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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어는 조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를 학습할 때 조사 습득에 특히 어려움을 느낀다. 그중 한국어의 부

사격 조사 ‘에’는 그 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실제 사용에서 오류

를 양산하며 이는 학습기간이 늘어나고 숙달도가 향상되어도 크게 

개선되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오류가 많은 문법항목이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TOPIK 중급과 고급 등급을 지닌 중국인 학습자들의 

부사격 조사 ‘에’에 대한 문법성 정도를 파악하고 숙달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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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국인 중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 정도

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표방하는 

기존 문법서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을 목

록화한 후 이를 다시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는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 제시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문법서에서 제

시한 용법에 따라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개발하고 다음으로 중국인 중 고급(3급-6급)

학습자들을 모집하여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중국인 중 고급 학습자들의 부사

격 조사 ‘에’의 습득 양상을 제시하고 숙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한국어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습득

에 대한 연구들과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사용하여 습득 정도를 측

정한 연구들과 같이 두 갈래로 나누어 검토하겠다.

1. 한국어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에’ 습득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부사격 조사 ‘에’에 대한 연구로 대응 표현 연구,

오류 양상 연구, 습득 연구 그리고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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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왔다. 한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에’는 하나의 형태이나 다양

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부사격 조사와 유사한 의미를 보

이기도 하여 학습자들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문법 

항목이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주로 석사 학위 논문들로 학습자의 

구어 및 문어 자료에 나타난 ‘에’의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고빈도 혹

은 쉬운 용법들의 습득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부사격 조사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부사격 조사 ‘에’의 전체적

인 용법별 습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먼저 부사격 조사 ‘에’의 대응 표현을 살펴본 연구로 이문화(2015)

에서는 한국어 ‘에’와 ‘에서’는 조사이지만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

현은 조사뿐만 아니라 ‘개사’, ‘명사’, ‘접속사’, ‘개사구’, ‘부사’ 등으로 

다양함을 언급했다. 또한 한국어 ‘에’와 ‘에서’는 형태가 다르지만 이 

두 조사가 ‘장소’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동일한 중국어 표현과 대

응되는데 이는 모어의 간섭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부

사격 조사 ‘에’, ‘에서’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 및 교수법 연구를 실시

한 왕경남(2015)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다양한 의미기능

을 살펴보고 중국어 개사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부사격 조사 ‘에’, ‘에서’는 그 의미기능에 따라 대응되는 중국어 

개사가 여러 개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대응되지 않는 개사도 

있음을 발견했다. 중국어 개사 ‘在’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내는 지

점을 뜻하는 ‘에’ 혹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벌어진다는 뜻을 의미하

는 ‘에서’와 서로 대응하여 쓸 수 있는데 ‘에’에 비해 ‘에서’의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어서 부사격 조사 ‘에’에 대한 오류 분석 연구로는 신효경

(2008), 염염(2011)이 있다. 신효경(2008)에서는 45명의 중국인 학습

자의 작문 자료를 통해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부사격 조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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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중국어 개사 ‘在’와의 대조를 통하여 각각의 의미와 사용 범

주를 살펴보고, 누락, 대치, 과잉일반화로 구분하였는데 ‘에’, ‘에서’

의 오류가 중국어의 ‘在’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어를 

2년 이상 배운 36명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에’, ‘에서’, ‘에게’,

‘로’에 대한 문법 지식을 확인한 염염(2011)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

와 ‘에서’의 대치 오류에 중점을 두었는데 분석 결과를 보면 ‘에’와 

‘에서’에서 모어 간섭에 의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 연구로 모이

(2010)에서는 56명의 작문 자료를 분석하여 ‘에’의 용법별 습득 순서

와 정확도를 도출하였는데, ‘시간’ 항목을 제외한 다른 용법들에서 

U자형 발달 곡선이 나타남을 밝혔다. 학습자들은 ‘방향’(93%), ‘시

간’(86%), ‘대상’(68%), ‘장소’(59%)의 순으로 정답률을 보였는데 특

히 어려워하는 부분은 상태를 나타내는 ‘장소’인 반면, ‘방향’은 습득

하기가 비교적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어의 영향으로 ‘장소’

와 ‘대상’의 용법에서 혼동을 겪는다고 언급하였다.

