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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고급 단계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양상과 
오류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조사결합은 조사끼리 서로 결합하여 구성이 된다. 한국어 조사결합은 
결합 형태가 다양하고 일상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에
게 한국어 조사결합은 습득하기가 비교적으로 어려운 내용이다. 이는 중국어에는 
한국어 조사와 대응하는 개념이 없어 학습자들이 조사결합에 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제한된 언어 
환경 때문에 조사결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 특히 조사결합에 관
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아 조사결합의 결합 규칙, 의미, 또한 사용 맥락
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과정에
서 한국어 조사결합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 나아가, 한국어 조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활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고급 학습자의 말뭉치 자료와 설문지 조사 그리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제2외국어의 교육 목적은 의사소통을 유창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자가 적
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본인의 의도와 감정을 정확하게 표출하는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두고 한국어 조사결합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보다 효율적인 한국어 교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는 조사결합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21세종 말뭉치 
자료와 한국어 교재를 참고하여 108개 조사결합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어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조사결합의 형태ㆍ통사적 특성, 의미ㆍ화용적 특성에 대해서 서술
하고 한국어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어교육에
서 조사결합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한중 번역 테스트와 담화 완성형 테스트를 통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결합 형태ㆍ통사적 오류와 의미ㆍ화용적 오류를 살펴
보았고, 또한 Ⅲ장 설문지 조사에서 설문지1과 설문지2의 학습자 사용 양상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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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함으로써 학습자가 조사결합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후 면담 테스트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조사결합 오류와 
사용 능력 부족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Ⅳ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바탕으로 조
사결합의 교육 목표를 세우고 교육 내용을 체계화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조사결합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사용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조사결합을 회피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상황에 맞춰서 정
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조사결합을 써야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조사
결합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조사결합의 결합 규칙에 대
한 학습에 있어서 메타언어로 결합 조건을 설명하는 것보다 문형이나 덩어리 표
현을 활용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조사결합 의미 및 화용을 가르칠 때 맥
락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상태를 설명함으로써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 연구의 의의 및 한
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과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사
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사결합의 사용 의식을 키우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결합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는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앞
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나아가 중국인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주요어 : 한국어 교육, 중국인 고급 학습자, 한국어 조사결합, 의사소통 능력,
문법의식 상승과제, 문형 및 덩어리 표현, 맥락. 

* 학  번 : 2009-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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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언어교육에서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이 강조된다. 그러나 제2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기와 읽기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쓰
기 기술과 통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학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로 의사
소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휘나 문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화자의 사용 
목적과 맥락에 적합한 의미와 기능에 관한 지식을 학습해야 한다.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체계적인 의미 단위를 통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문장을 스스로 생산할1) 수 있
어야 하고 나아가 문장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의
사소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한국어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사용 능력도 
중요시해야 한다. 특히 고급 학습자2)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이해보다 학습
자들이 상황에 맞게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중요

1) 마이클 루이스(Michael Lewis,1993)에서는 오랫동안 듣기와 읽기는 수동(passive) 기술
로서, 이와 대조적으로 말하기와 쓰기는 능동(active) 기술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적절
한 용어라고 지적하고 용어를 수용(receptive) 기술과 생산(productive) 기술로 구분하였
다.

등급 평가기준

고
급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
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6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
게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
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
지 않는다.

[표 1]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평가 기준 

2)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학습자 등급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장하는 일반 한국어능
력시험(S-TOPIK)의 등급 평가 기준을 따른다. 또한 Ⅲ장에서 학습자 사용 양상을 분석
하기 위해 말뭉치 자료와 설문지조사 그리고 인터뷰 자료 수집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의 고급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http://www.topi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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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다. 조사는 한국어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중
국인 고급 학습자가 조사와 조사결합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한국어 사용 능력도 효과
적으로 향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사결합
의 사용 양상을 검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결합은 조사구성연속체라고 정의되며,  
통시적으로 변화에 의해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결합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아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양상
과 오류를 분석한 다음에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사결합 사용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조사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한국어 조사의 수는 100
개가 넘는다. 한국어의 조사는 일정한 문법적 특성에 따라 분류 되어 있고, 각 하
위분류는 일정한 결합 유형이 있어서 한국어 화자는 어렵지 않게 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임동훈, 2004:2). 또한 조사결합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사용되
고 있다. 모국어 화자에게는 이와 같은 문맥이나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그
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한국어 조사결합을 학습하
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에겐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 문제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조사와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
은 조사를 어렵게 느끼며, 이를 학습하는 과정이나 실제로 사용의 측면에서도 능
숙하지 않다. 즉 조사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중국인 고급단계 학습자
들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학습자들이 ‘에는’, ‘에서는’과 같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조사결합 외에 다른 조사결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설문조사 결
과도 마찬가지이다. 학습자들이 조사 하나만 쓰거나 어휘로 문장 의미를 잘못 표
현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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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 그리고 성숙한 영업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중에서 명   
           망도(사회에서도 명망이√) 높습니다. (작문쓰기 자료)

 예시(1)에서와 같이 학습자는 ‘에서’와 ‘도’ 두 조사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문장을 어색하게 쓰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이 
조사결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난
다.
  둘째, 조사결합이 결합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간의 결합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 시 형태적이나 문법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고급 단계인 중국인 학습자의 말하기 자료와 쓰기 자료에서 나타나
는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ㄱ. 아나운서들 다 당황하지 않고 시민들 잘 인도하고 일본 시민들이도(시  
            민들도√) 지진에 관한 교육 받고 있으니까 ...(말하기 자료)
         ㄴ. 누구나나(누구나√) 자기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작문쓰기 자료)

 위 학습자 오류에서, 먼저 (2ㄱ)에서는 격조사 ‘이’가 생략해야 하는 경우임에
도 불구하고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말하는 과정에서 조사결합의 제약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형태적인 오류를 일으킨다. (2ㄴ)에서는 (2ㄱ)과 달리 학습자
가 조사를 결합하여 문장을 만든다는 의식은 있었지만 문법적으로 조사결합을 틀
리게 표현을 하였다.
  셋째, 조사결합을 사용할 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와 기능을 표현해야 
하는데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단일조사만 사용될 때와 조사결합이 사용될 때의 
문장의 의미와 화용적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는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아래는 설문조사에 나타난 학습자 사용 양상 중의 한 사례
이다.

    (3) ㄱ. 철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달 안에 논문 끝낼 수 있을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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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어.
           영주: 한 달이 남았다는 건 일주일밖에 없어서 준비할 수 없는 경우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부터라도√) 최선을 다해봐.

위와 같은 사용 양상을 보인 학습자를 인터뷰한 결과, 학습자는 (3ㄱ)과 같은 
담화 상황에서 ‘부터’를 사용하는 것과 ‘부터라도’를 사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
다고 생각한다. 이는 학습자가 실제 담화 맥락에서 적합한 조사결합을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조사결합은 조사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형태가 
단일 조사보다 복잡하고 또한 특정한 문장 맥락과 상황에서 많이 쓰이므로 한국
어 학습에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조사결합을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 물론 일상생활이나 구어에서는 조사가 생략된 경우가 많고 조사
결합을 사용 안 해도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는 때도 있지만, 쓰기 및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하기에서 조사결합을 사용 안하거나 잘못 사용할 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3) 그러므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에
게 조사결합을 교육하는 것은 조사결합 사용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사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급학습자로서의 수준에 맞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는 매
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상술한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급 단
계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조사결합 사용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의 목표를 선정하
였다.
 

