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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한국어 부사격조사의 의미 다양성과 유사성으로 인해서 국인 학습자가 부사격

조사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표 인 부사격조사 '에', '에

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의 특성과 선·후 행 요소와의 계를 살펴보았다. 

조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국인 학습자가 부사격조사를 사용하는데 일어나는 오

류와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 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 다.

국인 학습자에게 효율 인 교육 방법을 마련하기 하여 우선 Ⅱ장에서는 부

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한 이론을 고찰하 다. 먼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국어사   한국어교육사 을 통해서 살

펴보았다,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에'는 열한 가지, '에서'는 네 가지 '

로'는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각 의미 조사의 의미·통사  특징을 분석하 다. 한 

세 조사의 유사의미가 존재하며 학습자가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세 조사의 유사 의미에 한 비교 분석도 실시하 다. 비교 분석을 통

해서 의미 역이 겹치는 부분에서 각 조사가 가진 의미 특성을 정리하 다. 다음

으로 부사격조사와 유사한 국어 치사와 조 분석하고 '에', '에서', '로' 각 

의미 기능에 응하는 국어 표 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국 지 학 2,3학년 학습자 112명 상으로 '에', '에서', '로'의 

인식·사용 양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인식 양상 조사를 통해서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다의 인 성격에 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미 기능은 주로 에서 학습한 기본의미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에', '에서', '로'의 유사 의미에 한 변별 인식이 부족한 것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용 양상 조사에서는 조사의 의미 기능 특성에 따라 고유 의미와 유사 

의미로 나 어 결과를 통계하고 분석하 다. 학습자가 '에', '에서', '로'를 사용하

는 데 가장 많이 나타난 오류는 주로 치 오류와 생략 오류이다. 오류 원인을 분

석하기 해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에 의

해 학습자의 사용 오류 원인을 '모국어 향에 의한 오류', '목표어 복잡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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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 어 구체 으로 제시하

다. '목표어 복잡성에 의한 오류'는 '의미 기능의 복잡성'과 '의미 기능의 유사성' 

두 가지로 세분화되었다.  

Ⅳ장에서는 앞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 다. 교육목표를 국

의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이해차원과 사용차원의 세부 인 목표를 설정

하 다.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해 먼  행의 교재를 바탕으로 국인 학습자

의 사용 양상을 고려해서 '에', '에서', '로'의 교육용 의미 기능을 선정하고 계

화 작업을 하 다. 그 다음으로 Ⅲ장에서 논의된 학습자의 사용 양상  오류를 

바탕으로 조사의 개별 의미 기능을 가르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의미·통사  교육 

내용을 설정하 다. 그리고 학습자가 세 조사의 유사 의미에 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의미 변별에 한 교육 내용도 구성하 다. 부사격조사 '에', '에서

',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르치기 하여 '형태  근법'의 다양한 과제

와 기법을 활용하 다. 구체 으로는 '에', '에서' ,'로'의 개별 의미를 이해하고 실

제 의사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input)과 출력(output)을 강조하는 '입력 

강화 기법'과 '필수  형태 요구 과제'를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구성하 다. 한, 

유사 의미를 교육하는 데 학습자에게 조사의 사용 규칙에 주목할 수 있는 '의식 

향상 과제'를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구안하 다. 

본 연구는 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를 상으

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의 인식·사용 양상을 추출하 고, '에', '에

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한 사용 양상과 오류가 나타낸 구체 인 원인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인 학습자들을 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

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에', '에서', '로'의 모든 의

미 기능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지 못한 과 단계 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본 연구의 한계 이다. 향후 부사격조사의 교육 방법에 한 과제는 

더 심층 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망한다.

 

* 주요어 : 한국어 교육,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 국인 학습자, 오

류 분석, 형태  근법

* 학  번 : 2012-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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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 요 성   목  

한국어가 조사나 어미와 같은 굴  사가 발달된 교착어인 반면 국어는 조사

와 어미가 빈약한 고립어이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국어권 학습자에게 조사나 

어미 범주의 개념이 형성되기 어렵고 조사 사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 부

사격조사는 체언에 붙어 '시간, 장소, 도구, 수단, 원인' 등 부사어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격조사로 다른 격조사와 구별된다. 부사격조사는 그것이 붙는 체언으로 하여  

부사어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형태가 많고 그 의미 한 다의 이어서 그 체계를 

정확하게 악하기 쉽지 않다.(남기심·고 근, 2012:98) 표 인 부사격조사인 '에

', '에서', '로'는 용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들과 교체되거나 서로 유사

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에 있어서 혼란을 겪

고 있으며 사용에 있어서 오류를 많이 일으킨다. 국인 학습자가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를 학습하는 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는 다의 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습자

가 이 의미 기능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부담을 느낀다. 둘째, '에', '에서', '로'

는 서로 의미 역이 첩되는 역이 있으며 선·후행 요소에 따른 선택 제약이 있

다. 이와 같은 통사·의미  복잡성은 국인 학습자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여겨진

다. 셋째 부사격조사와 유사한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어 문법 요소로 ' 치사

(개사, 介词)가 있는데 부사격조사와의 응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학습자는 '

에', '에서', '로'를 주로 치사와 일 일 응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

은 이해 방식으로 인한 국어의 과잉 용으로 발생하는 오류가 많이 있다. 국인 

학습자가 '에', '에서', '로'를 사용할 때 범하는 오류를 몇 가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1) 

(1) 가. 빨리 의자에서 (√에） 앉아주세요.

1)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부사격조사 오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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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님: 이 사과는 얼마 요?  주인: 천원으로（√에）두 개 요.

    다. 20년 만에 고향에 가 보니 논밭이 아 트를(√로) 바 었다.

(1가)는 '에'와 '에서'가 공통 으로 나타내는 의미인 [행  장소]에 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난 오류이고, (1나)는 국어 치사의 향으로 나타난 오류인데 이

는 국어의 ‘以(yi)’를 과잉 용해서 나타난 오류이다. (1다)는 문장의 선·후행 요

소에 한 단이 부족해서 생긴 오류이다.    

기존의 국어권 학습자를 한 부사격조사 연구는 주로 부사격조사와 국어 

치사의 조 분석을 통해 부사격조사에 응하는 국어 표 을 정리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학습자의 부사격조사 사용 오류에 해 학습자의 문어 말뭉치를 

이용해서 오류분석을 한 연구로 왕엽(王晔, 2011), 풍설교(冯雪娇, 2014)등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된 말뭉치에서는 특정 문법 항목의 출  빈도가 낮거나 나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있다. 국인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이 의미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학습자의 오류 양상에 따라서 

실제 교수 방법이나 내용 구성 원리를 개발하는 논의도 미흡한 상황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다의 , 의 인 성격, 

국어와 응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국인 학습자가 '에', '에서', '로'를 사용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여 연구의 목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분류하고 이에 응하

는 국어 표 을 살핀다. 

둘째, 교재 분석  학습자의 인식 양상 조사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교수‧학습상의 문제 을 악한다.

셋째, 국인  학습자의 '에', '에서', '로' 사용 오류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밝힌다.

넷째, 국어권 학습자를 한 '에', '에서', '로'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효율

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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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 행  연구

 지 까지 한국어 부사격조사에 한 연구는 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에서 다각

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부사격 조사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심으로 

국어학 역과 한국어학 역에서 의미 기능에 해 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자 한다.

   

2.1. 국어학 분야

국어학 역에서 부사격조사의 의미 기능에 한 연구는 크게 계의미 연구와 

다의  의미 연구로 나 어 볼 수 있다. 

계의미 연구는 부사격조사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는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며 

이에 결합하는 체언과 서술어에 의해 주어지는 계의미로 보는 입장이다. 계의

미 연구는 조사가 나타난 다양한 계의미를 검토하여 의미를 나열하는 연구와 

계의미를 통해서 조사가 가진 내재의미를2) 밝히는 연구로 나 어 볼 수 있다. 다

의  의미 연구는 부사격조사를 다의어로 제하여 공간 문법, 은유 등의 인지언어

학 이론을 토 로 부사격조사의 기본의미를 밝히고 의미 확장 방식을 체계화하는 

데 을 둔 연구이다. 

부사격조사의 계의미에 한 연구는 국어사 에서 제시하는 '에', '에서', '로'

의 다양한 의미 풀이를 표 인 연구로 볼 수 있다. 개별 연구로는 남기심(1993)

이 '에'와 '로'의 계의미에 한 논의 에 가장 표 인 연구이다. 이 연구는 '

에'의 다양한 쓰임을 '에 명사항'과 서술용언과의 계에서 밝혔다. '에 명사항'이 

나타난 환경은 크게 자동사 문형과 타동사 문형으로 나 어 '에'의 의미와 그들의 

통사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로 '에'와 '로' 명사항의 필수성, 화용  생략 가능성, 

그리고 다른 조사와의 교체 가능성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에'와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기술하 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에'가 그 앞에 오는 명사의 종류에 따

라 어떤 의미를 나타내며, '에' 명사항이 서술용언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요구되고 

있는 가를 볼 수 있다. 

2) 부사격조사의 내재의미란 조사의 다양한 의미들을 통합하는 기본 인 의미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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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미를 통해 '에', '에서', '로'의 내재의미를 찾는 연구는 임홍빈(1974), 이

남순(1983), 이 호(1985), 정희정(1988), 김재욱(1993), 이양혜(1996), 성 수(1999), 

이지수(2007)등이 있다. 

임홍빈(1974)에서는 '로'의 계의미에 집착하는 종래의 근 방법을 비 하면서 

'로'가 쓰인 많은 를 검토하여 '로'는 통질 인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하 다. 이 공통된 의미 특성은 [+선택 ]이라고 규정하 다. 이는 NP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다른 상이나 인물을 배제하고, 바로 그 상이나 인물을 선택했다고 하

는 의미 특성을 가리킨다.

이남순(1983)은 '에'와 '로'의 수식 기능의 특성을 살펴 으로써 '에'와 '로'의 

통사구조 상의 차이를 설명하 다. '에'와 '로'의 수식 기능상의 차이 으로 '에'가 

동사의 내포를 한정하는 반면 '로'가 외연을 한정한다는 것을 주장하 다. 즉, '로'

가 수식하는 동사의 내포는 본래 그 동사가 지닌 내포를 그 로 지니는 것이지만 

'에'가 수식하는 동사의 내포는 '에'에 의하여 본래 그 동사가 지닌 내포보다 확

된 내포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 다.3)

이 호(1984)에서는 '에'와'에서'의 의미자질을 비교하여 두 조사의 유사 과 차

이 을 설명하 다. '에'와'에서'는 [+Locative]의 상  의미 자질을 공통 으로 가

지고 있으나 '에'는 [+Arrival], [-Existence]를, '에서'는 [-Arrival], [+Existence]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하 다. 한 '에'가 '에서'에 통합되는 조건은 VP에 [+

있다]의 의미가 제된 경우라고 설명하 다. 이 호(1985)에서는 격조사 '로'가 나

타내는 도구, 자료, 자격, 방향, 원인 등의 계의미는 선행 명사구의 어휘 의미에 

따라 생된 의미에 불과하고, 이들 의미는 모두 [수단]의 계의미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김재욱(1993)은 '에'와 '에서'의 여러 의미는 '에'와'에서'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선행 체언이나 서술어에 의해 나타난 계의미로 보고 '에'와'에서'에서 '서'의 의

3) 이남순(1983)에서는 이 차이 을 여러 문을 통해서 설명하 다. 한 가지 를 들면 다

음과 같다. a. 그는 감옥에 갔다. b. 그는 감옥으로 갔다. 문 a의 '감옥에 갔다'는 단

순히 장소이동을 나타내지 않으며 '수감되었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며 문 b

의 '감옥으로 갔다'는 단순한 장소 이동의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다. 즉 '감옥으로 갔다'

는 '가다'의 내포를 갖는 행 가 '학교'라는 외연에 의해서 한정되는 것이지만 '감옥에 

갔다'는 '가다'의 내포와 다른 내포(이를테면 '수감되다'의 내포)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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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질을 규명하 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에'와 '에서'에서의 기본의미를 설정하

다. '에'는 [+방향성]을 기본으로 하여 그 에  [+첨가성]의 의미 자질을 내포한다

고 하 다. '에서'는 '에'의 의미 자질에 '서'의 의미자질이 더하여진 것으로 '서' 

[+시발 ]의 의미자질을 내포하고, '에서' 선행 체언은 [+실체성]의 의미자질을 내

포한다고 하 다. 이에 따라 '에'의 기본 의미기능은 '에'와 공기하는 서술어가 향

하는 자리를 나타냄"이고, '-서'의 기본 의미기능은 " '에서'와 공기하는 서술어가 

시발하는 지 "이라고 설명하 다.  

이양혜(1996)에서는 '로' 명사구의 격 자질을 [변성], [수단]([도구], [자료]), [원

인], [자격], [방향], [ 치], [경로], [목표], [결과]로 하 분류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

는 공통된 격 자질은 [변성]이라고 주장하 다. 이에 의해 '로' 명사구는 변성격으

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희정(1988)에서는 '에'의 다양한 의미를 한 가지 기본 의미로 설정할 수 있는 

제하에 '에'의 여러 의미를 [목표 ]이라는 기본의미에서 생된 것으로 주장하

다. 한 '에'와 '로'의 의미 차이에 해서 설명하 는데 '에'는 목표 을 나타

내고, '로'는 목표 을 나타내지 않고 주체가 가는 방향만을 지정해 주며 그 의미

가 확 되어 경유의 의미로 쓰인다고 하 다.  

성 수(1999)에서는 '에'는 처소  상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조사이고 '에'

의 기본  의미 자질은 [ 상성]이라고 설명하 다. '에서'는 조사 '서'가 '에'에 후

행하여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 '에'의 [시간], [원인] 등의 의미

는 추상화된 처소  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 다. '로'는 [과정성]의 의미 자

질이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하 다.  

안명철(1986)은 '에'와 공기할 수 있는 서술어 동사를 유형화하여 '에'의 의미 

특성을 규명하고 기본의미를 추출하 다. 그에 따르면 '에'는 존재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와 이동동사  생성동사와 비이동동사와 형용사류에 출 하며 서술어에 '

있다'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 다. 그

리고 '에'가 가지는 기본 의미는 도달 이나 지향  는 공간  배경이라고 주장

하 다.

이지수(2007)는 말뭉치 자료를 이용해서 '에'와 '로'가 쓰일 수 있는 통사·의미  

환경을 살펴보고 '에'와 '로'의 계의미와 내재의미를 논의하 다. '에'가 논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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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나타내는 계의미를 크게 처소, 비교, 원인, 도구, 행 자로 나 어 살펴보았

고, '에'의 내재의미를 명사구 NP가 나타내는 지 을 일정한 역으로 가지는 공

간을 한정하거나 상화하는 것으로 설명하 다. '로'의 계의미를 방향, 도구·수

단·재료, 방법·방식, 자격, 변성, 원인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그는 '로'의 내재의미

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 다. 하나는 결합명사구가 행 의 도착 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향'과 '변성'의 경우 그 문장은 ' 상의 NP로의 이동'을 나타내며, 다

른 하나는 '원인, 방법, 도구, 재료, 자격' 등 계의미를 나타내는데 그 문장은 '행

 과정이 지속되는 동사 결합명사구의 존재, 는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 인 

공통 이 있다고 주장하 다. 

다의  의미 연구 연구로는 고경태(19991), 박정운(1999), 김재욱(2000), 정종수

(2004) 등이 있다. 

고경태(1999)는 '액션 체인(Action Chain)', '무  모형(Stage Model)등의 공간 

문법 이론을 도입하여 '에'와 '로'의 의미를 탐구하고, 두 조사의 의미와 용법상의 

상 성을 논의하 다. '에'는 [ 상]과 [배경]이라는 의미를, '로'는 [지정]과 [과정]

이라는 기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밝혔다.4) 

박정운(1996)에서는 '로'에 한 기존의 나열식 근이나 핵심 의미 근 방식을 

비 하고 '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의 다의어 구조를 인지 언어학  

에서 기술하고 확장의 양상을 망구조로 도식화하 다. 이 연구에서는 '로'가 공간 

4) 고경태(1999)에서는 '에'와 '로'의 기본 의미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에'의 

기본의미 

상
어떤 사태에 있어서, 하나의 참여자를 상으로 만들어 주거

나 는 상이 되는 참여자를 부각시켜주는 의미

배경

어떤 사태에 있어서, 하나의 참여자(혹은 사태)를 그 사태에 

한 배경이나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의미

어떤 사태에 있어서, 하나의 참여자(혹은 사태)를 그 사태에 

향을 미치는 제로 만들어 주는 의미

'로'의 

기본의미

지정

어떤 사태로 인해서, 하나의 참여자(주체 혹은 상)가 갖게 

되거나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가리키는 의미

어떤 사태에 있어서, 상이 되는 참여자를 가리키는 의미

과정
어떤 사태에 있어서, 주체의 의도한 결과가 하나의 참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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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상태 역, 시간 역, 행  역 등 다양한 역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 보았다. 한 '로'의 기본 의미( 심 의미)를 공간 역의 '경로'로 설정하고, 

은유에 의해 동기화되어 공간 역에서 상태 역, 시간 역, 행  역으로 확장

된다고 설명하 다.5)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사격조사에 한 국어학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을 통해서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은 조사구

와 서술어와의 계를 통해 구분된다는 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교수할 때 조사에 결합하는 선·후행 요소를 강조해

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가 서로 독립 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

에', '에서', '로'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연 성 있게 가르

치면 더 효과 이라는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2.2 한국어교육 분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부사격조사에 한 선행 연구는 주로 조

분석 연구,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분석  교수 방법 연구로 나 어 볼 수 있다. 

부사격조사에 한 조분석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조분석을 

5) 박정운(1995)에서 이코 (Lakoff, 1987)의 방사상 범주 모형을 용하여 '로'의 확장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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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살펴보면 안령군(顔伶郡, 2005), 슬지엔(石 , 2007), 염 (闫俊, 2007), 한

욱(韩旭, 2010), 왕종연(王宗姸, 2010)，손함(孙涵, 2014) 등이 있다. 

안령군(2005)에서는 조사 '에'의 다양한 용법을 한국어 학습 사 과 국어 문법서

에 나타난 문을 이용해서 국어로 번역하여 '에'와의 조 양상을 분석하 다. 

이와 같이 한 가지 부사격조사를 심으로 국어와의 조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

는 한욱(2010)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부사격조사와 국어의 응 표 을 정리하

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분석을 통해서 학습자가 모국어 향으로 부사격조

사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만 확인이 되고 실제 학습자가 부사격조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한 고찰이 없는 것이 아쉬운 이다.

슬지엔(2007)에서 '에', '에서','에게' 등 부사격조사의 사  의미 기능에 응

하는 국어 표  형태를 다양한 문을 통해 알아보았고 부사격조사와 국어 개

사( 치사)의 의미 기능 응 범주를 정리하 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국어 개사

는 한국어 부사격조사의 의미 기능과 유사하지만 서로 일 일 응이 되지 않고 

조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 그는 이와 같은 향으로 국인 학습자가 부사격조

사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사격

조사를 상으로 다양한 문을 통해 국어와 조 분석을 시도한 연구에는 왕종

연(2010), 손함(2014)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에서처럼 여러 부사격조사의 의미 

기능에 응하는 국어 표 을 분석하고 의미 기능별로 범주화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인 학습자가 부사격조사를 사용하는데 겪고 있는 학습상

의 난 에 한 고찰이 부족해 다른 연구들과 차별을 두는 깊이 있는 논의는 되지 

못했다.   

염 (2007)에서는 부사격조사 '에', '에서'의 처소 의미를 심으로 ·한 병렬 

말뭉치를 구축하여 치 장소를 나타낸 국어 치사 '在(zai, 장소)'와의 응 양

상을 고찰하 다. 이 연구는 '在NP'가 동사 앞에 치할 때의 '在'는 '에서'와 

응되는 비율이 높으며, '在NP'가 동사 뒤에 치할 때의 '在'는 '에'와 응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 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한옥(2010)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에, 로'의 '방향' 의미를 심으로 국어 치사 '到(dao, 도착 )'과 

조분석하여 두 조사가 '到(dao)'와 응하는 경우의 구별 방법을 설명하 다. 이 

연구들은 국인 학습자가 혼란을 많이 느낀 '에', '에서', '로'의 유사의미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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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미를 가진 

부사격조사의 한 가지 의미에 응하는 국어 치사와의 통사 인 조만으로는 

학습자가 부사격조사 학습에서 보이는 문제 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인 학습자의 부사격조사 오류 분석에 한 연구는 막비아(2010), 왕엽(2011), 

소령령( 玲玲, 2012), 추연(鄒姸, 2013) 등이 있다. 

막비아(2010)에서는 부사격조사 '에'를 심으로 국인 학습자의 자유 작문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에'의 오류를 테스트 유형별, 오류 유형별로 구분

해서 그 의미 기능별 오류의 순 를 제시하 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로'를 상

으로 이루어진 유사한 연구로는 왕엽(2011)이 있다. 

소령령(2012)은 부사격조사 '에', '에서', '에게', '로'를 심으로 80명의 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조사에서 나타난 오류를 치 

오류, 첨가 오류, 락 오류로 나 어 분석하 다. 그는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국

어 향, 목표어 형태의 복잡성, 그리고 심리 인 요인으로 분석하 다. 

추연(2013)에서는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장소와 지향  의미 기능을 

심으로 국인  학습자 3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에', '에서', '

로'의 치 오류에 심을 두고 통계 분석하 다. 이 논의는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용법에 집 하여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교육 방안을 구성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부사격 조사의 제시와 교수에 한 연구로는 허용(2001), 증천부(曾天富,2004), 이

양해(2005), 정수진(2011) 등을 들 수 있다. 

허용(2001)에서는 한국어교육 장에서 조사의 용법에 을 맞추어 설명하는 

방식을 비 하면서 이와 반 의 방법을 취하고 부사격조사의 용법을 '장소', '이동

', '시간', '유정명사'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 상황에 사용되는 조사를 정리하여 제

시하 다. 

증천부(2004)는 '에'와 '로'의 공통된 의미 기능을 심으로 비교하고 선택 규칙

을 귀납 으로 정리하여 외국어로서의 부사격조사 '에'와 '로'의 교수에 용하고

자 하 다. 그러나 그가 정리하는 선택 규칙은 국어학 인 기술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직  용하기에 어렵다고 본다.6) 

이양해(2005)에서는 부사격조사 '로'를 심으로 교재에서의 '로'의 다양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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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한 기술 방식과 국어학 연구에서 나타난 '로'의 기술과 비교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사용 오류 분석을 토 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로'의 의미 기

능과 주의할 을 제시하 다. 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를 단계 으로 가르치

되 선수 학습의 '로'와 연 된 나선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 인 순서와 교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이 아쉬운 이다. 

김연지(2007)에서는 언어권을 한정하지 않고 '에', '에서', '로'를 다양한 의미의 

제시 방안을 모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사  분석  교재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에', '에서', '로'의 의미 제시 문제 을 밝히고 학습자의 인지를 자극

할 수 있는 의미 도식을 활용하는 의미 제시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인지언

어학  근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진 '에', '에서', '로'의 의미를 학습자에게 더 쉽

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에', '에서', '로'의 

일부 의미만 다룬 과 학습자의 실제 오류를 다루지 못한 이 아쉬운 이다.

정수진(2011)은 앞에서 논의한 것들과는 다른 근법으로 부사격조사의 교육 내

용 기술 방안을 고안하 다. '에', '에서', '로'의 다의  쓰임과 의미 기능을 인지

언어학  에서 해명하고 이를 한국어 교육문법의 내용 기술에 용해 보았다.

한국어 교육의 에서의 부사격조사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국인 학습자

를 상으로 한 부사격조사의 연구는 조분석을 주로 부사격조사의 다양한 의

미에 응하는 국어 표 을 나열한 연구에 집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연구는 주로 작문 테스트 심으로 이루어져 특정 문법

에 한 항목은 출  빈도가 낮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도 에 띈다. 그리고 기

존의 연구들에서는 학습자의 인식·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의해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인 학습자가 실제로 

'에', '에서', '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용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교육 방안을 구축하는 연구는 주로 

국어학  연구를 기반으로 부사격조사의 쓰임과 선택 규칙을 논의하여 한국어 교

6) 를 들면 그가 '에'와 '로'가 공통 으로 원인이나 자격, 결과 등을 나타낼 때, '에'는 

결합하는 되는 명사구의 의 의미에 발화의 심이 주어지며, '로'는 서술어의 결과에 

발화의 심이 주어진다고 하 다. 이와 같은 기술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

자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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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을 고려하여 

국인 학습자들을 상으로 다양한 조사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에', '에서', '로'의 

사용 양상과 학습자 인식 양상을 밝히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인 학

습자들을 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 연구의 상   방법

본고는 다의 인 부사격조사를 상으로 하며 그 에서도 '에', '에서', '로'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 조남호(2002)7)

의 조사 사용 빈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사격조사에서 '에', '에서', '로'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순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 세 조사들이 한국인의 실제 언어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우 요한 문법 항목으로서 학습자가 이들의 용

법을 필수 으로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Ⅰ-1>  '에', '에서', '로'의 빈도 순

둘째,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쓰임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에', '에서', '

로'의 사  의미를 보면 '에'와 '로'는 각각 10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에서'의 의미 기능은 '에'와 '로'에 비해서 상 으로 지만 '에'와 '로'의 의미 

기능과 서로 첩되거나 유사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국인 학습자가 '에', '에

서', '로'의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며 세 조사의 유사

7) <  국어 사용빈도 조사>(조남호, 2002)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한 기  조

사로 한국어 문어와 구어 말뭉치를 활용해서 한국어 단어, 조사, 어미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연구보고서이다.   

조사 항목 출  빈도 조사 의 순 부사격조사 의 순

에 57770 3 1

에서 19693 12 2

로 18535 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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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변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에', '에서', '로'의 다양

한 의미 기능을 분류하고 세 조사 용법상의 상 성을 살펴보고, 둘째, 국 지 

한국어 학습자의 '에', '에서', '로'의 사용 양상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하여 오

류를 나타낸 원인을 밝힌 후, 셋째, 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부사격조사의 

의미 기능 교육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을 심으로 연구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서 부사격조사의 의미 기능, 그리고 국어와의 

조 양상을 살펴보고, 부사격조사의 교육 황을 알아보았다. 이를 해 먼  국어

사   한국어 학습사 을 분석해서 사 에서 제시한 조사 '에', '에서', '로'의 의

미 기능을 분류하고 살펴보았다. 사 별 의미 분류의 세분화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

므로, 본고에서는 국인 학습자를 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몇 가지 의미 범주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에'는 열한 가지, '에서'는 네 

가지, '로'는 여덟 가지 범주로 의미 기능을 분류하 다. 그리고 '에', '에서', '로'

의 통사  특징을 '다른 조사와의 교체 가능성'  '생략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 다. '에', '에서', '로'의 의미 역을 비교하여 이들이 가지는 유

사한 의미 기능의 공통 과 차이 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분석을 활용하여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다양한 문과 국어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 

국어 치사와 한국어 부사격조사의 조 유형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국 지

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교재를 분석하여 '에', '에서', '로' 다양한 의미의 제

시 황  문제 을 질 으로 분석하 다.

Ⅲ장에서는 국인 학습자의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의 인식·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해 국 지 3개의 학교 2, 3학년 학습자 112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양  조사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해서 학습자  12명 

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 다. 학습자 인식 양상 조사는 단답형 문제를 출제하

여 학습자가 알고 있는 의미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게 하 다. 사용 양상 조사는 

문법성 단 테스트로 구성하여 교재 분석의 결과에 따라 교육 과정에 출 하는 

의미를 심으로 출제하 다.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고유 의미와 유사 

의미로 나 어 각 의미 기능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학습자의 부사격조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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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의 원인을 국어의 간섭, 목표어의 복잡성, 그리고 교육 과정의 원인 세 가지

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 내용을 통합하여 '에', '에서', '로'의 교육 목표를 설정

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형태  근법의 다양한 교수기법을 이용하여 교

수·학습 방안을 모색하 다. 

① 국어사   한국어 문법서, 한국어 기 별 교재, '에', '에서', '로'에 한 

선행 연구들  다양한 문어 텍스트를 참조하여 문법성 단 테스트, 교수·학습 

실태 조사의 설문지를 만들고, 사후 인터뷰 질문에 한 내용을 설계하 다.

② 각 테스트의 문항에 해 일차 으로 학원에서 국어교육을 공하고 있

는 한국인 2명, 그리고 한국어 공자인 국인 10명과 함께 검토하고 수정하

다.

③ 설계된 설문조사의 문항들이 합한지를 단하기 하여 2014년 12월 3

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국어를 학습하는 국인  학습자 32명 상으로 

비조사를 하 다.

④ 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했으며 2014년 12월 22

일부터 1월 8일에 걸쳐 112명을 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순서는 

문법성 단 테스트→ 교수·학습 실태 조사→ 사후 인터뷰의 순으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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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한국어 부사격조사 교육을 한 제

 

1. '에', '에서', '로'의 의미  기 능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의 특성을 검토하기 에 의미 기능을 분

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에서는 먼  국어사   한국어 교육용 사

과 문법서에서 제시하는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  분류체계를 비교하고 

정리한다. 그 다음으로는 분류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의 통사  

특성을 '다른 조사와의 교체 가능성'  '생략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

토하고자 한다.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분류하기 해 참고한 사   문

법서는 다음과 같다.

<표 Ⅱ-1> 참고 사   문법서 목록

8) 분석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본고는 사 명을 여서 표기하도록 한다. <연세한국어사

>은 <연세>로, <표 국어 사 >은 <표 >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 사 >

은 <문법서1>, <외국인을 한 한국어 문법2>은 <문법서2>로, <(외국인을 한)한국

어 학습 사 >은 <학습>, <한국어 학습 학습용 어미·조사사 >은 <어미·조사>로，

<面向外国人的韩国语语法>(<외국인을 한 한국어 문법>)은 <문법서3>로 표기한다.

서 서명8)
출 년

도
처자

국어사
연세한국어사 1998

연세 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표 국어 사 1999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교육

용사 과 

문법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 1999 백 자

외국인을 한 한국어 문법2 2005 국립국어연구원

(외국인을 한)한국어 학습 사 2006 서상규 외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 2006 이희자·이종희

面向外国人的韩国语语法

(<외국인을 한 한국어 문법>)
2008 任湖彬(임호빈)



- 15 -

1.1. '에'의 의미 기능

'에'의 의미 기능에 해서는 사 마다 분류하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에 언

한 두 가지 국어사   다섯 가지 문법서에서 제시된 '에'의 의미 기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2> '에'의 사  의미 기능 분류표9)  

   사

의미
연세 표 문법서1 문법서2 학습 어미·조사 문법서3

장소 장소, 

자리

처소

소재  

장소

장소

치
소재 

장소

장소, 

자리

×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

× × ×

목표지 방향
낙착 , 

방향

방향,  

목 지

목표 

장소
방향

상 상

움직임

을 

일으키

는 

상

×

행 나 

감정, 

인지 

상태의 

상

행 에 

향을 

미치는 

주체

상

×

움직임

이나 

작용이 

미치는 

상

행 의 

향을 

받는 

상

받는  

상

향을  

받는 

상

목표나  

목  

상

목표나  

목  

상

× × ×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환경,   

 상황, 

상태

상황

출

조건, 

환경,

상태

×

환경

상태, 

상황

조건, 

상황, 

환경

상황,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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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에서 제시하는 '에'의 의미 기능은 '장소', ' 상', '시간', '범 ', '환경, 

상황, 상태', '기 ', '단 ', '원인, 이유', '도구, 수단, 방법', '자격', '첨가', '기타 

용법'과 같이 열한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부분 사 이나 문법서에 나오지 

않은 의미 기능을 '기타 용법'으로 묶었으며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나머지 열

한 가지 의미 기능들에 한 구체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장소

'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사물이나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나 사

건, 행 가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행 의 목표 장소를 표시한다. 많은 학자가 '에'

를 '처격조사'로 다루어 왔듯이 부사격조사 '에'의 [장소]의미는 가장 기본 이고 

표 인 의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장소] 의미의 '에'는 취하는 동사에 

따라 의미가 조 씩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에'의 의

미를 크게 [존재 장소] [행  장소]로 나 다. 세분한 의미에 한 구체 인 설명과 

문은 다음과 같다.

① 존재 장소

9) '×'표는 해당 사 에서 련 의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표시하는 것이다. 

기 기
기 , 

비교
×

기 , 

비교
기 기 ×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도구, 

수단

도구, 

수단

수단, 

방법
×

도구,

수단,

방법

도구 

,수단

도구,  

수단
×

자격, 

신분

자격,

신분

자격,

신분
×

격, 

신분

자격,

신분

자격,

 신분
×

첨가 첨가 첨가 첨가 더해짐 더해짐 첨가 ×

기타

용법
강조 × 　 　

매

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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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장소]의 '에'는 사물이나 사람이 존재하거나 치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때 '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며 '있다, 치하다, 존재하다' 등의 동

사와 함께 쓰인다. 한 ' 다, 많다'와 같은 형용사도 함께 쓰일 수 있다. [존재 

장소]는 '에'의 기본 의미로 모든 사 과 문법서에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존재 

장소]를 나타내는 '에'는 생략이 쉽지 않으며 처격조사인 '에서'와 교체해서 쓸 수

가 없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2) ㄱ. 우리 학교는 신 에 있다. <연세>

    ㄴ. 거리에 사람들이 많다. <표 >

    ㄷ. 문에 붙은 메모를 발견했다. <문법3>

 

② 행  장소 

'에'는 '발생하다, 묻다, 머무르다'류의 동사와 결합하여 사건이 일어나거나 행

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 의미 기능에 련해서는 각 사 과 문법서에서

의 분류와 문법 인 설명이 많이 혼란하고 세분 정도도 차이를 보인다. <연세>  

<어미·조사>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행 가 이루어진 장소를 나타냄'과 '서술어의 

행동이 일어남으로써 향을 받게 되는 장소를 나타냄'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세

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표 >, <우리>, <문법서1>, <문법서2>의 경우는 

'행  장소'에 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고 [장소]의 의미 기능에 포함시켜 문

으로 제시하 다. <학습>그리고 <문법서3>에서 이 의미 기능에 한 언 이 없었

다. 사 들을 살펴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에'의 [행  장소]의미를 <연세>에 따

라 두 가지로 나 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사건이나 행 가 이루어진 장소. 주로 '

살다, 머무르다'들 동사와 결합하여 행 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때는 '

에'는 생략할 수 없으며 결합하는 명사구가 구체 인 장소명사일 경우 체 으로 

'에서'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앉다, 서다'류의 동사와 함께 쓰여 

서술어의 행동이 일어남으로써 향을 받게 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

에서'와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생략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의미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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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 사   문법서에서 제시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ㄱ. 어젯밤 서울에 화재가 발생했다. <연세>

     ㄴ. 나는 시골에 산다. <표 >

     ㄷ. 이 의자에 앉아주세요. <문법서1>

     

(2) 목 표 지 

[목표지]의 '에'는 이동의 뜻을 가진 동사와 결합하고 이동의 목 지나 동작의 

낙착 을 나타낸다. 주로 '가다, 오다, 도착하다, 이르다, 빠지다, 진출하다' 등 방향

성이 있는 동사와 함께 쓰인다. 각 사 은 이 의미 기능에 해 설명하는 데 사용

하는 용어가 약간 다르지만 문법 인 설명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목표지]를 나타내

는 '에'는 생략이 될 수 있으며 목 격조사 '을/를'이나 [방향, 지향 ]을 나타낸 '

로'와 치할 수 있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ㄱ. 목 지인 뉴욕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연세>

    ㄴ. 지 은 산에 간다. <표 > 

    ㄷ. 큰 마을 가까이에 이르러 좀 쉬기로 했다. <어미·조사>    

(3 ) 상

'에'의 [ 상]의미에 해서는 사 마다 따르게 분류하고 있으며 문법  설명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10). 즉 같은 문이라도 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10) 남기심(1993)에서 '에'의 [ 상]의미는 명백하지 않고 규명하기 어렵다고 언 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제시하여 [ 상]의 의미를 규명하 다.