김호정(2013)에서도 60명의 한국어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언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조사 습득 양상을 분석하

였으며, 그 결과 72,405개의 음절 규모의 말뭉치에서 25개의 개별 조

사가 총 4,489회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 ‘에’는 13.18%

로 출현 빈도가 높았고, 정확률은 ‘에서’(43.57%), ‘와/과’(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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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68.76%)의 순서로 나타나 부사격 조사 ‘에’도 학습자들이 습득

하기에 어려운 조사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주은경(2004)에서는 여러 숙달도의 미국인 16명, 중국인 21명, 일

본인 23명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습득 순서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 조사 ‘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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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항목 테스트 그리고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정확도 평균을 통해 본 조사 ‘에’의 습득 순서는 ‘관용적 표

현(89.67%), 시간(86.48%), 장소(79.03%), 대상(77.97%), 원인

(58.12%), 수혜(48.60%), 수단(47.58%), 나열(37.45%)’의 순으로 나

타났다.

끝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송대헌(2014)에서는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 ‘에서’가 나타내는 다양한 추상적 의미들이 자의적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규명

하기 위하여 부사격 조사의 다의적 용법에 나타나는 언어 동기화에 

주목하여 의미 확장 방식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그

를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인지언어학의 이론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방안 제시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사격 조사의 교육 방안을 연구한 손함(2014)에서는 학습

자들이 ‘에’, ‘에서’의 구체적 의미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

음을 언급하면서 ‘에’와 ‘에서’의 차이점을 우선적으로 교육한 뒤 ‘에’

와 ‘에서’의 구체적인 의미기능을 알려주고 이어서 학습자들이 자연

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이상으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사격 조사 ‘에’의 대조 분석,

오류 양상, 습득 양상 분석을 통해 습득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또 습

득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학습자의 언어 산출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들

로 부사격 조사 ‘에’의 다양한 용법을 모두 망라하여 그 습득 정도를 

살펴보지는 못하였고 또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습득 정도가 나아

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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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교육에서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연구

문법성 판단 능력은 문법항목에 대한 메타언어적 지식이 아니라 

암묵적 문법 지식을 말하며,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심리언어학 분야

에서 학습자의 암묵적 문법 지식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ity Judgement Test: 이하 GJ

T1))는 학습자 오류 양상 연구에서 문법 항목의 모든 용법별 사용 

정확도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수차례 반복 측정

이 가능하여 특정 문법 항목 및 그 세부 용법에 대해 습득 정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학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GJT를 개발하여 다루고 있

으며 그러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문법 문항 19개를 선정하여 그 세부 기능의 난이도 연구

를 실시한 김영주·이선진(2013)을 보면 19개 항목 중 조사의 세부 

항목 결과에서 중국인 학습자는 ‘존재 위치’를 나타나는 ‘에’에서 

46.70%, ‘시간’을 나타나는 ‘에’에서 58.10%, ‘장소’를 나타나는 ‘에’에

서 65.90%의 정답률을 보여 부사격 조사 ‘에’가 중국인 학습자에게 

습득하기에 어려운 항목임을 확인하였다. 김영주·이선영·이정민·백

준오·이선진·이재은(201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 양상

과 학습자의 개별 인지·심리 요인이 한국어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하여 45명의 중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

상으로 GJT를 실시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습득하기에 어려움을 겪

1) GJT는 상위언어적 지식(metalinguistic knowledge)을 생각하지 않고, 언어에 대한 직

관으로 주어진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원어민과 같은 상태의 언어 처

리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암묵적 문법 지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실험방법이다

(김영주·이선영·이정민·백준오·이선진·이재은, 201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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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사의 세부 용법으로 보조사 ‘은/는’의 대조 기능, 부사격 조사 

‘에’의 존재 위치 기능을 언급하였다.