 첫째, 한국어 조사결합의 개념과 범주를 논의하고 한국어 조사결합의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어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본다. 

 둘째, 학습자 말뭉치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
상과 오류를 분석하여 학습자 오류 원인과 사용능력 부족 원인을 밝힌다. 
3) 본 연구에서는 주로 말하기와 쓰기에서의 조사결합 사용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의사소통

에서 조사결합이 불가피한 경우를 위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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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고급 단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선행 연구

 본 연구의 목표는 고급단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어 조사결합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조사결합에 대한 연구를 국어학에서의 연구와 한
국어교육학에서의 연구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국어학 연구 분야

 지금까지 한국어 조사결합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념 및 분류, 결합 순서 및 제
약, 그리고 조사결합의 의미ㆍ화용적 측면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먼저 국어학 연구 분야에서 조사결합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성과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현대 국어 조사결합에 관한 연구가 최현배(1937)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어서 많은 연구들에서 조사끼리의 결합의 유형을 구별하는 기준을 세우고 조사
끼리의 결합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최현배(1937)에서는 조사끼리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토씨와 토씨가 어울러서 
된 것’으로 서술하면서 ‘벌린 겹씨(竝列 複詞)’라고 정의하였다. 김진형(2000)에
서는 ‘합성조사’와 ‘조사연속구성’과 같은 두 개념을 나눠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중에 ‘선행 요소에 둘 이상의 조사가 연달아 통합된 구성’은 ‘조사연속구성’이라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을 지칭하는 다른 말로 ‘허사의 중첩’(김상대 1993), 
‘조사의 중첩’(황화상2003), ‘배합구성’(최웅환2004) 등이 있다. 또한 고영근·구본
관(2008)에서는 조사끼리의 결합에 대해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통시적인 
변화에 의해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결합을 합성조사라고 정의하고 공시적으로도 
각각의 조사로 볼 수 있는 결합을 조사연속구성체라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조사결합의 결합 순서와 제약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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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사의 결합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결합 순서와 제약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
하게 진행되어 왔다. 

 임동훈(2002)에서는 조사를 격조사와 특수조사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부류와 
결합 규칙을 밝혔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특수조사와 격조사가 함께 쓰일 경우에
는 [[명사구+특수조사]+격조사]의 구조로서 특수조사가 격조사에 선행하고, 특
수조사와 후치사가 함께 쓰일 경우에는 [[명사구+특수조사]+후치사]의 구조와 
[[명사구+후치사]+특수조사]의 구조가 모두 가능하다는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수조사는 후치사에 가까운 분류와 첨사에 가까운 부류 등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어 이들의 통사적 성격을 단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황화상(2003)에서는 조사의 결합 순서와 제약을 설명하기 위해 작용역4)이라
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와 조사가 결합하는 것은 ‘중첩’이라고 정의하였
다. 조사의 작용역과 조사의 결합 순위에 대한 분석 내용과 조사 중첩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동훈(2005)에서는 한국어 조사를 대상으로 하여 그 하위 부류를 나누
고, 각 하위 부류 간에 존재하는 결합상의 제약과 결합 순서에 대해서 논의하였
다. 우선 조사 중의 격조사를 문법격 조사와 의미격조사로 나눔으로써 한국어의 
문법격 조사가 구조적 성격만으로 규정될 수 없는 속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
리고 특수조사는 통합성의 특징과 의미의 성격에 따라 후치사와 첨사로 나누었
다. 또한 문법격 조사, 의미격 조사, 후치사, 첨사간의 통합 관계는 명사 어기에 
의미격 조사가 가장 가까이 결합하고, 문법격 조사와 첨사가 가장 멀리 결합하며 
그 사이에 후치사가 끼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미격 조사는 
의미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서로 결합할 수 있고, 후치사는 제
한된 일부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서로 결합하지 않으며 문법적 조사와 문볍격 
조사, 첨사와 첨사, 문법격 조사와 첨사는 서로 결합하지 못함으로 밝혔다.

 황병순(2008)에서는 조사와 문법화 양상을 살펴보면서 국어 조사를 문맥조
사5), 의미역조사, 구조격조사, 양태조사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결합 원리를 
4) 조사의 작용역은 그것의 문법적 기능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주로 격 기능을 갖는 격

조사가 격에 관련된 문법 단위(즉 명사구)를 작용역으로 하듯이, 주로 의미 기능을 갖는 
보조사는 그것의 의미에 관련된 문법 단위(명사구, 문장 등)를 작용역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황화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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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그 원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어 조사가 중복될 때 네 
유형의 조사 가운데 의미역조사가 제일 앞에 놓이고 문맥조사는 의미역조사 뒤에 
놓인다. 둘째, 하나의 명사항에 둘 이상의 의미역조사가 결합될 수 없다. 셋째,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문맥조사도 중복되지 않는
다. 넷째, 구조격조사는 의미역조사 뒤에 놓인다. 다섯째, 양태조사는 여러 조사가 
중복될 경우 제일 마지막에 결합된다.

 이 밖에도 고창수(1997), 최태성(1999), 김진형(2000), 최웅환(2005) 등의 
연구가 있다. 이상으로 논의한 선행 연구는 조사결합의 결합 순서와 제약을 중심 
내용으로 삼는 연구들이다. 

 다음으로 조사결합의 의미ㆍ화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는 결
합 전체의 의미 및 화용을 분석하는 것보다 주로 실제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 
조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고석주(2004)에서는 격 범주와 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조사
의 의미격과 화용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윤재원(1989)에서는 
홍사만(1983), 염선모(1978), 채완(1977), 성광수(1981), 고영근(1976), 양인석
(1973) 등의 연구성과를 바탕 내용으로 하여 보조조사의 의미기능 및 화용에 대
해서 정리하였다.

 이상으로 조사결합의 개념과 부류, 결합 순서 및 제약, 또한 의미ㆍ화용에 관
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국어학에서 이상의 측면에서 조사결합에 관한 논의들이 
대부분인데 그 외에 다른 측면에서 조사결합을 부분의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 연
구들도 있다.

 이희자ㆍ이종희(1998)에서는 국어 전체 부사를 대상으로 일종의 조사 사전을 
만들었다. 그 중에는 일부분 조사결합도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결합의 
결합형식과 형태를 설명하고  또한 예문들을 통해 조사결합의 의미 기능에 대해
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5) 로서는
       ‣ 1. ‘NP로서’ 항에 조사 ‘는’이 붙어 쓰인 것임. 

5) 여기서 문맥조사는 문맥 의미를 드러내는 조사가 기능적 의미를 들어내는 조사로 문법화
되는 경우에 면사상의 문맥 의미를 드러내는 조사라고 한다. 이남순(1996)의 특수조사나 
임동훈(2005)의 후치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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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서는’은 받침 없는 말에, ‘으로서는’은 받침 있는 말에 붙어 쓰임.

       ‣ 1. (사람명사에 붙어) ‘~의 신분/입장과 같은 처지에서는’의 뜻을 나타냄.
         2. (시간명사에 붙어) ‘~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의 뜻을 나타냄.
         3. (근거, 원인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가 되는 것에는’의 뜻을 나타  

             냄.