        (1) 그는 회의에 빠졌다.  

   해석에 따라 이 문에서의 '에'는 [ 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으며 넓은 

의미의 [장소] 의미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기심(1993)에서는 이와 같은 문장에서

의 '에'는 [장소]의 논항으로 보았다. '회의에'가 '빠져 들어간' 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의 'NP에'를 [ 상]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동사 '빠지다'의 필수  논항 

'NP에'의 NP 자리에 장소명사가 오면 'NP에'가 언제나 [장소]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 문에서의 '에'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장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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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곱 가지 사   문법서에서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는 ' 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 세분해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무엇을 받는 주

체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주다, 다' 등 서술어와 함께 쓰여 '~를 받는 상'을 

나타낸다.11) 둘째는 '열 하다, 미치다, 집 하다'류의 서술어와 함께 행 자의 행

나 상태에 향이 미치는 상을 나타낸다. [ 상]의 '에'는 체 으로 목 격조

사 '을/를'로 치될 수 있으나 서술어가 '되다'등의 피동동사나 형용사일 경우에 

교체할 수 없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5) ㄱ.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표 > 

    ㄴ. 그분은 우리 교회에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학습>

    ㄷ. 그 사람은 도박에 미쳐서 가정도 돌보지 않았다. <어미·조사>

(4) 시 간

'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때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모든 사 에서 이 의미 기능을 자세히 다루었다. 다만, 시간의 경

과를 나타내는 '에'에 해서 <문법서1>, <문법서3>등의 문법서와 같이 [단 ]나 

[범 ]의 의미로 다루는 사 도 있다. 본고에서는 <국어>  <연세>사 의 분류

에 의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에'를 [시간]의 의미 기능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시간]을 나타내는 '에'는 경우에 따라 '로'와 교체되어 쓰일 수 있다. 시간의 

'에'는 문장에서 생략이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구체 인 시 을 지정하는 경우에 

생략하지 않는다. 한 시간을 나타내는 말 , '언제, 오늘, 내일, 모 , 이제' 등에

는 '에'를 쓰지 않는 통사  제약이 있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

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ㄱ.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다. <표 >

서도 이와 같은 을 취하여 의 문과 같은 경우는 [ 상]의 '에'에서 배제하 다.  

11) 부사격조사에 한 많은 사 이나 연구에서는 이 의미를 나타낸 '에'를 ‘에게’, ‘께’, ‘한

테’등 조사와 함께 '여격조사'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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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1시에 학교 앞에서 만나자. <문법서1>

    ㄷ. 그 일을 한 시간에 다 끝내라. <어미·조사>

(5) 환 경 , 상 황 , 조건

'에'는 상황, 조건을 나타내는 명사에 결합하여 어떤 행 나 상태의 조건이나 환

경, 상황임을 나타낸다. 분석한 일곱 가지 사   문법서에서 <문법서1>와 <문법

서3>만 이 의미 기능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다섯 가지 사  모두 이 의미 기능

에 해 구체 으로 제시하 다. 이때의 '에'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른 조사

와 교체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

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ㄱ. 더운 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문법서2>

    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습>

    ㄷ. 남들이 다 떠나가는 국에 그만 혼자 쓸쓸히 남아있었다. <어미· 조사> 

(6) 단

'에'는 단 , 가격을 나타낸 말 뒤에 쓰여 셈을 하거나 값을 매길 때 기 이 되

는 단 임을 나타낸다. '에'를 '마다/당'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부분 사   문

법서는 [단 ]의미를 한 범주로 설정하여 구체 으로 다루었다. <표 >과 <학습>

에서만 이 의미 기능을 [기 ]에 포함시켜 '기 이 된 단 '로 설명하 다. [단 ]

를 나타낸 '에'는 구어에서 쉽게 생략될 수 있다. 가격을 나타내는 경우에 주격조

사 '이/가'와의 치도 가능하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

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ㄱ. 게임 시디를 오천 원에 팔았다.<연세> 

     ㄴ. 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부모님께 편지를 합니다. <학습>

     ㄷ. 이 빵은 하나에 300원씩입니다. <어미·조사>

(7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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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울리다, 맞다, 멀다, 가깝다' 등의 서술어와 같이 쓰여 서술어의 단 

기 을 나타낸다. 한 '좋다, 나쁘다' 등의 서술어와 결합해서 일반 인 단 기

을 나타내기도 한다. <문법서1>와 <문법서3>에서는 이 의미 기능에 해서는 언

하지 않았다. <표 >은 이 의미 기능을 '앞말이 기  되는 상이나 단 의 부

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설명하여 [ 상]의 하 분류에 포함시켰다. <연세>, 

<학습>, 그리고 <어미·조사>에서는 '에'의 [기 ] 의미에 해 '서술어의 단 기

'과 '일반 인 단 기 '으로 세분해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본고는 이 기 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기 ]을 나타낸 '에'는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와/과'

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ㄱ. 그것은 의에 어 나는 행동이다.  <표 >

    ㄴ. 그 학생의 답안은 완벽에 가깝다.<연세>    

    ㄷ. 보약은 허약해진 몸에 특히 좋다 <문법서2>

(8 ) 원인, 이유

'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상황이나 사태의 원인을 나타낸다. 

한 ‘에’는 용 인 표 에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나타나기도 

한다12).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에'는 부사격조사 '로'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

다. 분석한 일곱 가지 사 과 문법서는 이 의미에 하서 모두 자세히 다루었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ㄱ. 그 까짓 일에 무 마음 상하지 마라<표 >

     ㄴ. 집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잘 수 가 없었다. <문법서2>

     ㄷ. 희들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 <문법서3>       

（ 9 ） 도구, 수단

12) '때문에, 탓에, 까닭에' 등 꼴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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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앞말의 도구, 수단임을 나타낸다. '에'의 [도구, 수단]은 크게 두 가지 경

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난로에 옷을 말리다'에서의 '에'와 같이 도구를 

이용해서 의도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서의 '에'는 서술어가 나

타내는 행 의 향을 받는 장소 같은 성질도 나타내기 때문에 [소재 장소]의 하

분류로 보는 견해도 있다 13). 둘째는 '칼에 손을 베었다'에서의 '에'처럼 주어가 

의도하지 않은 채 그 행 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런 쓰임을 나타내는 '에'가 '피

동성'을 가지는 것에 주목하여 이 의미 기능을 나타낸 '에'를 [원인, 이유]나 [행

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14). 본 연구는 이 의미 기능을 '피동성'이 가진 [도구, 

수단]의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의도 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도구격' 조사 '로'와 교체할 수 있으나 '피동'의 의미를 가진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 '로'와 교체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도구, 수단]을 나타내는 '에'는 문장에서 

잘 생략할 수 없다. [도구, 수단]의 의미와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ㄱ.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 <표 >

      ㄴ. 고기는 강한 불에 익 야 한다. <문법서2>

      ㄷ. 노마는 연필을 깎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었다. <어미·조사>

（ 10） 자격, 신 분

'에'는 '임명되다, 취임되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여 앞말이 맡아보는 자리나 

노릇임을 나타낸다. '에'의 [자격, 신분]의미 기능에 해서 <문법1>과 <문법3>에

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이를 다룬 나머지 사   문법서에서의 용어나 문법 설명

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사   문법서에 따르면 '에'앞의 명사구는 실제 인 

13) <연세>사 에서는 도구나 수단이 된 것은 부분은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도구, 수단]을 나타내는 '에'는 역시 [장소]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설명하 다. 

14) 남기심(1999)에서는 '에'가 나타난 [도구], [원인, 이유], [행 자]의 의미의 구분이 그리 

명백하지 않고 결합하는 선·후행 요소에 따라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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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며 서술어는 '임명되다, 뽑히다, 당선되다' 등 피동사로 나

타난 경우 [자격]을 나타낸 '로'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의미 기능과 련

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ㄱ. 반장에 그가 뽑혔다. <표 >

     ㄴ. 희가 오늘 반장에 임명되었다. <어미·조사>

     ㄷ. 박 사장이 의장에 선출되었다.<문법서2>

         

(11) 첨 가

'에'는 앞말에 무엇이 덧붙여 첨가의 의미를 나타낸다. <연세>, <문법1> 그리고 

<학습>에서는 '에'의 [나열] 의미와 함께 한 분류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의미 인 

측면만 보면 [첨가]와 [나열]은 '앞말에 무엇이 더해짐'의 공통 인 의미 특성을 가

지고 있지만 통사 으로 보면 [나열]의 '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

어주는 속 조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의 [첨가]와 [나열]의미를 따로 보고 

부사격조사의 성질을 지닌 [첨가] 의미만 다루고자 한다. [첨가]를 나타낸 '에'는 

문장에서 잘 생략되지 않으며 다른 조사와의 교체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의미 기

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ㄱ. 국에 밥을 말아 먹다. <표 >

     ㄴ. 커피에 설탕을 반 숟가락만 넣어라. <문법서1>

     ㄷ. 3에 5를 더하면 8이 된다. <문법서2>

에서는 다양한 사   문법서를 통해서 '에'의 의미 기능에 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 '에'의 의미 기능에 한 문법 설명과 표 인 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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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에'의 의미 기능 분류표

이미 기능 문법 설명 문

장

소

존재 장소
사물이나 사람이 존재하거나 

치하는 장소를 나타냄

-집에 있다

-학교에 사람이 많다.

행  장소

사건이나 행 가 이루어진 

장소를 나타냄
-그는 미국에 살고 있다.

서술어의 행동에 향을 받

게 되는 장소를 나타냄
-이 의자에 앉아주세요.

목표지 동작의 낙착 을 나타냄 -시내에 언제 갔어요?

상 

행 자의 향을 받는 상

이나 행 에 향을 주는 

상을 나타냄

-꽃밭에 물을 주어라. 

-그 사람은 도박에 미쳐서 가

정도 돌보지 않았다.

시간
행 가 이루어지는 시간 이

나 시간의 범 를 나타냄

-우리 한 시에 만나자.

-하루에 그 모든 일 할 수 없

다.

단
셈을 하거나 값을 매길 때 

기 이 되는 단

-  한 말에 얼마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부모님께 

편지를 합니다.

환경, 상황, 조건
어떤 행 나 상태의 환경, 상

황임을 나타냄.

-이 날씨에 소풍을 가다니, 

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기
일반 인 단기 이나 서술

어의 단기 을 나타냄

-이 약은 건강에 좋다.

-그 학생의 답은 완벽에 가깝

다.

 원인, 이유
어떤 상황이나 사태의 원인

임을 나타냄

-비에 옷이  젖었다.

-지난 밤 바람에 꽃이 다 떨어

졌다.

 도구, 수단
어떤 행 나 상태의 도구나 

수단, 방법을 나타냄

-칼에 손을 베었다.

-고기는 강한 불에 익 야 한

다.

자격, 신분 지 나 자격, 신분을 나타냄
-김 교수님께서 학원장에 취

임하셨 .

첨가
앞의 말에 무엇이 더해짐을 

나타냄

-4에 5를 더하면 9이 된다.

-청바지에 희색 티셔츠를 입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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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서'의 의미 기능 

'에서'는 형태 으로나 의미 으로 '에'와 련이 있다. '에서'는 처격조사로 '에

'와 유사한 [장소]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행 의 출발 을 나타내기도 한다.15) 분

석한 일곱 가지 사   문법서에서 다루는 '에서'의 의미 기능은 큰 차이가 없으

며 아래 표와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표 Ⅱ-4> '에서'의 사  의미 기능 분류표

의 표에서 제시하는 '에서'의 의미 기능을 [장소], [배경, 범 ], [출발 ], [기

]과 같이 네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각 의미 기능들에 한 구체 인 설명은 다

음과 같다. 

15) 고 근·구본 (2010)에서는 '에서'의 기본 의미를 '처소(정처, 定處)'라고 설명하 고 

뒤에 오는 동사에 따라 '출발 '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 다. 

사

의미 
연세 표 문법서1 문법서2 학습 어미·조사 문법서3

장소
구체  

장소

행동이  

일어나

는 처소

동작이  

일어나

는 장소

행 가  

이루어

지는 

장소

행 가 

이루어

지는 

장소

행

장소  

행 가  

이루어

지는 

장소

배경, 범

추상  

장소,

범

× ×
공간

배경

추상

인 

장소

범

추상 장소

활동 역

×상태가 

미치는 

범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처

구체  

출발
출발

행 의 

동기

추상  

출발

기
비교의 

기
기 ×

비교의 

기
기

비교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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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

'에서'는 장소 명사와 어울려서 행 나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나타낸다. 

분석한 일곱 가지 사   문법서는 이 의미 기능을 공통 으로 다루고 있으며 문

법  설명도 큰 차이가 없다. 앞에 언 한 것과 같이 [장소]를 나타낸 '에서'는 서

술어가 지속 인 행 를 나타낼 수도 있고 행 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 동사

일 때는 '에'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에서'의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ㄱ. 여름에는 해변에서 쉬는 게 소원이다. <표 >

     ㄴ. 는 방에서 뭘 하니? <문법서1>

     ㄷ. 시장에서 바지를 샀습니다. <문법서3>

(2) 배 경 , 범

'에서'는 공간, 배경을 나타낸 명사와 함께 쓰여 사실의 배경이나 범 를 나타낸

다. <표 >, <문법서1> 그리고 <문법3>은 이 의미 기능을 [추상  장소]로 설정

하여 [장소]의 의미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었고 나머지 사   문법서는 [상황], 

[배경], [범 ] 등 의미로 세분해서 제시하 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ㄱ. 지난번 꿈에서도 여자가 나타났다면서요. <연세>

     ㄴ. 선생님께서는 그 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셨군요. <학습>

     ㄷ.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랑이다. <문법서2>

（ 3 ） 출발

'에서'는 시간이나 장소 등의 구체 인 명사와 어울려서 어떤 동작의 출발 이나 

시간의 시작 을 나타낸다. 한 행 의 동기나 근거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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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나 발화의 출발 을 나타낼 수도 있다. 행 의 [출발 ]을 나타낸 '에서'는 문

장에서 생략될 수 없으며 동사 '떠나다'등과 결합하는 경우에 '로'와 교체할 수 있

지만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행 나 발화의 [출발 ]을 나타낼 경우 '로'와 교

체할 수 있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6）ㄱ. 정수는 다시  자리에서 후닥닥 일어났다. <연세>

     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얼마나 걸려요? <문법2>

     ㄷ.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 입니다.<어미·조사> 

    

(4) 기

'에서'는 비교의 기 이 된 말에 붙어 '~을 기 으로 하여'의 뜻을 나타내며 '보

다'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 '가깝다, 멀다'와 같은 형용사와 결합하여 

거리 단의 기 을 나타난다. <문법서1>과 <문법서3>에서 '기 '의 의미를 언

하지 않았고 다른 다섯 가지 사 은 이 의미를 구체 으로 설명하 다. [기 ]을 

나타낸 '에서'는 다른 조사와 교체할 수 없으나 문맥에 의해 의미가 쉽게 추측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

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ㄱ. 이에서 어  더 나쁠 수가 있겠어요? <표 >

     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문법서1>

     ㄷ. 집이 학교에서 제법 멀지만 다닐만해요.<학습>

에서는 사   문법서를 통해서 '에서'의 의미 기능에 해 살펴보았다. 본고

에서 다루고자 한 '에'의 의미 기능에 한 문법 설명과 표 인 문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5> '에서'의 의미 기능 분류표  

의미 기능 문법 설명 문

장소 행 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름에 해변에서 쉬는 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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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로'의 의미 기능 

'로'는 명사에 붙어서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이며 앞의 명사가 

모음이나 'ㄹ'로 끝나면 '로'를 쓰고 그 밖의 자음으로 끝나면 '으로'의 형태로 쓴

다. '로'는 주로 어떤 상의 치 이동을 표 하거나 행 의 도구, 수단, 재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이다. 많은 연구에서 '로'의 [도구, 수단] 의미 기능을 기본으

로 보고 '로'를 '조격조사'(造格助词)나 '도구격조사'로 부르기도 한다. 사   문

법서에서 제시된 '로'의 의미 기능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Ⅱ-6>  '로'의 사  의미 기능 분류표 

장소나 공간을 나타냄 원이다.

배경, 범
사실의 공간 인 배경이나 행 가 

미치는 범 를 나타냄

-지루한 분 기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된다.

출발 행 의 출발 이나 동기를 나타냄

-지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

입니다.         

기
비교의 기 이나 거리 단의 기

을 나타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좋아

질 수 있을 까?

-집이 학교에서 제법 멀지만 

다닐만해요.

사

의미 기능
연세 표 문법서1 문법서2 학습 어미·조사 문법서3

방향, 

지향

방향, 

지향 방향 방향
방향

목 지

방향 

목 지

방향

지향
방향

경로 경로 경로 경로 경로
지나가

는 곳
경로 ×

재료,

도구, 수단

재료,

도구,

수단

재료, 

도구, 

수단

도구, 

수단
재료, 

도구, 

수단, 

방법

재료, 

도구, 

수단

재료, 

도구, 수단
수단

방식, 양상
방식, 

양상
방식 ×

상태, 

양상, 

의도

방식, 

양상, 모양

행동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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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각 사   문법서에서 '로'의 의미 기능 설정에 있

어서 용어의 차이나 범  설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체로 여덟 가지 분류로 범

주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 사 에서 다루지 않은 의미를 '기타 의미'로 

설정해서 다루지 않고자 한다. 각 의미 기능에 한 구체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방향 , 지향

'로'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가다, 오다, 올라가다, 들어가다'와 

같은 이동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와 함께 쓰여 행동의 방향이나 지향 을 나타낸다. 

모든 사   문법서는 이 의미 기능을 구체 으로 다루었다. 여기서는 [지향 ]과 

[방향] 의미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향 ]이라는 것은 단순한 '방향'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동 행 가 지향하고 있는 일정한 면 을 가진 지 이라는 

에서 [방향]과는 구별된다.(남기심, 1993:225) 단순 방향만 나타낸 '로'는 목표 지

향 의 의미를 가진 '에'나 '을/를'과 교체할 수 없으나 문맥에 따라 [지향 ]의 의

미로 해석된 '로'는 '에'나 '을/를'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ㄱ.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갔다. <연세>

     ㄴ. 이 버스 종로로 갑니까? <학습>

자격, 신분, 

명성

자격, 

신분, 

명성, 
자격

신분
자격

자격,

신분,

명성

자격, 

신분

자격, 

신분,

명성
지 , 

신분

특성
단

단
설명

변화
변화, 

변성
변화 변화 변화 변화 변화 변화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시간 시간 시간 × 시간 시간 시간 ×

기타 의미 × × × ×
선택, 

강조

선택,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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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성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어미·조사>

(2) 경 로 

'로'는 '길, 다리, 문'과 같은 구체 인 사물명사나 장소명사에 붙어 경로나 통과

을 나타낸다. 이때는 주로 '걸어 다니다, 건 다, 지나가다, 다니다' 등 이동의 의

미를 가진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 한 '~해서'와 같이 '로 해서'의 형태로 용표

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경로]를 나타낸 '로'는 다른 조사와의 교체가 잘 일어나

지 않는다. 이동을 나타낼 수 있는 조사 '에'나 '을/를'과 교체하면 의미가 달라진

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ㄱ.  서울에서 구로 해서 부산에 갔다. <표 >

     ㄴ. 수는 종로로 갑니다. 16)<문법서1>

     ㄷ.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문법서2>

 (3 ) 재 료 , 도구, 수단

'로'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거나 어떤 행 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

타낸다. 많은 학자가 '로'를 '도구격조사'로 다루어 왔듯이 이 의미 기능은 '로'의 

가장 기본 이고 표 인 의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언 한 '에'의 [도

구, 수단] 의미와 겹치고 경우에 따라 서로 교체되어 쓰이기도 한다. [도구, 수단]의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ㄱ. 나무로 집을 짓는다.  <표 >

     ㄴ. 연필로 쓰세요. <문법서2>

     ㄷ.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로 갑시다. <학습>

16) '로'의 [방향]의미는 [경로]의 의미와 같이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즉, 두 의미를 완

히 따르게 볼 수가 없다. 문19(ㄴ)에서의 '로'는 [경로]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방향]으

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종로 쪽으로 가다'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종로를 경유해서 

다른 목 지에 가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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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식, 양 상  

'로'는 행동의 방식이나 양상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어떤 일을 할 때의 방식, 태

도를 나타낸다. 한 몸에 걸치는 옷 등에 붙어 '그러한 차림을 한 채'의 뜻을 나

타낸다. 그리고 '~ 으로'의 꼴로 쓰여 '어떤 면에서.......'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방식, 양상]의 '로'는 다른 조사로 바꾸어 쓰지 못하며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ㄱ. 유미는 언제나 청바지 차림으로 회사에 간다. <어미·조사>

      ㄴ. 계속해서 이러한 태도로 나오면 곤란해. <연세>

      ㄷ. 그는 화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학습>         

(5) 자격, 신 분 , 명 성  

'로'는 자격, 신분, 명성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상의 신분, 지 나 자격을 나타

낸다. 한 '밝 지다, 치다, 손꼽다, 치다, 생각하다, 여기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여 말하는 이의 단이나 그 게 간주되는 상임을 나타낸다. <연세>와 <어

미·조사>에서 이 경우의 '로'를 ' 단', '설명'이라는 의미 분류로 따로 설정하

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로'에는 말하는 이가 어떤 상을 자신의 단으로 자

격을 부여하거나 그 자격을 설명해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 단'이나 

'설명'의 '로'를 '자격, 신분, 명성'의 의미 범주에 포함시킨다. [자격, 신분, 명성]의 

'로'는 문장에서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지 '를 나타낼 때는 '에'와 의미

으로 겹치고 경우에 따라 교체되어 쓰일 수 있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ㄱ. 군지 그녀를 아내로 맞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연세> 

     ㄴ. 그는 특 원으로 서울에 와 있습니다. <문법서1>

     ㄷ. 한국은 불고기, 김치로 유명하지. <문법서2>

(6) 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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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변하다, 바꾸다, 되다' 등 [변화]의 의미를 지닌 서술어와 함께 쓰여 상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다. 서술어가 '되다'일 경우에는 주격조사'이/가'로 교체해서 

쓸 수 있다17). [변화]와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23) ㄱ. 애정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 었다. <연세>

     ㄴ. 체온이 드디어 37도로 떨어졌다. <표 >

     ㄹ. 물이 얼어서 얼음으로 변했어요. <문법서3>

(7 ) 원인, 이유

'로'는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말에 붙어 서술어의 행 나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

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한 '탓, 이유, 덕택' 등의 말에 붙어 어떤 일의 직  원인

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원인, 이유]를 나타낸 '로'는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앞에 결합하는 명사구의 의미 특성에 따라 '에'와 서로 교체되어 쓰이기도 한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ㄱ. 무슨 일로 그다지 걱정이 많으십니까? <연세>

     ㄴ. 오늘은 웬일로 이 게 길이 한산하죠. <학습>

     ㄷ. 는 병으로 무척 고생했습니다. <문법서3>

（ 8 ） 시 간

'로'는 시간을 나타낸 말에 붙어 행동이 계속 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내거

나 동작, 상태가 끝나거나 시작하는 시간  범 를 나타낸다.18) <문법서1>과 <문

법서3>은 이 의미 기능에 해서 언 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 은 이 의미 기능에 

17) [변화]의 '로'는 '이/가'와의 교체 양상은 매우 복잡하고 서술어의 의미 특성과 계가 

있다. 남기심(1993)에서는 '되다'가 나타낸 문형「NP1가 NP2로 되다」에서는 '변성'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  '로'와 '이/가'는 모두 쓸 수 있지만 '속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이/가'만 취할 수 있다고 하 다. 

18) 시간 인 범 는 시간의 시작 이나 끝나는 을 의미한다.  '~까지/~부터'의 뜻이다.



- 33 -

해 구체 으로 다루었다. [시간]을 나타내는 '에'와 같이 문장에서 생략이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시간의 기 이나 끝 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는다. 이 

의미 기능과 련하여 사   문법서에서 제시한 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5) ㄱ. 아침, 녁으로는 벌써 해졌다. <연세>

     ㄴ. 오늘 이후로 규칙 으로 생활하겠다. <표 >

     ㄷ. 출발 시간을 오  6시로 정했으니 늦지 않도록 하세요.<문법서2>

     ㄹ.오늘로 제가 한국어 온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학습>

이상으로 '로'의 사  의미 기능 분류를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Ⅱ-7> '로'의 의미 기능 분류표

의미 기능 문법 설명 문

방향, 

지향

동작이나 행 , 상태의 

방향이 나타냄

-오른쪽으로 가세요.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갔다.

행동의 목 지를 나타냄

- 녁에 집으로 와.

-취직하기 해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

들이 많다.

경로 행동의 경로를 나타냄
-이 길로 가야 빨리 갈 수 있다.

-서울에서 구로 해서 부산에 갔다. 

재료, 도구, 

수단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거나 어떤 행 의 

도구나 수단, 방법을 나타냄

-나무로 만든 의자.

-칼로 종이를 잘랐다.

-지하철로 가자.

방식, 양상
행동의 방식이나 심리의 

상태를 나타냄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한

다.

-심리 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자격, 신분, 

명성 

지 나 신분 는 자격을 

나타냄

-한국은 김치, 불고기로 유명하다.

-그는 그 아기씨를 아내로 삼았다.

-이 술은 가장 오래된 술의 하나로, 그  

 맛이 일품이다.

변화
어떤 결과로 바꾸거나 

변화했음을 나타냄
-얼음이 물로 되었다.

원인, 이유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냄
-그 일로 두 사람이 헤어졌다. 

시간 행동 이루어지는 시간을 -출발 시간이 6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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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에', '에서', '로' 유사 의미의 상 성 

에서는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분류하고 각 의미 

기능의 통사·의미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른 조사와의 교체 가능성에 한 논의를 

통해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 에 유사한 의미 기능이 많이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조사가 유사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에 결합하는 

체언과 서술어 동사에 따라 서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체해서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인 학습자가 세 조사의 

유사한 의미 기능을 변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학습자의 교체 

오류를 방하기 해 이 세 조사의 유사한 의미 기능의 상 성에 해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 에서는 '에', '에서', '로'가 공통 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결

합하는 선·후행 요소의 특성을 비교하여 세 조사의 의미  유사성과 차이성을 검

토하고자 한다. 

(1) [ 도구, 수단 ] 을 나 타 내 는  '에'와  '로'

  

고경태(1999)에서는 [도구, 수단]의미를 나타낸 '에'는 [배경] 기본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악되고 '로'는 [지정]의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 다. '에'가 [도구]

로 쓰이는 것으로 악되는 경우에는 부분 '로'로 치될 수 있지만 형 으로 

[도구]의미를 나타내는 '로'가 쓰인 경우에 모두 '에'로 치되지 않는다고 하 다. 

'에'에 결합한 명사구가 도구이며 행동이 이루어지는 배경도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에'와 '로'를 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즉 '도구, 수단'의 의미에서 '에'는 '

배경  수단'으로, '로'는 '도구 인 수단'으로의 의미 차이가 생기게 된다.(이 희, 

2012:172) 문을 통해서 이런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6) ㄱ. 젖은 옷을 난로(에/로) 말렸다.

나타내거나 동작, 상태가 

끝나거나 시작하는 시간  

범 를 나타냄

-오늘 이후로 담배를 끊겠습니다.

-올해로 고생은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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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연필을 깎다가 칼(에/ 로) 손을 베었다.

     ㄷ. 이름을 연필(로/ 에) 쓰세요.

(26ㄱ)과 같이 '에'가 쓰인 문장에서 '옷을 말렸다'라는 사태에 향을 주는 일

종의 상황이나 제에 해당하는 장소는 '난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로'가 

쓰인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 옷을 말릴 수 있는 수단들 에서 난로를 선택했다'라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6ㄴ)과 같이 [피동]의미를 가진 명사구와 결합해서 어떤 도구로 하여 의도하지 

않은 행 가 일어났을 때 '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에'가 '로'로 교체되면 '도

구'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도구'자체의 의미가 행 자가 어

떤 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동 구문에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19)

(26ㄷ)과 같이 선행 명사구가 장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에'를 사용

할 수 없으며 '로'를 사용해서 의도 으로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

는 의미를 나타낸다. 

[도구, 수단]을 나타낸 '에'와 '로' 각자의 의미  특성, 그리고 교체 가능한 상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8> [도구, 수단]을 나타내는 '에'와 '로'의 비교

(2) [ 원인, 이유 ] 를 나 타 내 는  '에'와  '로'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에'와 '로'의 교체는 다소 복잡하다. 구본 (2012)에서

는 '에'와 '로'가 [원인, 이유]의 의미를 가진다는 에서 동일하지만 그 출발 은 

19) 이 희(2012)에서는 이런 의미 기능의 차이는 '에'와 '로'에 후행하는 서술어들의 제약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는 '에'에 후행하는 서술어들에

서는 피동 인 의미를 갖는 서술어들이 와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로'는 행  주체가 

능동 으로 'N+로'를 이용해야 하는 능동사의 서술어들이 후행된다고 하 다.

에 로

의미 특성 [피동성] [능동성]

교체 가능한 상황 선행 명사구가 도구이면서 장소나 배경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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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고 하 다. '에'는 '처소(정처)'에서 출발하여 그 처소의 범 에서 일어난 사

태를 원인으로 해석하여 '원인'의 의미를 획득한 것이고, '로'는 [재료]나 [도구]에

서 출발하여 '원인'의 의미를 획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지수(2007)에 따르면 

[원인, 이유]를 나타낸 '에'와 '로'의 교체는 결합 명사구와 서술어의 의미 특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그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에'에 결합하는 명사구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상태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피동' 구문에서 잘 

쓰이는 반면에 [원인]을 나타내는 '로'는 순간 이고 일시 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

사와 잘 결합하지 않고 피동 구문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하 다. 따라서 '에'와 

'로'가 서로 교체 가능한 경우는 명사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그리고 서술어가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라고 설명하 다.20) 한, 심재기

(1981:115,이민숙 1989:61, 재인용)에서는 '에'와 '로'는 '원인격'이라는 에서 공통

성을 가지면서도 [정태성]과 [변화성], [피동성]과 [능동성]으로 립되고 있다고 하

다. 즉 '에'는 [정태성], [피동성]이 '로'에는 [변화성]21), [능동성]이 있어 동사와

의 공기제약을 일으킨다. 

  (27)  ㄱ. 그는 신경통(에/로) 고생하 다. 

        ㄴ. 선생님 덕택(에/로) 이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ㄷ. 옷이 비(에/ 로) 젖었다. 

        ㄹ. 그 사람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에) 죽었다.

이에 따르면 (27ㄱ)의 '로'가 성립하는 이유는 동사 '고생하다'가 '행 가 지속되

는 시간'을 상정할 수 있는 동사로 [변화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에'는 약간 어색

하지만 비문이 아닌 것은 동사 '고생하다'가 [피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태의 지

속성을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27ㄴ)과 같이 '덕분, 덕택, 탓' 등 명사와 결합하

20) 이지수(2007:52)에서는 '에'와 '로'가 [원인]을 나타낼 때의 교체 양상을 설명하는 데 

다음과 같은 문을 제시하 다. 

      가. 나는 뜻밖의 말(에/ 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밤색 외투(에/로)가려진 아랫배에서 홀몸이 아님을 직감하 고...

21) 성 수(1985), 고경태(1999), 이지수(2007)등의 논의에서 '로'의 [변화성] 의미 자질을 

이와 유사한 개념인 [과정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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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용표 으로 나타난 경우에 '에'와 '로'는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27ㄷ)과 같은 문에서 '에'만 성립된 이유는 '옷이 젖었다'라는 사태는 '비'가 

'옷이 젖었다'의 배경으로 존재하면서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ㄹ)에서 '로'만 성립된 이유는 '병'은 그 사람이 죽게 하는 도구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서술어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 이유]를 나타낸 '에'와 '로' 각자의 의미  특성, 그리고 교체 가능한 상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9>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에'와 '로'의 비교

(3 ) [ 자격, 신 분 ] 을 나 타 내 는  '에'와  '로'

     

'에'와 '로'는 공통 으로 [자격, 신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출발 이 다

르다. '에'는 '장소, 자리'의 의미에 출발하여 [자격, 신분]의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로'는 [도구]에서 출발하여 획득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로'가 [자격]을 

나타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로'가 나타내는 자격

이 상을 가지는 실제 인 것이고, 둘째는 인식 상 그 게 간주되는 것이다. 첫째

는 '에'와의 교체가 가능하지만 둘째의 경우 체 으로 '에'와의 교체가 잘 이루

어지지 않다.

(28)  ㄱ. 그는 오늘 반장(에/으로) 임명되었다.

      ㄴ. 학생들은 그를 반장( 

?

에/으로) 뽑았다. 

      ㄷ. 그는 그 아가씨를 아내( 에/로) 삼았다.