레투짱(2014)에서는 중 고급의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에’,

‘에서’의 대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1차 테스트에서는 부사격 조

사 ‘에’의 의미(장소, 원인/근거, 시간, 조건/배경, 더함/첨가/나열, 단

위, 범위, 자격/신분, 방향, 수단/방법, 대상)와 부사격 조사 ‘에서’의 

기본 의미(장소, 출발/시작, 근거/이유, 공간인 배경, 비교의 대상)를 

나타내는 50개의 문항을 만들어 ‘에’, ‘에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문제를 각각 4, 5개씩 제시하였다. 1차 테스트를 통하여 장소, 원인/

근거, 배경, 수단/방법, 대상 등 총 5개의 용법에 대해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 테스트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에’

와 ‘에서’의 대치 오류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총 평균 오류 비율

은 58.76%이고 배경(76.89%), 원인/근거(61.01%), 장소(54.24%), 수

단/방법(53.4 %), 대상(48.22%)의 순서로 오류가 나타났다.

GJT를 개발하여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사격 조사 ‘에’,

‘에게’, ‘에서’, ‘(으)로’의 습득 양상을 조사한 지혜영(2014)에서는 학

습자들이 ‘시간’을 나타내는 ‘에’와 ‘출발점’을 나타내는 ‘에서’의 경

우는 습득 정도가 높으나 ‘에서’의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상황이나 범위’ 용법에서, ‘에’의 ‘동작이나 행위가 미치는 장소’, ‘장

소의 이동(도달점)’, ‘원인’에서 그리고 ‘(으)로’의 용법에서 습득 정

도가 낮았고 특히 ‘자격·신분’과 ‘어떤 일이나 상태의 결과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으)로’는 습득 정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

은 학습자들의 부사격 조사의 습득 양상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부사격 조사 ‘에’의 다양한 세부 용법

에 대한 습득은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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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방법으로 테스트를 개발하여 

실제로 측정을 진행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중

고급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

으로, 부사격 조사 ‘에’의 세부 용법의 습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GJT를 개발하여, 부사격 조사 ‘에’의 학습을 마친 중 고급 학습자들

을 대상으로 그 습득 양상을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습득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 양상은 

어떠한가?

Ⅲ.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

1. 문법서 및 사전에서 제시된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

GJT에서 살펴볼 용법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한국어학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세 개의 사전에서 ‘에’의 용법 개수를 확인하면서 부사

격 조사 ‘에’의 용법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세 개의 사전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는 《표

준국어대사전》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보다는 ‘에’

의 용법을 더 자세하게 세분하였다. 이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에서 다루는 주요 용법이 정리되어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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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2》를 기준으로 부사격 조사 ‘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아래 

<표 1>과 같다. 예문이나 다양한 용법들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을 참조하였다.

<표 1>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

사전

‘에’의 용법 

『표준국어대사전』
(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2005)

1 처소 처소 장소, 위치
2 시간 시간 시간
3 진행방향 도착지점 진행방향, 도달점
4 원인 원인, 이유 원인, 이유
5 대상 대상 대상
6 - - 인지, 감정
7 - - 수혜
8 - 수단, 도구 수단, 도구
9 범위 비교의 기준 비교의 기준
10 상황, 환경 상황, 환경 조건, 상황
11 단위 단위 금액이나 셈
12 맡는 자리 자격, 신분 자격, 신분
13 - - ‘에’의 활용
14 첨가 보충 덧붙임
15 열거 나열 나열

2.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부사격 조사 ‘에’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들이 현재 한국에서 

발간된 교재에 얼마나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후 본 

연구가 고찰하려고 하는 용법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서울대 한국어》(서울대학교 언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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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강 한국어》(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와 《연세 

한국어》(연세대학교 출판부)를 선택하여 각 교재에서 제시된 부사

격 조사 ‘에’의 용법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각 교재에서 제시된 부사

격 조사 ‘에’의 용법들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부사격 조사 ‘에’

교재
‘에’의 출현 

『서울대 
한국어』

교재에 나온 용법의 예시

문법
항목

장소,
위치

◯
(1) -에 있다/없다
친구가 집에 없다.

시간 ◯
(1) ‘시간+에’
동생이 10시에 일어났어요.

방향,
도달점

◯
(1) -에 가다/오다/다니다
김수민 씨 어디에 가요?

문장에서 
표현으로 
나타남.

원인,
이유

◯ 나뭇잎이 바람에 날린다.

대상 ◯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지,
감정

◯ 가슴 속에 간직하다

수혜 ◯ 귤은 피로 회복에 좋은 과일이다.
수단,
도구

- -

비교의 
기준

◯ 여자들은 집중력이 남자에 비하여 뛰어나다.