 한편, 고석주(2008)에서는 현대 한국어 조사의 실현 양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조사에 대해서 체
계적인 계량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의 결합 유형과 빈도에 대해서도 구문 
말뭉치와 의미 말뭉치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조사결합에 관한 국어학 연구는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교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에서도 국어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적
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조사결합의 개념
과 범위 부류와 제약 또한 의미ㆍ기능에 관한 심층적인 내용보다 의사소통을 목
적으로 하여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조사결합에 관한 문법 지식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2.2. 한국어교육학 연구 분야

 한국어교육 연구 분야에서 조사 전체 혹은 개별 조사 교육에 관한 연구는 많
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어 조사결합에 관한 한국어교육학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
다. 조사결합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한윤정(2010)이 있다.

 한윤정(2010)에서는 한국어 조사의 복합적 결합 양상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들
의 중간언어 변이 형태들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조사 결합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선 세종 계획 구어와 문어 말뭉치와 한국
어 교재를 바탕 자료로 조사결합의 빈도와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
간언어 변이의 측면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에서 나타난 학습자 사용 양상 분석을 통해 한국어교육에서의 조사결합 교육 방
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는 한국어 교실에서 조사 두 개가 결합하여 사용되는 사실을 먼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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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하여야 한다. 학습자들이 조사 결합을 유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단  
          일 조사들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조사 결합 시 위치에 대한 규칙을 교육하여야 한다. 조사 부류에 대한 지  
          식이나 직관이 전혀 없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으로 조사   
          를 위치별로 재분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용 조사결합 원리를    
          밝히고 그것들을 단계별로 교육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에게 조사 결합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조사가 결합할 때 의미적인 기능을 가진 조사가 먼저 결합하고 문법  
          적인 기능을 가진 조사가 뒤에 오는 큰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   
          다.

  장미경(2009)에서는 “황정숙(1992)에서 특정 조사들이 아니라 조사와 조사
의 결합 그리고 생략현상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다. 또한 한윤정(2010)은 한국어 조사결합에 관한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말뭉치와 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어 조사결합의 노출 현황에 대해서 체
계적으로 분석하였고, 또 국어교육 분야를 넘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조사결합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말뭉치와 교재에서 나타난 조사결합의 빈도를 조사하였지만 한국어 조사
결합의 결합 순서나 결합 시의 제약과 같은 결합 규칙에 관한 내용 서술은 부족
하다. 또한 조사결합 의미나 화용에 관한 국어학적 지식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
으로, 중급과 고급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실험 내용이 
학습자의 실제 사용 양상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 실험 결과를 근거로 전체 외국인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
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혹은 중국인 학습자만의 사용 양상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방안에서 제시했듯이 학습자에게 두 개 이상의 조사가 결
합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메타언어로 설명하고 결합 규칙을 조사의 하위 부류를 
통해 교육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측면에만 머무르고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능력의 향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보면 한국어 조사 교육은 개별조사의 교육 단계를 넘어 조
사끼리의 결합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조사결합 교육 방법이 절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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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나 교재에서 나타난 조사결합
의 빈도수만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어의 조사 체계를 중국어와 대조분석을 
함으로써 설명하며,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실험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실제 말뭉치 
자료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만의 오류와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또한 중국 현지
의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과 수업 모형을 설계하도록 한
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고급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교육 방안
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대상은 한국어 조사결합과 조사결합을 사
용하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자료에서 나타난 오류 양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조사결합은 복합조사와 달리 각각의 조사로 볼 수 있는 조사연속구성체이
다. 또한 기존 논의의 ‘로부터’와 ‘한테서’와 같은 결합 형태에 대해서는 복합조사
로 보아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윤정(2010)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일반 조사와 복합조사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규호(2001)에서 제시한 ‘게
로, 로부터, 이라고는’ 등과 16개의 결합 형태를 ‘복합조사가 아닌 조사의 결합 
항목’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결합에 대해 논의할 때 두 조사가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조
사의 결합 형태는 항목에 넣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연구는 조사의 결합 
순서, 결합할 때의 제약 등 조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복합조사는 분리 
가능성이 없어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결합을 
분석함으로써 고급 학습자를 위한 조사결합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 본질
이 다른 복합조사도 같은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
이다. 

 이 연구에서는 모국어 학습자 말뭉치, 그리고 한국어 교재 두 가지의 요소를 
고려해 본 연구의 연구용 조사결합 항목을 선정하였다. 조사의 결합 형태가 다양
하기 때문에 논의 가치가 있는 항목을 빈도수가 높은 항목과 같은 조사결합의 판



- 11 -

단 기준으로 선정해 기존 항목에서 각 부분 논의의 필요에 따라 일부분 항목을 
선택해 새로운 조사결합 항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Ⅱ장에서 
논의한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급 단계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다양하므로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절차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조사결합 사용 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다. 여기서 한국어 조사
결합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또 조사의 체계의 의해 조사결합의 하위 결
합 유형도 살펴보았다. 이어서 말뭉치 자료와 한국어 교재를 참고하여 조사결합
의 교육용 항목을 선정하여 선정한 항목을 위주로 조사결합의 형태ㆍ통사적, 의
미ㆍ화용적 특성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대조분석6)을 활용하여 한국어 단일 조
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고 한국어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을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고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 및 오류 내용에 
대한 분석이다. 우선 사용 인식 양상, 형태ㆍ통사적 사용 양상, 그리고 의미ㆍ화
용적 양상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 
및 오류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오류 및 조사결합 사용 
능력 부족의 원인에 대해서 목표어의 복잡성 원인, 모국어의 영향, 그리고 교육 
과정의 원인 세 가지로 부류하여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 내용을 통합하여 조사결합 사용 교육을 통해 고급 단
계의 중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본 연구의 교육 목표로 
세우고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
고 연구 의의 및 이 분야 연구의 전망을 제시한다.

6) 대조분석은 제2언어 습득을 방해하는 요인을 모국어의 간섭으로 보고 모국어와 제2언어
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언어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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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 본 연구의 연구 절차이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고급 학습자 말하기 자료와 쓰기 작문 자료 총 76편을 수집하여 자료에서 
나온 조사결합의 노출 개수 및 각 조사결합의 빈도를 정리해 보았다. 이상 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결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이 단계에서 98
명의 피험자는 모두 고급학습자이며 5급과 6급으로 나뉘었다. 또한 설문지는 번
역테스트 형식으로 조사 항목을 제시해주는 설문지1과 조사 항목을 제시하지 않
는 설문지2의 두 종류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의 
조사결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말뭉치 자료와 
설문지 자료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과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나열하였다. 또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에 대한 인식도 분
석하였다. 자료 수집 및 실험 방법은 Ⅲ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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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Ⅱ장에서는 고급 단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조사결합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
찰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 조사결합의 개념 및 범주를 살펴보고, 다음으
로 교육용 조사결합 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어 조사결합의 형태적,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어와 대응하는 한국어 조
사결합 표현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어 조사결합 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어 조사결합에 대한 이해