(28ㄱ) [자격]을 나타낸 '에'와 '로' 가 서로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체로 서술

에 로

의미 특성
[피동성]

[정태성]

[능동성]

[변화성]

교체 가능한 상황

-결합하는 명사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태 변화가 없으며  

 서술어가 상태성을 가지는 경우

-'덕분, 덕택, 탓' 등 명사에 결합하여 용표 으로 나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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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임명되다, 선택되다, 뽑히다, 당선되다' 등 피동사일 경우이다. 하지만 (28ㄴ)

과 같이 문장의 서술어가 능동사나 사동사로 나타난 경우는 '로'는 가능하지만 '에

'는 체 으로 불가능하다. 22) 즉, '에'는 [자격, 신분] 의미를 나타낼 때 [피동성]

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  

(28ㄷ)과 같이 '생각되다, 느껴지다, 삼다, 여겨지다'와 같은 '생각하다'류의 동사

와 결합하여 상자의 주  인식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나타낸 경우에 '

로'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격, 신분]을 나타내는 '에'와 '로' 각각의 의미  특성, 그리고 교체 가능한 상

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0> [자격, 신분]을 나타내는 '에'와 '로'의 비교

(4) [ 시 간 ] 을 나 타 내 는  '에'와  '로’

'에'와 '로'는 공통 으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각 조사가 가지는 

기본 인 의미 특징에 따라 교체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에'와 '로'는 같은 문장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의미 인 차이가 나타난다. 

（29) ㄱ. 그는 약속 시간을 1시(에/로) 잡았다.

      ㄴ. 한 시(에/ 로) 만나자.

      ㄷ. 아침 녁( 

?

에/으로) 벌써 해졌다  

      ㄹ. 오늘 이후( 

?

에/로) 규칙 으로 생활을 하겠다.

22) 이 희(2012)에서는 [자격]을 나타낸 문장에서 서술어가 '뽑다, 선정하다'등의 능동사일 

경우 '에'의 사용이 어색하는 것은 '에'가 기지고 있는 [정태성]의 의미 자질 때문에 서

술어와의 제약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 다. 

에 로

의미 특성
[피동성]

[정태성]

[능동성]

[변화성]

교체 가능한 상황
명사구는 실제 인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며 서술어가 '임

명되다, 뽑히다, 당선되다'등 피동사로 나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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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9ㄱ)에서의 '에'와 '로'는 모구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상으

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에'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속을 잡은 시간이 1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로'를 사용하는 문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1

시'라는 뜻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에'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속 시간을 잡은 것이 

1시라는 시간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속 시간을 다른 시간을 배제하여 1시로 지정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23)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에'는 [한정성]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 

즉, 일정한 시간  배경이나 범 를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로'는 시간을 

지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9ㄷ)와 특정한 때에 행동이나 상태가 주기 으로 일어날 때는 '로'를 사용한

다. '에'를 사용해서 시간  배경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문장이 어색해진다.  

(29ㄹ)와 같이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로'는 가능하지만 '에'를 쓰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로'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변화]의 의미를 띠고 있으며 '에'

의 [시간]의미와 구별된다.24) 한, 주어의 의지가 나타나므로 [선택성]을 가진 '로'

가 더 한 것이다.

[시간]을 나타낸 '에'와 '로' 각자의 의미  특성, 그리고 교체 가능한 상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1> [시간]을 나타내는 '에'와 '로'의 비교

23) 고경태(1999)는 '에'와 '로'가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에'는 [배경]의 양상을 가

지고 있으며, '로'는 [지정]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 다. 

24) 박정운(1995)은 '로'가 공산상의 이동을 개념화하여 시간 이동의 경로를 나타낸다고 하

다. 즉 문과 같이 '로'의 [시간]의미는 공간 경로의 '로'의 의미로부터 [시간이 흐름

은 공간상의 이동이다]라는 은유로부터 동기화하여 확장한 것이며 [경로]의 의미를 띤

다.  

에 로

의미 특성 [한정성]

[선택성]

[변화성]

[주기성]

교체 가능한 상황 행동이 주기 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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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소 ] 를 나 타 내 는  '에'와  '에서’

'에'와 '에서'는 공통 으로 [장소]의 의미 기능을 가진다. 기본 으로는 '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재(所在)장소'를 나타내며 '에서'는 행 가 이루어지는 '행

(行为)장소를 나타내다. 두 조사는 의미 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형태·통사 으

로도 비슷하다. 두 조사의 상 성을 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30) ㄱ. 나는 서울(에/에서) 살아요.

     ㄴ. 그는 옷장(에/ 에서) 옷을 걸었다.

     ㄷ. 그는 집(에/ 에서) 있다.

     ㄹ. 그는 운동장( 에/에서) 농구를 하고 있다.  

  '에'와 '에서'는 '살다, 묵다, 머무르다, 발생하다' 등의 동사와 결합하여 사건

이 일어나거나 행 가 이루어진 구체 인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 교체가 가능하

다. 의미 차이를 보면 (30ㄱ)과 같이 '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에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법 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 그 의미 차이는 미미하다. 그러나 (30ㄴ)와 같이 '앉다, 걸다, 붙이다, 눕다' 

등 동작동사와 결합해서 순간 인 행 가 지향하는 장소를 나타내는데 '에'만 쓸 

수 있다. (30ㄷ)와 같이 '존재 동사'와 결합하여 사람이나 사물의 '소재(所在)'를 

나타내는데 '에'만 결합할 수 있으며 (30ㄹ)와 같이 구체 인 장소 명사구와 결합

해서 지속성이 있는 행 가 이루어지는 '처소(处所)'를 나타낼 때는 '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에 따라서 [장소]를 나타낸 '에'와 '에서'를 비교하면 '에'는 사람이

나 사물이 단순히 존재하거나 치하는 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으며 행 가 발생해

서 만든 상태가 지속 으로 유지되는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다. '에서'는 반복 이

고 지속성이 있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두 조사가 [장소]의미를 나

타내는 데 가장 큰 차이는 장소 명사 뒤에 붙어 있는 서술어이다. '에'는 일방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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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작성이 없거나 동작성이 있더라도 지속성이 없는 동사와 결합하지만 '에서'는 

주로 지속성이 있는 동작 동사와 결합한다. [장소]를 나타낸 '에'와 '에서' 각자의 

의미  특성, 그리고 교체 가능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2> [장소]를 나타내는 '에'와 '에서'의 비교

(6) [ 방향 , 이동 ] 을 나 타 내 는   '에', '에서', '로'

'에', '에서', '로'의 의미 범주 에서 '에'의 [목표지], '에서'의 [출발 ] 그리고 

'로'의[방향, 지향 ], [경로] 의미 기능들은 모두 이동의 의미역과 련이 되어 있

고 결합하는 체언과 서술어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방향, 이동]과 련된 '에', '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은 앞에 선행하는 명사와 뒤에 결합하는 이동동사의 의미

 특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방향, 이동]과 련된 '에', '에서', '로'의 의미 비교

는 결합하는 이동동사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 ㄱ. 그는 학교(에/ 에서/로) 갔다.

     ㄴ. 그는 한국(에/ 에서/ 로) 도착했다.

     ㄷ. 그는 동쪽( 에/ 에서/로) 갔다.

     ㄹ. 그는 서울( 에/에서/로) 떠난다.

     ㅁ. 그는 그 골목길( 에/ 에서/로) 돌아서 집에 갔다.

     

(31ㄱ)과 같이 '에', '에서', '로'는 모두 '가다, 오다, 나가다, 나오다' 등 이동 동

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의미 차이가 있다. '에'와 '로'는 어떤 장소에 향해가는 의

미를 나타나며 '에서'는 어떤 장소로부터 출발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는 '에'와 

'로'는 서로 교체해서 쓸 수 있지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 '에'는 어느 지정된 

에 로

의미 특성 [정태성] [동태성]

교체 가능한 상황

서술어가 지속 인 행 를 나타낼 수도 있고 행 의 상태

를 나타낼 수도 있는 동사와 결합하여 구체 인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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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목표 으로 지정하여 행 가 그 목표 을 지향함을 의미하는 반면에 '로'는 

도착하는 지 을 한정하지 않고 여러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학교를 향해 

가지만 실제로 도착하는 여부를 단할 수 없다. 

(31ㄴ)과 같이 '도착하다', '이르다' 등의 동사와 결합하여 어떤 장소에 낙착하는 

의미를 명시 으로 나타난 경우 '에'만 쓸 수 있다. '이동과 련된 ‘에’의 의미를 

세분하면 '목표지'와 '도착지'가 있다. '에'는 물리  상이 이동의 목 이 되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과 련이 있으며 이동의 끝 인 도착 을 나타낸다. 즉 어떤 

구체 인 장소를 향해 가고 있는 것과 이동의 끝 이 그 장소에 있다는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은 다른 두 조사와 구별된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

이 행동의 목표지를 나타내는 '에'는 체로 '로'와 교체해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

나 문 (32ㄴ)은 서술어 '도착하다'가 목표 이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31ㄷ)과 같이 '쪽, 방향, 방면' 등 단순한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는 경

우 '로'만 사용할 수 있다. '로'는 [방향]과 [지향 ]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행 가 지향하고 있는 장소가 일정한 면 을 가진 지 을 나타내는 경우에 '에'와 

교체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동의 방향만 나타내는 경우는 다른 '에'나 '에서'와 교

체해서 사용할 수 없다.

(31ㄹ)과 같은 경우에 '에서'와 '로'만 성립된다. 이는 동사 '떠나다'의 특성과 

련된다. '떠나다'는 이동의 출발 단계에 을 놓으므로 [도착 ]의 의미가 가진 

'에'와 결합할 수 없게 된다. '로'와 결합하는 때 '서울'은 출발 목표 으로 나타나

고 '서울을 향하여 출발하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에서'와 결합할 때 '서울'

은 출발 이 되고 '서울로부터 출발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서술어가 '건 오다, 건 가다, 지나가다, 지나오다, 돌다, 드나들다' 등 행 의 

도착성이나 출발성이 없는 동사들은 '로'와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에'나 '에서'와

는 불가능하다. 즉, 이와 같은 동사 들은 진행 과정만 나타내므로 '에'나 '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로'의 쓰임만 가능하다. (31ㅁ)와 같이 '돌다'에 의해서 '골목

길'은 목표지 '집'에 가는 에 경유하는 경로로 해석하게 된다. '에', '에서', '로' 

에서 [경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는 '로'이고 이 경우에 '에'나 '에서'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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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없다.25) 

 상술한 논의에 따라서 '에', '에서', '로'는 모두 이동동사와 결합하여 주체의 

장소 이동과 련된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에'는 서술어의 목표지, 즉 도착 단계

까지 함의하며 이동의 도착 단계에 이 놓이는 이동동사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에서'는 이동의 출발 단계에 이 놓이는 이동동사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로'는 

이동의 출발 단계나 경과 단계에 이 있으며 도착 단계도 함의할 수 있지만 행

의 '도착 '을 명시 으로 나타내지 않는다.26) 고경태(1999)는 여러 논 에서 '에

'와 '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도식에 의거하여 설명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 다. 

이러한 도식화 방법은 특히 공간, 이동과 련된 문법 요소를 설명하는데 상 간

의 계와 차이를 명시 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정수진

(2011:93)에서 이동과 련된 '에', '에서', '로'가 실 되는 이동의 복합 지표를 제

시한 바가 있는데 이를 참조해서 도식을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Ⅱ-1> [이동, 방향]을 나타낸 '에', '에서', '로'의 도식

 '에', '에서', '로'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선행하는 명사이나 후행

하는 서술어의 의미 특성 는 명사어와 서술어간의 맥락에 따라 구분된다. 이에 

따라서 학습자에게 '에', '에서' '로'의 유사 의미를 교수할 때는 조사에 결합하는 

25) '에'와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경로나 통과 '의 의미를 잃고 [지향 ]으로 해석된다

(남기심, 1993: 49). 

26) 정희정(1998)에서 이동 동사를 이동의 어느 단계에 을 두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출발단계에 이 있는 것: 떠나다, 나서다, 향발하다, 날아가다 등.

     경과단계에 이 있는 것: 거치다, 돌다, 경유하다 등.

     도착단계에 이 있는 것: 닿다, 다다르다, 이르다, 도착하다 등.

     여러 단계 부를 포 하는 것: 가다, 오다, 돌아가다, 다니다, 떨어지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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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행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맥락을 통해서 조사에 결합하는 요소의 차

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요하다. 

2.  '에', '에서', '로'에 응 하 는  국어 표

 한국어 부사격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장소, 방향, 시간, 상, 도구, 원인, 자

격' 등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국어 품사 에서 치사(前置词)는 이와 유사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어의 치사는 허사27)의 하나로 명사, 명사, 동사 

등의 낱말 앞에 부가되어 '시간, 장소, 방향, 원인, 방식, 상, 비교, 피동' 등 문법

 계를 표시하는 문법 형태소이다. 치사와 결합하는 명사나 사 등을 치사 

빈어라고 하며, 치사와 치사어를 합쳐서 치사구(前置词句)라고 부른다. 치

사구는 문장에서 부사어, 보어, 형어의 문법  기능을 수행한다. 치사는 의미 

기능에 따라 다섯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략 70여개가 있다. 자주 쓰이는 치

사를 의미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3>  국어 치사의 분류28)

27) 국어의 단어는 크게 실사(实词)와 허사(虚词)로 분류된다. 기능상으로 보면, 실사는 

주어나 빈어(宾语) 혹은 어(谓语)로 쓰일 수 있으며 허사는 이러한 성분으로 쓰일 수 

없다. '把， 被， 所, 嘛'등과 같은 일부의 허사는 문법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그자

체가 의미가 없으며, '因为(원인, 和(포함）, 或(선택)'등과 같은 일부의 허사는 논리 

계를 표시한다. 

의미 기능 치사

처소 在， 从， 于， 由， 打， 沿着， 顺着

시간 从， 自， 自从， 打， 在， 当，于，到

방향 到， 往， 向， 朝

 방식, 도구  靠， 用， 拿

비교 跟， 比

피동 被， 叫， 让， 由

근거 以， 按， 按照， 根據

원인, 목  因， 因为， 由于， 为， 为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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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에 제시한 것과 같이 한 가지 의미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치사는 

여러 개가 있다. 부사격조사와 치사는 명사나 명사구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

을 수행하는 공통 을 가지고 있지만 통사 , 의미 인 면에 차이를 보인다. 한국

어 부사격조사와 국어 치사의 공통 과 차이 을 통사 , 의미  측면에서 구

체 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 치사와 한국어 부사격조사의 공통 을 보면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국

어 치사는 모두 격 계를 표시하는 문법형태소이며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며 문장에서 주로 부사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어 치사와 한국어 부사격조사의 차이 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장에서의 치가 다르다. 한국어 부사격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계를 표시하는 후치사인 반면에 국어 치사는 명사나 명사구 앞

에 치한다. 둘째는 한국어 부사격조사는 의미 기능상 포 인 다의성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치사는 기능상 보다 분화되어 있다. 즉, 한국어의 부사격조사는 

국어 치사에 비해 보다 의미 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보다 독립 이다. 부분의 

치사는 부사격조사처럼 한 형태가 다양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지 않지만 ‘在’(장

소, 시간), ‘从’(출발 , 경로)등과 같이 한 형태가 몇 개의 의미 기능을 공통 으로 

나타내는 치사도 있다. 셋째는 한국어 부사격조사는 품사 통용 상이 없는데 반

해, 국어의 치사는 동사로도 사용한다.29) 넷째는 한국어 부사격조사는 다른 조

사와 결합해서 사용될 수 있지만 국어 치사는 다른 치사와 함께 사용되지 

못한다.

에 정리한 것과 같이 국어 치사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문장에서는 명사

28) 치사의 분류에 해서 黄伯荣·廖旭东（2007), 손득 (2010), 허성도(2010)등 국과 

한국에서 출 한 국어 문법책에 의해 정리해서 분류하 다.

29) 부분의 치사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치사는  동사와의 문법 인 특

징이 비슷하며 동사의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他在家（그는 집에 있다.） 

    b. 他在家休息（그는 집에서 쉰다.）

    동일한 단어 ‘在’는 a에서는 동사로 쓰이고 b에서는 치사로 쓰인다.

동작의 주체(施事), 동작의 

상（受事）

对， 对于， 关于， 跟， 和， 同， 给， 

替， 向， 除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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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사구와 결합하여 한국어의 부사격조사 의미 기능과 통사  측면에서 유사하

기 때문에 국인 학습자는 치사를 부사격조사와 완 히 응되는 문법 범주로 

인식하기 쉽다. 이러한 이 학습자의 '에', '에서', '로' 의미 기능 인식  사용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가 가진 의미 

기능에 응하는 국어 표 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에'에 응하는 국어 표

(1)  장소

① 존재 장소

[존재 장소]의 '에'의 경우, '있다, 없다'와 결합하여 사람이나 사물의 소재를 나

타내는데 '에'에 응되는 국어 응 형태는 따로 없고 이때는 '에+(있다/없다)'

는 ‘在’와 응된다. 문 (ㄴ), (ㄷ)와 같이 '에'가 형용사 '많다, 다'와 결합하는 

경우에 국어 방 사 ‘上’과 응된다. 국어에서 '방 사(方位词)'30)가 장소를 나

타낸 명사와 결합해서 장소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다. 

(32) ㄱ. 우리 학교는 신 에 있다.

         我们学校在新村。

     ㄴ. 거리에 사람들이 많다.

         街上人很多。

     ㄷ. 문에 붙은 메모를 발견했다.

         发现了贴在门上的便条。

 ②  행  장소

30) ‘방 사(方位词)’는 사물이나 사람의 구체 인 방향과 치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주로 

上( ), 下(아래), 里/内(안), 外(밖) 등이 있다. 한 방 사는 구체 인 자리나 치를 

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 인 배경이나 상황 등을 나타낼 때 독립 으로 나오

거나 치사와 어울러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 으로 문장에서 생략을 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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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ㄱ), (ㄴ)처럼 '에'가 '발생하다, 살다, 머무르다'류의 동사와 결합해서 사건, 

행 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 국어에서 치사 '在'로 표 된다. 

(33) ㄱ. 어젯밤 서울에 화재가 발생했다. 

        昨天晚上在首 发生了火灾。

     ㄴ. 나는 시골에 산다. 

         我住在农村。

     ㄷ. 의자에 앉아주세요.

         请做到凳子上

(2) 목 표 지

[목표지]의 '에'에 응하는 국어 문법 항목은 없다. 국어에서 행동의 목표장

소나 도달 을 나타낼 때는 치사를 쓰지 않고 뒤에 취하는 동사로 목표지를 표

한다.

(34) ㄱ.  목 지인 뉴욕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平安无事的到达了目的地纽约。

     ㄴ. 시내에 갑니다.

         去 内。

     ㄷ. 큰 마을 가까이에 이르러 좀 쉬기로 했다. 

         到达大村子之后决定休息一下。

(3 ) 상

'행  향을 받는 목표 상'의 '에'는 주로 '수혜의 상'을 나타내는 치사 '

给'31)와 응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은 한국어에서 '행 의 향을 받는 

31) 치사 '给'의 용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크게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 하나

는 수자, 수익자, 수혜자를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동작자를 이끌어 내어 피동을 나타

낸다. '被'의 뜻. 여기에 '에'에 응하는 '给'이 '수혜'를 의미가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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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의미를 표시할 때 상이 무정물일 때는 '에'를 쓰고 유정물일 때 '에게'를 

쓰지만 국어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모두 치사 '给'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행

자의 행 가 향을 미치는 상'의 '에'는 행 를 일으키게 하는 상을 나타내는 

치사 '于'와 응된다.

(35)  ㄱ.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我给花浇了水。

      ㄴ. 그분은 우리 교회에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他一直给我们教会出力。 

      ㄷ. 그 사람은 도박에 미쳐서 가정도 돌보지 않았다. 

          那个人沉迷于赌博都不顾家庭了。

(4) 시 간

 

시간을 나타내는 '에'는 주로 국어 치사 '在', 그리고 '(在)...之内'와 같은 '

치사+방 사'의 형식으로 조된다. '在'는 '장소'이외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기

도 한다. '在'는 시간명사(时间名词)나 시간을 표시하는 단어와 결합해서 사건이나 

동작의 발생시간이나 지속된 시간을 나타낸다.32) 

문(ㄱ),(ㄴ）처럼 구체 인 시간 즉, '~때'를 나타낼 때는 치사 '在'와 의미

으로 응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 '在'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에서 '一点，上午，下午，早晨，晚上'등과 같은 '시간사(时间词)'가 단독으로 

부사어가 될 수 있어 치사 '在'의 도움 없이 시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ㄷ)처럼 시간사가 문두에 올 경우 치사 '在'를 쓰지 않는다. 문

(ㄷ)에서의 '에'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국어에서 치사 '在'는 

방 사(方位词)'内'와 결합하는 형식으로 시간의 경과를 표시한다. 이때는 '在'를 

생략할 수 있다. 즉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 '에'는 '在...内'와 조된다. 이 경우에도 

'在'가 생략될 수 있지만 방 사 '内'는 생략할 수 없다.

32) 北京大学中文系1955,1957级 语 班(1982)에서 '시간'을 나타낸 '在'의 문법 설명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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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ㄱ.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다.

         我(在)早上运动。

     ㄴ. 한 시에 학교 앞에서 만납시다. 

         一点在学校门口见吧。

     ㄷ. 그 일을 한 시간에 다 끝내라.

         那件事情(在)一个 时内要做完。

(5) 환 경 , 상 황 , 조건

[환경, 상황, 조건]의 '에'는 국어에서 '(在)...中/下'와 같은 ' 치사+방 사'의 

형식으로 표 되기도 하며 무표 으로 응되기도 한다. 문(ㄱ)은 무표 으로 나

타내는  경우이고 (ㄴ)는 '在'와 응하는 경우이다. 문(ㄷ)은 행 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나타내는 데 국어에서 '在+ 방 사'의 형식으로 응된 것이다. 

(37) ㄱ. 이 비에 어딜 가십니까?

            这么大的雨(里)，您要去哪儿啊？

     ㄴ.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在我们周围有很多生活在苦难中的人。

     ㄷ. 남들이 다 떠나가는 국에 그만 혼자 쓸쓸히 남아 있었다. 

            在别人都离 的情况下，只有他凄凉的留下了。

(6) 단

문과 같이 '가격, 횟수'를 나타내는 [단 ]의 '에'는 국어에서는 '마다, 당'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每’로 나타나기도 하며 '~를 값으로 하여'의 뜻을 나

타낼 경우에는 치사 '以'와 응된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표지 없이 수, 가격, 셈의 기  등을 나타내는 수사 등으로 단 를 표 한다. 가격

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어순으로 의미를 드러낸다. 

(38) ㄱ. 게임 시디를 오천 원에 팔았다.

        游戏机以五千块的价格卖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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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부모님께 편지를 합니다. 

        我(每)一个月给父母写两次信。

     ㄷ. 이 빵은 하나에 300원씩입니다.

        这个面包(每)一个300块。

(7 ) 기

[기 ]의 '에'는 국어의 치사 '于'와 조될 수 있다. 치사 ‘于’는 비교의 

상을 나타낼 수 있다. 문에 제시한 것과 같이 국어에서 비교의 기 을 나타

내는데 서술어가 그 의미를 직 으로 나타내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기 ]

의 의미가 드러난다.

(39) ㄱ. 그것은 의에 어 나는 행동이다. 

        那是有悖(于)礼节的行为。

     ㄴ. 보약은 허약해진 몸에 특히 좋다.  

         补药对(于)虚弱的身体很好。

     ㄷ. 그 학생의 답안은 완벽에 가깝다.

         那个学生的答案接近(于)完美。

(8 ) 원인, 이유

[원인, 이유]의 '에'는 체 으로 국어에서 원인을 표시하는 치사 ‘因为’와 

응된다. 그리고 원인의 '에'는 피동의미가 내포될 경우에는 '피동'을 나타내는 

치사 '被'하고도 조될 수 있다. 

(40) ㄱ. 그까짓 일에 무 마음 상하지 마라.

        不要因为那种 事太伤心。

     ㄴ. 집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因为隔壁吵杂的声音没法睡觉了。

        (被隔壁吵杂的声音吵得没法睡觉了。）

     ㄷ. 희들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어미·조사>

         因为你们公司要毁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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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도구, 수단

'도구, 수단'을 나타내는 '에'는 국어 치사 ‘被’나 ‘用’과 응된다. 문 (ㄱ), 

(ㄴ)'처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주어가 의도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을 도

구로 하여'의 의미를 가진 치사 '用'와 응된다. 그러나 앞 에서 언 했듯이 

이 경우의 '에'는 '장소'의 의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따르면 여기

의 '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치사 '在'와도 응이 가능하다. 문 (ㄷ)과 같이 

서술어가 [피동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치사 '被'와 조된다. 

  （41）ㄱ.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 

           我们用阳光晒衣服。(我们在阳光下晒衣服)  

        ㄴ. 고기는 강한 불에 익 야 한다. 

           肉要用大火来烤。(肉要在大火上烤)

        ㄷ. 사과를 깎다가 칼에 손을 베었다.

           削平果的时候手被 子划了。

（ 10) 자격, 신 분

[자격, 신분]을 나타내는 '에'는 주로 국어의 치사 '为'와 조된다. '为'는 '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게 되다'의 뜻을 표 할 때 사용되

며 被'와 같은 피동의 의미도 드러난다. 문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에'는 자격을 

나타낼 때 뒤에 결합하는 서술어가 피동사나 피동 인 의미가 드러난 동사인 경우

에 치사 '为'와 조된다. 이 경우에 국어에서 피동의 의미를 드러내기 해 

피동을 나타내는 형 인 치사 '被'와 어울려 함께 쓰인다.

(42) ㄱ. 선생님께서 문과 학 학장에 취임하신 후로  뵙기가 힘들어. 

        师就任为文学院院长之后要见一面还是很难的。

     ㄴ. 철수가 오늘 반장에 임명되었다. 

        哲洙今天被任命为班长。

     ㄷ. 박 사장이 의장에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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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社长被选为议长。

 (11) 첨 가

문과 같이 [첨가] 의미를 나타내는 '에'는 국어에 응하는 형태가 없으며 

번역에 의하면 치사 ‘在’에 방 사(方位词) '上'이 붙어 '在...上/里'와 응될 수 

있으며 치사 '在'는 생략이 가능하다.

(43）ㄱ. 국에 밥을 말아 먹다. 

        在汤里泡饭吃。

     ㄴ. 커피에 설탕을 반 숟가락만 넣어라.

        在咖啡里加上半勺糖。

     ㄷ. 3에 5를 더하면 8이 된다.   

        3加上5等于8      

에서는 '에'에 조하는 국어 표 을 의미 기능별로 살펴보았다. 각 의미 기

능에 조되는 국어 치사나 표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4> '에'에 조하는 국어 표

의미 기능　 문  국어 표

장소

존재 장소
-학교에 있다

-학교에 사람이 많다.
ⵁ

행  장소
-서울에 산다.

-의자에 앉아주세요.
在

목표지 -집에 가다. ⵁ

상

-꽃에 물을 다.

-그는 도박에 미쳐  재산을 다 

날렸지.

给/于

시간　
-1시에  만납시다.

-하루에 그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在/ⵁ/在…内

단
- 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부모님께 편

지를 합니다.
每/以/ⵁ

환경, 상황, 조건 -이 비에 어딜 가십니까? ⵁ/在/在...上

기 -이 약은 건강에 좋다. 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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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서'에 응하는 국어 표

(1) 장소

'에서'는 행 자의 행 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때는 국어 장소를 나타

내는 치사 '在'와 조된다. ‘에서’와 응되는 의미 기능의 '在'는 생략할 수 없다. 

(44) ㄱ. 여름에는 해변에서 쉬는 게 소원이다.

        夏天的时候在海边休息是我的愿望。

     ㄴ. 우리는 이참에 도서 에서 만나기도 하 다. 

        我们约早上在图书馆见面。

     ㄷ. 시장에서 바지를 샀습니다. 

        在 场买了裤子。 

(2) 배 경 , 범

 

[배경, 범 ]를 나타내는 '에서'는 일반 으로 치사 '在'와 응된다. 시 'ㄷ'

의 경우 행 가 미치는 구체 인 범 를 표시하는데 방 사 '中/上/'과 결합해서 '

在...中/上'과 같은 표 으로 응된다.

(45) ㄱ. 지난번 꿈에서도 여자가 나타났다면서요. 

         听说你(在)梦里又梦见女孩了？

     ㄴ. 선생님께서는 그 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셨군요. 

         师原来在这么艰苦的环境下学习过啊。

     ㄷ.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랑이다. 

         在世界上 美的东西就是爱情

-그 학생의 답안은 완벽에 가깝다.

원인, 이유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깨다. 因为/被

도구, 수단　
-칼에 손을 베었다.

-난비에 라면을 끓어먹었다.
被/用

자격, 신분 -그는 방장에 뽑혔다. 被/为

첨가　 -3에 5를 더하면 8이 된다. 在...上/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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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발

'에서'는 출발 이나 행 의 기 , 그리고 어떤 말이나 사실의 출처를 나타내는

데 이때는 국어 치사 ‘从’과 응된다. 주체의 행 나 발화의 출발 을 나타내

는 '에서'는 치사 ‘以’와 응된다. 

 

(46） ㄱ. 그는 다시  자리에서 후닥닥 일어났다. 

         他匆忙的从座位上起来了。

      ㄴ. 서울에서 몇 시에 출발할 정이냐? 

          准备几点从首 出发?

      ㄷ.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 입니다. 

          以感谢的心情说的这番话

(3 ) 기

'에서'의 [기 ] 의미는 '비교의 기 '과 '거리의 기 '의 의미로 세분된다. '

비교의 기 '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다'의미를 나타낸 치사 ‘比’와 응된다. 

'거리의 기 '을 나타낼 때는 동사 ‘离’와 응된다.   

(47) ㄱ. 이에서 어  더 나쁠 수가 있겠어요? 

         还能比这更差么？

     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怎么能比现在的情况更好呢？

     ㄷ. 집이 학교에서 제법 멀지만 다닐만해요.

        家里离学校虽然很远但是可以走着去。

'에서'의 의미 기능과 응되는 국어 표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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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5> '에서'에 조하는 국어 표

2.3. '로'에 응하는 국어 표

（ 1） 방향 , 지향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는 국어 치사 '朝/向/往'과 응된다. [지향 ]

을 나타낼 때는 이와 응되는 국어 문법 형태가 없다. 

(48) ㄱ.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갔다. 

         我一放学就回家了。

     ㄴ. 이 버스 종로로 갑니까? 

        这个汽车朝/向/往钟路方向走么？

     ㄷ. 성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大成朝/向/往门的方向走过去了。

(2) 경 로

[경로]의 '로'는 국어 치사 '从/由'와 조된다. 치사‘从’은 '출발 '의 의미 

이외에  '경로 혹은 경과하는 노선'을 표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치사 

'由'는 '从'과 가장 유사한 치사로 '경로'의 의미 기능도 가지고 있다. 

(49) ㄱ. 서울에서 구로 해서 부산에 갔다.

        从首 从(由)大邱去了釜山。

의미 기능 문 국어 표

장소 -여름에는 해변에서 쉬는 게 소원이다.　　 在

배경, 범 -세상에서 나는 엄마를 가장 사랑하다. 在/在...上

출발
- 정수는 다시  자리에서 후닥닥 일어났다. 　

-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 입니다. 
从, 以

기 　
-학교는 집에서 멀어요.

-이에서 어  더 나쁠 수가 있겠어요? 　
ⵁ/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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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수는 종로로 갑니다.

         英淑从(由)钟路走了。

     ㄷ.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从(由)这条路走能更快的到达。

 (3 ) 재 료 , 도구, 수단

문 (ㄱ), (ㄴ)의 '로'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거나 어떤 행 의 도

구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국어에서는 [도구]의 의미와 [재료]의 의미에는 큰 차

이가 없으며 치사 '用'로 표 된다. 그러나 문 'ㄷ'와 같이 사람이 어떤 교통수

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에 '로'는 동사 '坐(타다)'로 표 된다.

(50) ㄱ. 나무로 집을 짓는다. 

        用树木盖房子。

     ㄴ. 연필로 쓰세요. 

        用铅笔写字

     ㄷ.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로 갑시다. 

            没时间了坐出租车走吧。

（ 4）  방식, 양 상  

[방식, 양상]의 '로'는 체 으로 국어 치사 ‘以’, ‘用’로 응될 수 있다. 그

러나 문 'ㄷ'와 같이 '그러한 차림을 한 채'의 뜻을 나타내는 '로'는 치사 '以'

로 번역해서 의미 으로 이해가 가능하지만 표 이 자연스럽지 않다. 

     

(51） ㄱ. 계속해서 이러한 태도로 나오면 곤란해.  

          总以这样的 度对待问题的话我们也很难做。

     ㄴ. 그는 화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她用生气的脸对着我。

     ㄷ. 유미는 언제나 청바지 차림으로 회사에 간다. 

          

?

尤美总是以牛仔裤的装扮去公司。(尤美总是穿着牛仔裤去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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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 신 분 , 명 성  

[자격, 신분, 명성]의 '로'는 국어에서 자격이나 신분 등을 나타내는 ‘为’, ‘以’와 

응된다. 문 'ㄱ'의 경우는 자격을 나타내는데 ‘为’에 응되며, 문 'ㄴ'는 [신

분]의미를 나타내는데 ‘为’와 응한다. 'ㄷ'는 '~이라고 알려지다'와 같이 명성을 

표 하는데 국어에서 ‘以’로 표 된다.

(52) ㄱ. 군지 그녀를 아내로 맞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不管是 娶她为妻都会很幸福。

     ㄴ. 그는 특 원으로 서울에 와 있습니다. 

         他以特派员的身份来了首 。

     ㄷ. 한국은 불고기, 김치로 유명하지. 

             韩国以烤肉，泡菜闻名。

(6) 변 화

 '로'는 '변하다, 바꾸다, 되었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여 상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다. 국어에서 변화의 결과를 표 할 때는 주로 동사 '变(변하다/바꾸다)과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 ‘成’이 결합해서 '变成'와 같은 '동보구조(动补结构)'로 표

된다. 즉, '변화'의 '로'에 조하는 국어 형태는 없으나 동사로 직  표 된다. 

(53) ㄱ. 애정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 었다. 

        爱情瞬间变成了憎恶

     ㄴ. 체온이 드디어 37도로 떨어졌다. 

        体温终于变成了37度。

     ㄷ. 물이 얼어서 얼음으로 변했어요. 

        水冻成了冰。

(7 ) 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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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는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문 (ㄱ)~(ㄷ)처럼 이때의 

'로'는 국어 원인을 나타내는 형 인 치사 '因为'와 조된다. 