조건,
상황

◯ 심한 경우에 약을 먹어야 한다.

금액이
나 셈

◯ 하루에 8시간을 잔다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자격,
신분

- -

‘에’의 
활용

◯ -에 대하여/ /-은 다음에/ -기 전에

첨가 ◯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어보세요.
나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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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에’의 출현 

『서강 
한국어』

교재에 나온 용법의 예시

문법
항목

장소,
위치

◯
(1) -에 있다/없다
켈리: 저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시간 ◯
(1) ‘시간+에’
매일 아침에 운동하세요.

방향,
도달점

◯
(1) -에 가다/오다/다니다
유진: 스티븐 씨 어디에 가요?

문장에서  
표현으로 
나타남.

원인,
이유

- -

대상 ◯ 한국어를 알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

인지,
감정

◯ 그녀가 고민에 빠졌다.

수혜 ◯ 운동이 건강에 좋으니 같이 하자.

수단,
도구

◯ 손을 불에 데다.

비교의 
기준

◯ 여자들은 집중력이 남자에 비하여 뛰어나다.

조건,
상황

◯ 심한 경우에 약을 먹어야 한다.

금액이
나 셈

◯ 하루에 8시간을 잔다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자격,
신분

- -

‘에’의 
활용

◯ -에 대하여/ /-은 다음에/ -기 전에

첨가 ◯ 아직도 다리에 헝겊을 묶고 있다.

나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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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에’의 출현 

『연세 
한국어』

교재에 나온 용법의 예시

문법
항목

장소,
위치

◯
(1) -에 있다/없다
마리아 씨 학교에 가요?

시간 ◯
(1) ‘시간+에’
대학 시절에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방향,
도달점

◯
(1) -에 가다/오다/다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많이 먹었다.

문장에서  
표현으로 
나타남.

원인,
이유

- -

대상 ◯
며칠 동안 화분에 물을 안 줘서 꽃이 다 시들
었어요.

인지,
감정

◯
마리아 씨 생각에는 민철 씨도 한국 영화를 좋
아합니다.

수혜 ◯ 폭식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수단,
도구

◯ 갈비찜은 오랫동안 약한 불에 끓입니다.

비교의 
기준

- -

조건,
상황

◯ 더운 여름에 등산이 힘들겠네요.

금액이
나 셈

◯ 사과는 세 개에 2,000원이에요.

자격,
신분

- -

‘에’의 
활용

◯ 마이크 씨 덕분에 수영을 하게 되었어요.

첨가 ◯ 오리에 기름을 바르고 불에 굽습니다.

나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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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3개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에서 제시한 15개의 의미기능 중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수단/도구, 자격/신분, 나열’의 ‘에’를, 《서강 한국어》에서는 ‘원인,

자격/신분, 나열’의 ‘에’를, 《연세 한국어》에서는 ‘원인, 비교의 기

준, 자격/신분, 나열’의 ‘에’를 전혀 제시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는 서울 및 수도권 세 대학에서 

어학원, 학부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토픽 3급, 4급, 5급, 6급을 취

득한 학습자 각 30명 총 120명으로 구성된다. 실험 참여자는 모두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나이는 21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남

학생이 77명, 여학생이 43명으로 구성되었다.

GJT 준비 과정에서 총 80명의 한국어 모어 화자가 참여하였다.

먼저 1차, 2차 검토에서 총 55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20대부터 

40대 사이의 여자 28명, 남자 2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본 연구

의 GJT 적합성 판단 및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의 비교 대상으로 20

대와 30대의 남학생 8명, 여학생 12명의 한국어 모어 화자가 참여하

였다. 끝으로 GJT 적정 소요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 검토에서 

본 실험 참가자와 별도로 20대와 30대의 한국어 모어 화자 5명과 중

국인 학습자 4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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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사격 조사 ‘에’의 여러 가지 

세부 용법에 대한 습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JT를 개발하였다.

GJT 문항을 제작함에 있어서 우연히 점수를 얻게 되는 확률을 최소

화하기 위해 부사격 조사 ‘에’의 15개 용법에서 각 용법당 정문과 그

에 대응되는 비문, 그리고 방해문을 각 3쌍씩 만들어 한 용법당 총 

9개의 문항을 마련하였고 결과적으로 45개의 정문, 45개의 비문, 그

리고 45개의 방해문으로 이루어진 135개의 문항으로 1차 GJT를 제

작하였다.2) 이어서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네 차례의 검토

를 진행하였다.