1.1. 한국어 조사결합의 개념 및 범주

1.1.1. 조사결합의 개념

한국어 조사결합의 용어와 개념, 그리고 범주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지
만 그 기준이 다양하고 다소 혼란스럽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조사결합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결합의 용어와 개념, 그리고 범주를 먼저 정할 필
요가 있다.
  최현배(1937/1971)에서는 ‘토씨와 토씨가 어울러서 된 것’을 ‘벌린 겹씨(竝列 
複詞)’라고 정의을 내리고 복합조사를 ‘도움 토씨-자리 토씨(까지-가, 만-을, 부
터-가)’, ‘자리 토씨-도움 토씨(에-도, 로-만, 하고-도)’, ‘도움 토씨-도움 토
씨(까지-도, 만-은, 부터-는)’, ‘자리 토씨-자리 토씨(에서-의, 에게-로, 로-
가)’, ‘이음 토씨-자리 토씨(와-의, 와-를, 와-가)’, ‘이음 토씨-도움 토씨(와-
는, 와-도, 와-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김상대(1993)에서는 
최현배(1937/1971)에서 사용되는 ‘복합조사’라는 용어를 논의 주제로 삼아 문법 
기술에서 복합조사란 용어가 사용되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개념
의 부당성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태성(1999)에서는 두 개 이상의 조사가 겹쳐 쓰이는 결합을 ‘조사의 겹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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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하였다. 황화상(2003)에서는 두 조사가 결합할 경우에 ‘조사 중첩’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하였다. 최웅환(2005)에서는 후술된 조사의 기능적 측면
을 고려하여 또 논지 전개의 편의성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조사가 결합된 것을 
‘배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진형(2000)에서는 공시적으로 구성에 대하여 
‘조사끼리의 상호 통합’이나 ‘조사 통합체’를 ‘복합조사’로 간주하는 것의 이론적 
타당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조사끼리 결합할 때 둘 이상의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
의 조사처럼 인식되는 경우에 ‘조사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두 개 이상의 조
사가 연속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조사연속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논의가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 조사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
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개
념에 대한 설명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규호(2001/2007)에서는 두 조사의 결합관계가 굳어져서 단일한 하나의 기능
을 나타난다면 그것은 ‘복합조사’라고 할 수 있으나, 굳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결합관계에 의한 ‘조사연속구성’이라고 보았다. 한용운(2004)에서는 문
장에서 체언 뒤에 연속적으로 통합한 조사는 ‘조사연속구성’이라고 정의하고, 둘 
이상의 조사가 하나의 조사로 조사화한 것을 ‘복합조사’라고 정의하였다. 박지용
(2005)에서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조사가 결합하여 문자에 의미를 첨가하는 조사 
간의 결합관계를 ‘조사연속구성’이라고 하고 조사 간의 결합이 문법화를 거쳐 하
나의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복합조사’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고영근·구본관
(2008)에서도 ‘조사끼리의 결합’에 대해서 공시적으로 각각의 조사로 볼 수 있는 
결합을 ‘조사연속구성체’, 통시적으로 변화에 의해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결합을 
‘합성조사’로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조사끼리의 결합 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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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조사끼리의 결합

각각의 조사로 볼 수 
있는 조사끼리의 결합

최현배(1937/1971) - 복합어
최태성(1999) - 조사의 겹침
 황화상(2003) - 조사 중첩
최웅환(2005) - 조사의 배합
김진형(2000) 복합조사 조사결합

이규호(2001/2007),한용
운(2004),박지용(2005) 복합조사 조사연속구성
고영근·구본관(2008) 복합조사 조사연속구성체

[표2] 각 논저에서 제시한 조사끼리의 결합에 대한 개념 및 용어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끼리의 결합에서 하나의 단위로 굳어지느냐에 따
라 개념이 다르고 또 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
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조사끼리의 결합을 ‘복합조사’로 정
의하고 또한 각각의 조사로 볼 수 있는 조사끼리의 결합을 ‘조사결합’으로 정의하
여 논의한다7). 
  ‘복합조사’와 ‘조사결합’ 이 두 개념은 확실하지만 음운론적으로 선행 요소에 붙
어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두 개념의 판
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김상대(1992,1993), 엄정호
(1997), 한용운(2004), 박지용(2005)에서는 기존의 사전에서 나온 조사 목록을 
중심으로 하여 개별의 조사끼리의 결합을 다시 복합조사인지를 판별하거나 구별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규호(2007)에서는 ‘복합조사’와 ‘조사결합’의 판별 기준을 제시하고 복합조사
를 목록화 함으로써 두 개념을 체계적으로 구별하였다. 이규호(2007)는 ‘복합조
사’와 ‘조사결합’8)의 판별 기준을 크게 ‘분리 가능성’, ‘교체 가능성’, ‘의미의 특수
성’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7) 국어학에서 조사끼리의 결합에 대한 개념 및 용어 사용이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는 중
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필요에 따라 용어를 선
택하였다. 

8) 이규호(2007)에서는 ‘조사결합’이라는 용어대신 ‘조사연속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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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분리 가능성의 기준은 어떤 두 구성 성분을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1) 가. 영희는 부산으로부터 전학을 왔다.
      나. 영희는 부산으로 전학을 왔다.
      다. * 영희는 부산부터 전학을 왔다.  
                                                     (고영근·구본관2008)

  (2) 가. 나는 밥 대신 빵으로만 먹는다.
      나. 나는 밥 대신 빵으로 먹는다.
      다. 나는 밥 대신 빵만 먹는다.  
                                                     (고영근·구본관2008)

 (1가)와 (2가)에서 밑줄 친 ‘으로부터’와 ‘으로만’은 각각 두 개의 조사가 결
합한 것이다. (1가)의 ‘으로부터’를 분리하면 (1다)와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
는 반면에, (2가)의 ‘으로만’을 분리해도 (2나)와 (2다)가 제시한 것처럼 틀린 문
장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의미적으로 볼 때, (1가)의 ‘으로부터’를 분리한 후 (1
나)와 (1다)에서 보여준 문장 의미의 차이가 크다. 이에 비하면, (2가)의 ‘으로
만’을 분리해서 보면, (2나)의 분리된 조사 ‘으로’가 (2가)에서 지닌 의미만큼 원
래의 문자으로부터 빠져나감으로써 단순한 통합관계를 보여준다. 위에 분석에 따
라 ‘으로부터’는 복합조사로 판정되고 ‘으로만’은 ‘조사결합’으로 판정된다.
  다음으로 ‘교체 가능성’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한다. 어떤 조사간의 결합형에서 
후행 조사가 같은 계열의 다른 조사와 교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합조사로 굳
어진 것이고 교체 가능하면 ‘조사결합’으로 볼 수 있다.

 (3) 가. 하루 종일 반은커녕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다.  
                                       (표준국어대사전1999, 이규호2007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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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 5분만 더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안 나오면 그냥 나가자고. 
                                                (이희자∙ 이종희2010)

 (3가)의 밑줄 친 ‘은커녕’에서 ‘커녕’의 자리에는 어떤 다른 보조사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조사와의 교체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래서 ‘는커녕’은 부정
문에 쓰여 ‘는 고사하고’의 뜻을 나타내는 복합조사다(이규호2007). 한편, (4가)
의 밑줄 친 ‘까지도’는 ‘보조사+보조사’의 결합인데 후행하는 조사 ‘도’를 ‘는’과 
같은 다른 보조사로 교체해도 문장 성립이 된다. 그러므로 ‘은커녕’와 같은 조사
간의 결합 형태는 복합조사로 판단되고 ‘까지도’와 같은 형태는 조사결합으로 판
단된다.
  마지막 기준은 ‘의미의 특수성’이다. 두 개 이상의 조사가 결합할 때 원래 구성
성분이 지닌 의미를 합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과 다른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면 복
합어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원래 조사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 않는
다면 조사결합이다. 위에 제시한 (1가)에서 제시한 ‘으로부터’에 대해서 김상대
(1993)는 여기서의 ‘으로’는 전혀 (1나)의 ‘으로’와 같은 방향의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단지 (1다)에서 ‘부산부터’가 주어인 것과 구별하여 ‘부산으로부터’가 출
처를 나타내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2가)의 ‘으로
만’의 경우에는, ‘으로’와 ‘만’이 결합을 하는데도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으로부터’는 복합어로, ‘으로만’은 조사결합으로 판단하였다. 