(54) ㄱ. 무슨 일로 그 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연세>

        因为什么事儿这么担心啊？

    ㄴ. 오늘은 웬일로 이 게 길이 한산하죠. <학습>

        今天不知道因为什么， 路上这么冷清

    ㄷ. 는 병으로 무척 고생했습니다. <문법서3>

        我因为生病受了很大的苦

(8 ） 시 간

 '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동작이 일어나는 때, 그리고 상황이 끝나거

나 시작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이에 조되는 치사는 각각 다르다. 문 (ㄱ)처럼 

정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로'는 치사 '在'와 조된다. 문 (ㄴ)과 같이 동

작이나 상황이 시작하는 시간을 나타낼 경우 시간의 시작 을 나타내는 치사 '

从'과 조된다. 한 문 'ㄷ'에서와 같이 사용되어 상황이 끝나는 시간을 나타

내는 '로'는 시간 으로 '~까지'의 뜻을 가진 치사 '到'와 조된다. 

(55)  ㄱ. 출발 시간을 오  6시로 정했으니 늦지 않도록 하세요.

         出发时间定在早上六点，请大家不要来晚    

      ㄴ. 오늘 이후로 규칙 으로 생활하겠다. 

         从今天 始要规律的生活。      

      ㄷ. 오늘로 제가 한국어 온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到今天为止我到韩国两个月了。

에서 살펴 본 '로'의 의미 기능에 응하는 국어 표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Ⅱ-16 > '로'에 응하는 국어 표

의미 기능 문 국어 표

방향, 지향 -오른쪽으로 가세요. 朝（往）/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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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에', '에서', '로'와 국어와의 조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치

사와 응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표 으로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

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유 형 1:  단 일  치 사와  응 하 는  경 우

     ① 한 치사가 부사격조사의 한 가지 의미에 응하는 경우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我给花盆浇了水。('에' [목표 상])

        -집이 학교에서 멀어요. 家里离学校远('에서' [기 ])

        -한국은 김치로 유명하지。韩国以泡菜闻名('로' [자격, 신분, 명성])

     ② 부사격조사의 한 가지 의미 기능이 두 치사와 응하는 경우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我们在阳光下晒衣服('에' [도구, 수단])

        -칼에 손을 베었다.手被 子划伤了。('에' [도구, 수단])

     ③ 한 치사가 두 개의 부사격조사와 응하는 경우

        -우리는 뒷문으로 갔다. 我们从后门走了。('로' [경로])

        -차는 서울에서 출발한다. 车子从首 出发。('에서' [출발 ]) 

-나는 내일 국으로 떠납니다.
경로 -이 길로 가야 빨리 갈 수 있다 从/由

재료, 수단 

도구

-나무로 만든 의자.

-연필로 이름을 쓰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로 갑시다. 

用， 坐(동사)

방식, 양상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한다.

-심리 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以

 자격, 신분, 명성 
-한국은 김치, 불고기로 유명하다.

-계속해서 이러한 태도로 나오면 곤란해. 
以, 为

변화 -얼음이 물로 되었다. 变成(동사）

원인, 이유 -그 일로 두 사람이 헤어졌다. 因为

시간

-출발 시간이 6시로 정했다.

-오늘 이후로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 10년째이다.

在/从/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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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2:  ' 치 사+ 방 사(方 位 词 )3 3 )'의 형 식으로 나 타 난  경 우

        -그 일을 한 시간에 끝내라.那件事情在一个 时内要完成。('에' [시간])

        -꿈에서 그 사람을 보았다. 在梦里见到了那个人。('에서' [배경, 범 ])  

     

유 형 3 :  치 사의 도움 이 없 이 앞 의 명 사나  서술 어 그  자체 로 부사격조   

         사의 기 능 을 나 타 내 는  경 우 （ 무 표 인 응 ）

        -논과 밭이 신도시로 바 었다. 农田变成了城  ('로' [변화])

        -고기 한 근에 얼마 요? 肉一斤多 钱？('에' [단 ])

이와 같이 국어 치사와 한국어 조사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에 있어

서 유사 이 많지만 '에', '에서' ,'로'와의 조는 치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표

과 응된다. 부사격조사 하나에 응하는 국어 표 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

히 일 일 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인 학습자에게 혼란을 래할 수 있으

며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 국인 학습자에게 부사격조사를 가르치는데 국어 향으로 오류를 나

타낼 수 있는 지 을 미리 측하고 강조한다면 오류를 방할 수 있는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 .  한국어교육에서 '에', '에서', '로'의 교수 황

 3.1. 한국어 교재에서 '에', '에서', '로'의 제시 양상

국인 학습자를 한 '에', '에서', '로'의 효율 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에 앞서, 기존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이 세 조사의 교수 학습 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어권 학습자를 연구 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에

서는 국 지에서 리 사용하고 있는 3종의 교재를 선정하여 교재에서의 '에', 

'에서', '로'의 제시 양상을 의미의 제시 순서, 제시 형태, 문법 설명 등 측면에서 

33) ‘방 사(方位词)’는 사물이나 사람의 구체 인 방향과 치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주로 

上（ ）, 下（아래）, 里/内（안）, 外（밖）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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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선정된 교재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Ⅱ-17> 분석한 한국어 교재 목록

교재에서 '에', '에서', '로'의 제시 형태는 주로 단독 형태소와 표  항목 두 가

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표  항목으로 제시된 경우는 크게 문형과 용표 으로 

나  수 있다. 문형은 'N에...가다/많다'와 같은 조사가 체언이나 용언의 활용형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시된 것이며 용표 은 '  깜박하는 사이에'와 같은 형식으

로 제시된 것이다. 문형으로 제시된 항목 에는 학습자가 '에', '에서','로'의 의미

를 분석 으로 생각하지 않아 덩어리 문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단독 형

태로 제시되는 '에', '에서', '로'에 한 인식과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에', '에서', '로'의 제시 형태에 따라 단독 형태소와 표  항목 두 가지 경우

로 나 어 교재에서의 제시 내용을 정리하 다. 먼  각 교재에서 단독형태소로 제

시된 '에', '에서', '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8>  교재에서 단독 형태소로 제시한 '에', '에서', '로'

34) 각 교재의 국어 서명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교정>（韩国语教程); <한국어>(韩国

语), <표 한국어>(标准韩国语).

서명34) 자 출 사 발행 시기 권수

<한국어 교정>
연세 학교 

어학당
세계도서출 회사 2007 1,2,3,4,5,6권

<한국어>
북경 학교 

조선문화 연구소
민족출 사 2009 1,2,3,4권

<표 한국어> 북경  외 북경 학출 사 2002 1,2,3,4권

조사 교재 단원 제시 역 제시 의미 

<한국어

교정>

에

1권2과 문법 [장소]

1권2과 문법 [목표지]

1권3과 문법　 [시간]

2권16과 유형연습 [단 ]

3권24과 유형연습 [도구, 수단]

에서

1권1과 유형연습 [출발 ]

1권4과 　문법 [장소], [출발 ]

1권10과   유형연습　 [배경,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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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어교정 >

<한국어교정>은 6권으로 구성되며 단원은 본문, 문법, 유형 연습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표와 같이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은 주로 · 에 해당하는 

1~4권에서 단독 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하는 역을 보면 주로【문법】에서 

로

1권5과 　문법

[방향, 지향 ], [재료, 도

구], [자격, 신분], [원인, 이

유]

3권23과 　문법
[시간], [방향, 지향 ], [수

단], [명성], [원인, 이유]

<한국어>

에

1권13과 문법과 용표

-에(1)

[시간], [장소], [목표지]

[ 상]

*[원인, 이유], [환경], [조

건], [범 ], [도구, 수단], 

[직무]

1권17과 문법과 용표 -에(2)[단 ]

1권22과 문법과 용표 -에(3)[기 ]

2권14과 문법과 용표
-에(4)[원인, 이유]; [도구, 

수단]

에서 1권12과 문법과 용표 [장소]

로

1권17과 문법과 용표 -(으)로(1) [재료, 도구, 수단]

1권18과 문법과 용표 -(으)로(2) [방향, 지향 ]

1권20과 문법과 용표 -(으)로(3)[변화]

1권21과 문법과 용표 [자격, 신분, 명성]

2권5과 문법과 용표 [원인, 이유]

<표

한국어>

에

1권17과 기본문법 [시간]

2권14과 기본문법 [단 ]

2권18과 기본문법 [원인, 이유]

에서
1권14과 기본문법 [장소]

1권24과 기본문법 [출발 ]

로

1권28과 기본문법 [방향, 지향 ]

1권28과 어휘 [수단]

2권1과 기본문법 [재료, 도구]

2권6과 어휘 [자격, 신분, 명성]

2권16과 기본문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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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설명 없이【유형 연습】 역에서 문과 연습 문제로 출

하는 경우도 있다. 제시하는 의미 기능의 다양성을 살펴보면 '에'의 다양한 의미 

 일부, [장소], [목표지], [시간], [기 ] 의미만 에서 집 으로 제시되고 있

는 반면에 '에서'와 '로'의 부분 의미 기능은 단독 형태소로 까지 이어 자세

히 다루었다. 특히 '로'의 경우는 사 에서 제시한 의미와 비교하면 거의 모든 의

미를 구체 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다양한 의미가 한 과에서 한꺼번에 제시되는 경

우가 많다. 문법 설명을 보면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형태·통사  특징, 그리고 자주 결합하는 서술어 등 문법 정보를 같이 제시

해 주기도 한다. 응하는 국어 표 을 같이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교재에서의 

문법 설명을 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 한국어>

<한국어>의 한 단원은 본문, 어휘, 문법과 용 표 , 연습, 보충 어휘로 구성된

다. 다른 두 교재와 같이 단독 형태소로 제시하는 '에', '에서', '로'는 주로 ·

에 해당하는 1,2권에 있다. 의미 제시 역을 보면 부분 의미는【문법과 용 

표 】 역에서 제시되고 있다. 제시된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에'의 [장소], [목표

助 词 ， 用 于 表 示 场 所 的 体 词 后 ， 表 示 主 语 存 在 的 场 所 ， 或 趋 向 动 词 的 目

的。表示存在处所的助词-에加上动词 '있다' 构成-에 있다的句型，表示‘××

在××（某处）’

('에'는 조사이다. 장소를 나타난 체언 뒤에 쓰여 주어의 존재 장소 혹은 

목표지를 표시한다.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는 동사 '있다'와 결합해서 

'-에 있다' 문형으로 구성된다.  ‘××在××（某处）’의 의미를 나타낸다.)

【1권2과 '에'에 한 문법 설명】

助词，用于体词后，表示方向，手段，资格，原因，等意思。

('에'는 조사이다. 체언 뒤에 쓰여 방향, 수단, 자격, 원인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

【1권5과 '로'에 한 문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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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간], [ 상], [기 ], [원인, 이유], [환경], [조건], [도구, 수단], [자격] 등 의

미가 있다. '에서'는 [장소]의 의미만 단독 형태소로 제시하고 있다. '로'의 경우는 

다른 두 교재와 큰 차이가 없으며 [재료, 도구, 수단], [방향, 지향 ], [변화], [자격, 

신분], [원인, 이유], [시간]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두 교재와 같이 한 단원에

서 여러 의미를 한꺼번에 열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두 교재와 차이를ㄹ 보

인 것은 조사의 의미에 번호를 붙여 '에(1), 에(2)'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시 방식은 '에'의 다의성을 보여주는 데 효과 이다. 한 

본 과에서 학습할 의미 기능과 같이 선행 학습에서 제시된 의미를 다시 언 하는 

도 다른 두 교재와 다르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 < 표 한국어>

<표 한국어>에서는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단독 문형으로 제

시하는 경우는 주로 1, 2권에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두 교재보다 제시하는 양도 

상 으로 다. 부분은【기본 문법】 역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문법 설명 없이

【어휘】 역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다. 제시된 의미 기능을 보면 '에'는 [시간], 

[기 ], '에서'의 [출발 ], [장소], 그리고 '로'의 [방향, 지향 ], [재료, 수단, 도구], 

[변화] 등의 의미만 제시하고 있다. 문법 설명에 있어서 조사의 의미 기능 심으

로 설명하고 있으며 조사의 통사 인 제약에 한 설명이 다른 두 교재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这个助词已在前面出现过， 表示场所，地点，方向及时间等含义。在本课中

副词格助词-에主要表示一定的条件与基准

 (이 조사는 앞에서 [시간], [장소], [방향], [시간]등 의미를 제시하 다. 본 

과에서의 '에'는 일정한 [기 ]의 의미를 나타낸다.)

【1권22과 '에'의 [기 ]의미에 한 설명】

에是助词，与表示时间的名词连用，表示时间.但通常不和‘어제,  오늘, 내

일, 지 ’等词共同使用。

('에'는 조사이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시간]을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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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언 한 것과 같이 교재에서 다루는 '에', '에서', '로'의 의미는 사 에 제

시된 것 의 일부이다.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은 문형이나 용 표

으로 목표 문법이나 어휘 역에서 제시하는 것도 있다. 3종의 교재에 제시된 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Ⅱ-19>  교재에서 표 항목으로 제시된 '에', '에서', '로' 

어제, 오늘, 내일, 지 ' 등의 어휘와 함께 쓰이지 못한다.)

【1권17과 '에'의 [시간]의미에 한 설명】

교재

제시 항목

<한국어교정

>

<한국어

>

<표 한국어

>

에

-이/가...-에 있다/없다 1권

-에 가다 1권

- 기  때 문에 1권 1권 2권

-(으)ㄴ 후에/-(으)ㄴ 에 1권 1권

-만에 2권 2권

-에다(가) 2권 1권

-에 비해서 2권

- 에 따 라 (서)/ - 에 따 르 면 / 에 

따 라
3권, 5권 3권 3권

-에 의하면 4권, 6권 1권

-에 의하여 5권

- 는  김 에 4권, 5권 1권 2권

- 는  바 람 에 4권, 5권 4권 3권

-에 하다 1권

-(-으(ㄴ))덕분에 2권

-에 련되다

-에 한(-에 하여, -에 

해서)

2권

- 에 비 하 여 (- 에 비 해 ) 2권 2권

-에 그치다 3권

-에 달리다 3권

-ㄴ 끝에/-은 끝에/ -던 끝에 4권

-에 불과하다 4권 4권

-에 비례하다 4권

-는 길에 3권

-에 신에 3권

-에 해서/ 한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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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표와 같이 교재에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은 문형이나 

용 표 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 으로 보면 교재에서 제시된 항목의 수량이 많이 다르고 제시 순서에 있어

서도 차이를 보인다. 의 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항목은 3종의 교재에서 공통 으

로 제시된 것인데, 총 일곱 개 밖에 없다. 제시 순서의 차이와 련해서 를 들면 

표  항목 '-기에'는 <한국어 교정>에서 고  단계에 해당하는 5권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에 해당하는 1권에서 제시하고 있다.  

교재별로 보면 <한국어 교정>은 가장 많은 표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 에다 가 5권 2권

나 에 2권

행복에 젖다 4권

마음에 들다 3권 2권 1권

축에 들다 4권

몸에 배다 5권

에 띄다 5권

보험에 들다 5권

옛 생각에 잠기다 6권

에

서

-에서...까지 1권

-에서...사이 3권

-에서 비롯되다 4권

-  에서 2권 2권

-에서 가깝다/멀다 1권 2권

-에서부터- 에 이르기 까지 3권

로

-(으)로 가다/오다 2권

-(으)로 유명하다 2권

-(으)로 해서[경로] 2권 3권

-(으)로 해서[원인] 6권

- (으)로 인해 (서) 4권 2권 3권

-(으)로 보니 4권

-(으)로 까지 5권

-(으)로 따지면 6권 4권

-(으)로 볼 때 6권

-(으)로 따진다면 6권 4권

-로 하여 3권

-로 삼다 2권

구체 으로 4권

공동으로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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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항목을 단계별로 다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의미 기능으로 보면 '에' 의 

[원인], [ 상], [시간], [기 ], [첨가], '에서'의 [출발 ], [범 ], 그리고 '로'의 [경

로], [방식, 양상], [원인] 등 의미와 련된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도 

'에', '에서', '로'와 련된 문항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다른 두 교재와 차이를 보

이는 것은 모든 표  항목이【문법】 역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문법 설명에 있어

서도 덩어리 형식으로 표  문항의 의미만 설명하지 않고 문항의 문법  구성에 

한 설명도 같이 제시되어 있다는 이다. '에'의 [원인], [첨가], [기 ], '에서'의 

[기 ], [출발 ], '로'의 [방향], [자격, 명성], [경로], [원인, 이유] 등 의미에 련된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한국어>에서는 '에', '에서', '로'에 련된 문형을 단

계별로 골고루 다루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다른 두 교재와 차이를 보인 것은 주로 

단독 형태소로 제시되는 '에'의 기본 의미인 [존재 장소], [목표지] 등 의미를 문형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다. 제시된 의미 기능을 보면 '에'의 [장소], [원인], [기

], '에서'의 [배경, 범 ], 그리고 '로'의 [방향, 지향 ], [명성], [경로], [원인, 이

유] 등이 있다. 

3.2. 교재와 사 에 제시된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 비교

에서는 3종의 교재에서 나타나는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 제시 양상과 

설명 방식을 단독 형태소와 표 문항으로 나 어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사

에서 제시된 의미 기능과 완 히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요

구나 문법 항목의 요도는 교재에서 반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제시된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사 에 제시된 것과 비교해서 한국어 교육에서 학

습 항목으로 다루는 의미 기능을 알아볼 수 있다. 다음 표는 사 과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Ⅱ-20> 교재와 사 에 제시된 '에'의 의미 기능 비교35)

35) 표기 '○'는 해당한 의미가 교재에 제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표기'×'는 해당하는 의미

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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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와 같이 교재에서 공통 으로 제시된 '에'의 의미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3종의 교재에서 공통 으로 제시된 의미 기능은 [장소], [목표지] [ 상], 

[시간], [단 ], [기 ]이 있다. 2종의 교재에서 공통 으로 제시된 의미 기능은 [원

인, 이유], [도구, 수단]이 있다.

<표 Ⅱ-21> 교재와 사 에서 제시된 '에서' 의미 기능 비교

 '에서'의 의미 기능 에서 [장소], [출발 ]은 3종의 교재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고 [배경, 범 ], [기 ]의 의미는 2종의 교재에서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Ⅱ-22> 교재와 사 에 제시된 '로'의 의미 기능 비교

 사 에서 제시된 

'에'의 의미 기능

교재에서 제시된 '에'의 의미 기능

<한국어 교정> <한국어> <표 한국어>

장소 ○ ○ ○

목표지 ○ ○ ○

상 ○ ○ ○

시간 ○ ○ ○

단 ○ ○ ○

환경, 상황, 조건 × × ×

기 ○ ○ ○

원인, 이유 ○ ○ ○

 도구, 수단 ○ ○ ×

자격, 신분 × ○ ×

첨가 ○ × ×

 사 에서 제시된 

'에서'의 의미 

기능

교재에서 제시된 '에서'의 의미 기능

<한국어 교정> <한국어> <표 한국어>

장소 ○ ○ ○

배경, 범 ○ ○ ○

출발 ○ ○ ○

기 ○ ○ ×

 사 에서 제시된 교재에 제시된 '로'의 의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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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의 경우 [재료, 도구, 수단] [방향, 지향 ], [자격, 신분, 명성], [원인, 이유]

의 의미 기능을 3종의 교재에서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방식, 양상], [경로], 

[변화]의미는 2종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다. 

3.3. 한국어 교재에서 '에', '에서', '로'의 제시 특징  문제

3종의 교재 분석 결과를 통해 국 지 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에' 

, '에서', '로'를 제시의 특징  문제 을 알 수 있었다. 제시 내용, 제시 형태, 의

미의 제시 순서, 설명 방식, 연습 활동 등의 측면에서 교재들의 특징  문제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 '에서', '로'의 제시 형태  제시 역은 교재마다 차이를 보인다. 제

시 형태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의미 기능에 해서 다르게 다루는 경우가 많다. 교재

에 따라 단독형태소로 따로 설명하는 경우와 덩어리 표 이나 용표 을 제시하

는 경우가 있었다. 제시하는 역을 보면【문법 역】에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휘 역】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를 들어 <한국어 교정>'에서 '에서'의 

[배경, 범 ] 의미를 문법 설명 없이【유형 연습】의 문으로 제시하 다. 한 

<표 한국어>에서는 '로'의 [자격] 의미를【보충 어휘】로 다루고 있었다. 이와 같

이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명시 인 설명 없이 연습이나 어휘 역에만 

제시되어 있는 형식은 각 조사의 의미에 한 학습자의 주의 환기를 어렵게 만드

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로'의 의미 기능 <한국어 교정> <한국어> <표 한국어>

방향, 지향 ○ ○ ○

경로 ○ × ○

재료, 도구, 수단 ○ ○ ○

방식, 양상 ○ ○ ×

자격, 신분, 명성 ○ ○ ○

변화 × ○ ○

원인, 이유 ○ ○ ○

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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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은 어디 요?

                              【<한국어 교정> 1권4과, 유형연습 D4】

-(으)로 助词， 表示资格

                                     【<표 한국어> 2권1과】

둘째,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를 집 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교재

에서는 '에', '에서', '로' 부분의 의미 기능을 · 에 해당하는 권에서 집

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 의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나선형 교수 방법을 강조하고 있

지만 체 으로 보면 세 교재 모두 · 에 해당하는 권에서 '에', '에서', '로'의 

부분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고 에 가서 다시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조사의 여러 의미를 한 과에서 한꺼번에 제시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는 '에', '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단계에 따라 연계 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학습자가 고  단계에 올라가서도 '에', '에서', '로'의 다

양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문법 설명에 있어서 교재마다 차이를 보 다. '격조사'라는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 각 조사의 의미만 설명하는 교재도 있었다. 체

으로 보면 의미를 설명하는데 부분 교재는 조사의 의미 기능에 응하는 국어 

표 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의 의미 기능과 문법 규칙에 한 체계 인 설명

이 부족한 것은 공통 인 문제 이다.              

넷째, 교제에서 제시하는 문이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부사격조사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한 과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법으로 설명하는 의미 기능과 

문이 서로 일치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 다. 설명에 있는 의미 기능이 문

에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설명에 있지만 해당하는 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 교정> 1권4과, '로'에 한 설명과 문)



- 71 -

 의 그림과 같이, 문법 설명에서 '로'의 원인 의미를 제시했지만 해당된 문

이 없고, 의 시에서 설명에 나타나지 않는 [재료]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법 설명과 문의 불일치는 학습자에게 이해 상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상으로 국 국내에서 리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서 '에', '에서', '로'에 

한 제시 내용과 제시 방법에 해서 살펴보았다. 교재에서 '에', '에서', '로'의 다

양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하는 형태나 제시 순서는 교재마다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교재에서는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를 체계 으로 제시하지 못하

고 있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국인 학습자들이 부사격조사에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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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인 학습자의 부사격조사 인식· 사용 양상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인 학습자의 '에', '에서', '로'

의 사용 양상과 오류를 살펴보기 하여 연구자가 국 지 한국어 공 학습자 112

명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계 으로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에 의

하여 국인 학습자의 부사격조사 사용에서 나타난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1.  자료 수집  분석 방법

1.1. 설문조사 상

본 연구는 국 국내 한국어과 2,3 학년 학습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는 '에', '에서', '로'에 한 학습이 에서부터 이루어지만 학습자가  

단계에서 아직 이 조사들의 의미와 용법에 한 학습을 마치지 않기 때문에 다양

한 의미의 사용 양상을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

능에 한 학습이 이루어진 단계의 학습자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교

재분석의 결과로는 '에', '에서', '로'의 부분 의미 기능이 · 에 해당한 권에 

출 되었으며 2, 3학년 학습자가 이 의미 기능들에 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단

하여, 본 연구에서 실험을 실시한 학습자 집단은 국 국내 2，3학년 한국어과 재

학생으로 한정하 다. 본 조사에 참여하는 상자는 국 국내 3개 학교에 재학 

인 국인 학습자 총 112명으로 구성되었다. 2학년 학습자는 58명이고 3학년 학

습자는 54명이다. 학습자 집단의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Ⅲ-1> 설문조사 상자 정보

 

학 정보 총 인원(명) 2학년(명) 3학년(명)

정주경공업 학

(郑州轻工业大学）
47 33 14

 산동과기 학

（山东科技大学）
35 20 15

청도이공 학

（青岛理工大学）
30 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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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문조사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 살펴보기 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기존의 연구

들은 부분 ·한 조분석을 통해서 학습자의 오류를 측하거나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수집해서 오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측하는 오류는 

실제 범하는 오류와 다를 수가 있으며 쓰기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한 문법

의 출  빈도가 낮거나 학습자의 회피로 인해 오류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연구의 목   상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과

정에 출 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심으로 학습자의 사용양상

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하 다. 문항 설정에 있어서, 국어사   한국어 문법

사 , 그리고 한국어 교재 등 다양한 자료에서 나온 문을 활용하여 설정하 다. 

설문 조사는 크게 '에', '에서', '로'의 '인식·사용 양상 조사'와 '교수·학습 실태 조

사' 두 부분으로 나 어졌다. 한 본 연구에서는 양  통계에만 그치지 않고 국

인 학습자가 '에', '에서', '로'에 해 실제 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하여 사후 인터뷰(Follow-up interview)도 함께 실시하 다. 각 부분의 구

체 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인식· 사용  양 상  조사

인식 양상 조사는 학습자가 '에', '에서', '로'에 해 알고 있는 의미를 쓰게 하

는 단답형 문제로 출제하 다. 이는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에 

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해 설정하 다.   

사용 양상 조사는 문법성 단 테스트(Grammatical judgement test)로 구성하

다. Ⅱ장 교재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교재에 제시된 의미는 사 에 제시된 것과 완

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테스트에 출제된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하 다. Ⅱ장에서 교재와 사 에서 제시된 '에', '에서

', '로'의 의미 기능의 비교 결과를 기 으로 학습자의 학습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의 교재에서 공통 으로 제시된 의미 기능만 출제하 다. 두 교재 이상에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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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된 의미를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Ⅲ-2> 교재에서 공통 으로 제시된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

빈칸 채우기 테스트는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 분석에 의해 두 가지 유형

으로 나 어 구성하 다. 첫 번째는 '에', '에서', '로'만 가지는 고유의미를36) 심

으로 출제하 다. 두 번째는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 기능을 심으로 출

제하 다. 각 테스트에 출제한 의미 기능은 다음 표와 같다.

 < 표Ⅲ-3> 빈칸 채우기 테스트의 유형

이 두 유형의 테스트 차이는 보기 문항에 있다. '빈칸 채우기1'의 보기 문항은 '

에', '에서', '로' 이외에 '이/가', 목 격조사 '을/를', 부사격조사 '에게'를 추가하

여 설정하 다. 이는 비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 학습자가 '에', '에서', '로'를 

사용하는 데 다른 격조사와의 치 오류도 나타낸 것을 확인하여 보기 문항에 격

36) 김연지(2007)에서는 부사격조사의 의미 에 다른 조사로 교체되어 쓰일 수 없고, 그 

조사만이 가지는 의미를 '고유의미'로 지칭하는 바가 있다. 분 연구는 '고유의미'라는 

정의를 인용해서 쓰고자 한다. 

조사 의미 기능

에 [장소], [목표지], [ 상], [시간], [기 ], [원인, 이유], [도구, 수단]

에서 [장소], [배경, 범 ], [출발 ], [기 ]

로
[방향, 지향 ], [경로], [재료, 도구, 수단], [자격, 신분, 명성], [원인, 이

유], [방식, 양상], [변화]

테스트       

유형
의미 분류 조사 의미 기능

빈칸 채우기1 고유의미

에 [ 상], [시간], [단 ], [기 ]

에서 [배경, 범 ], [기 ]

로
[재료], [방식, 양상], [자격, 명성], 

[변화]

빈칸 채우기2 유사의미 

에-에서 [장소]

에-로 [도구, 수단], [원인, 이유]

에-에서-로
'에'-[목표지]; '에서'-[출발 ]; 

'로'- [방향, 지향 ],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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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가', '을/를'도 넣었다. '빈칸 채우기2'의 보기 문항은 '에', '에서', '로' 

만 있다. 이는 Ⅱ장에서 '에', '에서', '로'의 의미 역에 한 분석결과, 그리고 

비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설정하 다. 즉,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 기

능에 을 두고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보기 해 다른 격조사의 향을 배제시

켜 보기 문항에서 '에', '에서', '로'만 제시하 다.        

테스트 문항 설정에 있어서 주로 국어사   문법 사 , 한국어 교재, 다양한 

문어 텍스트 등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에 한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 다. 세분된 의미 기능 분류37)에 기

해서 한 가지 의미 기능에서 2개의 문항을 출제하 다. 학습자의 언어 수 을 고려

하여 어려운 어휘를 국어로 표시해 주었다. 한 비조사를 통해서 답이 유일하

지 않은 문항에 해서 다시 수정하거나 연구자가 의도한 '에','에서', '로'의 의미 

기능에 맞게 번역문을 주었다. 인식·사용 양상 설문조사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4> 학습자의 인식·사용 설문조사 문항 구성 시

 

37) 이를테면 '에'의 [장소]의미는 세분 의미를 기 으로 해서 [존재 장소], [행  장소] 각 

두 개씩 문항을 설정하 다.

설문지 구성 문항 형식 문항 시

Ⅰ. 사용 양상 조사

빈칸 

채우기1

엄마는 매일 아침에 꽃(   ）물을 다.

하루 종일 공부(   ）집 하게 되면 뇌가 피

로해지기 쉽다. (피로하다:疲劳)

빈칸 

채우기2

그 사람은 갑작스러운 병(    ) 돌아가셨다.

비(  )옷이 다 젖었다.

Ⅱ. 인식 양상 조사 단답형

'에', '에서', '로'에 해 아는 모든 의미를 

간단하게 쓰세요.( 시의 형식을 참조해서 자

신을 표 하고 싶은 모든 의미를 쓰세요.)

< > 에게: 给，对,/表示对象，表示被动/친구

에게 선물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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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 학습 실 태  조사 

교수·학습 실태 조사는 국 지 학교 한국어 교육 장에서 '에', '에서', '

로' 에 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가 '에', '에서', '로'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학습하는 지를 알아보기 해 설정하 다. 교수·학습 실태 조

사의 문항을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 사후  인터 뷰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통계 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학습자

의 실제 생각을 명확하게 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하

게 단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을 보완하기 해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 자료를 질 으로 보충한다. 각 학교에서 4명씩 총 12명의 학습자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의 질을 확보하기 해 설문조사 실시 직후부터 5일 

이내 기간에 설문의 결과를 토 로 1차 인터뷰를 실시하 다. 학습자의 인식 양상

을 확실히 알기 해 연구 과정에서 추가 으로 2차 인터뷰도 실시하 다. 인터뷰

는 학습자의 모국어인 국어를 사용하여 진행하 다. 연구자가 질문하고 학습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연구자는 학습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녹취하거나 기

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사후 인터뷰 질문은 학습자의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

로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반 인 인식과 련된 질문을 설계하 다. 인

터뷰 질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소에 쓰기나 말하기에서 조사 '에', '에서', '로'를 사용하는데 어려     

 움을 겪거나 고민해 본 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없다 ③보통 ④있다 ⑤ 자주 있다.

2.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한국어 조사를 학습했습니까?

3. 수업에서 교사가 '에', '에서', '로'에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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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 '에서', '로'의 인식 양 상   분 석

학습자가 평소 한국어 사용에 있어서 부사격조사의 사용에 한 인식 양상을 설

문조사와 사후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평소의 한국어 사용에 '에', '에서', 

'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한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Ⅱ.1#】 1.  평소에 쓰기나 말하기에서 조사 '에', '에서', '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해 본 이 있습니까?

<표 Ⅲ-5> '에','에서','로'에 한 인식 양상

 

설문조사의 결과로 보면 70% 이상의 학습자가 평소 '에', '에서', '로'를 사용하

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사후 인터뷰의 결과를 통해서 이 에는 조사의 사

용이 요하지 않고 생략이나 교체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평소에 유의하게 

사용하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설문조사 에 '에', '에서', '로'에 해서 알고 있는 모든 의미를 쓰게 한 

문항이 있다. 이 문제는 자유형식의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해서 학습자가 알고 있는 

의미를 국어에 응하는 표 이나 '에', '에서', '로'에 련된 연어 표  등의 형

식으로 쓰게 하 다. 학습자가 쓴 의미 에 완 히 습득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미로 볼 수 없지만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에서 어떠

한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답안을 Ⅱ장에서 분석한 

‣ 평소에 '에','에서','로'에 해서 유의하면서 써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에 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 이 문항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여기에 왜 이 조사(학습자 선택하는       

조사)를 선택했어요? 이유가 뭐 요? 왜 다른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 '에', '에서', '로'를 사용할 때 헷갈린 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요? 

 없다 없다 보통 있다 자주 있다

1.8% 4.5% 20.5% 33% 40.2%



- 78 -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과 조해서 정리하 다. 이 문제를 응답하지 않은 

학습자가 11명이 있는데 이를 제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6> '에'의 의미 기능에 한 응답

의 표에 제시한 것과 같이 에서 다루는 [장소], [시간] 의미를 쓴 학습자는 

반수 이상 넘었다. 그러나 [단 ]의미 기능은 모든 교재의  단계부터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응답이 10%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한 [원인] 의미

를 응답한 학습자의 답안을 보면 부분은 '-기 때문에', '기에'와 같은 용표

을 쓴 학습자가 많다. [ 상], [도구, 수단]등 의미 기능에 한 응답도 있지만 비율

이 매우 낮으며 교육과정에 명시 으로 제시되지 않는 [자격], [첨가] 등 의미에 

한 응답은 없었다. 

<표 Ⅲ-7> '에서'의 의미 기능에 한 응답

 

'에서'의 의미 기능에 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보면 [장소]  [출발 ]의미 

기능에 한 인식도는 모두 6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 범 ]의미 기능에 

한 응답이 상 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에서...가장/제일'의 형식으로 

학습자의 응답  빈도(회) 비율(%)

[존재 장소] 79 78.2

[시간] 63 62.4

[목표지] 54 53.5

[ 상] 23 22.8

[단 ] 13 12.9

[원인, 이유] 19 18.8

[도구, 수단] 2 2.0

학습자의 응답  빈도(회) 비율(%)

장소 60 59.4

출발 55 54.5

배경, 범 35 34.6

기 1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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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답안이 가장 많았다. [기 ]의미 기능에 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고, 주로 '에

서...가깝다/멀다'와 같은 거리의 기 에 련된 용표 을 쓴 답안이 많았다.

