 주로 사용하고, 는 구어에서 사용한다. 

가 한국어의 주격조사 ‘가’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조철현·문화관광부(2002: 181)에서 중국

어권, 영어권, 일본어권, 러시아어권, 기타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분석했

던 ‘이/가’의 이형태 오류율이 0.24%19)에 그쳤던 것과 비교할 때 미얀마인 

학습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가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를 사용할 때 

서로 간의 큰 대치 오류가 나타났다. ‘에서’ 대신 ‘에’를 사용한 대치 오류가 

‘에’의 대치 오류 70회 중 45회(64.3%) 발생하였고, 반대로 ‘에’ 대신 ‘에서’를 

사용한 대치 오류는 ‘에서’의 대치 오류 57회 중 41회(71.9%)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에게’와 관련된 대치 오류는 전체 대치 오류 262회 중 

단 1회(0.4%)만 발생하여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Lay Lay Mon(2012)에

서는 부사격조사 ‘에’, ‘에서’와 미얀마어의 다양한 대응 양상이 실제로 학

습자에게 혼란을 주어 서로 간의 높은 대치 오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

다. 그러나 ‘에’와 ‘에서’는 타 국가의 학습자들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조사 

중 하나로 모국어의 전이만이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수여’와 ‘상대’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한테’는 ‘에게’의 구어적 표현이며 특별한 오류 없이 

19) 총 사용빈도 2,969회 중 7회의 오류빈도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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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오류만 전체 대치 오류(262회) 중 5회(1.9%) 발생하였다. 비록 빈도수

는 적지만 5회 모두 목적격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 일정하게 

‘한테’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 원인을 찾아본 결과, 미얀마어의 목

적격조사 ‘을’에 해당되는 는 간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여격조사로

도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나타

내는 격조사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부사격조사 ‘와/과’와 ‘(이)랑’의 오류 양상이다. 부사격조사 ‘와/과’의 오

류 유형을 보면 ‘누락’만 전체 누락 오류(388회) 중 11회(2.8%)가 발생하였

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동반’의 의미를 지니는 ‘(이)랑’도 빈도는 높지 

않지만 전체 누락 오류(388회) 중 4회(1%)의 누락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한국어와 달리 미얀마어에는 ‘공동’과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텟 텟 윙 아웅(2012)에서는 두 언어

에서 접속조사가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하였지만 한국어는 동일한 형태의 

접속조사들을 쓰임에 따라 부사격조사로도 구분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사격조사 ‘(이)라고’는 미얀마어에 존재하지 않는 인용의 부사격조사

로서 학습자들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누락 오

류를 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돌려서 말하는 환언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외 특별한 특징 없이 누락 오류가 두드러지는 조사는 목적격조사 ‘을

/를’과 관형격조사 ‘의’였다. 미얀마어는 한국어와 비슷한 어순과 조사 체계

를 가지고 있고 구어에서 조사가 생략된다는 점 또한 비슷하다. 아직은 한

국어 초급 수준의 학습자로서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

략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도 생략을 하여 누락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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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구어에 나타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사

용 오류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미얀마인 학습자에게서만 보이는 여러 가지 오류 양상을 발

견할 수 있었다. 특히 미얀마인 학습자가 범하는 격조사 사용 오류의 데이

터를 모아 보니 그 중 일부 오류에서는 모국어로부터의 전이가 보였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조사된 바 없는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한정되어 있는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구어자료 또한 자유 발화가 아닌 인터뷰 담화가 대

상이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연구자 간 분석 및 연구자 내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와 오류를 구

별하는 데 주관 개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 분석 연구가 중요한 까닭은 이러한 

시도로 인해 학습자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미얀마인의 특성을 염두에 두는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겠

다. 특히 논의에서 검증된 주격조사 ‘이/가’의 구분법과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의 쓰임을 교육하는 데 주력하고 그 밖의 부사격조사를 사용할 때 발

생하는 특정 오류를 참고하여 교육한다면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

인 조사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자료를 축적하여 효과적인 구어 오류수정 방식과 효

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0)

* 이 논문은 2013. 4. 30. 투고되었으며, 2013. 5. 20. 심사가 시작되어 2013. 6. 3. 심사가 완

료되었고, 2013. 6. 7.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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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 나타난 격조사 오류 연구

지혜 ․김 주

본 연구는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의 격조사 사용을 검토하여 오

류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구어에서의 격조사 오류 양상을 찰하기 

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5명의 미얀마인을 상으로 구어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는 인터뷰 방식으로 수집하 고 비된 질문에 답하는 방식, 9컷 만화를 

보고 이야기를 완성하는 방식, 무성 화를 보고 이해한 내용을 회상  재구성

하여 달하는 방식으로 한 명당 3가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용빈

도, 오류빈도, 오류율, 오류 유형 등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았

다. 그 결과, 확인된 오류는 주격조사 ‘이/가’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이형태 오류

와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치 오류, 락, 치, 환언 

오류를 발견하 다. 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격조사를 습득할 때 

미얀마어 격조사 체계의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주제어] 오류 분석, 격조사, 미얀마어, 미얀마인 노동자, 구어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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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ase Marker Errors of 

Myanmarese KSL Learners’ Spoken Language

Jee, Hye-young · Kim, Youngjoo

The main objective is to analyze the usage of case markers among 

Myanmarese KSL learners in spoken language. In order to observe the aspect 

of case marker errors in spoken language, the study has collected research 

materials from 15 Myanmarese who live in Korea. It employed three different 

interviews to each and every one of them; normal interview, completing a 

story with 9 cuts cartoon, as well as watching a silent film and conveying to 

others about what they have understood from the film.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frequency of usage, the frequency of error, the error 

rate and the error patterns. After analyzing the data the study found that 

form-simplifying errors occurred when they used nominative case marker 

'i/ga', the replacement errors occurred when they used adverbial case marker 

'e/eseo', the omission errors, addition errors and so on. Furthermore, the 

study found out that the Myanmarese KSL learners were influenced by their 

mother tongue when using Korean case markers.

[Key words] Error Analysis, Case Markers, Language of Myanmar,

Myanmarese Migrant Worker, Spoken Language Err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