1.1.2. 조사결합의 유형

1) 한국어 조사 체계

조사결합의 하위분류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조사의 체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의 하위분류에 대한 이론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고영근∙구본관(2008)
에서는 조사를 크게 격조사, 보조사와 접속조사로 분류하였고, 조사끼리의 결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격조사를 다시 구조격조사와 의미격조사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 임동훈(2004)에서는 조사를 크게 격조사와 특수조사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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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근∙구본관(2008) 임동훈(2004) 본 연구

체
계

격조사

구조격
주격

격조사

문법격

격조사

구조
격관형격

목적격
의미격 부사격 의미격 의미

격
호격
보격

서술격
보조사 통용 특수조사 후치사 보조사종결 첨사

접속조사
 [표3] 조사 체계에 대한 검토 및 정리            

고 또 격조사를 문법격조사과 의미격조사로 분류했고,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분류한 접속조사9)를 접속격으로 보아 격조사의 의미격조사에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 학자들이 기술한 조사의 분류를 참고하고 한국어 조사결합 분
석과 교육 방안 구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합 체
계와 용어들을 다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조사의 세분된 개념이 아니라 조사의 결합 유형의 형태적, 의미∙
화용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므로 조사에 대한 분류 기준과 용어가 
단순할수록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조사 
체계에 대한 논의 내용과 본 연구에서 정한 체계 및 용어는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임동훈(2004)에서 격조사의 분류 기준에 따라 격조사를 문
법격조사와 의미격조사로 분류하고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언급한 ‘과/와’, ‘하
고’, ‘(이)랑’과 같은 접속조사를 격조사의 의미격으로 인정한다. 또한 임동훈
(2004)에서 사용된 ‘특수조사’라는 용어 대신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사용된 
‘보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임동훈(2005)에서 사용된 ‘문법격’을 고영근∙구본
관(2008)의 ‘구조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보조사에 대하여 따로 세분
9)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과/와’, ‘하고’, ‘(이)랑’과 같은 ‘동반’을 나타내는 형태를 부사

격조사로 보고 다른 서술어와 결합하여 둘 이상의 체언을 단순히 같은 자격으로 접속시

켜 주는 ‘과/와’, ‘하고’, ‘(이)랑’과 같은 형태들을 접속조사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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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하지 않는다10). 

2) 조사결합의 유형

조사결합은 두 개 이상의 조사가 서로 결합하여 형성된 조사연속구성체이다. 
조사가 나타내는 각각 다른 문법적 특성에 의해 조사의 결합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학자마다 조사의 결합 유형에 대한 논의가 다르므로 아래서 몇 가지 
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임동훈(2005)에서는 조사결합을 ‘의미격 조사+의미격 조사’, ‘의미격 조사+문
법적 조사’, ‘의미격 조사+후치사’, ‘의미격 조사+첨사’, ‘후치사+첨사’, ‘종합’과 
‘예외’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 ‘종합’은 (5)와 같이 문법격 조사, 
의미격 조사. 후치사, 첨사 여러 조사 간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또한 임동훈(2005)에서 논의된 ‘예외’는 (5가,나)에서 제시한 유형과 어긋나 
보이는 특수한 결합 유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만’과 같은 경우에 의미격 조사와 
결합할 때 의미격 조사가 선행함이 원칙이므로 ‘만’이 선행한 ‘만에서, 만과’는 불
가능하다. 그러나 아래 (6가, 나)에서 제시하듯이 ‘후치사+의미격조사’ 유형인 
‘만으로’와 ‘후치사+의미격조사+후치사’ 유형인 ‘만으로는’은 문장에서 성립된 표
현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으로만’과 ‘만으로’가 
의미와 기능이 같은가 하는 문제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만으로는’와 
같은 표현을 ‘보조사+의미격조사+보조사’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황화상
(2003)에서는 위와 같은 결합 유형에 대하여 ‘만’과 ‘으로’의 작용역 차이의 측면
에서 분석하여 ‘만’의 작용역이 ‘으로’보다 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사결합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설명은 1.3.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10) 국어학 연구에서는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조사에 대한 하위분류도 다양하지만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특히 중국어 표현과 비교할 때 개념이 확실하고 명쾌하게 정하는 것이 교
육 방안 세울 때,  따라서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중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사(實詞)와 허사(虛詞)의 개념과 대응하기 위해 위와 같은 
용어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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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 사랑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나. 사랑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고영근∙구본관2008)

 이관규(1999)에서는 조사 결합의 유형에 대해서 ‘의미격 조사+구조격 조사’, 
‘의미격 조사+보조사’, ‘보조사+구조격 조사 / 구조격 조사+보조사’, ‘의미격 조
사+의미격 조사’로 나누었고 이 중에 보조사와 구조격 조사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지만 ‘만이’와 ‘께서는’과 같은 예외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합의 성
립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는 ‘보조사+구조격 조사 / 구조격 조사+보조사’ 유형의 
결합 합리성을 고려하여 ‘뿐만이’와 ‘께서만은’과 같은 ‘보조사+보조사+구조격 조
사 / 구조격 조사+보조사+보조사’ 결합 유형을 더불어 유형 목록에 추가하였다.
  위의 조사결합 유형에 관한 논의에 의해, 본 연구는 위 내용의 용어를 통일해 
조사결합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열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①구조격조사+보조사
    ②의미격조사+구조격조사
    ③의미격조사+보조사
    ④보조사+구조격조사
    ⑤보조사+의미격조사
    ⑥보조사+보조사
    ⑦보조사+의미격조사+보조사
    ⑧구조격조사+보조사+보조사
    ⑨의미격조사+보조사+구조격조사
    ⑩의미격조사+보조사+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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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조사결합 항목 선정

조사결합의 특성을 분석하고 중국인 대상으로 한 조사결합에 관한 교육에서 효
과적인 교육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결합의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논의한 듯이 조사의 수가 많고 또한 조사결합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조사결합을 학습하는 데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는 항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
지의 기준으로 항목을 선정하도록 한다. 첫째,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말뭉치 자료
에서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아야 한다. 둘째, 한국어교육에서 상대적으로 교
육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11) 셋째, 선정된 항목이 1.1에서 논의한 복합조사와 조
사결합의 판별 기준에 따라 조사결합의 조건과 맞아야 한다. 
  이상의 선정 기준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의 항목 선정 자료는 두 가지 유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은 자료의 조사결합 항목을 선
택할 때 1.1에서 제시한 복합조사와 조사결합의 판별 기준을 따랐다.

1) 21세기 세종 계획 문어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12)

 말뭉치 자료는 실제 한국인 화자가 사용하는 문어와 구어를 모아 놓은 언어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조사결합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에는 말뭉치 자료를 분
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11) 교육 가치의 기준은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말뭉치 자료에서의 사용 빈도뿐만 아니라 조
사결합 규칙 습득, 조사결합 의미 및 기능 이해에 대한 기여도도 포함된다.