<표 Ⅲ-8> '로'의 의미 기능에 한 응답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로'의 의미 기능에 한 인식 양상을 살펴보면 '에','에서'

에 비해 학습자가 더 다양한 의미 기능에 해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하 다. [재료, 

도구, 수단], [방향]등 '로'의 기본 의미에 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며  [원인], 

[방식] 등 추상 인 의미 기능에 한 인식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어학에서 

일부 연구 에 기본의미로 다루는 [경로] 의미에 한 학습자의 인식도는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서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한 인식을 각각 분

석하 는데 종합 으로 보면 부분의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 

의 일부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도 주로 에서 학습한 기본 의미들이다. 학습자

가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가 다의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

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 기능이 있는지 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는 것을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응답  빈도(회) 비율(%)

도구, 수단 80 79.2

원인 62 61.3

방향 48 47.5

재료 45 44.6

신분 22 21.7

변화 18 17.8

방식 15 14.9

시간 14 13.9

경로 5 5.0

연구자: 你知道 '에', '에서', '로'有很多的意思和用法么？(에', '에서', '로'가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가진 조사인 것을 알고 있어요?)

학습자1: 恩，知道。(네, 알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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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 '에서' , '로'의 의미 차이에 한 인식 양상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

았다. 인터뷰한 결과는 부분 학습자가 이 조사들은 유사한 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변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서 수의 으로 이 조사들을 사용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에'，'에서', '로'에 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 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살펴본 결과는 부분 국인 학습자가 ‘에’, '에서', '로'가 다의  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다양한 의미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에 한 변별 인식이 부족한 것도 악할 수 있다. 

연구자: 你写的这些意思感觉平时阅读或 写作中都能理解并使用么？(답안에 쓴 

의미 에 평소 읽기나 쓰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학습자1:
在阅读中的差不多都能理解，但是在写作中有时候就不知道该用哪个词。写的

这些意思大部分都是学的时候背的，除了自己比较熟悉的，其他的也不太用。

(문장에서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문장을 쓸 때는 어떤 조사를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쓰는 의미는 부분은 수업에서 배운 것을 

그냥 외우는 것이고 , 잘 아는 의미 이외에 잘 안 썼던 거 같아요.)

【학습자 1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在使用'에', '에서', '로'的时候，有觉得会混淆么？('에', '에서', '로'를 

사용할 때 헷갈린 이 있습니까? )

학습자7: 恩. 有的, 特别是에和에서。(네. 있어요. 특히 '에'와 '에서'는 자주 

헷갈려요.) 

연구자: 那你一般怎么去辨别这些容易混淆的意思呢？ (그러면 이런 경우에 조사를 

어떻게 선택해요 ?)

학습자7: 不知道的时候就随便用吧。(모를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써요.)

【학습자 7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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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에', '에서', '로'의 사용  양 상   분 석

이 에서는 국인 학습자의 '에', '에서', '로'의 오류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의 특징에 따라 '고유 의미'와 '유사 의미'로 나 어 

분석하 다. 조사의 개별 의미 기능의 사용 양상에 심을 두고 분석하 으며 각 

의미 기능에서 문항나타나 오류율 차이, 오류의 유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

으로 분석하 다.

3.1. '에', '에서', '로'의 고유 의미 

3 . 1. 1.  '에'   

(1) 상

【#B1-13】엄마는 매일 아침에 꽃(   ） 물을 다.

【#B1-18】하루 종일 공부(   ） 집 하게 되면 뇌가 피로해지기 쉽다. 

          (피로하다:疲劳)

문항 'B1-13'은 행 의 향을 받는 목표 상과 련된 문항이다. 문항 'B1-18'

은 행 자의 상태에 향을 미치는 상에 한 문항이다. 문항의 정답률은 각각 

'60.7%', '51.8%'로 나타났다. 오류 양상을 보면 부사격조사 '에게', 그리고 목 격

조사 '을/를'과의 치 오류가 있다. '에'와 '에게'는 향을 받는 상을 나타내는 

데 모두 쓸 수 있는데 '에'는 주로 무정 명사 뒤에 쓰이고 '에게'는 사람과 같은 

유정 명사와 결합하는 통사 인 제약이 있다. '꽃'이나 '공부'는 무정물이기 때문에 

'에'와 결합해야 하는데 학습자가 이런 제약에 한 인식이 부족해서 '에게'와 교

에 에서 (으)로 이/가 을/를 에게 생략 회피

B1-13
빈도 68 0 0 0 18 26 0 0

비율 60.7% 0.0% 0.0% 0.0% 16.1% 23.2% 0.0% 0.0%

B1-18
빈도 58 0 0 0 25 29 0 0

비율 51.8% 0.0% 0.0% 0.0% 22.3% 25.9%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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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목 격조사 '을/를'과의 치오류를 나타낸 원인은 

학습자가 용표  '에 집 하다'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있으나 목 격조사 '을/

를'도 ' 상'의 용법을 가지고 있어서 두 조사의 용법을 혼동하여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2) 시 간

【#B1-14】우리는 5시(  ) 만납시다.

【#B1-4】그 일을 한 시간 만(   ) 다했어요.

 

문항'B1-14'는 '에'의 [시간]의미의 하  범주인 [시 ]의미에 한 문항이다. 이 

문항의 정답률이 '86.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에'의 [시 ]의미는 단순하고 

 단계에서부터 지속 으로 나타낸 의미로 학습자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

러나 '에'의 [시간  범 ]에 한 'B1-4'의 정답률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오류 양상을 보면 주로 '에서'와의 치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해서 학

습자가 '에서'의 [범 ]의미에 향을 받아 문장을 시간 인 범 로 확장 해석해서 

'에서'로 치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두 문항에서 모두 생략 

오류를 발견하 다. 이는 학습자의 모어인 국어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 명

사 그 자체로 부사 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국어의 향으로 발생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에 에서 (으)로 이/가 을/를 에게 생략 회피

B1-14
빈도 97 0 0 0 0 0 15 0

비율 86.6% 0.0% 0.0% 0.0% 0.0% 0.0% 13.4% 0.0%

B1-4
빈도 76 29 0 0 0 0 7 0

비율 67.9% 19.6% 0.0% 0.0% 0.0% 0.0% 12.5% 0.0%

연구자: (B1-4)这道题的意思你是如何理解的？为什么选择了'에서'呢?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왜 '에'를 선택했어요?)

학습자2: ‘在一个 时之内’，这样理解的，就是‘在...中’ 就选择了에서('한 시간 안에' 

이 게 이 해했어요. '에서'는 ‘在...中([범 ])’의 의미가 있어서 '에서'를 

선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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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단

【#B1-19】한 달(  )한번 씩 부모님께 편지를 합니다.

【#B1-10】손님: 이 사과는 얼마 요?  주인: 천원(   ) 두개 요

  

'에'는 단 나 셈의 기 을 나타낸 말 뒤에 쓰여 단 나 가격, 횟수 등을 나타내

다. 의 두 문항은 '에'의 [단 ]의미에 한 문항들이다. 두 문항의 정답률이 큰 

차이가 없으며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로', '이/가'와의 치오류가 있다. 한 두 

문항에서 모두 '에'를 생략하는 상을 보인다. 'B1-10'은 구어에서 '에'의 생략이 

허용될 수 있지만 'B1-19'의 경우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기 이 되어 행 자의 

행 가 그 시간 범 에 반복 으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에'의 생

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가격, 횟수'를 나타낸 '단 '의 '에'는 국어에서는 

‘每’(마다)로 나타낼 수 있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주로 수사나 어순에 의해

서 표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단 ]의미를 표 하는데 '에'를 의도 으로 쓰지 않

아 생략오류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로'와의 치 오류는 국어 치사 ‘以’의 향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로'의 의미 에 '도구, 수단', '방식, 양상', 그리고 '자격'까지 모두 국어 

치사 ‘以’와 조할 수 있는데, ‘以’는 '어떠한 기 으로 하여'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어서 학습자가 ‘以’의 의미를 이 문항에 과잉 용하여 오류를 일으킨 것이다. 

[단 ]의미를 모든 교재의  단계에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다양하

게 나타난 것은 국어의 향과 더불어 이 의미에 한 학습자의 이해도가 낮은 

연구자: 你是把一个 时理解成一个范围了么？（'한 시간'을 일정한 범 로 

이해했어요?）

학습자2: 是的。(네.）

【학습자 2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에 에서 (으)로 이/가 을/를 에게 생략 회피

B1-19
빈도 76 0 0 16 0 0 16 0

비율 66.1% 0.0% 0.0% 16.1% 0.0% 0.0% 8.0% 0.0%

B1-10
빈도 80 0 20 0 0 0 12 0

비율 71.4% 0.0% 17.9% 0.0% 0.0% 0.0% 10.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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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 기

【#B1-11】술은 건강（   ） 좋지 않아요.

【#B1-15】이 학생의 답안은 완벽（   ） 가깝다. 

'에'는 '좋다, 나쁘다' 등의 서술어와 결합해서 일반 인 단기 을 나타낸다. 

한 어울리다, 맞다, 멀다, 가깝다' 등의 서술어와 같이 쓰여 서술어의 단기 도 

나타낼 수 있다. 문항 'B1-11'는 일반 인 단 기 에 한 문항이다. 문항 

'B1-15'는 서술의 단 기 에 한 문항이다. 두 문항의 정답률이 각각 '67.9%', 

'55.4%'로 나타나 1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재 에 '에'의 기  의미를 

나타낼 때 '몸/건강+ 에+ 좋다/나쁘다'의 문형으로 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이 문형을 덩어리로 받아들여 용 인 표 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정답

률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문항 'B1-15'의 경우는 정답률이 낮게 나

타나며 회피 오류도 보인다. 인터뷰를 통해서 '에서'에 치하는 오류는 학습자가 

용표  '에서 가깝다'를 과잉 용해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 ]을 

나타낸 '에'의 체 으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학습자가 '에'의 기  쓰임

에 해 숙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연구자: (B1-19)这道题的意思你是如何理解的？为什么觉得不 要填呢? (이문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왜 조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학습자11: 恩......翻译过来就是'一个月一次'，挺通顺的，感觉不填什么句子也是对的。

（그냥 이 문장을 '一个月一次(한 달 한번씩)'으로 번역했어요. 여기에 

조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썼어요.）

【학습자11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에 에서 (으)로 이/가 을/를 에게 생략 회피

B1-11
빈도 76 0 0 0 12 24 0 0

비율 67.9% 0.0% 0.0% 0.0% 10.7% 21.4% 0.0% 0.0%

B1-15
빈도 62 21 18 0 0 0 0 11

비율 55.4% 18.8% 16.1% 0.0% 0.0% 0.0% 0.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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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에서'

（ 1） 배 경 , 범

【#B1-9】세상（   ） 나는 엄마를 가장 사랑합니다.

【#B1-12】숨 막힐 듯한 분 기(   )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会议在令人窒息的氛围中持续进行着）39)

의 두 문항은 '에'의 [배경, 범 ]에 한 문항이다. 'B1-9'는 상태가 미치는 

범 를 나타낸 '에서'를 고찰하는 문항이고 'B1-12'는 어떤 행 나 상태의 배경을 

나타낸 '에서'를 고찰하는 문항이다. 두 문항의 정답률을 보면 'B1-12'는 상 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범 ]에 련해서 교재에서 주로 'NP에서 제일/가장'과 

38) '离'는 '에서'의 거리 기 을 나타낸 '에서'와 응된다. 이 문장은 국어 ‘离’로 번역

하면 약간 어색하지만 의미 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학습자가 이해하는 의미를 확인하

기 해 연구자가 이 발화를 하는 것이다. 

39) 이 문항은 맥락에 따라 '로'도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안을 통제하기 해서 번

역문을 첨가하 다. ‘在’를 통해서 '숨 막힐 듯한 분 기'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배

경, 상황이 된 것을 강조하 다.

연구자: (B1-15) 这道题为什么选择了'에서'呢? (여기서 왜 '에서'를 선택했어요?)

학습자3:
'에'和'에서'有点不确定，记得学过'에서 가깝다'这个短语，所以写了에서. 

('에'와  '에서를 생각했는데 어떤 조사를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없어요. 

그냥 '에서 가깝다'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게 썼어요.)

연구자: 那是理解成‘离正确答案很近了’这个意思么？（‘离38)(에서)正确答案很近了’로 

이해하는  거 요? )

학습자3: 恩，算是吧。(네, 그런 것 같아요 .)

【학습자 3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에서 에 로 이/가 을/를 에게 생략 회피

B1-9
빈도 82 30 0 0 0 0 0 0

비율 73.2% 26.8% 0.0% 0.0% 0.0% 0.0% 0.0% 0.0%

  

B1-12

빈도 62 42 8 0 0 0 0 0

비율 55.4% 37.5% 7.1%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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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형으로 다루고 있어서 학습자가 이 표 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류 

양상을 보면 '에'와의 치오류가 가장 많았다. [범 , 환경]의 '에서'는 추상 인 

장소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어 ‘在’와 조된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공간, 장소' 

의미를 나타낸 '에'와 '에서'를 이해하는 데 ‘在’와 연 시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

다. 문장에 ‘在’가 나타나면 학습자는 조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뒤

에서 [장소]를 나타낸 '에', '에서'에 나타낸 오류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2) 기

【#B1-17】지하철역이 집（   ） 무 멀어요.

【#B1-16】지  성 （   ） 더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为了不比现在的成绩更差要努力学习）40)

의 문항은 '에서'의 [기 ]의미에 련된 문항들이다. 문항 'B1-17은 '거리의 

기 '의미를 나타내고 문항 B1-16'은 '비교의 기 '을 나타낸다. 이 두 문항의 

오류 빈도와 오류 양상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거리의 기 '에 련된 문항

40) 이 문항은 맥락에 따라서 주격조사 '이'가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안을 통제하기 

해서 뒤에 번역문을 제시하 다. 번역문을 통해서 '지  성 '과 비교하는 의미를 

국어 ‘比(보다)’로 강조하 다. 

연구자: (B1-12)这道题为什么选择了'에'呢? (여기서 왜 '에'를 선택했어요?)

학습자5: 其实我也不是很确定，不知道是'에'还是'에서'......(사실은 도 확신이 없었

어요. '에' 와 '에서' 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是因为这个‘在’么？(‘在’때문이 요?)

학습자5: 是的，总是分不清楚。(네, (‘在’로 분석할 수 있을 때)두 조사를 잘 구별하
지 못해요.)

【학습자 5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에서 에 (으)로 이/가 을/를 에게 생략 회피

B1-17
빈도 87 25 0 0 0 0 0 0

비율 77.7% 22.3% 0.0% 0.0% 0.0% 0.0% 0.0% 0.0%

B1-16
빈도 42 22 29 4 0 0 0 15

비율 37.5% 19.6% 25.9% 3.6% 0.0% 0.0% 0.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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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답률은 '70%' 넘게 나타났지만 '비교의 기 '의 정답률은 '34.8%'에 불과

하 다. 교재 에 '에서 '장소+가깝다/멀다'와 같은 문형이 제시되고 있거나 문

으로 노출한 경우가 있으므로 학습자가 이 용법에 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비교의 기 '에 련된 문항

'B1-16'에서는 다양한 치 오류, 그리고 13% 정도의 회피 오류가 나타났다. 같은 

[기 ] 역에 있는 문항의 정답률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학습자가 '에서'의 

[기 ] 의미에 한 지식이 부족하며 부분 인 의미만 알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1.3. '로'41)

(1) 재 료

【#B1-5】떡은 (   ) 만든 것이다.(年糕是用米做的。)

【#B1-20】흙(   ) 만든 그릇은 세제로 씻으면 안 됩니다.(세제:洗 精）

의 두 문항은 [재료] 의미에 한 문항들이다. 이 의미 기능의 정답률이 비교

 높게 나타났다. 오류 양상을 보면 '에'와의 치 이외에는 주격조사 '이', 목

격조사 '을'과의 치가 모두 발견되었다. 문항'B1-5'에서의 [재료] 의미를 국어'用

41) '로'는 다른 두 조사와 달리 형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로'는 받침 없는 단어나 '

ㄹ'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에 사용하고 '으로'는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명사에 사용한

다. 학습자의 설문조사 답안을 보면 반 으로 '로'와 '으로'를 구별하지 못해 오류가 

나타났다.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학습자가 한번 정로 잘 못 쓴 경우는 

오류로 정할 수 없으며 두 번 이상 틀리는 경우 오류로 처리하고자한다. 이 기 에 

의해 통계해서 54명(48.2%)의 학습자가 '로'를 사용하는데 형태 인 오류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 심으로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여 본문

에서 '로'의 형태 인 오류를 구체 으로 살피지 않기로 한다.

(으)로 에 에서 이/가 을/를 에게 생략 회피

B1-5
빈도 103 9 0 0 0 0 0 0

비율 92% 8% 0.0% 0.0% 0.0% 0.0% 0.0% 0.0%

B1-20
빈도 94 0 0 14 4 0 0 0

비율 83.9% 0.0% 0.0% 12.5% 3.6%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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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명시 으로 주어 학습자가 도구격조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인식해서 '로'

를 선택하는 학습자 비율이 높다. 그러나 문항 'B1-20'의 경우는 [재료]의 의미를 

명시 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며 문장의 구조가 상 으로 복잡하다. 학습자가 의미

를 생각하지 못하고 선행 명사구는 부사어로 생각하지 못해 한국어의 기본 문형 

SOV를 용해서 주격조사 '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문장성분에 한 지

식이 부족한 것으로 발생된 오류는 [변화], [방식, 양상], [자격, 신분, 명성] 등 의

미에서도 발견하 다.

(2) 방식, 양 상

【#B1-7】민국은 항상 웃는 얼굴(   ) 사람을 합니다.

【#B1-2】 수는 언제나 정장 차림(   )학교를 가요.

        （光洙总是穿正装去学校。）

의 테스트 문항은 '로'의 [방식, 양상]의미에 한 문항이다. 두 문항의 정답률

이 각 '77.7%', '60.7%'로 나왔다. 오류양상을 보면, 두 문항에서 주격 조사 '이/가'

와의 치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로'의 [방식, 양상] 의미에 한 

지식이 부족한 계로 뒤에 목 어 '사람을'을 통해서 앞을 주어자리로 단하여 '

이/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학습자가 조사의 쓰임을 잘 모르는 경우에 문장 성

분을 통해서 조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 문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B1-2 '는 명사 '차림'에 '으로'가 붙어 어떠한 차림이 하

나의 방식이 된 것이다. 학습자가 이를 '로'의 [방식]의미로 이해하지 못해 회피 오

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으)로 에 에서 이/가 을/를 에게 생략 회피

B1-7
빈도 87 5 0 12 8 0 0 0

비율 77.7% 4.5% 0.0% 10.7% 7.1% 0.0% 0.0% 0.0%

B1-2
빈도 68 0 0 24 0 0 0 0

비율 60.7% 0.0% 0.0% 21.4% 0.0% 0.0% 0.0% 0.0%

연구자: (B1-2)这道题的你为什么没有填？ (이 빈칸을 왜 비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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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격, 신 분 , 명 성

【#B1-3】그 여자는 미인（   ） 소문난 사람입니다.

【#B1-6】명수는 병원에서 의사（   ) 일을 하고 있어요.

의 문항은 '로'의 [자격, 신분, 명성]에 한 문항들이다. 문항 'B1-3'은 '그 여

자'는 '미인'이라는 명성으로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나타내고, 문항 'B1-6'은 

주어 '명수'가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두 문

항의 정답률은 큰 차이가 없으며 모두 '70%' 안 으로 나왔다. '오류 양상을 보면 

조사 '이/가'와의 치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의 문장 성분에 한 

인식이 부족하여, 단순히 기본 문형인 'SOV'를 심으로 문장을 해석해서 이와 같

은 오류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문항'B1-6'에서는 학습자가 '일을 하다'

에 의해 앞의 명사구를 주어 명사구로 단하여 '이/가'와 치하는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학습자1: 不知道该填什么......（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요......)

연구자: 这个后面有翻译， 是不知道意思没有填吗?（이 뒤에 번역문이 있는데, 혹

시 의미를 몰라서 쓰지 않았어요?)

학습자1: 明白这个意思, 感觉给的助词都不太合 ，就没写。（의미를 이해했어요. 그

냥 제시하는 조사가 다 안 맞는 거 같아서 쓰지 않았어요.) 

【학습자 1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으)로 에 에서 이/가 을/를 에게 생략 회피

B1-3
빈도 78 4 0 20 10 0 0 0

비율 69.6% 3.6% 0.0% 17.9% 8.9% 0.0% 0.0% 0.0%

B1-6
빈도 80 0 0 21 11 0 0 0

비율 71.4% 0.0% 0.0% 18.8% 9.8% 0.0% 0.0% 0.0%

연구자: (B1-7）这道题的意思你是如何理解的？为什么选择了'가'呢? (이 문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왜 '가'를 선택했어요?)

학습자9: 后面是 '일을 하다'. '의사'应该是主语。（뒤에 (서술어는) '일을 하다' 

있기 때문에, '의사'는 주어가 돼요. )

연구자: 那你是怎么翻译的呢？ '명수'应该是主语吧？（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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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 화

【#B1-1】20년 만에 고향에 가 보니 논밭이 아 트(    ) 바 었다.

        （논밭이: 农田아 트: 公寓）

【#B1-8】비가 (   ) 변했어요. ( : 雪）

의 문항은 [변화]의미를 나타낸 '로'에 문항 문항들이다. 두 문항의 정답률을 

보면 각각 '67.9%','62.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오류 양상을 보면 목 격조사 '을

/를'과의 치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 '을 변화하는 상으로 단하

여 상을 나타내는 '을/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가 선·후행 요소 간의 

통사 인 계를 제 로 악하지 못해 주격표지 '이/가'를 보고 동사 앞에 목 어

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을/를'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3.2. '에', '에서', '로'의 유사 의미

3 . 2. 1.   [ 장소 ] 를 나 타 낸  '에'와  '에서' 

(1)  '에’

① 존재 장소

【#B2-16】제 사무실이 6층(    ) 있습니다. 

【#B2-6】도서 (   ) 학생들이 많다. 

이해했어요? '명수'는 주어인 것 같은데요?)

학습자9: 哦......好像有些奇怪。(네...... 좀 이상하네요.) 

【학습자9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으)로 에 에서 이/가 을/를 에게 생략 회피

B1-1
빈도 76 5 0 0 31 0 0 0

비율 67.9% 4.5% 0.0% 0.0% 27.7% 0.0% 0.0% 0.0%

B1-8
빈도 70 0 0 13 29 0 0 0

비율 62.5% 0.0% 0.0% 11.6% 25.9%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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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에서 다루었고 모든 학습단계에서 빈번하게 출

한 [존재 장소]에 련한 문항의 정답률이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존재 장소]의미를 나타난 두 문항간의 정답률은 15%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교재에서 [존재 장소]의미를 제시하는 방식과 련이 있다. 

에서 '에'의 [존재 장소]의미를 제시하는데 주로 '에 있다/없다'와 같은 표 항

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 표 을 국어 ‘在’와 응하여 기계 으로 

외워서 오류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에'는 '많다', ' 다' 등 형용

사와 결합해서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국어와 응하는 표 이 없다. 더불어 

교재에서 [존재 장소]의미를 제시하는데 '많다/ 다' 등 형용사와 같이 명시 으로 

제시되지 않거나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오류율의 차이가 

나타낸 것이다.

 ② 행  장소

【#B2-8】빨리 의자(   ) 앉아 주세요.

【#B2-14】이 편지를 투(   )넣어주세요.

[행  장소]에 한 문항의 정답률을 보면 [소재 장소]의 정답률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두 문항의 정답률이 각 '71.4%', '69.6%'밖에 되지 않았다. 오

류 양상을 보면 '에서'와의 치가 많이 나타났다. '앉다, 넣다'와 같은 동사는 행

동이 순간 으로 발생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의미특성을 가지고 있다. '에'는 

에 에서 (으)로 생략 회피

B2-16
빈도 101 0 0 11 0

비율 90.2% 0.0% 0.0% 9.8% 0.0%

B2-6
빈도 84 15 0 13 0

비율 75% 13.4% 0.0% 11.6% 0.0%

에 에서 (으)로 생략 회피

B2-8
빈도 80 32 0 0 0

비율 71.4% 28.6% 0.0% 0.0% 0.0%

B2-14
빈도 78 34 0 0 0

비율 69.6% 30.4%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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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앉다', '넣다'와 같은 순간 인 동작이 이루

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학습자가 '에'와 '에서' 뒤에 결합하는 동사의 차이에 

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교체오류가 나타난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2)  '에서'

【#B2-11】우리는 어제 모임(    )만났어요.

【#B2-20】학생들이 운동장(   ） 농구를 하고 있어요.

의 문항은 모두 '에서'의 [장소]의미에 한 문항이다. 문항'B2-20'의 정답률이 

'90%'넘게 높게 나타났지만 자동사 문형인 문항 'B2-11'의 정답률은 '67%'에 불

과하 다. 이 문항의 오류 양상을 보면 '에'와의 치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에 '에'의 장소 의미에 한 문항에서 나타난 오류와 같은 것이다. '

에'와 '에서'가 모두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뒤에 결합하는 서술어 동사

에 의해 두 조사를 구별하게 된다. 학습자가 '만나다'와 같이 동작의 지속성 유무

를 단하지 못해서 치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한 '에'와 '에서'는 모두 국어 

‘在’와 련이 있어서 국인 학습자가 두 조사를 변별하는데 어려움을 더 느낄 수 

있다.

[장소]를 나타낸 '에'와 '에서'에 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국인 학습자가 '

에'와 '에서'를 변별하지 못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에'가 

연구자: 这道题的意思你是如何理解的？为什么选择了'에서'呢? (이 문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왜 '에서'를 선택했어요?)

학습자

6，10:

坐到椅子上，觉得有动作，有一定行为动作的时候用에서（'앉다'는 '동작'이 

있다. '동작'이 나타낼 때는 '에서'를 써요.)

【학습자 6, 10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에서 에 (으)로 생략 회피

B2-11
빈도 75 37 0 0 0

비율 67% 33% 0.0% 0.0% 0.0%

B2-20
빈도 101 11 0 0 0

비율 90.2% 9.8%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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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다' 등 형용사와 결합하여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 상태를 표 하는 경우 '

에서'와의 치 오류가 많이 나타낸다. 둘째는 '에'와 '에서' 뒤에 동작성이 있는 

동사가 올 때 학습자가 그 동사의 동작 지속성에 해 단하지 못해 치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즉, 국인 학습자가 장소를 나타낸 '에'와 '에서'를 변별하기 어려

운 이유는 두 조사가 모두 국어 ‘在’와 조된 것도 있지만 서술어의 특성에 

한 단 부족과도 련이 있다.  

3.2.2. [도구, 수단]을 나타낸 '에'와 '로'

(1) '에'

【#B2-13】우리는 햇볕(   ) 옷을 말렸다.(햇볕:阳光 )

【#B2-9】사과를 깎다가 칼(   ) 손을 베었다.

의 문항은 [도구, 수단]을 나타낸 '에'에 한 문항이다. 'B2-13'은 '에'의 배

경  도구의미를 고찰하는 문항이고, 문항 'B2-9'는 '칼'을 도구로 하여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에'의 쓰임을 고찰하는 것이다. 'B2-13'은 '에'가 가장 

한 답이지만 '로'를 써도 약간 어색하지만 완 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B2-9'는 [피동성]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에'만 정답이 될 수 있다. 이 두 문

항의 답안 선택 양상을 보면 '로'를 선택하는 학습자는 각각'53.6%', '65.2%로 훨

씬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항에서는 '12.5%'의 회피오류

도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에'의 [도구, 수단]에 한 이해도가 낮으며 '로'를 선

택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인 학습자에게 '에'의 

[도구, 수단]의미를 나타낸 문장에 해서는 '장소'나 '피동'의미로 해석하려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하 다.

에 에서 (으)로 생략 회피

B2-13
빈도 44 8 60 0 0

비율 39.3% 7.1 53.6% 0.0% 0.0%

B2-9
빈도 25 0 71 0 14

비율 22.3% 0.0% 65.2% 0.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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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

【#B2-15】이름을 연필（   ） 쓰세요. 

【#B2-16】제 사무실이 6 층에 있는데 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电梯)

42)  학습자가 ‘用’을 사용하여 번역을 진행하다가 ‘用’은 행 자가 의도 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때 사용하는 동사로 이 문장에 합하지 않다고 단하여 ‘被’로 바꿔 번역을 

완성하 다.

연구자: (B2-13), 这道题为什么选择了'에'呢？ (이 문제에서는 왜 '에'를 선택 

했어요?）

학습자7: ‘在阳光下’，'에'表示场所， 所以选了'에'('햇볕 에'로  해석했어요. 

'에'는 장소의 의미가 있어서 '에'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你把'햇볕'理解成一个背景的意思了么？（'햇볕'을 배경으로 이해했어요.)

학습자7: 恩，是的，不过好像也表示一种方式手段的意思（네, 맞아요, 그런데 

'수단'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

연구자: 是么，那为什么不选择'로'呢？（그러면, 왜 '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학습자7: 就是觉得奇怪, 中文翻译过来又有'在'的意思, 所以......(그냥 좀 어색했어요. 

국어로 번역하면 ‘在’의 의미도 있어서 '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학습자7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B2-9)这道题为什么选择了'로'呢? (이 문항에서 왜 '로'를 선택했어요?)

학습자2: 看到칼, 觉得前面应该 要加表示工具的助词，所以选了'로'。（'칼'을 보고 

앞에[도구] 의미를 나타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로'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你能翻译一下这个句子么？( 이 문장을 국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학습자2: 削苹果的时候用 子....不对...好像应该是削苹果的时候手被 划破了（'사과

를 깎다가 칼로......아니네, '사과를 깎다가 칼에 손을 베었다'가 맞는 것 

같아요.42) ）

【학습자2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으)로 에 에서 생략 회피

B2-15
빈도 105 7 0 0 0

비율 93.8% 6.3% 0.0% 0.0% 0.0%

B2-16 빈도 88 2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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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도구, 수단]의미에 한 두 문항의 정답률이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 

'로'의 [도구, 수단]의미 기능에 한 학습이 에서 이루어져서 학습자가 이 의

미 기능에 한 인식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B2-16'정답률은 상

으로 낮게 나타냈다. '에'와의 치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은 문장 뒤에 결합하

는 서술어' 올라가다'와 련도 있지만 [도구, 수단]을 나타낸 '로'의 [+선택 ]의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이 문장에서는 행 자가 '(사무실에)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인 '엘리베이터'와 '계단' 에 '계단'을 선택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로'가 가장 합한 답이 되는 것이다. 학습자가 '로'의 [도구, 수단]의미의 

[+선택성]의 특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 '올라가다'를 보고 '에'를 선택한 것으로 분

석할 수 있다. 이 문항들을 통해서 학습자가 [수단]의 '로'에 한 이해도나 인식도

가 높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않은 표 으로 '로'를 신해서 쓴 경우

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구, 수단]을 나타낸 '에'와 '로'의 사용 양상을 총합해서 보면 '로'의 [도구, 

수단]에 해 높은 인식도를 가지는 반면 '에'의 [도구, 수단]의 쓰임에 한 이해

도가 상 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로'의 [도구, 수단]의미

에 내포된 [+선택 ]의미 특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에'의 

[도구, 수단]의미를 나타낸 문장에 해서는 '장소'나 '피동'의미로 해석하려고 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국어학에서 '에'의 [도구, 수단]의미의 의미특성에 한 분석

과 일치한다. 따라서 두 조사의 [도구, 수단]의미를 변별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두 조사의 내재 인 의미자질을 강조해서 가르치면 학습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2.3. [원인, 이유]를 나타낸 '에'와 '로'

 

(1） '에'

【#B2-7】 비(    ) 옷이 다 젖었어요.

비율 78.6% 21.4%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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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0】아이가 천둥소리(    ) 깜짝 놀랐어요.

 

의 두 문항은 '에'의 '원인, 이유'에 한 문항들이다. 두 문항에서 '원인'을 

나타낸 명사 '비'와 '천동소리'는 사태가 나타난 배경 장소로 해석할 수 있으며 문

장은 [피동]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가 더 한 답이 되는 것이다. 두 문

항에서 '에'를 선택하는 학습자는 각각 '49.1%와 '30.4%' 밖에 되지 않았다. '로'와

의 치가 각각 '33%', '57.1%로 가장 많았다. 교육과정에서 '에'의 [원인, 이유]의

미를 주로 '-(기) 때문에'; '덕분에'와 같은 용표 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로'

는 교재에서 단독형태소와 용표 으로 모두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가 단독형태소

로 나타낸 '에'의 쓰임에 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 원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항상 '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2） '로'

에 (으)로 에서 생략 회피

B2-7
빈도 55 45 12 0 0

비율 49.1% 40.2% 10.7% 0.0% 0.0%

B2-10
빈도 34 64 14 0 0

비율 30.4% 57.1% 12.5% 0.0% 0.0%

연구자: (B2-10)这道题的意思你是如何理解的？ 为什么选择了'로'呢? (이 문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왜 '로'를 선택했어요?)

학습자12: 因为雷声被吓到了, 表示原因所以选择了'로'（'천동소리 때문에 

놀랐어요.'로 번역했어요.)

연구자: 那你觉得'에'能表原因么？( '조사'에'도 [이유, 원인]의 의미를 나타낸 

것을 알고 있어요?)

학습자12: 恩......是'-기 때문에'这种么？（ '-기 때문에'와 같은 표 을 말하는 

거 요? ）

연구자:  对，这种也是，'에'单独出现表示原因的意思你知道么？（맞아요. 혹시 

'에'는 단독으로 나타나 [원인, 이유]의 의미로 쓰인 것을 알아요?）

학습자12: 不太清楚。（잘 모르겠어요.)

【학습자12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 97 -

【#B2-2】그 분은 갑작스러운 병(   ) 돌아가셨어요.

【#B2-19】폭우(   ) 인해서 경기는 다음 달로 연기하 다.

        （폭우: 暴雨, 연기하다: 延期）

 

의 문항은 '로'의 [원인, 이유] 의미에 한 문항들이다. 문항 'B2-2'는 단독 

형태로 쓰인 것이고 문항 'B2-19'는 용표  구성으로 나타난 문항이다. 두 문항

의 정답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에'와 비교하면 정

답률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두 문항의 오류 양상을 

보면 '에'와의 치 오류가 가장 많았다. 'B2-19'에서 나타낸 '에'와의 치 오류

는 [이유, 원인]의 '에'의 다양한 용표 과 혼동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이 문항에서의 오류 에 생략 오류가 '16.1%'이 있는데 이는 '인해서'는 '이유'의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하여 범하는 오류로 보인다.