GJT의 1차 검토에서 총 30명의 한국어 모어 화자가 참여하였다.3)

1차 결과에서 정답률4)이 85% 미만인 문항들을 추출하여 수정하였

다. 아래 <표 3>과 같이 ‘도달점’의 ‘에’를 나타낸 문항에서 ‘나는 집

까지 갔다.’라는 문장은 정문임에도 불구하고 75.57%의 정답률을,

2) GJT 제작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제시된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할 때 다른 요소가 아닌 테스트하고자 하는 목표 문법 사항에 의하여 

문법성을 판단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문법적인 문장과 비문법적인 문장을 목

표 문법 사항에 대해서만 차이를 두고 다른 부분은 똑같이 구성한다. 둘째, 테스트 

문항 수를 적어도 5개 이상 제시하여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 셋째, 테스트 문

장들 내의 어휘의 난이도, 통사구조, 문장 길이 등을 쉽고, 간단하고, 균형적으로 조

절하여, 연구 참여자가 해당 문장을 판단할 때 테스트하고자 하는 문법 사항에 의해

서가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한 반응을 배제한다. 넷째, 각 목표문법 사항에 대해 피험

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충분한 수의 방해 문항을 제공하며, 실험 문항과 무작위 

순으로 제시한다(김영주 외, 2012: 128-129 ; Lee 외 2인, 2009, 2010 참조).
3) 1차 검토에 참여한 한국인은  여자 16명, 남자 14명이며, 연령대는 20대(12명, 40%),

30대(10명, 33%), 40대(8명, 27%)로 구성되었다.
4) 일치율이란 연구자가 생각하는 답안과 일치한 참여자가 전체 참여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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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하루 종일 밥을 세 번 먹었다.’라는 문장은 정문이지만 63.43%

의 정답률을 얻었다. 그리고 ‘더운 날씨 때 땀이 흐른다.’라는 문장도 

비문이나 66.72%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표 3> 1차 검토를 통해 수정한 문항의 예

문 항 일치율(%)

1. 나는 집까지 갔다. →집으로 75.57

2. 나는 하루 종일 밥을 세 번 먹었다. →밥을 못 먹었다. 63.43

3. 더운 날씨 때 땀이 흐른다. →날씨가 더울 때 66.72

1차 검토 후 확인한 결과, ‘나열, 자격/신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

사 ‘에’와 관련된 문항의 정답률이 매우 낮았다.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재에서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평균 

43.54%의 매우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지

만 한국 사람들의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문장으로 외국인 학

습자에 대한 노출이 적고 신뢰도 있는 답변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여겨 ‘나열, 신분/자격’의 문항들을 분석 범위에서 제하였으

며 삭제한 실제 문항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 4> 1차 검토를 통해 삭제한 문항의 일부

문 항 일치율(%) 평균(%)

1. 그 여자가 성격에 얼굴에 목소리에 다 좋다. 12.45

43.54
2. 나는 밥에 국에 떡에 많이 먹었다. 61.42

3. 반장에 그가 제격이다. 50.43

4. 그가 반장에 선출되었다. 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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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 ‘자격/신분’에 해당된 정문, 비문, 그리고 방해문 모두 18개

의 문항을 삭제한 이후 80% 미만의 정답률을 보인 문항들에 대해서

도 추가적인 수정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완성된 2차 GJT는 13개의 

부사격 조사 용법들로 총 1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인 25

명을 대상으로 2차 검토를 다시 시행하였고 용법당 평균 정답률이 

약 92%가 되었다.5) 아래 <표 5>에 제시된 문항은 2차 검토를 한 

이후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으로 판정되어 다시 수정된 문항들이다.