12)  21세기 세종 계획은 2007년까지 언어 정보 문화의 기본 바탕과 지원을 확충하기 위
한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사업으로 우리말과 우리글을 바탕
으로 하는 정보사회 건설, 세계 수준의 국어 기초 언어 자료 기반 구축을 통한 우리말 
정보화, 표준화된 전자 사전 구축을 통한 우리말 체계화, 한민족 언어 정보화를 통한 우
리말 세계화, 언어 정보화 관련 규격 및 도구의 체계적 정리를 통한 우리말 표준화 이상
의 5가지를 계획의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어 기초 자료 구축 분과는 원시∙형태 분
석, 구분 분석, 의미 분석 등의 말뭉치 구축 및 말뭉치 활용 도구 개발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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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양상의 유형 유형 및 빈도

구문 말뭉치에서 나타난 조사
결합 실현 양상(조사 실현 유
형 빈도 50위까지)

에는(2,598), 에서는(1,237), 에도(1,045), 로는
(561), 에서도(529), 과는(492), 에게는(426), 보
다는(401), 과의(395), 에서의(285), 로서의
(254), 만을(199), 보다도(179), 만이(175), 로도
(166)

각 문장 
성분에서 
나 타 난 
조사결합
의 실현 
양상

주어와 조사(조사 
실현 유형 빈도76
위까지)

만이(174), 만은(58), 까지도(54), 께서는(34), 
마저도(25), 조차도(21), 만도(19), 과는(13), 부
터가(12), 에서는(10), 까지가(9), 에도(9), 에는
(8), 까지는(7), 밖에는(6), 에서도(6), 치고는
(6), 로는(4), 서는(4), 게는(3), 로서는(3), 하고
는(3), 가는(2), 가만(2), 게도(2), 과도(2), 로도
(2), 만큼은(2), 보다도(2), 서도(2), 과가(1), 서
부터가(1), 조차가(1), 하고가(1), 께서도(1), 는
야(1), 라고도(1), 로써도(1), 만으로는(1), 만으
로도(1), 보다는(1), 한테는(1)

목적어와 조사(조
사 실현 유형 빈
도 51위까지)

만을(199), 까지도(44), 만은(27), 에를(26), 까
지를(17), 까지만(15), 까지는(13), 조차도(7), 
마저도(5), 만큼은(5), 로만(4), 에만(3), 과를

① 문어 말뭉치

 21세기 세종 말뭉치 자료는 ‘문어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로 나눌 수 있다. 우
선 고석주(2008)에서는 문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계량적 연구를 하였다. 고석주
(2008)에서는 구문 말뭉치 31개의 파일, 총 853153개의 어절을 자료로 조사의 
실현 양상에 대해 계량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조사의 결합 유형과 빈
도를 제시하고 주어와 조사, 목적어와 조사, 부사어와 조사, 관형어와 조사, 보어
와 조사를 각각 실현 양상의 빈도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자료를 바
탕으로 조사결합의 사용 양상과 빈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자료에서 나타난 양상
을 빈도의 높은 순위로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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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터를(1), 에게만(1), 로서만(1), 만도(1), 
만큼도(1), 밖에는(1), 부터는(1), 에서는(1)

부사어와 조사(조
사 실현 유형 빈
도 40위까지)

에는(2574), 에서는(129), 에도(1009), 로는
(553), 에서도(520), 과는(472), 에게는(423), 보
다는(385), 보다도(174), 로도(160), 로만(156), 
로서는(151), 에만(145), 에게도(135),까지는
(116)

관형어와 조사(조
사 실현 유형 빈
도 44위까지)

과의(395), 에서의(285), 로서의(254), 만의(78), 
까지의(74), 로의(65), 에의(58), 로부터의(27), 
대로의(15), 서의(7), 만큰의(5), 부터의(5), 만으
로서의(2), 만큼의(2), 에로의(2), 하고의(2), 나
의(1), 로까지의(1), 로는(1), 로만의(1), 마다의
(1), 에서부터의(1)

보어와 조사(조사 
실현 유형 빈도 
50위까지)

만이(74), 뿐만(57), 뿐만이(15), 에서가(12), 뿐
이(9), 에서뿐만(7), 로서가(6), 에서만이(4), 로
가(3), 로서만이(3), 로서뿐만(3), 만도(3), 라고
도(2), 에서뿐(2), 게서가(1), 대로가(1), 로만이
(1), 게뿐(1), 고도(1), 라고만(1), 로뿐(1), 로뿐
만(1), 로서만(1), 만큼은(1), 뿐만은(1), 에뿐만
(1), 하고는(1)

[표4] 21세종 문어 말뭉치 자료 및 빈도

② 구어 말뭉치

 앞에서 고석주(2008)의 문어 말뭉치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한
마루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21세기 국어 말뭉치’중의 ‘원시 말뭉치’ 자료 총 
200개 파일, 804646개의 어절을 사용하여 모국어 화자의 구어 말뭉치를 분석하
였다. 조사결합 유형과 빈도는 높은 빈도에서 낮은 빈도의 순위로 다음과 나열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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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결
합의 유
형 및 
빈도

에는/엔(1931), 에서는/에선(624), 에도/에두(507), 로는(320), 에서도/
에서두(298), 보다는/보단(273), 까지는/까진(214), 한테는/한텐(148), 
로도/로두(101), 로만(83), 부터는/부턴(80), 로부터(76), 까지도/까지
두(62), 에만(60), 까지만(57), 보다도(57), 만으로는/만으론(55), 에서
의(53), 하고는(51), 만을(45), 에서부터(39), 과의(38), 한테도(34), 
뿐만(35), 과는(33), 만이(33), 에서만(32), 에게는/에겐(27), 만의
(24), 로서도(20), 로서는(20), 하고도(19), 까지를(18), 만은(18), 뿐
만이(18), 에까지(17), 조차도(17), 대로의(16), 만으로(16), 에게도/에
게두(16), 까지의(15), 께서는(14), 과도(13), 로의(12), 로써의(12), 
밖에는/밖엔(11), 하고의(11), 한테만(10), 만으로도/만으로도(9), 만큼
의(8), 에나(7), 에야(7), 께는(6), 로까지(6), 서나(6), 께서도(5), 대
로는(5), 에게나(5), 에서든지(5), 하고만(5), 대로만(4), 마저도(4), 
만큼은(4), 만큼을(4), 부터의(4), 에서나(4), 에게만(3), 한테까지(3), 
부터도(2), 로써는(2), 로써만(2), 에까지는(2), 께도(1), 로부터의(1), 
로써만이(1), 부터라도(1),에의(1), 에서까지도(1), 에서밖에는(1), 에
서뿐만이(1), 에서만은(1), 에서만도(1), 한테나(1), 한테까지도(1)

[표5] 21세종 구어 말뭉치 자료 및 빈도 

이상의 문어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를 비교해 보면, 조사결합 사용의 다양성은 
문어 말뭉치가, 조사결합의 노출 빈도는 구어 말뭉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어교육 기관 교재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모두 대상으로 조사결합의 학습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서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북경대학교 교
재와 연변대학교 교재13)를 선정해 조사결합의 노출 양상14)을 살펴보도록 한다.
13)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출판된 교재는 각

대학교 어학연구소의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성인 학습자를 
위해 만든 교재이며, 많은 교재 중에 비교적으로 많이 쓰이고 널리 알려진 교재이다. 또
한 중국 현지에서 쓰는 교재는 북경대학교와 연변대학교에서 출판한 한국어 전공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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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교재 조사결합의 유형 및 빈도