앞에 '에'의 오류양상과 총합해서 보면 학습자가 [이유, 원인]을 나타낸 '에'에 

해서는 주로 용표 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며 [이유, 원인]의미를 표

하는데 학습자가 '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두 조사의 

용법상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3.2.4.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에', '에서', '로'

(1) '에'- [ 목 표 지]

【#B2-4】그 은 부부는 도시의 바쁜 생활에 지쳐서 시골(   ) 내려가서 

살고 있어요.

【#B2-17】지 은 서울(   ) 도착했습니다.

(으)로 에 에서 생략 회피

B2-2
빈도 84 16 12 0 0

비율 75% 14.3% 10.7% 0.0% 0.0%

B2-19
빈도 72 22 0 18 0

비율 64.3% 19.6% 0.0% 16.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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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와 '로'는 모두 이동동사와 결합하여 목표 지향 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서로 교체되어 쓰이기도 한다. Ⅱ장에서 언 했듯이 이때는 '에'는 그 

장소가 목표 이 된 것을 제하고 있으며 이동 행 가 완료되면 '에'는 목표 에 

도달한 것을 함의한다. 반면에 '로'의 경우는 선택된 방향만을 나타내며 그 장소에 

실제 도달했는지를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문항'B2-4'는 행 자가 '

시골'이라는 장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그 장소가 목 지가 된 것을 의미하여 '에

'가 더 한 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이 문장에서 

두 조사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 문항에서 각 답안의 선택 비율을 보면 '68.8%'

의 학습자가 '에'를 선택하 고 '11.6%'의 학습자가 '로'를 선택하 다. 반면에 문

항'B2-17'과 같이 '도착하다'와 결합하여 '서울'이라는 장소가 도착 이 되어 '착

'의 의미역을 가지는 경우에는 '에'만 쓸 수 있다. 이 문항 에서 '로'를 선택하

는 학습자가 '28.6%' 나왔다. 사후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가 이동의 지향 이나 목

표 을 나타낸 '에'와 '로'의 차이에 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

다.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가 '에'와 로' 모두 '지향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두 조사의 차이를 잘 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학습자가 어떤 장소를 지향하는 의미를 표 하는 데 장소에 도착하는 여부와 

상 없이 두 조사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 에서 (으)로 생략 회피

B2-4
빈도 77 5 13 8 0

비율 68.8% 4.5% 11.6% 7.1% 0.0%

B2-17
빈도 80 0 38 0 0

비율 71.4% 0.0% 28.6% 0.0% 0.0%

연구자: (B2-17)这道题的意思你是如何理解的？为什么选择了'로'呢? (이 문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왜 '로'를 선택했어요?)

학습자3: 就是'现在到达了首 '的意思。'로'有‘到.....地方’的意。('现在到达了首 '로  

이해했어요. '로'는 ‘어느 장소에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구자: 那在选择的时候有没有 虑'에'呢？（선택할 때 '에'를 고려한 이 

있어요?)

학습자3: 恩...当时没太多想，习惯性用'로',好像'에'也可以吧。他们都能表示到达的地

点。（습 으로 '로'를 썼어요. '에'도 되는 것 같아요.  두 조사는 모두 

도착한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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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서'- [ 출발 ]

【#B2-18】차는 서울(   ) 출발합니다.(车从首 出发)

【#B2-1】 수는 가방(   ) 핸드폰을 꺼냈어요.

'에서'의 [출발 ]의미 기능에 련된 문항의 평균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문항

'B2-18'은 어떤 구체 인 장소가 출발 이 되는 것이고 문항 'B2-1'은 동작이 시

작한 지 이 출발 이 되는 것이다. 두 문항의 정답률이 각 '83.9%', '77.7%'로 높

게 나타났다. 국어에서 행 의 구체 인 출발 을 나타낼 때 치사 '从'로 나타

나는데 이는 '에서'의 출발  의미와 완 히 응될 수 있어서 학습자가 이 의미 

기능을 이해하는데 정 인 향을 받아서 습득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오류 양

상을 보면 두 문항에서 모두 '에'와의 치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에서'는 이동

의 시작 단계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에'나 '로'와의 치 오류가 많이 나타

나지 않을 것으로 상하지만 '에'와의 형태 인 유사성, 그리고 이동동사와 결합

할 수 있는 유사 으로 인해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3 ) '로'- [ 방향 , 지향 ]  

【#B2-3 】그 차는 동쪽(   ) 갔다.

【#B2-21】그는 이제 새로운 곳(   )떠난다.

【학습자 3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에서 에 (으)로 생략 회피

B2-18
빈도 94 18 0 0 0

비율 83.9% 16.1% 0.0% 0.0% 0.0%

B2-1
빈도 87 25 0 0 0

비율 77.7% 22.3% 0.0% 0.0% 0.0%

(으)로 에 에서 생략 회피

B2-3
빈도 78 28 0 0 0

비율 69.6% 25% 0.0% 0.0% 0.0%

B2-21 빈도 82 3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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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와 '로'는 이동동사와 결합하여 행 의 방향이나 지향 을 나타내는 데 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두 조사의 교체 가능 여부는 선행 명사와 서술어 계와 

깊은 연 성이 있다. 'B2-3'에서 선행 명사 '동쪽'은 일정한 공간을 가진 장소가 

아닌 방향을 가리키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에'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 없

다. 학습자가 선·후행 요소의 의미  특성에 따라 조사를 선택하는 제약을 잘 인식

하지 못해 이와 같은 치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한 'B2-21'에서는 동사 '떠나

다’는 행 의 출발 방향에 을 놓으므로 도착 단계를 함의하는 '에'와 결합할 

수 없다. '떠나다'는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로 해석해야 하는데 인터뷰

를 통해서 학습자가 '떠나다'를 '어느 곳에 가다'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떠나다'를 국어로 '离 去43)'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학습자

가 도착단계를 함의할 수 있다는 ‘去’의 의미를 이 문장에 그 로 용해서 '에'를 

선택하여 오류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4) '로'-[경로]

【#B2-5】나는 매일 그 골목길（   ） 돌아서 집에 가요.

【#B2-12】우리는 뒷문(   )빠져나갔다. (我们从后门溜出去了）

43) ‘离 ’는 '어디에서 나가다'의 의미를 나타나고 ‘去’는 '어디에 향해 가다'의 의미를 나

타낸다. 

비율 73.2% 26.8% 0.0% 0.0% 0.0%

연구자: (B2-21)这道题为什么选择了'에'呢? (이 문항에서 왜 '에'를 선택했어요?)

학습자6: 新的地方就是去的地点，'에'可以表示地点（'새로운 곳'은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에'를 선택했어요. ）

연구자: 你觉得'떠나다'是什么意思呢？（'떠나다'는 어떤 의미로 이해했어요?)

학습자6: 去什么地方的意思吧（'어떤 장소에 가다'의 뜻인 것 같아요. )

【학습자6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으)로 에 에서 생략 회피

B2-5 빈도 45 24 4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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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문항은 행동의 경로를 나타나는 '로'에 한 문항이다. [경로]의미는 일부 

국어학 연구에서 핵심이나 기본 의미 기능으로 논의되는 아주 요한 의미인데 이 

의미 기능에 한 두 문항의 정답률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오류의 유형을 보면 '

에서', '에'와 의 치 오류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에서'와의 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국어에서 '에서'의 [출발 ]의미와 '로'의 [경로]의미는 모두 국

어 '从'과 조될 수 있다. 학습자가 '에서'의 [출발 ]의미를 학습하는 데 주로 

‘从’과 조하여 이해한다. 이와 같은 향으로 학습자가 '이동'의 의미와 련된 

경 를 '从'로 번역할 수 있으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에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방향, 이동]을 나타낸 '에', '에서', '로'의 사용 양상을 보면 반 으로 세 조사 

각각의 치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오류 원인을 보면 '에', '에서', '로'의 유

사한 쓰임에 한 이해 부족, 잘못 된 국어 번역의 과도한 의존, 그리고 서술어 

동사의 의미특성에 한 이해 부족 등 원인이 공통 으로 용되고 있다. '에', '에

서', '로' [방향, 이동]에 련한 의미 기능들은 세 조사의 기본 이고 요한 의미 

기능으로 학습자에게 각 조사의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비율 40.2% 21.4% 38.4% 0.0% 0.0%

B2-12
빈도 66 22 24 0 0

비율 58.9% 19.6% 21.4% 0.0% 0.0%

연구자: (B2-5)这道题的意思你是如何理解的？ (이 문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왜 '에서'를 선택했어요?)

학습자7: ‘我从这条 路穿过去回了家’我是这么翻译的，我觉得‘这里有从’的意思就应

该用'에'。（‘我从这条 路穿过去回了家’로 번역해서 이해했습니다. 

'从'을 나타낸 조사는 '에서'이기 때문에 '에서'를 썼어요. )

학습자11: '从这条 路回家’， ‘从’ 就是'에서', ( '从这条 路回家’이 게 

이해했어요. '从'는 '에서' 요. 

【학습자 7, 1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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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인 학습자의 부사격조사 사용  오 류  원인 분 석

앞 에서 국인 학습자의 부사격조사 인식  사용 오류 양상의 분석을 통하

여 국인 학습자가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사용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산하는 오류는 단순히 '틀린 것'의 부정 인 오류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오류는 학습자의 간언어 능력을 반 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자

가 부족한 지식을 알게 해주는 방법이자 수단이다. 한, 이정희(2003:14)에서는 학

습자가 무엇을 어렵게 생각하고 많이 틀리는지, 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연구하

는 것은 문법의 교수·학습 내용의 기 가 될 수 있다. 즉 학습자 오류의 원인이 무

엇인지를 악해야 그 원인에 의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의 분류 기 에 해서는 라운(Brown，

2010:284)에서 제시한 언어 간 이(interlingual transfer), 언어 내 이(intralingual 

transfer), 학습자의 장(context of learning)，의사소통 략(communication strategy)

등이 있다. 한 이정희(200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오류를 원인에 

따라 정리하여 '모국어 향에 의한 오류', '목표어 향에 의한 오류', '교육과정

에 의한 오류' 이 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에', '에서' ,'로'를 사용하는데 

국인 학습자가 나타낸 오류를 보면 이 세 가지 원인이 공통 으로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분류 기 에 따라 국인  

학습자의 부사격조사 사용 오류 원인을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 목표어 복잡성

에 의한 오류', 그리고 '교육 과정에 향에 의한 오류'이 세 가지로 나 어 분석

하고자 한다. 

  4.1.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

국어에는 조사 체계가 없다. 국어 에 부사격조사와 응할 수 있는 문법 

범주는 치사이다. Ⅱ장의 조 분석 결과를 보면 부사격조사가 치사와 어느 정

도 응 계를 지니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일 일의 응 양상을 보이지 않고 의

미 기능에 따라 응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 하나의 부사격조사가 여러 의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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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니고 있는 반면에 국어는 다양한 치사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부

사격조사와 치사 의미 기능 조 범주의 차이로 인해서 학습자가 '에', '에서', '

로'의 다양한 의미를 학습하는 데 국어의 향을 받는다.  

Ⅱ장에서 부사격조사와 국어 치사의 조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

을 발견하 다. 부사격조사는 다의성을 지니는 반면에 국어 치사는 기능상 보

다 분화되어 있다. 즉, 부사격조사의 한 가지 의미 기능에 한 치사와 응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나 한 치사가 부사격조사의 다양한 의미와 응되는 경

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학습자의 치 오류가 많이 발생된다. 를 들어 ‘在(zai)’, 

‘以(yi)’44)와 같이 그 자체의 의미 기능이 복잡한 단어는 부사격조사와의 응이 더

욱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부사격조사와 치사의 의미 기능 범주가 부분 으로 

응하는 경우에 학습자가 자의 으로 번역한 국어 표 을 그에 응되는 한국어 

조사를 찾아 입하여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어 치사의 의

미와 부사격조사의 의미 기능의 범주 차이로 인해 나타내는 오류를 많은 문항에서 

발견하 다.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B2-5】나는 매일 그 골목길 에（로√）돌아서 집에 가요.

에서 제시하는 오류는 [경로]의 '로'를 '에서'로 치하는 경우와 [단 ]의 '에'

를 '로'로 치하는 오류이다. '에서'의 [출발 ]의미와 '로'의 [경로]의미는 모두 

치사 '从'과 응될 수 있다. 학습자가 '에서'의 [출발 ]의미를 '从'로 이해하고 

있으며 '从'은 '에서'와 완 히 응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치사 '从'의 

의미 기능 에 [경로]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과잉 용해서 '从'로 번역할 수 있는 

[경로]의 의미를 나타낼 때 '에서'를 쓰게 되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B1-10】손님: 이 사과는 얼마 요? 주인: 천원 으로（√에) 두 개 요.

44) ‘在’는 치사, 동사, 부사 등 여러 품사 부류에 소속되며 [장소], [시간], [범 ]등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주로 '에서'와 응되며 '에 있다'와 같이 장소를 나타낸 표 에도 

응될 수 있다.  ‘以’는 주로 치사로 쓰이면 [도구, 수단], [자격, 신분], [원인], [공간, 

장소]등 의미를 나타낸다. 주로 '로'와 조된다. 구체 인 조 양상은 Ⅱ장에서 다루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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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항들에 나타난 치 오류도 국어 치사와 련이 있다. 이 문항에서 '

로'와의 치 오류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치사‘以’로 인해 발생된 오류로 분석

된다. ‘以’는 '로'의 [방식, 양상], [자격, 신분, 명성]등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 ]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학습자가 '로'의 의미 기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로'의 

부분 의미 기능은 국어 치사 '以'와 응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 ]의미를 

나타낸 문장에서 '로'의 잘못된 용으로  오류를 일으킨 것이다. 즉, 국인 학습

자가 부사격조사의 한 가지나 몇 가지 의미 기능에 응하는 치사가 가지는 다

른 의미를 확 시켜 한국어에 그 로 용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 양상 조사를 통해서 국인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

미를 이에 응하는 치사나 치사와 련된 표 을 통해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을 확인하 다. 치사에 의해 발생한 오류를 방하기 해서 부사격조사의 다양

한 의미는 치사와 일 일 응이 아닌 것을 학습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 '에서', '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응하는 국어 표 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의미 기능 심으로 설명하여 맥락이 있는 문들을 통해서 이해

시키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4.2. 목표어 복잡성에 의한 오류 

'목표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는 부사격조사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언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 부족, 표  능력 부족 등의 양상을 말한다. 

'에', '에서', '로'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의미 

기능도 존재한다. 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가진 부사격 

조사의 의미를 습득하는 것, 의미 기능이 유사한 부사격조사들을 변별하는 것, 그

리고 이형태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사격조사의 복

잡성에 의해 발생한 오류는 다양한 세부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로 나 어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2. 1.  의미  기 능 의 복 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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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는 의미격조사로 많은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사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에', '에서', '로'의 의미기능은 각각 

열한 개, 네 개, 여덟 개가 있다. 결합하는 명사나 서술어의 양상에 따라 더 세분될 

수도 있다. 실제 교육 장에서 다루고 있는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은 사

에 비해 지만 부분의 의미를 문법 항목으로 다루고 있고 교육과정에서 많은 

의미들이 노출되어 있다. 학습자가 이 많은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부담을 느

낄 수밖에 없다. 앞에서 학습자의 인식 양상 조사 그리고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를 통해 학습자가 부사격조사의 다의성에 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에', '에서', '로'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하나는 조사

의 의미 기능 다양성 때문이다. 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학습자가 '에', '에서', 

'로'는 다의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 으로 어떤 의

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실제 사용에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

인 의미만 자주 사용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사의 다양한 의미를 

기억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연구자: 你知道 '에', '에서', '로'有很多的意思和用法么？(에', '에서', '로'가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가진 조사인 것을 알고 있어요?)

학습자4: 知道的（알고 있어요.)

연구자: 那感觉这些意思你理解和使用起来有困难么?(이 의미 기능들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학습자4: 不太困难，其实好多意思具体的用法不太清楚，都不用。(그냥 그래요. 

사실은 많은 의미의 쓰임을 잘 몰라서 쓰지 않아요.)

【학습자 4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这觉得在学习这几个助词的时候有什么困难吗？(이 세 조사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학습자1: 意思太多了，记不住。特别是'로'(의미가 무 많아 기억하는데 부담이 

돼요. 특히 '로'가 그래요.)

【학습자 1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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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보면 같은 의미 기능 범주에 있는 두 문항의 정답률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여러 문항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학습자는 문형이나 용

표 으로 외우는 에', '에서', '로'의 쓰임을 잘 알고 있는 반면 표  문항으로 외

우지 않는 것에서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B1-9】세상（   ） 나는 엄마를 가장 사랑합니다.

【#B1-12】숨 막힐 듯한 분 기(   )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会议在令人窒息的氛围中持续进行着）

의 문항은 '에서'의 [배경, 범 ]의미에 련한 것이다. 두 문항의 '에서'는 같

은 의미 기능 범주에 속하고 있고 앞에 결합하는 선행명사는 모두 '추상  장소'를 

나타낸 명사이다. 그리고 모두 치사 ‘在’와 응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문항의 정

답률이 20% 가까이의 차이45)를 보이는데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이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45) 문항 'B1-9'의 정답률은 '73.2%'이고 'B1-12'의 정답률은 '55.4%'이다. 

연구자: (B1-9)这道题你怎么理解的为什么选了'에서'?(이 문항에서는 왜 '에서'를 

선택했어요?)

학습자7: '에서... 가장'我学过这个句型（'에서... 가장' 이 문형을 배웠어요. )

연구자: 那你清楚这个句子里'에서'的意思吗？(이 문형에서의 '에서' 의미가 뭔지 

알아요? )

학습자7: 就是‘在’的意思吧。(그냥 ‘在’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어요.)

연구자: (B1-12) 那这道题你为什么选了'에'呢？ (그러면 이 문항에서는 왜 '에'를 

선택했어요?）

학습자7:  这个句子该填什么我不是很清楚。看见‘在’想着不是'에'就是'에서'。随便写

了'에'。 

(여기서는 어떤 조사를 선택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在’를 보고 '에'

아니면'에서' 로 생각했어요. 그냥 (느낌 로)'에'를 선택했어요. )

【학습자 7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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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학습자가 'B1-9'에서 나타낸 '에서'의 의미를 'NP에

서 제일/가장'의 문형으로 외우고 있어서 문항에서의 '제일'을 보고 습 으로 '

에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 다. 이 문형에서의 조사의 의미 기능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다른 문장에서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에', '

에서', '로'의 의미 기능  어느 한 가지 쓰임만 잘 사용하고 있으나 조사의 의미

를 부분 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익숙한 용표  아닌 경우에는 

알고 있던 쓰임을 문장에 용하지 못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학습자로 하여  부

사격조사의 의미 기능을 다양한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교수하는 데 

있어서 문형에서 나타난 조사의 의미 기능에 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사의 

의미 기능이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을 학습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4. 2. 2.  의미  기 능 의 유 사성

  Ⅱ장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에', '에서', '로' 자체의 쓰임이 복잡할 뿐만 아

니라 유사한 의미 역이 많아 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합

하는 명사나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따라 교체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 기능에 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조사의 의미 

차이나 선택 규칙을 잘 몰라서 변별해서 쓰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 다음은 '에'와 '에서', 그리고 '에'와 '로'의 유사의미에서 나타난 오류에 한 

인터뷰 내용이다.

  <[방향, 이동]을 나타낸 '에'와 '로'의 변별에 한 인터뷰 내용>

    

    【#B2-17】지 은 서울(   ) 도착했습니다.

연구자: 你觉得这种情况'에', 和'로'有区别么？(그러면 이 경우에 '에'와 '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습자3: 到什么地方，没有区别吧。( '(어느)장소에 도착하다' 이 경우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那你平时会区分'에'和'로'么?(혹시 평소에는 두 조사를 

구별해서사용해요?)

학습자3: 不太分的清楚。(잘 구별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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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你平时口语和写作的时候不清楚该用这哪个助词时候通常怎么办？(말하기와 

쓰기에서 어느 조사를 써야 할지 모를 때 보통 어떻게 해요?)

학습자3: 口语的时候就随便用，反正都能听懂。写作的时候就凭感觉或 用别的。（

구어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써요.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쓰기에서는 아  쓰지 않거나  느낌 로 사용하거나 다른 표 을 써요.) 

【학습자 3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장소]를 나타낸 '에'와 '에서'의 변별에 한 인터뷰 내용>

연구자: '에', '에서'表示场所时候你会区分着使用么？('에', '에서' 이 두 조사가 

'장소'의미를 나타낼 때는 구별해서 사용해요?)

학습자

2, 11:

恩， 会的。(네.)

연구자: 那主要是通过什么方式去区分呢？(그러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별해요?)

학습자2:  '에'表示‘在哪儿...’， 类似于'학교에 있다'这种。'에서' 是 ‘在哪儿......

做什么’。('에' 는 '어디에...(있다)'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다'와 같은 표 으로 써요. '에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로 써요.)

학습자11: 表示地点的时候用에,有动作的时候用에서。其实也不太会区分。很多时候就

随便用。

('자리, 장소'를 나타내는 데 '에'를 쓰고, 동작이 있는 경우에 '에서'를 

써요. 사실은  잘 구별하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사실 항상 구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써요.)

【학습자 2, 11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이유, 원인]을 나타낸 '에'와 '로'의 변별에 한 인터뷰 내용>
          

【#B2-7】 비(    ) 옷이 다 젖었어요.

연구자 其实这道题选'에'更合 ， 你知道为什么吗？(이 문제는 사실 '에'는 더 

해요,  왜 그런 지를 알아요?)

학습자12: 恩......是因为'에'也有原因的意思吗？('에'도 [원인]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가요? )

연구자 是的, 你知道'에'有表示原因的意思么？(네, '에'는 [이유, 원인]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학습자12: 知道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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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국인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를 

변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

습자가 가지는 '에', '에서', '로'의 유사 의미에 한 인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 번째, 유사한 의미를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변별 인식이 없는 학습

자들은 유사한 의미를 변별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수의 으로 쓴다. 두 번째는 유사

한 의미에 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도 으로 변별하는 학습자들의 경우가 있

다. 이 학습자들은 동사의 특성을 통해 의미를 변별하거나 알고 있는 문형을 문장

에 용해서 변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세 번째로 조사의 유사한 의미에 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 어느 한 조사를 습 으로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조사의 각 의미 기능의 출  빈도와 련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개인 인 성향과도 련이 있다. 통합 으로 보면 학습자가 '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에 해서 변별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의미 변별하

기에 효과 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변별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교육과정의 향에 의한 오류

이정희(2003)에서는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하

다. 교재 분석의 결과를 보면 국 지에서 쓰인 교재에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목표문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각 의미 기능에 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미만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다양한 의미를 제

시하는 데 이에 한 선행 학습과 후행 학습 사이의 연계성이 없다. 따라서 학습자

가 '에', '에서', '로'의 쓰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습자

의 오류 양상을 보면 같은 의미 기능을 나타낸 문항의 오류빈도가 차이를 보인다. 

연구자 那在选择的时候有 虑过에吗？(그러면, 선택할 때는 '에'를 

생각해봤어요?)

학습자12: 没有，表示原因的时候习惯性用'로'(아니요, [원인]을 표 할 때는 

습 으로 '로'를 써요.)

【학습자 12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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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재에서의 의미 제시에서 사용하는 문의 유형과 련이 있다. 교재에서 '

에', '에서', '로'의 한 가지 의미에 련해서 제시한 문은 한 가지 문형만 있는 

경우가 많다.  를 들면 부분 교재에서 '에'의 [존재 장소]의미를 제시하는 데 

'NP에+ 있다/없다'와 같은 단일 인 문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가 '에

', '에서', '로'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학습한 한정된 문형만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가 자신이 익숙한 용 인 표 을 과잉 용해서 나타난 

오류도 이와 련이 있다고 본다. 

교수·학습 방법 측면을 보면 교육 장에서 '에', '에서', '로'에 한 교육이 주로 

교재에서 나온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의미 기능에 

련한 시를 제시해주는 단계에만 머무는 경향을 보 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

해 부사격조사의 교수· 학습 황을 알아보았다. 이는 주로 학습자가 어떤 방식을 

통해 부사격조사를 학습하는지, 교육 장에서 어떤 교수·학습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한 학습자가 이런 방식에 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심으로 보았

다. 학습자의 학습 양상에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부분 학습자가 수업에서 교사

의 설명을 통해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를 학습하고 일부 학습자는 다른 

한국어 문법서와 같은 참고 자료를 통해 보충 학습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수업에서 

교사의 '에', '에서', '로'에 한 교수 내용과 교수방법에 련된 조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 Ⅱ . 4 교사가  '에', '에서', '로'에 해 서 어떤  내 용 을 어떻 게  가 르 쳤

습니 까 ?

   ①교재에서 나온 '에', '에서', '로'의 의미와 용법을 따로 설명하고 

각 용법에 련한 시를 제시해주고 외우라고 한다.

   ②'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와 용법의 연 성을 구체 으로 설

명하고 시를 제시하며 연습시킨다.( : 에’의 [단 ]의미를 가르칠 때 

에 학습한 ‘에’의 [장소]의미와 연 지어 설명해 다. )

   ③'에', '에서', '로' 의 유사한 의미와 용법에 해 다양한 시를 통

해서 사용상의 차이 을 설명해 다. 

   ④도식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이용해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그리고 용법의 차이 을 설명해 다.

  ⑤기타:                                 (구체 으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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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의 학습자는 ①을 선택했다. 즉 부분의 한국어 교수 장에서의 부사

격조사 '에', '에서', '로'에 해서는 교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미가 나타

날 때 간단한 설명과 문형 연습을 통해 교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 장에서 '에', '에서', '로'에 한 교육이 주로 교재에서 나온 '에', '에서', '

로'의 의미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의미 기능에 련한 시를 제시해주는 단

계에만 머무는 경향을 보 다. 한 일부의 학습자가 ③을 선택했는데 이를 사후 

인터뷰한 결과, 주로 '에', '에서'의 [장소]의미를 나타낼 때만 두 조사에 한 차이

를 설명하 다는 답이 있었다. 즉, 교육 장에서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

에 한 변별 교육이 일부 조사의 일부 의미 기능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 장의 문제 으로 인하여 학습자들로부터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기 하기가 어려우며, 많

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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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에', '에서', '로'의 교수· 학습 방안
 

1.  '에', '에서', '로'의 교수· 학습 목 표

'문법'은 주어진 장면(상황, 맥락)에서 의미를 달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 형식이

라는 3차원  정의를 내릴 수 있다.(민 식, 2008)이는 문법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사용 장면의 맥락 속에서 언어 형식과 의미를 연계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어 교수·학습의 목 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문법의 형식(form)―의

미(meaning)―사용(use)을 동시에 고려해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46) 부사격조사 '에

', '에서', '로'는 한 문법 형태가 여러 의미를 나타내며 서로 유사한 용법도 존재

해서 의미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한 조사의 선택은 선·후행 요소와 깊은 계

를 가지고 있어서 통사  복잡성도 가지고 있다.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면 

국인 학습자가 조사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으

며 복잡한 상황 맥락에서 통사  규칙에 따라 조사를 구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도 있다. 즉, 학습자가 이해와 사용에 있어서 모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에', '에서', '로'에 한 교수·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이해 차원과 사

용 차원을 나 어 세부 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한 교수·학습의 세부 인 목

표를 설정할 때는 학습자의 학습 수 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구체  교수·학습의 

목표를 기술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학습자 상은 국 지 4년제 학교 한국어 

학과 학습자이기 때문에 국 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한

다. 부분 국 4년제 학교의 한국어 학과는 ‘2+1+1’교육과정을 취하고 있다. 허

세립, 이인순(許世立, 李仁 , 2013)에 따르면, ‘2+1+1’모델이란 2년은 공기  교

과목을 이수한 후, 1년은 공교과목을 이수하고, 마지막 1년은 공실습을 나가고 

졸업논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교과과정 모델을 말한다. 즉,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46) 민 식(2008:278~280)에서 언어 교수학습의 목 (goals, aim, purpose)과 목표

(objectives)를 구별해서 설정해야 한다고 지 하 다. 목 은 교육과정에 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하야 할 개 , 일반  수 을 명시하여 추상 , 장기  도달 을 제시

하며, 목표는 '목 '을 구체화하여 구체 , 계량 , 명시  도달 을 제시한 것으로 설

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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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사실 3년으로 끝나는 셈이다. 한 부분 학교 4학년 때 개설된 교과목

을 보면 주로 한국어 문화와 문학을 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문법에 련된 과목

이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국의 실제 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학습자

의 학습 단계를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나 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에', '에서', '로'의 교수·학습 목표를 학습자의 수 , 그

리고 각 단계별로 조사의 형식, 의미, 사용의 3차원 역의 구체 인 내용을 이해 

차원과 표  차원으로 나 어 설정하고자 한다. 

<표 Ⅳ-1> 부사격조사 '에','에서', '로' 교육의 목   목표

목

1)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상황 맥락에 따라 

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2)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 기능을 변별해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목표

1학년

이해 

차원

① 1학년에 맞는 '에', '에서', '로'의 기본의미 기능을 

안다.( : '에'-[존재 장소], [목표지], [시간]등; '에서'-

[장소], [출발 ]; '로'-[방향, 지향 ], [재료] 등

② '에', '에서', '로'에 결합하는 형 인 선행 명사와 

서술어를 안다.( : '에 있다/많다'；'에서 출발하다'; '

로 가다'등)

③ 1학년에서 제시한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

기능의 차이를 이해한다( : [장소]를 나타낸'에'와 '에

서' )

사용

차원

① 1학년에서 제시한 '에', '에서', '로'를 사용해서 문

장을 구사할 수 있다.

② 학습자가 자주 하는 맥락 상황에서 '에', '에서', 

'로'를 사용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한다.(목 지를 설

명하기, 물건 사기 등)

2학년
이해 

차원

① 2학년에 맞는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안

다.( : '에'-[기 ],[원인, 이유] [ 상]등; '에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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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에서', '로'는 한 형태가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며 복잡한 통사  제약

이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는데 조사의 의미·통사에 을 두어 기

술하 다. 의 표와 같이 각 단계에 맞는 '에', '에서', '로'의 개별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통사  규칙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기본 인 교수·학습 목표로 설정하

다. 한 '에', '에서', '로'는 교육 과정에서 동시에 제시된 경우가 많지 않지만 세 

범 ]; '로'-[경로],[방식, 양상], [원인, 이유]등 

② 1,2학년에서 나타난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 

기능의 통사·의미  차이를 이해한다. ( : [방향, 이동]

과 련된 '에', '에서', '로'; [행  장소]를 나타낸 '에'

와 '에서' 등)

사용

차원

① 2학년에서 학습한 '에' '에서', '로'를 상황 맥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1,2학년에서 나타낸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 

기능을 통사·의미  제약에 맞게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

할 수 있다.

3학년

이해

차원

① 3학년에 맞는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안

다.( : '에'-[도구, 수단], [원인, 이유] 등; '에서'-[기

]; '로'-[경로], [방식, 양상], [원인, 이유] 등) 

②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체계 으로 

이해한다. 

③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 기능의 차이를 체

계 으로 이해하고, 각 조사에 결합하는 선·후행 요소의 

특징을 안다.

사용

차원

①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알고 통사

 규칙에 맞게 말하기와 쓰기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유사한 의미 기능의 차이를 알고 자신의 의도에 맞

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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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앞 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학습자가 

'에', '에서', '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사 간의 치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따

라서 유사 의미의 변별도 '에', '에서', '로'의 교수·학습 목표가 될 수 있다. 유사 

의미의 교수·학습은 조사의 교체 가능성과 조사가 출 하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 

두 조사가 교체되어 의미 인 차이는 있지만 비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에', '

에서', '로'의 다양한 쓰임에 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굳이 강조할 필

요가 없고 고  단계에서 조사를 보다 다각 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 차이 을 교

수하는 것이 하다. 반면에 조사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경우에

는 조사를 개별 으로 학습한 다음에 종합 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고려해서 표와 같이 각 단계에서 '에', '에서', '로'의 유사 의미 변별 교육 목표를 

설정하 다.  

이상으로 각 단계별로 '에', '에서', '로'의 구체 인 목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

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은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에', '에서', '로'의 교육용  의미  기 능  선 정   배 열

 

'에', '에서', '로'의 구체 인 교육 내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 에 학습자에게 다루어야 할 의미 기능을 선정하고 순서를 배

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은규(2013)에서는 교육용 문법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기

으로 사용빈도, 난이도, 활용도 등을 제시하 고 그 에 빈도와 난이도는 선정 

 배열의 주요 기 이라고 논의하 다. 국립국어원(2002, 2005)의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서는 '에', '에서', '로'의 체 인 사용 빈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조

사들의 다양한 의미에 한 빈도 조사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의성

을 가진 부사격조사의 의미 사용빈도에 한 연구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황에서, 교재나 외국인을 한 한국어 사  등은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

의 노출 빈도와 요성을 반 하는 기 이 될 수 있다.4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47) 이양해(2005), 김연지(2007)에서는 다의 인 부사격조사의 교육용 의미 기능 선정과 배

열에 있어 조사의 의미 사용 빈도를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은 의미 선정과 배열의 어려

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재는 외국인들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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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재  문법서에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의 노출 빈도를 하

나의 기 으로 '에', '에서', '로'의 학습용 의미 기능을 선정하 다. Ⅱ장에서 교재 

분석의 결과에 의해 두 가지 이상의 교재에서 제시된 '에', '에서', '로'의 의미 기

능은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 Ⅳ-2> '에', '에서', '로'의 교육용 의미 기능

다음으로 학습단계에 따른 '에', '에서', '로' 의미 기능의 순서 배열에 해서 

논의하겠다. 에 언 한 것과 같이 교재는 요한 기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  

교재에서 '에', '에서', '로' 의미 기능의 제시 순서에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세 가지 한국어 교재에서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 제시 순서를 학년별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3> 한국어 교재의 '에' 제시 순서48)

요구를 어느 정도 반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에 제시되 의미 기능은 부사격조사의 주

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조사 의미 기능

에
[장소], [목표지], [단 ], [시간], [ 상],

 [기 ], [원인, 이유], [도구, 수단]

에서 [장소], [출발 ], [배경, 범 ], [기 ]

로
[재료, 도구, 수단], [방향, 지향 ], [자격, 신분, 명성],

[원인, 이유], [방식, 양상], [변화], [경로]

        단계

교재   
1학년 2학년 3학년

<한국어교정>
[ 장소 ]→[ 목 표 지]→[ 시

간]→[단 ]
[ 상]→[기 ] [도구, 수단]

 <한국어>
[장소] [시간] [목표지] 

[ 상]

[단 ]→[기 ]→[원인, 

이유] [도구, 수단]

<표 한국어> [장소][목표지]→[시간] [단 ]→[ 상]→[기 ] [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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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를 통해서 각 교재에서 '에'의 의미 기능 제시 순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을 알 수 있다. 1학년에서 [장소], [목표지], [시간] 의미 기능이 공통 으로 제시되

고 있다. 2학년에는 [기 ]을 공통 으로 다루고 있다. 제시 단계가 차이를 보인 의

미 기능에는 [단 ], [ 상], [도구, 수단], [원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구체 으로 

보면 [단 ], [ 상]은 1학년 후반이나 2학년의 반에 제시되고 있으며 [도구, 수

단]과 [원인, 이유]는 체 으로 2학년 후반이나 3학년의 반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재에서 '에서'의 의미 기능의 제시 순서를 보고자 한다.