<표 5> 2차 검토를 통해 다시 수정한 문항의 예

문 항 일치율(%) 평균(%)

1. 길이 큰 눈에 막혔다. →옷이 비에 다 젖(淋湿)었다. 90.45

91.62
2.민호가 여자 친구를 꽃에 비교한다.→민호가 여자 친구

를 꽃에 비유한다.
94.72

3. 공기가 식물에 필요하다. →과일은 몸에 좋다. 89.68

문항을 수정한 후 3차 검토를 시행하였다.6) 이 때 참여한 한국인

은 20명이었으며 3차 검토 과정을 통해 용법당 평균 정답률로 약 

95%를 확보하여 본 테스트가 한국어 문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적합

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항은 117개의 문항

(정문 39개, 비문 39개, 방해문 39개)으로 구성되었으며 GJT의 문항 

일부는 아래 <표 6>과 같다.

5) 2차 검토에 참여한 한국인은 여자 12명, 남자 13명이며, 연령대는 20대(12명, 48%), 30

대(8명, 32%), 40대(5명, 20%)로 구성되었다.
6) 3차 검토에 참여한 한국인은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 12명, 남학생 8명이며, 연령대는 

20대(15명, 75%), 30대(5명, 25%)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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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GJT 일부7) 

1. 문제지에는 틀린 글자가 없습니다.
2. 보기와 같이 다음 문장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를 하십시오.

<보기>
나는 밤 12시 잤어요.( X )
나는 밤 12시에 잤어요. ( O )

3. 시험시간은 총 25분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 번 읽고 답을 바로 체크하십시오.

번호 문 항 판단(o/x)
1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
11 그녀가 꽃에서 물을 줬다.
34 소라는 어제 서울에 도착했다.
35 일이 한 시간에 다 끝났다.
42 바람은 꽃이 떨어졌다.
75 이 색깔은 친구에 어울린다.

3. 연구 절차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GJT를 진행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

터 2016년 1월까지 2개월간 서울과 수도권 대학 세 곳의 학부 및 대

학원 그리고 어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을 방문하여 실험 장소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GJT는 지필형 테스트이며 문항 수가 많아 미리 한국

인 5명과 중국인 학습자 4명에게 4차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험

시간을 조사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평균 10-15분 정도 걸렸고 

3급 학습자는 25분, 4급 21분, 5급 18분, 그리고 6급은 15분이 걸렸

7) GJT의 앞부분에 나오는 안내 사항은 연구자가 직접 읽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중급 학습자의 경우는 중국어로 설명을 더해 참여자의 주의 집중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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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권별
항목

중국인(%)
(n=120)

한국인(%)
(n=20)

중국인과 
한국인의 
격차(%)

장소, 위치 59.69 93.85 34.16

시간 74.20 92.48 18.28

방향 76.37 93.54 17.17

원인, 이유 67.80 94.27 26.47

다. 적절한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3급 학습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였

고, 테스트 시간을 25분으로 정하였다.

Ⅴ. 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GJT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

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GJT 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어

서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정답

률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습득 양상을 살펴보겠다.

1. 용법별 습득 양상

첫 번째 연구 질문은 GJT를 통해 확인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

어 모어 화자의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습득 양상은 어떻게 나타

나는가이다. 실험에 참여한 120명의 중국인의 평균 정답률로 습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7>은 두 집단 간 평균 정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표 7> 중국인 평균 정답률과 한국인 평균 정답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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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69.25 97.24 27.99

인지, 감정 79.24 94.05 14.81

수혜 81.31 96.06 14.75

수단, 도구 63.77 94.73 30.96

비교의 기준 64.87 95.64 30.77

조건, 상황 72.74 98.43 25.69

금액, 셈 70.57 96.63 26.06

‘에’ 활용 83.63 95.32 11.69

첨가 60.09 94.13 34.03

평균 71.04 95.11 24.07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GJT 결과를 보면 전체 용법의 평균 정

답률이 95.11%로 나타났다. 이들의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조

건, 상황’의 ‘에’가 98.43%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이어서 ‘대

상(97.24%)’의 ‘에’, ‘금액, 셈(96.63%)’의 ‘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가장 정답률이 낮은 용법은 ‘시간’의 ‘에’로 92.48%의 정답률을 

보였다.