서울대 교재

에는(283), 에서는(41), 에도(40), 보다는(14), 에게는(12), 
에서도(12), 로는(10), 보다도(9), 께서는(8), 라고는(8), 까
지는(7), 뿐만(6), 부터는(5), 에게도(4), 에서든지(4), 와의
(3), 까지가(2), 까지도(2), 로도(2), 께서도(1), 께는(1), 
만의(1), 만으로(1), 만으로는(1), 대로만(1), 부터라도(1), 
와는(1), 에나(1), 에게나(1), 에게든(1), 에서뿐만(1), 에서
만(1), 에서와(1), 한테서는(1), 한테나(1)

경희대 교재

에는/엔(535), 에서는(119), 에도(92), 로는(36), 에게는/에
겐(31), 보다는(27), 에서도(23), 로부터(17), 에만(16), 과
는(14), 까지는(13), 로만(11), 만이(10), 로도(10), 보다도
(9), 께서는(8), 에게도(8), 까지의(7), 과의(7), 만을(7), 
만으로(6), 밖에는(5), 에서만(5), 에서부터(5), 에서나(5), 
과도(4), 부터는(4). 뿐만(4), 로의(4), 에까지(4), 까지도
(3), 까지야(3), 만은(3), 서나(3), 에서든지(3), 한테는(3), 
까지만(2), 까지로(2), 부터라도(2), 만의(2), 만큼만(2), 서
도(2), 하고는(2), 만큼은(1), 에게나(1), 에게만(1), 에서까
지(1), 만으로도(2), 에서의(2), 께는(1), 께도(1), 뿐만이
(1), 대로만(1), 라고까지(1), 로든(1), 에나(1), 에야(1), 
에서든(1), 조차도(1), 한테도(1), 

연세대 교재

에는/엔(793), 에서/에선(290), 에도(170), 로는(99), 보다
는(83), 에서도(60), 과의(42), 에게는/에겐(42), 까지는
(33), 과는(36), 에서의(31), 부터는(27), 만을(26), 에만
(24), 보다도(23), 로도(23), 뿐만(20), 만이(18), 에게도
(18), 만의(16), 에야(15), 로서의(14), 까지의(13), 께서는
(12), 로만(12), 만으로는(12), 까지도(10), 한테는(9), 서
나(8), 만은(7), 에서만(7), 까지만(6), 만으로(6), 에서부터

생을 대상으로 편집한 교재이다. 교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Ⅱ장 3.1.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 내용에서 논의한다.

14) 여기서 조사결합 노출 양상은 2011년 12월 연구자가 직접 정리하여 입력한 자료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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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의(5), 께는(4), 로까지(4), 에까지(4), 에서나(4), 
까지를(3), 께도(3), 로서는(3), 만이라도(3), 만으로도(3), 
뿐만이(3), 에야말로(3), 과도(2), 로서도(2), 만큼의(2), 부
터라도(2), 에게나(2), 에나(2), 에까지로(2), 하고는(2), 께
만(1), 께서도(1), 대로만(1), 마저도(1), 만큼은(1), 만큼이
라도(1), 밖에는(1), 에게만(1), 에게만은(1), 에의(1), 에서
까지(1), 에서까지도(1), 에서나마(1), 에서만은(1), 에서든
(1), 한테도(1)

북경대 교재

에는(374), 에도(81), 에서는(63), 로는(21), 보다는(21), 
와는(20), 에만(19), 에서도(19), 보다도(16), 에게는(16), 
께서는(15), 부터는(9), 로만(7), 만은(7), 만을(7), 뿐만
(7), 에게도(7), 까지도(6), 만이(6), 라고는(5), 한테는(5), 
까지만(4), 에야(4), 한테도(4), 게는(3), 로도(3), 로써만
(3), 로써만이(3), 만의(3), 에서의(3), 까지나(2), 로서는
(2), 마저도(2), 만으로는(2), 와의(2), 에게나(2), 에게만
(2), 에서만(2), 께서도(1), 께도(1), 대로만을(1), 로까지
(1), 로서의(1), 만으로(1), 만으로도(1), 만큼은(1), 와도
(1), 에게뿐만(1), 에서뿐(1), 에서만이(1), 에서든(1), 에서
조차(1), 치고는(1), 하고는(1)

연변대 교재

에는(534), 에도(135), 에서는(133), 에게는(61), 로는(42), 
보다도(40), 보다는(34), 에서도(34), 만을(29), 에서의(26),
에만(22), 만이(20), 만은(19), 와는(18), 부터는(16), 까지
는(15), 께서는(14), 로서의(14), 까지도(13), 까지나(11), 
로도(11), 만의(10), 뿐만(10), 에게나(10), 에게도(10), 로
서는(9), 까지만(8), 께서도(8), 에까지(8), 에서나(8), 에서
만(8), 로나마(7), 와의(7), 하고는(7), 로만(6), 로서가(6), 
서는(6), 에게까지도(6), 게는(5), 라고도(5), 만으로(5), 에
야(5), 에게만(5), 에서까지(5), 라는(4), 와도(4), 한테도
(4), 로써는(3), 만이라도(3), 에라도(3), 까지와는(2), 까지
의(2), 로라도(2), 만도(2), 에야말로(2), 게도(1), 까지로
(1), 까지라도(1), 까지든지(1), 까지에(1), 께는(1), 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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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고까지(1), 라고만(1), 로가(1), 로나(!), 로서도(1), 
로의(1), 만으로는(1), 만으로도(1), 만큼은(1), 들만(1), 서
나(1), 에로의(1), 에를(1), 에의(1), 에게까지(1), 에게조차
(1), 에게라도(1), 에서라도(1), 에서와(1), 한테는(1)

[표 6] 각 한국어 교육기간 교재의 조사결합 노출 상황 및 빈도

결합 유형 선정 항목
구조격조사+보조사 께서-는/도

의미격조사+구조격조사 에서-가/의, 와-의/를, 로서-가/의, 로-가/의, 
에-를/의, 만큼-을/의, 부터-가/를/의

의미격조사+보조사

에-는/도/만/나/까지/라도, 에서-는/도/만/뿐/나/
든/조차/까지/라도, 로-는/만/도/까지/라도/나/뿐, 
로서-는/도, 보다-는/도, 부터-는/라도/도, 과-
는/도, 만큼-은/도/만, 에게-는/도/나/만/까지/든/
조차/라도, 한테-는/도/나/만/까지, 로써-는/만/
도, 하고-는/도/만

보조사+구조격조사 만-이/의/을, 까지-가/의/를, 조차-가
보조사+의미격조사 만-으로

보조사+보조사
만-은/을/이라도/도, 뿐-만, 까지-는/도/만/나/
라도/든, 마저-도
조차도

보조사+의미격조사+보조사 만으로는, 만으로도
의미격조사+보조사+구조격조

사 로써만이, 에서만이
의미격조사+보조사+보조사  에게뿐만, 로뿐만, 에서까지도, 에서까지는. 에서

3) 조사결합 항목 선정

 본 연구는 앞에서 살핀 조사결합 목록을 참고해 빈도수 높은 항목과 비교적으
로 빈도수가 낮지만 한국어 조사결합을 교육하는 데 의의가 있는 항목을 선택하
도록 한다. 특히 빈도수가 낮은 항목들은 조사 결합의 특성을 잘 보여 주기 때문
에 더욱 의미가 있는 항목이다. 선정한 104개의 조사결합의 항목들을 결합 유형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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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은, 에서뿐만, 에까지는, 한테까지도
보조사+보조사+구조격조사 뿐만이

[표7] 조사결합의 선정 항목

1.2. 조사결합의 특성

1.2.1. 조사결합의 형태ㆍ통사적 특성

 둘 이상의 조사가 결합할 때 결합 순서는 조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또한 
각 조사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제약이 생긴다. 결합 순서와 제약을 살펴보기 전
에 조사의 문법적 기능과 작용역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황화상(2003)에
서는 박진호(1994)에서 언급한 ‘조사(보조사 포함)는 명사구를 작용역으로 하며, 
의미론적으로 명사구를 요구한다.’라는 논의에 ‘조사가 의미상으로 불완전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고 조사의 작용역은 문법적 기능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즉 격 기능을 갖는 격조사는 격에 관련된 명사구를 작용역으로 하여야 
하고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조사는 그 의미에 관련된 명사구나 문장을 작용
역으로 보아야 한다.
  임동훈(2005)에서는 격조사를 문법격 조사로 나누고, 보고자를 후치사와 첨사
로 나누어 조사와 조사의 결합 관계를 정리하였다.