<표 Ⅳ-4> 한국어 교재의 '에서' 제시 순서

의 표와 같이 각 교재에서 '에서'의 의미 기능을 모두 1,2학년에서 다루고 있

으며 제시 순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 으로 1학년에 '에서'의 [장소] 

 [출발 ]이 제시되고 있으며 2학년에는 [기 ]과 [배경, 범 ]가 제시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로'의 의미 기능 제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5> 한국어 교재의 '로' 제시 순서

48) 화살표 표시는 각 단계에서 제시된 의미 기능의 출  순서를 표시하는 것이며 화살표

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의미 기능을 한 과에서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 

         단계

교재   
1학년 2학년 3학년

<한국어교정>
[ 출 발 ]→[ 장 소 ]→

[배경, 범 ]
[기 ]

<한국어> [장소]→[출발 ]
[기 ]→[배경, 범

]

<표  한국어> [장소]→[출발 ] [배경, 범 ]

         단계

교재   
1학년 2학년 3학년

<한국어교정>

[방향, 지향 ]

[재료, 도구]

[자격, 신분]

[원인, 이유]→[경로]

[방향, 지향 ]

[수단], [명성]

[원인, 이유] 

[방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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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에서'와 달리 교재에서 '로'의 의미 기능 제시 순서는 차이를 보인다. 세 

가지 교재의 각 단계에서 공통 으로 제시된 의미 기능은 1학년에의 [방향, 지향

]만 있다. <한국어교정>과 <한국어>는 '로'의 부분 의미기능을 1학년에 다루

고 있고 한 과에서 한꺼번에 제시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표 한국어>는 다른 두 

교재와 달리 기 단계에 [방향, 지향 ]만 제시되고 '로'의 다양한 의미를 주로 2

학년에서 다루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단선  배열 순서를 보면 체 으로 '로'

의 [재료, 도구, 수단]과 [방향, 지향 ] 의미 기능이 가장 먼  제시되고 있고 [원

인, 이유], [변화] 그리고 [자격, 신분, 명성]은 간에 제시되며 [방식, 양상]은 뒤에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 으로 보면 교재에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 에서 

다루고 있으며 배열순서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앞 단계에 출 하는 

의미 기능은 다음 단계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 의 

문법 교육에서는 문법 항목을 순차 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비 하면서 나선형 제

시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에', '에서', '로'처럼 의미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한 문

법 항목은 반복 인 학습이 더 필요하다. Ⅲ장의 오류 분석에 따라 국어의 향

으로 학습자가 특별히 어려워하는 의미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학습자

로 하여  다양한 의미 기능을 제 로 이해시키려면 의미 기능이 복잡하거나 국

인 학습자에게 특별히 어렵게 느끼는 것들을 단계에 따라 반복 제시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행 교재의 제시 순서를 바탕으로 의미 기능 자체의 

난이도와 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 제시 순

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어>

[재료, 도구, 수단]

[방향, 지향 ]→[변화]

→[자격, 신분]

[원인, 이유]→[명성] [방식, 양상]

<표 한국어> [방향, 지향 ]

[재료, 도구, 수단]→

[자격, 신분, 명성]

→[변화]

[원인, 이유]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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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6> 국인 학습자를 한 '에', '에서',' 로'의 교육 순서49)

 

1학년은 문법 학습의 기 단계로서 '에', '에서', '로'의 기본 인 의미 기능을 

배치하 다. 2학년은 단계로서 에서 학습한 의미 기능을 바탕으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 기능을 제시하 다. 2학년은 다양한 의미 기능을 배웠기 때

문에 유사한 의미 기능의 비교 학습도 필요한 시기이다. 이 단계에 새로운 의미 기

능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1학년 때 배웠던 의미 기능 에 복잡하거나 유사성

을 가진 항목에 한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3학년은 문법 학습의 고  단계로서 

종합 인 문법학습이 필요하므로 단일 의미 기능의 학습과 더불어 '에', '에서', '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한 체계 인 학습이 추가하 다. 

조사별로 보면 '에'의 의미 기능 배열순서는 기존의 교재와 큰 차이가 없다. 본 

연구는 [장소]의미를 보다 세부 으로 분류하여 1학년에는 [존재 장소]만 제시하고 

'에서'와 유사한 [행  장소]를 2학년에 배치하 다. 한 [ 상], [기 ]의 의미 기

능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2,3학년 두 학년에 배치하

49) 진하게 표시하는 의미 기능은  단계에 출 했던 의미 기능을 이 단계에 다시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

   단계

조사
1학년 2학년 3학년

에

[장소](존재 장소), 

[목표지],[시간],

[단 ]

[장소](행  장소)

[ 상], [ 목 표 지] , 

[기 ] 

[ 상 ] ,[ 기 ]

[원인, 이유],

[도구, 수단]
'에', '에서', 

'로'의 다양

한 의미 기

능에 한 종

합 인 학습

에서 [장소], [출발 ]

[ 장소 ]

[기 ](거리 기 )

[배경, 범 ]

[기 ]

(비교 기 )

로
[재료, 도구, 수단],

[방향, 지향 ]

[ 방향 ] ,[경로],[변화]

[자격, 신분, 명성], 

[원인, 이유]

[ 변 화 ] , 

[ 경 로]

[ 원인, 이유 ] ,

[방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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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서'는 다른 두 조사보다 의미 기능의 수량이 고 상 으로 단순하기 때

문에 부분 의미 기능을 1,2학년에 배치하 다. [장소]의미 기능은 '에'와 유사하

고 학습자의 오류가 많이 나타난 부분으로 반복 인 학습이 필요하여 '에'와 조

할 수 있도록 2학년에 배치하 다. '로'의 의미 기능 배열 순서를 보면 기존 교재

와 좀 다르게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기 단계에는 기존 교재에서 한꺼번에 많

은 의미 기능을 나열한 것을 지양하고 '로'의 기본의미인 [재료, 도구, 수단] 그리

고 [방향, 지향 ]만 제시하고자 하 다. 한 [방향], [경로] 등 이동과 련된 의

미 기능은 '에', '에서'와의 변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학년에 배치하 다.50) 

[변화], [경로]등 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한 의미 기능들을 심화학습을 할 수 있게 

3학년에도 배치하 다.  

이상으로 조사 의미 기능의 복잡성과 국인 학습자의 실제 인식 양상을 고려하

여 나선형 학습 구조를 참고해서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 교육 순서를 제시

하 다. 이 순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용통성이 있는 것이다. 즉, 학습자의 요구, 

선·후행 학습의 연 성, 교수·학습의 주제 등 구체 인 상황에 따라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에', '에서', '로'의 교수·학습 내용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는 하나의 형태에 다의  의미 기능이 있다. 세 개

의 조사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유사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습자에게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교재분석의 결과에 따라 교육 과정

에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Ⅲ장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와 학습자의 인식 양상에 한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가 

교육 과정에 나타난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한 이해도가 부족하

50) 2학년에는 이동과 련된 '에', '에서' '로'를 모두 마친 단계이다. Ⅲ장의 오류 양상을 

보면 학습자가 이동과 련된 '에', '에서', '로'를 사용하는데 화석화된 오류 표 이 많

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 의미 기능들에 한 학습을 마친 단계에서 조사

의 변별 학습이 이루어지면 오류의 화석화(fossilization), 정체화(stabilization)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별학습 시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단계인 3학년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 121 -

며 한 가지 의미 기능의 부분 인 용법만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

만 아니라 유사한 의미 기능을 변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 을 감안하여 학습자로 하여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개별 의미 

기능 학습  유사 의미의 변별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Ⅱ장에서 살펴본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 분류, 그리고 Ⅲ장에서 분

석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종합해서 구체 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3.1. '에', '에서', '로'의 개별 의미 기능에 한 교수·학습 내용

학습자들로 하여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별 의미기능의 의미·통사  특징을 이해시키는 것을 선행해야 한

다. Ⅲ장에서 '에', '에서', '로' 사용상의 오류 원인을 살펴본 결과로 학습자가 '에

',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잘 알지 못하거나 조사에 결합하는 선·후행 

요소에 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 주경희

(2009:131)에서는 부사격조사의 다양한 의미 기능 교육은 의미의 기술과 더불어 조

사의 선택 제약에 한 기술도 필요하다고 하 다. 이에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  '

에', '에서', '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에', '에서', '로'의 의미 기

능을 제시하는데 조사의 의미에 을 두고 그들이 나타나는 통사 인 환경도 같

이 설명해야 한다. '에', '에서', '로'의 다의 인 성격과 학습자의 오류양상을 감안

하며 '에', '에서', '로'의 교수·학습 내용을 설정하는 데에 조사의 의미 기능과 조

사에 결합하는 선·후행 요소의 통사  호응 계를 함께 고려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에', '에서', '로'의 교수·학습 내용을 조사의 

의미·통사  특징에 따라 정리하 다.

<표 Ⅳ-7> '에', '에서', '로'의 개별 의미 교수·학습 내용

조

사
의미 기능 

통사  특징 혼동 

조사선행 체언 유형  서술 용언 유형

에 장 존재 일정한 면 을 가진 '있다, 없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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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소

구체 인 장소 명사

치하다'류 '많다, 

다'류

행  

장소

'살다, 머무르다, 

발생하다'류

'앉다, 걸다'류

목표지
'가다, 오다, 

도착하다, 이르다'류
 로 

상

목표 

상
무정명사

'주다, 다'류

'등록하다, 참가하다, 

입학하다, 

가입하다'류

 에게

향을 

미친 

상

무정명사
'매혹되다, 열 하다, 

미치다'류
 을/를

시간

'시', '하루', '겨울'등 시간 

명사나 의존 명사

*언제, 오늘, 내일, 모 '등 

시간 부사에 붙이지 않는다.

×  

단
'원', '한번'등 가격, 횟수, 

순서, 차례 등을 나타낸 명사

'팔다, 사다'류

'하다'류
로

원인, 이유

이유, 원인이 된 배경이나 

상태를 나타낸 명사

'탓, 까닭'등 원인 이유를 

나타낸 명사

'놀라다, 지치다'류 로

도구, 수단
'난로', '햇볕'등 도구이면서 

장소의 성질이 가진 명사 
× 로

에

서

장소
일정한 공간을 가진 

구체 인 장소 명사

'하다, 만나다'류 

(지속성이 있는 

행 동사) 

에

배경, 범
'세상', '상황', '분 기', 

'처지' 등 추상 인 장소나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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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나타낸 명사

출발

장소, 시간을 나타낸 명사

'마음', '생각' 등 동기의 

출발 을 나타낸 명사

'오다, 가다, 

내리다'류

 '꺼내다, 

일어나다'류

기 비교의 기 이 된 상 '멀다, 가깝다'류  에, 로

로

방향
'쪽, 방향, 방면' 등 방향을 

나타낸 명사

'향하다, 쏠리다, 

돌아서다'류
에, 에서

지향
일정한 면 을 가진 장소 

명사
 '보내다, 모이다'류 에

경로51)
길, 다리, 문 등 통과 가능한 

장소

'건 다, 걸어 

다니다, 지나가다'류

 에, 

에서

재료
'식재료' 등 원료나 재료가 

된 물건

 '되다, 만들다'류 

'가득 차다'류
이/가

도구, 수단 교통수단, 도구가 된 물건  
 '가다, 오다'류

'깎다, 자르다'류
 을/를

방식, 양상
태도, 행동의 방식 등을 

나타낸 명사
'맞다, 하다'류  에

자격, 신분
‘학생, 한국인, 사장’ 등 자격, 

신분, 지 를 나타낸 명사

'일하다'류

'있다, 남다'류 

생각되다, '뽑히다, 

추천되다, 

지정되다'류

에

명성 명성을 나타내는 명사
'유명하다, 알려지다, 

소문나다'류
이/가

변화 변화가 이루어진 상
'변하다, 바 다'류

 '되다'류

이/가 

;을/를

원인, 이유

원인, 이유가 된 상

생각, 마음 등 동기가 나타낸 

명사

'인하다'류

'차다, 울리다'류

'생각하다'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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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 제시한 것과 같이 '에','에서','로'의 의미 기능을 기술하는데 조사에 붙

는 선·후행 요소의 자질에 따라서 기술하면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도 통사 인 제약을 고려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 학습자의 오류 양상에 있어서 다른 조사와의 치 오

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조사의 의미 기능 설명에 있어서는 해당 조사가 혼동이 

일어나기 쉬운 조사를 교사가 미리 염두에 두고 필요한 시기에 강조해 주면 이러

한 교체오류를 일 수 있다고 본다. 에 제시하는 '에', '에서', '로'의 교수·학습 

내용은 항상 일정된 것이 아니라 용통성이 있는 것이다. 즉, 조사의 의미특징, 학습

자의 수 , 요구 등 구체 인 상황에 따라 강조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실

제 으로 가르칠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학습자의 인식·사용 양상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는 '에', '에서', '로'

의 다양한 의미에 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분 인 의미만 알

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학습자가 조사의 의미 기능에 한 지식의 결여로  회

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인 학습자에게 '에', '에서', '로'의 다의 인 성격

을 인식시켜줘야 하며 다양한 의미 기능을 단계 으로 제시하고 각 의미 기능이 

사용된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요하다. 학습 단계에 따라 조사의 지속 이

고 반복 인 노출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  다양한 의미 기능을 내재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는 결합하는 선행명사나 서술

어와 깊은 계를 가지고 있다. Ⅲ장의 오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가 '에' '

에서', '로'에 결합하는 다양한 요소의 계에 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다른 격조

사와 치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에', '에서' ,'로'의 다양

한 의미 기능을 문장구조, 용  구성, 선·후행 요소와의 호응 계 속에서 교육해

야 한다.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통해서 서술어의 호응 계를 보여주고 학습자로 하

51) 남기심(1993)에서는 '로'의 [방향, 지향 ], [경로]의 의미를 공통 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이동동사를 제시한 바가 있다. 표에 이 동사들을 나열하지 않고 여기서 제시하고자 한

다.

   가다, 오다, 나아가다, 올라가다, 날아가다, 내려가다, 달려가다, 되돌아가다, 떠나가다, 

번져가다, 걸어가다, 뛰어가다, 뛰어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추락하다, 떨어지다, 추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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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양한 기능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에', '에서', '로'를 가르칠 때 조사의 의미를 치사와 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Ⅱ장에서 부사격조사와 국어 치사의 조는 크게 3

가지 유형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이 에 한 치사가 두 가지 부사격조사와 

응하는 경우에 학습자의 치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한 국어에 응하는 표

이 없는 경우에 생략오류가 나타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에', '에서', '로' 

응하는 국어 표 을 유형화하여 의미 기능을 제시하는 데 함께 설명해주면 국

어의 부정 인 향을 일 수 있다.

3.2. '에', '에서', '로'의 유사 의미 기능에 한 교수·학습 내용 

방성원(2003)에 따르면 문법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문법 항목뿐

만 아니라 유사한 문법에 한 비교 조 이해, 문법 체계 이해를 통한 차  지

식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구성이 필요하고 하 다.(최은규, 2013:277, 재인용) 

한 Ⅲ장의 오류 분석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가 여러 환경에 치오류가 나타나지

만 세 조사 간의 치는 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의미에서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의 차이는 그 조사의 기본 의미 특성과 련이 

있으며 각 조사가 사용되는 통사 인 환경에 의해 교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

다. 이에 따라서 학습자에게 '에', '에서' '로'의 유사 의미를 교수할 때는 조사의 

의미 차이를 두 조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질의 차이를 설명하여 각 조사가 나

타내는 실제 맥락을 통해서 그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요하다. 이에 따라서 

Ⅱ장에서 세 조사의 유사한 의미에 한 분석을 교육 내용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8> '에', '에서', '로'의 유사 교수·학습 내용

유사 의미 조사 의미 특성 문

[장소] 에 [정태성]

-나는 학교에 있다.

-의자에 앉아주세요.

-나는 서울에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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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에', '에서', '로'의 의미차이를 각 조사가 가지는 의미 자질로 정리하

는 것이고 실제 교육 장에서 활용할 때는 학습자에게 이 의미 자질에 한 충분

한 설명과 다양한 문을 제공해야 한다. 세 조사의 유사 의미에 한 교육 인 설

명과 교육상의 주의 을 구체 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와 련이 있다. '에'는 주로 사람이 존재하거나 치

하는 장소를 나타내거나 지속성이 없는 행 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에서

'는 주로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낸다. '에'는 [정태성]의 기본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에서'는 [동태성]의 기본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학

습자가 많이 헷갈리는 경우는 서술 동사가 '눕다', '걸다'등 동작의 의미를 가진 동

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이는 이 동사들은 동작이 나타나지만 동작의 지속성이 없

기 때문에 [동태성]의 의미 특성을 가지는 '에서'와의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에'와 '에서'는 모두 동작 동사와 결합될 수 있지만 '에'에 결합하는 동작 동사는 

동작의 지속성이 없는 반면에 '에서'에 결합하는 동작동사는 체 으로 동작의 지

속성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에서'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학습자에게 '에'와의 

에서 [동태성]
-나는 서울에서 살아요.

-그는 집에서 공부하다.

[도구, 

수단]

에
[피동성]    

[정태성]

-칼에 손을 베었다.

-젖은 옷을 난로에 말린다.

로
[능동성]    

[변화성]

-젖은 옷을 난로로 말린다.

-이름을 연필로 쓰세요.

[원인, 

이유]

에
[피동성]    

[정태성]

-옷이 비에 젖었다.

-선생님 덕택에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로
[능동성]    

[변화성]

-선생님 덕택으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

다.

-그 사람이 암으로 죽었다.

[방향, 

이동]

에 [완료성]
-그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는 학교에 갔다.

로
[방향성] 

[과정성]

-그는 학교로 갔다.

-그는 동쪽으로 갔다.

에서 [시발성] -차가 서울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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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오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을 교사는 학습자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서술어가 '살다, 머무르다'등 지속 인 행 를 나타낼 수도 있고 행 의 상태를 나

타낼 수도 있는 동사일 경우에는 두 조사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 

'에'와 '로'의 유사 의미를 보면, [도구, 수단], [원인, 이유]가 있다. '로'는 기본

으로 [변화성], [능동성]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에'는 [피동성], [정태성]

의 의미 특성을 지닌다. 즉, '칼에 손을 베었다'와 같은 문에서 어떤 도구로 하여 

의도하지 않는 행 가 일어났을 때 [피동성]을 나타낸 '에'만 결합할 수 있다. 

한, '에'가 [도구, 수단]이나 [원인, 이유]로 쓰일 경우는 앞에 선행 명사의 제약도 

있다. 문 '햇볕에 옷을 말리다', '비에 옷이 다 젖었다'와 같이 '에'가 쓰인 문장

에서 앞에 선행 명사는 체 으로 배경을 나타나거나 공간이 있는 장소로 나타난

다. 반 로는 '로'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에'가 도구로 쓰이는 것

으로 악되는 경우에서 체 으로 '로'로 치될 수 있지만 반 로는 아니다. 따

라서 교사가 이 의미 기능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에'에  두고 '로'와 조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 

'에', '에서', '로'는 모두 이동동사와 결합하여 행 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다. '이

동의 출발 '을 나타내는 데는 '에서'가 쓰이고 '이동의 도착 '을 나타낸 경우에는 

'에'가 쓰인다. 방향성이나 이동의 경로를 나타낼 때는 주로 '로'가 쓰인다. 의미 기

능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따라 조사의 선택 제약을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단순히 문을 통해서 제약을 설명하는 것보

다는 각 조사의 기본  의미 자질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 제약이 나타난 원인을 설

명해서 학습자에게 조사의 의미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더 효과 일 수 있다. 

를 들어, '도착하다'와 같이 행  동작이 완료된 의미를 내포한 동사가 '에'와만 결

합할 수 있는 것은 '에'는 [완료성]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를 이 

문장에 쓸 수 없는 이유는 [지향 ] 의미를 나타낼 수 있더라도 행  동작의 과정

을 강조하기 때문에 목표 이 명시 으로 나타난 이 문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설명은  수 의 학습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사의 다양한 

의미를 학습한 ·고  학습자에게는 한 설명 방식이 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에', '에서', '로'의 유사 의미를 가르치는 데 각 조사의 기본 의미

자질을 설명하여 유사성을 가진 조사의 기본 인 차이 을 인식시켜 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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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결합 규칙을 보여  수 있는 문맥이나 상황을 통해서 조사의 선택규칙을 

지속 으로 강조하며 학습자로 하여  스스로 조사의 의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 에', '에서', '로'의 교수· 학습 방법   용  시

 본 연구는 국인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세 조사의 유사 의미 기능을 변별하여 상황 맥락에 따라 정확하고 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 을 둔다. 한국어 부사격조사는 문법형태소로 문장 요소

의 계를 표시하는 문법 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인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

능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 통사 인 제약에 한 지식이 

부족하여 오류가 빈번히 나타났다. 즉, '에' ,'에서', '로'의 교수·학습은 조사의 형

태에 을 두고 의미의 이해와 사용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외국어 교육에서는 문법에 한 심을 기울이는 형태  근법

(focus on form)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형태  근법은 롱(Long, 1991)이 

의미 심 교수(focus on meaning)의 문제 을 지 하면서 제시되었다.52) 롱(1998)

에서는 형태  근법(focus on form)을 제시하여 이 근법은 의사소통 상황

에서 언어 사용과 문맥 안에서의 문법 형태에 한 교수-학습을 결합하는 근법

이라고 정의하 다. 즉, 형태  근법은 언어 학습에서 언어의 형태, 의미, 기

능에  두고 유창성과 정확성의 추구를 목 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슬비(2012:35)에서는 형태 에 한 합성의 요인은 크게 문법 항목의 '

복잡성(complexity)'과 ' 성（salience)'로 나 어 볼 수 있다고 하 다.53) '복잡

성'은 상 문법 요소가 형태, 기능이 단순하지 않고 습득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52) 의사소통 심의 교육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생성하는 오류 표 이 화석화

(fossilization), 정확성(stabilization）하게 되어 언어 표 의 정확성(accuracy， 

correctness）면에서 한계를 받으며 비 을 받았다(민 식, 2008:268)

53) 이슬비(2010:37)에서는 디우티와 리엄스(Doughty and Williams, 1998)와 비도비-하

리그(Bardovi-Halrig, 1987)의 논의에 기 어 상 문법의 형태에 을 맞추는 합성

의 요인을 복잡성과 성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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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 성'은 상 문법의 의미 부담량과 련이 있다. 의사소통에서 상 

문법의 의미 부담량이 높을수록 학습자가 인식하기 쉽고 이러한 항목에 한 주의

를 집 하게 된다. 반면에 상 문법의 의미 부담량이 을수록 학습자들이 주의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는 Ⅱ장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한 

형태가 여러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 선택의 통사  제약도 다양하기 때

문에 형태 ·기능  '복잡성'을 가진다. 한, '에', '에서', '로'는 문법 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략하거나 치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의미 달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우형식(2012:113)에서 사용 빈도

가 높고 기능 부담량이 크면서도 사용되는 환경과 실  의미가 유사하며 학습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된 문법 형태들에 형태  근법을 용하

는 것이 하다고 하 다. '에', '에서', '로'는 유사한 의미 기능들이 존재하여 

학습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항목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에', '에서', '로'의 

정확한 사용을 해서 이들 형태에 을 둘 수 있도록 의도 인 교수가 필요하

다. 즉, 형태  교수법을 이용하는 것이 합하다고 본다. 

다우티와 리엄스 (Doughty&Williams1998:258)에서는 형태  문법 교육에서 

사용할 수 다양한 기법과 과제를 제시하 다. 54) 형태  문법 교육의 다양한 기

54)다우티와 리엄스(1998:258)에서는 형태  근법의 열한 가지 기법을 제시하 다. 

민 식(2008:269)에서는 이에 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각 기법에 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① 입력 홍수 (Input flood): 가르치려는 언어 형식을 많이 제공하여 터득하게 하기

② 입력 강화 (Input enhancement): 목표 문법 항목을 주목하도록 시각 으로 자의 색

깔, 크기, 모향 등을 달리하거나 청각 으로 억양을 달리하여 주목하게 하는 방법

③ 출력 강화 기법(output enhancement): 출력 표 에 해 묻거나 유도 질문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표 을 정교화하기

④ 필수  형태 요구 과제(Task-essential language): 과제 수행용 필수 표  제공하기

⑤ 다시 고쳐 말해주기(Recast): 오류 표 을 직  지 하지 않고 정확한 체 표 을 보

여 주어 오류를 터득하고 교정하게 하는 방법

⑥ 상호작용을 통한 강화 (Interaction enhancement): 학생 상호 간 활동, 교사-학생 간 상

호 작용에서 나타나는 문법 요소에 한 인식 강화

⑦ 입력 처리(Input processing): 문법 규칙을 설명한 후 다양한 입력 혼련을 제시하기

⑧ 의미 상하기(Negotiation): 출력 표 에 해 동료의 피드백을 주어 의미 상 과정에

서 터득하기

⑨ 가든 패스(Garden path): 의도 으로 과잉일반화의 오류를 유도시키고 교사가 개입해 

교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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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실제 교수 학습으로 옮길 때는 언어의 습득 과정을 고려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학습자로 목표 문법에 한 주목할 수 있는 입력(input)부터 출발하여 지식을 

습득(acquisition)하고 목표 문법을 생성해 내는 산출(output)단계까지 생각하여 하

나의 흐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교수 방안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태 

 근법의 기법 에 입력과 련된 '입력 강화 기법(Input enhancement)' 출

력과 련된 '필수  형태 요구 과제(output enhancement)', 그리고 '의식 고양 과

제(Consciousness-raising tasks)'를 활용하여 효과 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4.1. 입력  출력 강화를 통한 개별 의미 기능 교육 

입력(input)은 제2언어 습득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며 학습자의 목표 언어에 

한 이해와 과제 수행에 큰 향을 미친다. Ⅲ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가 '

에', '에서', '로'의 의미에 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조사가 가진 통사 인 제약에 

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Ⅱ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행의 교육 과정에서는 '에', '에서', '로'의 개별 의미 기능

을 제시함에 있어서 응하는 국어 표 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몇 개의 시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제시 방식으로 인해 학습자가 '에', '에서', '로'

의 의미와 통사  특징에 집 하기 어려워 할  수 있다. 행 교육 과정의 문제

을 고려하여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를 교수하는데 학습자로 하여  조사

의 형태와 의미에 동시에 주의를 집 할 수 있도록 형태  근법 에서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입력 강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 언어 입력 자료들을 조작하여 학습자의 주목을 끄는 방법이다.(Smith,1994; 

김은 , 2002:6, 재인용) 입력 강화 기법에는 시각  집 하기(typographical 

enhancement)와 청각  집 하기(auditory enhancement)가 있다. 시각  집 하기 

⑩ 창의  받아쓰기(Dictogloss): 형식과 어휘에 주목하면서, 들었던 내용을 메모했다가 그

것을 토 로 텍스트를 제구성하고 원본과 조하여 반성하게 하는 방법

⑪ 의식 고양 과제(Consciousness-raising tasks): 문법 규칙을 설명한 후 다양한 입력 훈

련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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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목표 문법 항목의 자 크기, 색깔, 모향 등을 조작하여 쉽게 에 띄게 하

는 방법이고 청각  집 하기는 억양이나 강세를 통해 목표 언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학습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Ⅱ장에서 언 한 것과 같이 국어학

에서는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기술하는데 도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완기

(2006)에서는 문법 요소도 가능한 시각 으로 제시해 으로써 그 효과를 극 화시

킬 수 있다고 언 하 다. 도식은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시각 으로 제

시해 으로써 교사가 의도하는 내용을 더 직 으로 달될 수 있는 장 이 있

다. 즉 학습자가 목표 문법에 쉽게 근할 수 있게 일종의 입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외국어 교수·학습의 궁극 인 목표는 학습자의 출력(output), 즉 목표 언어의 사

용에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국인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

능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에서 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진하기 하여 회피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제시

하여 해당 문법의 출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수 활동이 필요하다. 필수  형태 

요구 과제(Task-essential language)는 출력 과제의 일종으로 로 언어 형식에 한 

의존이 커서 목표 문법 없이는 과제 수행을 성공 으로 할 수 없는 과제이다. 즉, 

목표 언어 형태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로 하여  목표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 '에서', '로'

의 개별의미를 가르치는 데 입력과 출력을 강조하는 입력 강화 기법과 필수  형

태 요구 과제를 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에'의 [단

]의미를 시로 구체 인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하고자 한다.

◎활 동 1:  '에' [ 단 ]

단 계 1：'에'의 단  의미가 포함된 화문을 제시해 다. '에 명사구'에 을 

그어 학습자의 주의를 목표 언어 형태에 집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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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계 2：교사가 학습자로 하여  문맥을 통해서 '에'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교

사가 '에'에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을 통해서 '에'의 의미 기능을 추측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교사: 화문1에서 '에' 앞에 있는 단어가 뭐 요?

    학생: '다섯 개'/'세 개' 요.

    교사: 네, 맞아요, 다 '단 '를 표시하는 말이죠.

단 계 3 ：교사는 학습자가 추론한 결과를 정리하고 학습자에게 '에'의 [단 ]의미 

기능을 명시 으로 설명해 다. 의미를 설명할 때 '에' 에 결합하는 선행 명사는 

주로 수량이나 가격이 나타난 통사 인 규칙을 강조한다. 한, '에'의 [단 ]의미 

기능을 설명하는데 학습자가 이미 배운 [장소]의미 기능과 연 지어 도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화문1:

손님: 아 씨, 이 배는 어떻게 해요?

주인: 일곱 개에 10000원입니다.

손님: 그럼  사과는 얼마 요?

주인: 사과는 세 개에 2000원입니다.

화문2:

수지: 이 신발이 쁘네. 어디에서 샀어?

혜미: 쁘지! 시장에서 할인 받고 샀어.

수지: 정말? 얼마 주고 샀어?

혜미: 만 원에 샀어.

수지: 정말 만 원에 이걸 샀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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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법 설명: '에'表示价格，单位，可以理解为中文的‘每’。和上面的对话一样，'에'

前面可以直接表示单位的 '개', '장'，还可以直接和表示价格的数字相连接。

('에'는 값을 매길 때 기 이 되는 단 임을 나타낸다. 앞에 주로 수량을 표시하는 

단  명사 '개', '장'이나 가격을 표시하는 단  '원'등과 결합된다.)

2) 도식 설 명 : '에'는  서술 어의 존 재  치 를 한정 하 는  의미 를 나 타 낸 다 . 이

를 확 장해 서 '에'의 [단 ]의미 를 가 격을 한정 하 는  의미 로 설 명 할  수 있 다 . 다

음  그 림은  네 모 형 의 박 스 로 '한정 '의 의미 가  나 타 나 게  한다 . 이와  같 이 선 행  지

식과 연 지어 도식을 활 용 해 서 '에'의 의미  기 능 을 이해 시 킬  수 있 다 .         

     

  
    

                 

  

     

                       

      아이가 집에 있다.                   배는 일곱 개에 만원.              

 

단 계 4:   단순 반복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를 목표 문법의 의미와 형태에 집 시

킨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연습 문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에'의 [단 ]의미를 익

히도록 한다.

) '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①- 이 사과 얼마 요?(두 개/1000원)

      -                      

    ②- 이 공책 얼마 요?(한 권/2000원)

      -                      

    ③- 이 귤은 얼마 요?(한 바구니/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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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 5:  필수  형태 요구 과제를 통해서 [단 ]를 나타낸 '에'를 의사소통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필수 형태 요구 과제를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문법의 필

수 인 사용을 유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 기 때문에 과제를 설계하는 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즉각

인 피드백을 통해서 목표 문법 사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음 상황을 가정하여 친구와 같이 화를 해보세요.

4.2. 의식 고양 과제를 통한 유사 의미 기능 변별 교육

의식 고양 과제(Consciousness-raising tasks)는 어떤 형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목표 언어의 특정한 언어 사실에 해 명시 인 이해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  활동이다. 의식 고양 과제는 문법의 귀납  교수(deductive learning)와 

련이 깊다.(이슬비, 2010:56) 즉 교사가 학습자의 수 을 맞추어 목표 언어 형태에 

한 한 과제를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한 규칙발견, 제약발견 

등의 귀납  교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유사 의미를 가진 '에', '에서', '로'의 

선택은 주로 각 조사에 결합하는 선·후행 요소와 련이 깊다. 학습자가 각 조사가 

가진 의미를 이해하지만 통사 인 선택 제약에 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치 오류

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고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다양

한 의미를 학습하 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에', '에서' ,'로'의 유사의미에 

한 귀납  교수가 필요하다. 의식 향상 과제를 활용해서 학습자가 자주 혼동하는 

  ◾평소에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서 가격을 정해서 학교의 고 시장

에서 친구와 같이 물건을 팔고 사기.

물건 수량 가격

어 책 4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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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기능의 차이 을 다양한 맥락에서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  조사의 사용 규

칙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조사 의미 기능간의 차이 이나 결합 규칙에 한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 즉, 학습자가 의식 고양 과제를 통해서 스스로의 귀납  추론을 

사용하여 주도 으로 각 조사의 특성에 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한, 강혜옥

(2006)에서 지 했듯이 문법 의식 상승 과제를 통해 문법 내용을 심층 으로 확인

한 후에는 이를 활용한 문법 교수로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즉, 의식 고양 과제는 

학습자가 목표 문법에 한 선언  지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되지만 진정한 문법 능

력을 획득하려면 교사가 문법을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서는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많은 혼란을 일으킨 '에', '에서'의 

[장소]의미에 한 교수·학습 활동을 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활 동 2:  [ 장소 ] 와  련 된  '에', '에서'55)

단 계 1:  그림을 이용해서 '에'와 '에서'의 의미를 간단하게 상기시킨다. '에'와 '

에서'는 모두 [장소]의 의미를 나타낸다. '에'는 행 자의 소재나 치를 나타낸다, 

'에서' 지속성이 있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선비는 방에 있다.                    그는 골 장에서 골 를 치고 있다.