중국인 학습자는 GJT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71.01%의 정답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13개 용법 중에 ‘에’의 활용형’이 83.63%로 가

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이어서 ‘수혜’의 ‘에’(81.31%), ‘인지/감정’

의 ‘에’(79.24%), ‘방향’의 ‘에’(76.37%), ‘시간’의 ‘에’(74.20%) 등의 순

으로 정답률을 보였다. ‘장소, 위치’의 ‘에’(59.69%)는 제일 낮은 정답

률을 보였다. 앞서 제시된 주은경(2003)에서는 ‘에’의 활용(89.67%)

과 시간(86.48%)은 학습자에게 비교적 쉬운 용법들이고 원인

(58.12%), 수혜(48.60), 수단/도구(47.58%)는 어려운 용법들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나 장소(79.03%), 대상

(77.97%)이 상대적으로 쉬운 용법이라고 한 부분은 본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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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르다. 두 집단의 평균 정답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두 집단의 용법별 습득 양상 비교

두 집단의 차이를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평균 정답률(95.11%)

은 중국인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71.04%)보다 24.07%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 <표 

8>과 같이 유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부사격 조사 ‘에’는 중국인 학습

자에게 습득하기에 어려운 문법 항목임을 확인하였다.

<표 8>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집단 간의 평균차 t-검정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유의
확률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15.676 .001 .000 -25.06714 2.48834 -30.18199 -19.95229

이어서 전체 중국인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과 한국인의 평균 정답률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본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 양상   21

급수
항목

중국인 (n=120)
한국인   
(n=20)3급

(n=30)

4급
(n=30)

5급
(n=30)

6급
(n=30)

장소, 위치 36.34 63.86 68.76 69.80 93.85

시간 52.01 75.16 90.16 79.48 89.48

방향 56.23 78.26 85.19 85.81 92.54

원인, 이유 57.63 61.39 69.95 82.23 94.27

대상 44.32 76.69 74.97 81.03 97.24

인지, 감정 62.34 85.42 84.10 85.10 94.05

수혜 65.99 81.02 86.03 92.18 96.06

을 비교해 보면 ‘장소, 위치’를 나타내는 ‘에’에서 한국인의 정답률

(93.85%)과 중국인 학습자의 정답률(59.69%)의 차이가 34.16%로 나타

나 가장 정답률의 격차가 큰 용법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첨가’를 

나타나는 ‘에’(한국인, 94.13%; 중국인, 60.09%), ‘수단/방법’을 나타나는 

‘에’(한국인, 94.73%; 중국인, 63.77%) 등이 정답률의 격차가 큰 용법임

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에’의 활용을 나타내는 ‘에’가 11.69%의 격차

를 보여 두 집단 간 정답률의 차이가 가장 적은 용법으로 드러났다.

2. 숙달도별 습득 양상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중국인 학습자 숙달도별의 부사격 조사 ‘에’

의 습득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그리고 용법별 평균 정답률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평균 정답

률은 <표 9> 그리고 [그림 2]와 같다.

<표 9>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용법별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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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도구 49.62 65.17 66.46 73.82 94.73

비교의 기준 58.63 62.95 69.53 68.35 95.64

조건, 상황 48.82 83.98 75.51 82.63 98.43

금액, 셈 51.46 70.64 80.33 79.84 96.63

‘에’ 활용 71.47 88.02 87.06 87.96 95.32

첨가 43.63 65.92 63.38 67.44 94.13

평균 정답률 53.73 73.73 77.03 79.67 94.78

[그림 2]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의 용법별 습득 양상 비교

[그림 2]를 보면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용법별 습득 양상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매우 낮지만 학습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향

상됨을 알 수 있다. 3급 학습자의 용법별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

났고, 4급 이상의 학습자의 용법별 정답률은 3급 학습자의 정답률보

다 높게 나타났다. 4급, 5급, 6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한국어를 학습

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숙달도별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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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1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습득양상의 F-검정 결과

집단-간 평균차 표준오차 p
차이의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3급
4급 -19.5529 4.00904 .000 -30.9673 -8.1384

5급 -22.8521 3.95624 .000 -34.1145 -11.5898

6급 -26.1779 3.53420 .000 -36.2791 -16.0766

4급
5급 -3.2993 4.05576 .963 -14.8450 8.2465

6급 -6.6250 3.64526 .400 -17.0633 3.8133

5급 6급 -3.3257 3.58711 .933 -13.5871 6.9357

중국인 학습자 숙달도별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

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 0.00%으로 4급, 5급, 6급 학습자들은 모두 

3급 학습자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4급부터 6급까지의 

학습자들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한국어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분석을 통해 추

적해보면 ‘에’의 용법들 중 사용 빈도가 높은 용법들은 교재에서 문

법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과반의 용법들은 표현 혹은 ‘덩어리’

로 의미가 제시되어 학습자가 실제적인 용법들의 의미, 기능을 정확

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어인 중국어의 간섭과 부사격 조사 ‘에’의 다

양한 의미와 그 의미적 복잡성도 원인일 것이다.