단 계 2:  '에', '에서'를 이용하여 빈칸 채우기 과제를 수행한다. 이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가 '에', '에서'의 [장소]의미에 집 하게 되며 서술어와의 결합 규칙을 스스

로 찾게 된다.

55) 이 활동은 '에', '에서'의 [장소]의미에 해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단계에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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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와 '에서'를 사용해서 아래의 문장을 완성하세요. 완성된 문장에 따라 뒤

에 결합하는 동사를 나 어 정리하세요. 

단 계 3 :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정답을 제시해주어 학습자들이 자신이 쓴 답안을 

정답과 조하게 한다. 답을 확인한 후 동료 학습자와 같이 토론하여 '에', '에서'

와 결합하는 서술어 동사의 특징을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정리한 결과를 발표하도

록 한다.

단 계 4:  교사가 학습자의 발표를 정리하여 '에'와 '에서'의 동사와의 결합 제약을 

시를 통해서 명시 으로 설명해 다.  

) '에'에 결합하는 동사는 동작의 지속성이 없고 동작이 일어난 후 일정한 상

태로 유지된다. 반면에 '에서'에 결합하는 동사는 동작의 지속성이 있다.        

1. 동생은 혼자 집(   ) 남 았 어요 .

2. 흙이 옷(   )묻 었 어요 .

3. 집(   )공부하 면  집 이 잘 안 돼요.

4. 도서 (   ) 사람들이 많 네 요 .

5. 우리 5시에 집(   )만 날 까요? 

6. 우리 집 앞(  )서 있 는  남자가 구 요?

7. 그 옷을 옷걸이(   )걸 어주 세 요 .

8. 는 서울(   )살 아 요 .

9. 어디(   )밥을 먹 었 어요 ? 

10. 우리는 찜질방(  )묵 기 로 했습니다. 

'에서'와 결합하는 동사

•

•

•

'에'와 결합하는 동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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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만  결 합 할  수 있 는  동 사>

             

< '에서'만  결 합 할  수 있 는  동 사>

단 계 5:  '틀린 문장 고치기', '문장 완성하기' 등의 문법 연습을 통해 '에', '에서'

의 선택 규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습 문제는 문어와 구어 상황을 모

두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더 좋으며 단순 연습 활동과 같이 '그림 보고 이야기

하기'등 의사소통 활동도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언어 상황에서 '에

', '에서'를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다음 문장과 화를 읽고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세요.

1. 어제는 친구 집에서 화를 봤다.

2. 엄마의 생신 잔치에 우리가 노래를 불러드렸다.       

3. 그는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서 있다.

4. 손님: 여자 옷이 몇 층에 있어요?

 직원: 2층에 있습니다.                  

 손님: 거기에서 남자 옷도 있어요?

 직원: 아니오, 남자 옷은 3층에 팔아요.

5. -우리는 이 식당에 식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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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 '에서', '로'의 교수· 학습 모 형

 문법 교수 방법이 다양하지만 크게 상향식 근 방식(bottom-up approach)과 

하향식 근 방식(top-down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향식 교수 모형은 

목표 문법을 활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문법의 형태와 의미

를 학습하고 생산을 유도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반면에, 하향식 모형은 

의사소통 심으로 학습자가 문법 항목을 포함되는 텍스트, 과제 등을 이해하고 수

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문법을 지도하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문법 교육에서 어떤 

교수·학습 모형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는 문법 형태의 특징, 교육의 목 , 학습자의 

요구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미혜(2005)에서는 교수 모형을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기 을 제시하 다.56) 문법 항목을 하나하나 개별 으로 지도할 때는 

상향식 모형을 택하며, 여러 문법 항목들을 함께 지도할 때, 특히 기능이나 의미가 

유사한 문법들을 비교, 통합하려면 하향식 모형이 효과 이라고 하 다. 이 기 을 

'에', '에서', '로'의 교수·학습에도 용할 수 있다. 학습자가 '에', '에서', '로'를 

학습하는 데 우선 각 조사의 개별 의미 기능을 하게 된다. 이때는 '에', '에서', '

로'의 다양한 의미와 통사  규칙에 해서 명시 으로 설명과 연습이 필요하기 

56) 이미혜(2005:167)에서는 교수 모형 선택 기 을 도식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식당에 손님이 없네요. 음식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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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향식 모형을 통해서 단계 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여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에 한 기  학습이 이루어지면

서 세 조사 간의 유사한 의미 기능 비교 학습이 필요하다. 이때는 하향식 교수 모

형을 통해서 통합 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하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에', '에서', '로'의 개별의미 교육과 유사 의미의 변별 교육을 상향식 모형과 하향

식 모형에 용하여 수업 사례를 구성하고자 한다.

5.1. 상향식 수업 구성

        

상향식 교수·학습 모형의 표 인 모형은 PPP 모형(presentation-practice- 

production)이다. 소론버리(Thornbury, 1999; 이 규 외 역, 2004)에서 PPP모형은 

교사가 문법을 설명해  뒤에 학생이 연습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연습

단계에서 정확성을 추구하고 마지막 생성단계를 걸쳐 유창성을 목표로 하는 교수 

모형이라고 설명하 다. 이 모형은 문법의 형태에 을 두고 있으며 문법 규칙을 

제시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법 지식을 내재화할 수 있는 귀납  교수·

학습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국인 학습자에게 '에', '에서', '로'는 개별 의미 기능

과 통사  제약을 교수하는 데 있어서 명시 인 설명을 통한 이해 교육과 유의미

 연습을 통한 표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에', '에서', '

로'의 개별 의미 학습으로 PPP 모형이 하다. 이미혜(2005:151)에서 통의 

PPP모형에서의 '생성단계'는 문장 단 의 생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담화

에서의 연습이 부족한 을 보완해서 실제 인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과제 활

동을 강조하는 문법지도 모형을 제시한 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인 학습자로 하

여  '에', '에서', '로'의 의미를 실제 담화 상황에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을 두기 때문에 과제 활동을 강조하는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고자 한다. 구체 인 수업 구성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40 -

        

      <그림 Ⅳ-1> 상향식 모형의 수업 구성 단계(이미혜2005:152)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해 교사가 목표 문법과 련된 

질문을 해서 자연스럽게 목표 문법을 노출시킨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의 주의를 끌

기 해 다양한 시각 인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다. 

제시 단계에서는 교사 심으로 '에', '에서', '로'의 개별 의미 기능과 통사  

규칙을 제시하고 이해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목표 문법 항목을 포함하는 

문을 보여주면서 학습자들로 하여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스스로 발견

하도록 하는 귀납 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화문이나 짧은 담화 텍스트와 

교사의 명시 인 설명으로 조사의 의미·통사 인 특성을 이해시키는 연역  방법

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연습 단계에서는 단순 반복 연습과 유의미 인 연습 활동57)

을 통해서 목표 문법 지식을 내재화하게 한다. 활용단계는 의사소통을 심으로 다

양한 과제(task)를 통해서 목표 문법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단

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필수 형태 요구 과제 등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  목표 문법

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57) 이미혜(2005:153)에서는 유의미한 연습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연

습이라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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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는 교사는 학습자가 활용단계에서 생성한 내용에 한 피드백을 주

고 학습 내용의 심을 다시 정리하는 단계이다. 의 그림으로 제시했듯이, '도입

단계', '제시단계'는 학습자의 이해를 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연습단계'는 이

해한 지식을 내재화하여 사용단계에 가기 의 비 단계이고, '활용단계'는 학습

자의 사용을 심으로 하는 단계이다. 마무리 단계에는 교사가 피드백을 주고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과제 활동을 강조하는 교수 학습모형을 활용하여 '에'의 [단 ]의미에 

한 수업에 용해보고자 한다.

◎ 수업  구성

◎ 수업  차

(1) 도입  단 계 (5분 )

학습 상 1학년 학습자

학습 문법 '에'-[단 ]

학습 목표
'에'의 [단 ]의미를 이해하고, '물건 사기'와 같은 실제 상황에

서 '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학습 시간 50분

 ※ 교사가 학습자와 쇼핑의 경험에 해 같이 이야기 한다. 화에서 교사가 '

에'를 사용하여 학습자를 학습 내용으로 이끌면서 자연스럽게 '에'의 [단 ]의

미를 노출 시킨다. 

) T: 양일씨, 이 치마를 어디에서 샀어요?

    S: 백화 에서 샀어요.

    T: 얼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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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  단 계 (10분 )

 

    S: 150원이에요.

    T: 150원에 샀구나.

※ '에'가 들어있는 문장을 화문 등의 형식으로 노출 시키고, '에'와 그에 결

합하는 선행 명사구에 을 거나 색 넣기 등 방법으로 표시하여 학습자의 주

의를 끌어낸다. 화문을 통해서 '에'의 [단 ]의미 기능을 선행 명사와 연 지

어 국어로 설명하다. '에'에 결합하는 선·후행 요소의 유형을 화문을 제시

해 다. 

( 화문1)

손님: 아 씨, 이 배는 어떻게 해요?

주인: 다섯 개에 5000원입니다.

손님: 그럼  사과는 얼마 요?

주인: 사과는 세 개에 2000원입니다.

( 화문2)

수지: 이 신발이 쁘네. 어디에서 샀어?

혜미: 쁘지! 홍 에서 할인 받고 샀어.

수지: 정말? 얼마 주고 샀어?

혜미: 만 원에 샀어.

수지: 정말 만 원에 이걸 샀단 말이야?

설 명  시 :  '에'表示价格，单位，可以理解为中文的‘每’。和上面的对话一样，'

에'前面可以直接表示单位的 '개', '장'，还可以直接和表示价格的数字相连接。 ('

에'는 값을 매길 때 기 이 되는 단 임을 나타낸다. 앞에 선행 명사는 주로 수

량을 표시하는 단  명사 '개', '장'이나 가격을 표시하는 단  '원'등과 결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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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습 단 계 (20분 )

 ▶ 단 순  반 복  연습:

 

 ▶ 유 의미  연습:  

< 참 고 >  의 시처럼 '에'의 의미를 제시할 때 '에'를 포함하는 문을 보여

주면서 학습자들로 하여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귀납 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교사의 명시 인 설명으로 조사의 

의미·통사 인 특성을 이해시키는 연역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지식을 사용으로 환하기 해 단순 반  

 복 연습과 유의미 인 연습 활동을 한다.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에'의 의   

 미·통사에 해 이해하는지를 악할 수 있다.

※ 단순 반복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목표 문법의 형태와 의미에 집 시킨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연습 문제를 제공하여 '에'의 [단 ]의미를 익히도록 한다.

) '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①- 이 사과 얼마 요?(두 개/1000원)

      -                      

    ②- 이 공책 얼마 요?(한 권/2000원)

      -                      

    ③- 이 귤은 얼마입니까?(한 바구니/5000원)

      -                      

※ '에'의 단  의미를 학습자로 하여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의미를 이해하면

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습을 한다.

◾다음 보기와 같이 연습하고, '에'를 사용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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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활 용  단 계 (10분 )

  

 

                

<보기>

손님: 사과가 얼마 요?

주인: 이건 한 개에 800원짜리이고, 이건 한 개에 1000원 자리 요.

손님: 그럼 800원짜리 사과 세 개 주세요.       

※ 이 단계에서는 표  역(말하기, 쓰기)의 과제를 통해 '에'의 실제 사용 

능력을 기르는 단계이다. '물건 팔고 사기'와 같은 실제 상황을 제공하고 '에'

를 사용하여 화를 만들게 한다. 

   ◾다음 상황을 가정하여 친구와 같이 화를 해보세요.

   평소에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서 가격을 정해서 학교의 고 시장에   

  서 친구와 같이 물건을 팔고 사기.

물건 수량 가격

어 책 4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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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 무 리  단 계 (5분 )

 

5.2. 하향식 수업 구성

하향식 모형은 체 담화나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자

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그 과정에서 특정 문법을 지도하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이

미혜, 2005: 158) '에', '에서', '로'는 의미 기능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

가 세 조사의 유사 의미를 변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 '에서', '로'의 다

양한 의미에 한 기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세 조사 간의 유사한 의미 기능의 통

합 비교 학습도 필요하다. 에 언 한 것과 같이 의미 기능이 유사한 문법 항목 

들을 비교, 통합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 하향식 모형이 효과 이다. 표 인 하향

식 모형은 TTT 모형（task- teach- task)이 있다. 소론버리(Thornbury, 1999 이

규 외 역, 2004)에 따르면 TTT모형은 과제 기반(task-based)바탕으로 다양한 의

사소통 과제를 통해서 목표 문법을 학습하는 모형이다. 즉, 정확성보다는 언어 사

용의 유창성에 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에', '에서', '로'의 유사 의미 변별 교육

은 각 조사의 통사 인 제약에 맞는 사용 정확성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모형의 단

인 문법 인 정확성을 보완해야 한다. 교육 과정에서 문법 인 정확성을 갖추기 

하여 학습자로 하여  목표 문법의 형태에 주목하고 문법에 한 의식 향상

(consciousness)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 이 호(2010:255)

에서는 TTT의 교수·학습 단계를 제시하 다.58) 본 연구는 '에', '에서', '로'의 특

징을 고려하여 세 조사의 유사 의미 변별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을 다음과 같이 

58) 이 호(2010:255)에서는 소론버리(1999)에서 제시한 'TTT'모형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 참 고 > :  이 단계에서의 과제는 담화 층 에서 설계하는 것이 하다.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말하기나 쓰기의 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상황과 

역할이 주어지면 의사소통활동을 더 효과 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가 생성한 내용에 해 피드백을 주고 오류

를 수정해 다. 그리고 '에'의 [단 ]의미의 의미·통사  지식을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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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그림 Ⅳ-2> 하향식 모형의 수업 구성 단계 

 과제  활동 단계는 교사는 본시 수업에서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소재

해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과제에 한 설명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  

과제 수행에 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제1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

에', '에서', '로'의 유사한 의미에 주목할 수 있는 의식 향상 과제를 제시하고 이

미 학습한 조사를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한다. 다음 교육단계에서는 교사는 학습자

들이 과제1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해주며, 목표 문법의 특징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발표 활동을 통해서 문법 인 정확성

을 강조할 수 있다. 마지막 과제2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새로

운 과제를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언어 사용에 을 두고 의사소통  산출

(output) 활동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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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방향, 이동]과 련된 '에', '에서', '로'의 유사 의미를 교육할 때 의 

모형을 활용하는 를 제시하고자 한다.

◎ 수업  구성

◎ 수업  차

(1) 과제  활 동 (5분 )

(2) 과제1(10분 )

학습 상 2학년 학습자

학습 문법
[방향, 이동]이 나타난 '에', '에서', '로’

('에'- [목표지]; '에서'-[출발 ]; '로'-[방향, 지향 ], [경로])

학습 목표

1.[방향, 이동]과 련된 '에', '에서', '로'의 의미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조사에 결합하는 이동동사의 특성을 악한다.

2.실제 언어 사용에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 [방향, 이동]을 나타낸 

'에', '에서', '로'를 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학습 시간 50분

※ 과제1을 수행하기 에 교사는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이해하게 해 

다. 이 수업의 과제 [방향, 이동]과 련된 '에', '에서' ,'로'로 사용하여 '오

성과 한음'이야기 텍스트를 완성하는 과제인데, 과제를 수행하기 에 학습자에

게 읽기 텍스트 내용을 소개한다.

※ 교사가 학습자에게 과제를 나눠주고 과제를 완성하도록 한다. 이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  '에', '에서', '로'의 형태에 해 주목하게 하고 조사

에 한 의식 상승을 유도한다.

◾다음 을 읽고 '에', '에서', '로'를 사용해서 빈칸을 채우세요.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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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20분 )

▶과제 발표 

▶문법 설명

59) 이 읽기 텍스트는 김혜진(2012)에서 제시한 '오성화 한음'이야기를 제구성한 것을 인용

하 다. 

오성은 집에서 감나무를 키웠어요. 감나무 가지가 곧 담을 넘어갔어요. 집 

할아버지는 가지 집(   ) 넘어온 감을 맛있게 먹었어요. 오성은 화가 나서 할아

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감은 제 감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오성을 큰 소리로 혼냈어요. '내 집(   ) 넘어왔으니 내 감이다!' 

그 다음 날에 오성이 감이 있는 지를 확인하려고 집(   ) 도착하고 바로 감

나무(   )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감이 많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성

은 화가 나서 감나무(   ) 내려왔습니다. 집 할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뒷문(   ) 할아버지 집(   )갔어요.......

< 참 고 >  학습자 각자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으며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진하고자  모둠으로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 학습자는 과제 수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한다. 토론을 통해서 학습자

들이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도록 한다. 

< 참 고 >  학습자가 발표하는 내용에 해서 다시 고쳐 말해주기 등의 오류 수정 

기법을 사용하여 피드백을 다.

※ 이 단계에서 교사가 읽기 테스트에서의 '에', '에서', '로'의 쓰임을 분석하면

서 에 학습한 '에'의 [목 지], '에서'의 [출발 ], '로'의 [방향, 지향 ], [경

로] 의미기능을 회상시키고 읽기 텍스트에서 나타난 '에', '에서', '로'에 결합하

는 동사의 특성을 학습자와 같이 살펴보면서 [방향, 이동]이 나타난 '에', '에서

', '로'의 의미·통사 인 특징과 차이 을 정리하도록 한다. 각 조사에 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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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구체 으로 기술한다.

조사 의미 기능 주로 결합하는 이동동사

에

表 示 行 为 的 移 动 所 到 达 的 地

点。强 ‘到达’(동작의 낙착

을 나타낸다.)

主 要 和 表 示 到 达 阶 段 的 移 动 动 词 相 结

合。(주로 이동의 도착단계에 이 

놓이는 이동동사와 결합한다.） 

: 오다,  가다,  도착하다 등

에서
表 示 行 为 出 发 的 地 点 （ 행

의 출발 을 나타낸다.) 

主要和表示移动的出发阶段的动词相结

合。（주로 이동의 출발단계에 이 

놓이는 이동동사와 결합한다.）

에: 오다, 가다, 출발하다, 떠나다 등

로

表 示 行 为 的 方 向 ， 到 达 的 地

点。也可以表示途经的地点。

* 和 动 词 ' 오 다 ' , ' 가 다 ' 相 结

合 ， 表 示 到 达 某 地 时 可 以 和 '

에'互 换 使 用。但 是 在 到 达 地

点 很 确 定 的 情 况 下 一 般 不 使

用'로'('오다'나 '가다'와 결

합하여 행 의 지향 을 나

타낼 경우에 '에'와 교체 가

능하지만, 동작의 '도착 '

을 확실히 나타내는 경우에 

교체가 제한된다.)

主要和表示移动的方向或 经过的动词

结。(주로 이동의 방향이나 경과를 나

타낸 동사와 결합한다.)

: 오다, 가다, 지나가다, 돌다, 넘다 

등 

< 참 고 >  '에', '에서', '로'에 결합하는 이동동사의 차이성과 공통성을 학습자에  

게 더 쉽게 달할 수 있도록 도식을 활용할 수 있다. 

 ) [방향, 이동]과 련된 '에', '에서', '로'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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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2(15분 )

※ 이 단계에서는 과제1에서 학습한 문법을 실제 의사소통  맥락 속에서 연습

해야 한다. 교사가 다음과 같은 '길 설명하기' 과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를 그룹

별로 나  후 [방향, 이동]을 나타낸 '에', '에서', '로'를 활용하여 말하기나 쓰

기 연습을 한다.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에서 목

표 문법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친구가 한 일로 여러분 집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오면 빠를 까요? 

화로 친구에게 집까지 오는 빠른 길을 알려주세요. 

나 친 구

가는 길 물어 보기
• 지  시내이다 +여기서 

어떻게 가야 하다

집까지 오는 길 알려 

주고 빠른 길 묻기

•거기서 우리 집+문화로/

명로(경유,经过)+오다
• 어디+가다+더 빠르다

빠른 길을 알려주고 

가는 방법 묻기

• 퇴근 시간+문화로+막히다

• 명로+오다+가장 빠르다

• 그러면+ 명로+ 가는 

길+알려주다

빠른 길로 가는 방법 

알려 주고 집 주변 길 

묻기

• 명로+공원 방향+직진+

평화로 사거리+보이다
• 거기+어떻게+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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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과제1과 유사한 과제  

 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의 과제는  '에', '에서', '로'를 실제 언어 환경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집 주변 길 알려주기

• 평화로 사거리+오른쪽+가

다

• 100m 더 가다+아 트+보

이다

• 남문+들어오다

• 아 트+도착하다+연락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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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국어 부사격조사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간의 교체로 인해 

국인 학습자가 부사격조사를 학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다. 본 연구에서는 의

미기능이 다양하고 한국인의 실제 생활에 출  빈도가 높은 부사격조사 '에', '에

서', '로'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며 국인 학습자의 사용 오류 양상을 추출하고, 오

류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 다.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체계  교육을 마련하기 하여 우선 Ⅱ장에서

는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한 이론을 고찰하 다. 

먼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국어사   한국어교육사 을 통해

서 살펴보았다,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을 '에'는 열한 가지, '에서'는 네 가

지 '로'는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각 의미 조사의 의미·통사  특징을 분석하 다. 

한 세 조사의 유사의미가 존재하며 학습자가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세 조사의 유사 의미에 한 비교 분석도 실시하 다.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의미 역이 겹치는 부분에서 각 조사가 가진 의미 특성을 정리하 다. 

다음으로 부사격조사와 유사한 국어 치사와 조 분석하고 '에', '에서', '로

' 각 의미 기능에 응하는 국어 표 을 살펴보았다. 치사는 부사격조사와 같

이 명사나 명사구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 을 가지고 있지만 

통사 , 의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품사의 가장 큰 차이 은 부사격조사는 

의미 기능상 포 인 다의성을 지니고 있지만, 치사는 기능상 보다 분화되어 있

다는 이다. 이러한 차이 으로 인해 국인 학습자는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 행의 교육과정에서 '에', '에서', '로'의 제시 황을 살펴보기 

해서 국 지 학에서 리 쓰이는 세 가지 교재를 분석하 다. 교재들의 특징 

 문제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에', '에서', '로'의 제시 형태  제시 

역이 교재마다 차이를 보인다. 둘째로 세 조사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단계 으로 

제시하지 않고 주로 · 에 집 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과에서 다양한 의미

를 한꺼번에 제시하는 경우가 부분인데 이와 같은 제시 방식은 학습자에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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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담을  수 있다. 셋째로 문법 설명이 교재마다 차이를 보이며 문이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교재 분석을 통해서 '에', '에서', '로'의 교육 실태와 문제

을 알아보게 되어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 

국인 학습자의 '에' ,'에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한 인식  사용 양

상을 알아보기 해 Ⅲ장에서는 국 지 학 2,3학년 학습자 112명 상으로 '

에', '에서', '로'의 인식·사용 양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인식 양상 조사를 통

해서  학습자가 '에', '에서', '로'의 다의 인 성격에 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화하게 알고 있는 의미 기능은 주로 에서 학습한 기본 의미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에', '에서', '로'의 유사 의미에 한 변별 인식이 부족한 

것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용 양상 조사에서는 조사의 의미 기능 특성에 따라 

고유 의미와 유사 의미로 나 어 결과를 통계하고 분석하 다. 학습자가 '에', '에

서', '로'를 사용하는 데 가장 많이 나타난 오류는 주로 치 오류와 생략 오류이

다. 오류 원인을 분석하기 해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에 의해 학습자의 사용 오류 원인을 '모국어 향에 의한 오류', '목표

어 복잡성에 의한 오류',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 어 구

체 으로 제시하 다. '목표어 복잡성에 의한 오류'는 '의미 기능의 복잡성'과 '의

미 기능의 유사성' 두 가지로 세분화되었다.  

Ⅳ장에서는 앞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 다. 교육목표를 국

의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이해차원과 사용차원의 세부 인 목표를 설정

하 다.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해 먼  행의 교재를 바탕으로 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고려해서 '에', '에서', '로'의 교육용 의미 기능을 선정하고 계화 작

업을 하 다. 그 다음으로 Ⅲ장에서 논의된 학습자의 사용 양상  오류를 바탕으

로 조사의 개별 의미 기능을 가르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의미·통사  교육 내용

을 설정하 다. 그리고 학습자가 세 조사의 유사 의미에 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의미 변별에 한 교육 내용도 구성하 다.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

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르치기 하여 '형태  근법'의 다양한 과제와 기법

을 활용하 다. 구체 으로는 '에', '에서' ,'로'의 개별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의사

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input)과 출력(output)을 강조하는 '입력 강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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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필수  형태 요구 과제'를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구성하 다. 한, 유사 의

미를 교육하는 데 학습자에게 조사의 사용 규칙에 주목할 수 있는 '의식 향상 과

제'를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구안하 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모형을 구성하 는

데, 학습자의 수 과 교수 내용에 따라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 모형을 제시하

다. 상향식 모형은 조사의 개별의미를 교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PPP모형을 

변형하여 구성하 다. 하향식 모형은 ·고 에서 유사한 의미를 변별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는 다양한 과제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능동 인 학습이 추

구할 수 있는 TTT모형을 활용해서 설계하 다.

본 연구는 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를 상으

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의 인식·사용 양상을 추출하 고, '에', '에

서', '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한 사용 양상과 구체 인오류의 원인을 분석하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인 학습자들을 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안을 모

색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인 학습자만 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논의를 일반화시

키지 못했다는 단 을 갖고 있다. 한 '에', '에서', '로'의 모든 의미 기능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지 못한 이 본 연구의 한계 이다. 향후 부사격조사의 교육 방법에 

한 과제는 더 심층 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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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 인식·사용 양상 설문지>

   【 韩 语 副 词 格 助 词 相 关 查问 卷】

您好，

本问卷采用不记名方式进行，旨在考察中国韩语学习者对于韩语副词格助词的理

解和使用而进行的。为了保证调查的真实性，请不要参考字典等资料，按照您的想

法以平常心作答即可。

在此本人担保，研究的结果绝对不会用于研究以外的其他任何用途。
首尔大学师范学院 韩语教育专业 硕士

康悦

◆  个人信息

. 性别:  □ 男 □ 女 

. 韩语学习时间:       年          个月

. 韩语水平: □Topik：     级

   □大学:   年级(在读年级)  

   □其他: 考试名称:          级数:     

. 学习过的教材:                   

.  联系 方 式 （ 手 机 / 邮箱/ QQ/微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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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请 认真阅 读 下 面 的 文 章， 列表 中 的 助 词 填 空。每 个 空格 只 能 填 一 个 您 认为

合 的 助 词。列表 中 的 助 词 可 以 重复使 用。若认为 空格 处 不 要 填 写 任 何 助 词 ， 请

用 X表 示。不 会 的 题 请 用 ‘ ？ ’ 等 符号或 文 字 标 示 出 来。

1. 20년 만에 고향에 가 보니 논밭이 아 트(    ) 바 었다.（논밭이: 农田, 아

트: 公寓）

2. 수는 언제나 정장 차림(    )학교를 가요.(光洙总是穿正装去学校)

3. 그 여자는 미인(    ) 소문난 사람이다.

4. 그 일을 한 시간 만(    ) 다 했어요.

5. 떡은 (   ) 만든 것이다.(年糕是用米做的。)

6. 명수는 병원에서 의사(    ) 일하고 있어요.

7. 민국이 항상 웃는 얼굴(    ) 사람을 합니다.

8. 비가 (    ) 변했어요.( : 雪）

9. 세상(    ) 나는 엄마를 가장 사랑합니다.

10. 손님: 이 사과는 얼마 요?  주인: 천원(   ) 두개 요

11. 술은 건강(    ) 좋지 않아요.

12. 숨막힐 듯한 분 기(    )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会议在令人窒息的氛围中

持续进行着）

13. 엄마는 매일 아침에 꽃(    ) 물을 다.

14. 우리는 5시(  ) 만나자.

15. 이 학생의 답안은 완벽(   ） 가깝다.

16. 지  성 （    ） 더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为了不比现在的

成绩更差，要努力学习）

17. 지하철역이 집(    ) 무 멀어요.

18. 하루 종일 공부（   ） 집 하게 되면 뇌가 피로해지기 쉽다.(피로하다:疲劳)

19. 한 달(   ) 한 번씩 부모님께 편지를 합니다.

20. 흙(   ) 만든 그릇은 세제로 씻으면 안 됩니다.(세제: 洗 精)

을/를,    이/가,    에,  에서,   에게,   (으)로,   ×



- 163 -

Ⅰ- 2. 请 认真阅 读 下 方 的 文 章后 ， 用 에,에서,(으)로填 空， 助 词 可 重复使 用。若认

为 空格 处 不 要 填 写 任 何 助 词 ， 请 用 X表 示。不 会 的 题 请 用 ‘ ？ ’ 等 符号或 文 字 标 示

出 来。

1. 수는 가방(    ) 핸드폰을 꺼냈어요. 

2. 그 분은 갑작스러운 병(    ) 돌아가셨어요.

3. 그 차는 동쪽(   ) 갔다.

4. 그 은 부부는 도시의 바쁜 생활에 지쳐서 시골(   ) 내려가서 살고 있어요.

5. 나는 매일 그 골목길(    ) 돌아서 집에 가요.

6. 도서 ( ) 학생들이 많다. 

7. 비(    ) 옷이 다 젖었어요.

8. 빨리 의자(    ) 앉아 주세요. 

9. 사과를 깎다가 칼(   ) 손을 베었다.

10. 아이가 천동소리(    ) 깜짝 놀랐어요.

11. 우리는 어제 모임(    )만났어요.

12. 우리는 뒷문(   )빠져나갔다.(我们从后门溜出去了）

13. 우리는 햇볕(   ) 옷을 말렸다.(햇볕:阳光 )

14. 이 편지를 투(    ) 넣어주세요.

15. 이름을 연필(    ) 쓰세요.

16. 제 사무실이 6 층에 있는데 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올라갑니다.

17. 지 은 서울(    ) 도착했습니다.

18. 차는 서울(   ) 출발합니다.(车从首 出发)

19. 폭우(    ) 인해서 경기는 다음 달로 미루었어요. （폭우: 暴雨, 연기하다: 延

期）

20. 학생들이 운동장(    ) 농구를 하고 있어요.

21. 그는 이제 새로운 곳(   )떠난다. (他现在要离 去一个新的地方。）

에,   에서,   (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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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请 回 答 下 面 的 问 题。（ 请 尽量不 要 参 前 面 问 卷的 内 容 ）

1.平时在写作或 口语表达中，使用에', '에서', '로'时感觉有困难么？

① 完全没有 ② 几乎没有 ③ 一般 ④ 有一点 ⑤ 经常有

2.主要通过以下哪种方式学习了에', '에서', '로'？（可多选）

① 教师课 上的讲解 

② 利用字典等辅助性的参 资料进行学习

③ 通过阅读，和他人的对话等方式学习

④ 没有太注意过它们的使用

⑤ 其他：                                               

                                                                     

3.请写出您知道的'에', '에서', '로'的所有意思。（可以参照以下的方式中的一种或

几种写出自己知道的意思，也可按照自己的想法进行描述）

<例>에게: 给，对,/表示对象，表示被动/친구에게 선물을 다; 개에게 물렸다.

① 에:                                                                     

② 에서:

                                                                   

                                                                        

➂ 로:

4. 在 韩 语 学 习 中 ， 对 于 '에','에서','로'， 教 师 教 了 哪 些 内 容 ？ 用 了 什 么 样 的 方 法 ？

（可多选）

① 针对教材中出现的 '에', '에서', '로'的用法做简单的讲解后，给出 当的例子并

要求记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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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针对'에','에서','로'多种用法之间的关联性进行讲解后，给出 当的例子并做一些

简单的练习。（例：在讲解‘에’[范围]的用法时，与之前学过的‘에’的[场所]的用法相结

合进行说明。）

③ 运用图形，图画等视觉材料对'에', '에서', '로'的多种用法进行说明。 

④ 对'에', '에서', '로'之间比较容易混淆的用法进行过系统的整理说明。

⑤其他                                                      （请具体说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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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c t

A Study on Education of Korean Particle 'e', 'eseo', 'ro' 

for Chinese Korean Learners

Kang Yu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organize concrete and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Korean Adverb Postpositions 'e', 'eseo', 'ro' based on analyz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Chinese learners usage patterns and the error causes 

of 'e', 'eseo', 'ro'.

 Korean is an agglutinative language which is well developed in postposition 

and ending. This is an important feature that Korean is classified from another 

languages. And this make Korean learners whose native languages don't have 

postposition feel difficulty to study korean. As a trying to find solution about 

this difficulty, this study try to present a studies and teaching solutions about 

adverb postposition of 'e', 'eseo', 'ro'. The reason woe choose 'e', 'eseo', 'ro' 

among adverb postpositions is that those are some words which a reused 

frequently and so similar to each others that foreign learners confused by these 

words. 

In ChapterⅡ, based on seven kinds of Korean dictionaries, the function of 'e', 

'eseo', 'ro' can categorized into 11, 4, 8 different categories and each usage is 

illustrated by representative examples. Then we compared three prepositions 

with correspondent prepositions in Chinese and fou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inese expressions and Korean's. Last, though the three different 

textbooks used in Chinese universities Korean Department. The description of 



- 168 -

particle 'e', 'eseo', 'ro' are analyzed in every level of textbooks, and compared 

with the meanings given by above dictionaries.

In ChapterⅢ, in order to investigate how chinese learners use and understand  

'e', 'eseo', 'ro', we designed the 'Grammatical judgement Test' and selected 

112 Chinese learners. In addition, follow- up interviews with 12 students to find 

out their way of thinking in 'e', 'eseo',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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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curriculum.  

 In Chapter Ⅳ we integrated analysis results of ChapterⅡ and ChapterⅢ to 

design goals and content for Chinese learners about Korean postpositions 'e', 

'eseo', 'ro' according to learners' different language levels and developed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using 'focus on form', as well as a 

modal. 

Till now,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on educational methods of Korean 

postpositions 'e', 'eseo', 'ro'. This paper concentrates on discussing how to 

correctly understand and use Korean postpositions 'e', 'eseo', 'ro', which will 

help to enhanc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ies. More systematic and practical 

studies, which can help the Chinese learners are expected in the future.

* Key word: postpositions, 'e', 'eseo', 'ro', overlapped meaning, Various 

meanings, error analysis. Chinese learn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 on 

form

* Student number: 2012-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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