또한 숙달도별 학습자 집단 간 부사격 조사 ‘에’에 대한 문법성 향

상 정도는 한국어교육에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3급과 4, 5, 6급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4, 5, 6급간에는 그 향상 정도가 유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 고급 단계에서도 부사격 조사 ‘에’에 대

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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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 양상을 면

밀히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개발하여 토픽 

등급 중급과 고급에 해당하는 학습자들로부터 그 결과를 수집하였

다. 본 연구의 중국인 중 고급 학습자는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별 

GJT 정답률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낮게 나타나 '에'의 용법들

을 정확하게 습득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에’의 활용(83.63%), 수혜(81.31%), 인지/감정(79.24%)의 ‘에’에서 높

은 정답률을, 수단/도구(63.77%), 첨가(60.09%), 장소/위치(59.69%)

의 ‘에’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숙달도별 평균 정답률을 

보면 숙달도가 향상될수록 정답률이 높아지나 4급 이후의 집단들 

간 정답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중

국인 중 고급 학습자들에게 부사격 조사 ‘에’가 습득하기에 어려운 

항목으로 지속적인 교육적 관심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GJT를 개발하여 GJT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중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사격 조사 ‘에’의 습

득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오류가 발생하

는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부사격 조사의 습득 양상 중

에서 ‘에’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은 본 연구

의 한계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가 차후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사격 조사 ‘에’의 교육 방안이나 교재를 마련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8)

* 이 논문은 2016. 5. 14. 투고되었으며, 2016. 5. 24. 심사가 시작되어 2016. 6. 3. 심사가 완

료되었고, 2016. 6. 9.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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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본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 양상

궈 진․김영주

본 연구는 중국인 중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 양상

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개발하여 3

∼6급의 학습자 각 30명씩 총 120명과 비교 대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 20명에

게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1) 전체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국인 학습

자가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중국인

학습자들은 ‘에의 활용’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그리고 , ‘자격, 신분’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3) 숙달도별 집단 간 조사에서 3급과 4, 5, 6급간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4급, 5급, 6급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숙달도가 향상되어도 부사격 조사 ‘에’의 습득에 지속적인 교육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제어] 부사격 조사 ‘에’, 중국인 학습자,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 문법성 판

단 테스트, 습득 양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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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ing Acquisition Aspects of Adverb Case Marker 'ey'

in Chinese Learners by Grammaticality Judgment Test

Guo, Jin・Kim, Youngjoo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grammaticality judgment test of “ey,” an

adverb case marker in Korean, with 120 Chinese Korean learners in the

intermediate or advanced levels (level 3 to 6, 30 learners in each level) of

TOPIK test, with the comparison group consisting of 20 Korean native

speakers, in order to figure out acquisition aspects. In the results of the

study, (1) intermediate or advanced Chinese Korean learners were able to

arrive at low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compared to Korean native

speakers and 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 in the acquisition aspects of ”ey.”

(2) Acquisition aspects of “ey” were shown in the order as below.

“application,” “purpose,” “recognition,” “emotion,” “arrival place,” “time,”

“condition,” “situation," “price,” “setting the price,” “object,” “reason,” “cause,”

“criteria for comparison,” “means,” “method,” “addition,” “place,” “location,”

“qualification,” and “position.” (3) For learners among 4-6 levels in TOPIK,

as their proficiency improved, no significant improvement was seen in the

acquisition of “ey”; however, the only significant discrepancy was found

between level 3 learners and level 4-6 learners. These results proved that

instructional intervention is still necessary.

[Key words] adverb case marker ‘ey’, Chinese learners, usages of adverb

case marker ‘ey’, grammaticality judgment test, acquisition

aspect, impro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