  (6) 가. NP+의미격 조사+후치사+문법격 조사
      나. NP+의미격 조사+후치사+첨사
 
위에 두 가지 결합 순서에 관한 규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사구에 의미격 조

사가 가장 가까이 결합하고 문법격 조사와 첨사가 가장 뒤에 결합하며 그 사이에 
후치사가 끼어들 수 있는 것이다.15) 또 임동훈(2005)에서는 한국어에서는 명사
15) 다만, 문법격 조사에 속하는 주격 조사 중에서 ‘께서, 에서’는 기원적으로 의미격 조사

에서 발달한 것이어서 기능상으로는 문법격 조사에 속하나 결합 과정상에서는 ‘선생님께
서만은’에서 보듯이 의미격 조사와 같이 행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임동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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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뒤에 조사가 필수적으로 와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미격 조사가 오지 않을 
때나 생략될 때는 후치사가 명사구 뒤에 올 수도 있고, 후치사마저 오지 않을 때
는 문법격 조사나 첨사가 명사구 바로 뒤에 올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황병순(2008)에서는 조사의 문법화 양상을 알아보면서 국어 조사를 문맥조
사16), 의미역조사, 구조격조사, 양태조사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결합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 원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어 조사가 중복될 때 네 
가지 유형의 조사 가운데 의미역조사가 제일 앞에 놓이고 문맥조사는 의미역조사 
뒤에 놓인다. 둘째, 하나의 명사 항에 둘 이상의 의미역조사가 결합될 수 없다. 
셋째,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문맥조사도 중복되
지 않는다. 넷째, 구조격조사는 의미역조사 뒤에 놓인다. 다섯째, 양태조사는 여러 
조사가 중복될 경우 제일 마지막에 결합된다.
  위의 임동훈(2005)과 황병순(2008)에서 조사의 부류를 본 연구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앞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조사결합의 규칙이나 앞으로의 교육 내용을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들에서 서술된 조사결합의 규칙을 
참고하고 개념을 통합하여 조사결합의 결합 관계를 볼 것이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여러 조사 간의 결합 관계에 대하여 ‘결합 순서
(1): 의미격조사+보조사+구조격조사’와 ‘결합 순서(2): 보조사+의미격조사+구
조격조사’를 제시하고 또 실제 상황의 조사의 결합을 고려해 ‘의미격조사+보조사
+보조사’의 결합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결합 순서(1)’은 
사실상 임동훈(2005)에서 제시한 (6가)유형 및 (6나)의 유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황화상(2003)에서는 조사의 작용역과 조사의 결합 순위에 대한 분석 내용과 
조사 중첩의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조사의 결합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7) 조사의 결합 조건17)  
      1. 작용역이 같고, 서로 문법적 기능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두 조사는 결합  

16) 여기서 문맥조사는 문맥 의미를 드러내는 조사가 기능적 의미를 들어내는 조사로 문법
화되는 경우에 면사상의 문맥 의미를 드러내는 조사라고 한다. 이남순(1996)의 특수조사
나 임동훈(2002)의 후치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17) 황화상(2003)에서는 ‘조사 중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용어를 통
일하여 ‘조사결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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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는다.
      2. 작용역이 서로 다른 두 조사는 작용이 좁은 조사가 선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영근∙구본관(2008)과  황화상(2003)에서 제시한 조사결합의 
결합 순서 및 규칙에 따라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의미격 조사가 구조격조사보다 
앞에 오는 규칙’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8) 가. 그 얘기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말한 거다. 
                                                   (이희자∙이종희 2010)

 위의 (8가)에서 제시한 것처럼 의미격조사 ‘로서’가 구조격조사 ‘가’ 앞에 위치
한다.  성광수(1977)에서는 비록 의미격과 구조격이 똑같이 근본적으로 서술어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의미격 조사가 구조격 조사보다 어휘적인 성격을 더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였고, 또 이는 ‘추상적인 성격일수록 뒤에 오고 구체
적인 성격일수록 앞에 온다는 일반론에도 맞는 순서’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8
가)에서 ‘로서’가 ‘가’보다 작용역이 좁으므로 선행한다는 것이다. 임동훈(2002)
에서는 (8가)처럼 주격조사 ‘이/가’가 의미격 조사에 후행하는 경우는 대체로 ‘...
이/가 아니다’라는 구문에 쓰일 때로 한정된다고 하였다. 

1.2.2. 조사결합의 의미ㆍ화용적 특성

1) 단일조사의 의미ㆍ화용적 특성

 
보조사 중에 격조사는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고 보조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것이다. 구조격조사와 의
미격조사는 문법적으로 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용적인 특성을 나타내
지 않는 반면에 보조사는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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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의도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보조사가 포함된 
조사결합을 중심으로 화용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며 그 특성을 살피기 위해 단일 
보조사의 의미 및 화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임동훈(2005)에서는 몇 가지 보조사를 대상으로 그 조사들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하였고, 담화에서 보조사의 화용적 의미를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은/는, 이야/야’

‘은/는’이 붙은 구성에서 ‘은/는’ 명사구는 담화상 청자가 알고 있거나 식별할 
수 있다고 가장되는 개체를 가리키고 후행하는 서술부는 담화상의 초점(focus), 
즉 새로운 정보를 가리킨다.

 (9) 가. 철수는 사랑에 빠졌다.
                                                (임동훈 2005)

 위에 (9가)에서는 ‘철수’가 담화상 청자가 식별할 수 있다고 가정되는 개체이
고 ‘사랑에 빠졌다’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담화상의 초점이 된다.
  ‘이야/야’는 ‘은/는’과 마찬가지로 대조적 제시의 의미를 표시하나 화자가 선행
어와 관련된 명제를 당연히 전제한다는 함축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은/는’과 차
이가 있다.

 (10) 가. 월급이야 당연히 주지. 
      나. 이제야 범인이 밝혀지는군. 
                                               (임동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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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에서 보듯이 ‘이야/야’는 화자가 관련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여 
‘당연히, 물론’ 등과 잘 어울리며 종결어미로는 화자가 관련 사실을 당연한 듯이 
이야기할 때 쓰이는 ‘-지’가 쓰인다. (10나)는 ‘이야/야’가 시간을 내타내는 부사 
‘이제’ 뒤에 쓰여 ‘당연히 진작 그러했어야 할 일이 이제’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예
이다.

‘도, 까지’

 (11) 가. 나도 이젠 늙었나 보다.
      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은 할 수 있다.  
      라.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임동훈 2005)

 ‘도’는 (11가)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또한’이라는 
뜻을 표시함이 보통이다. 또한 (11나)에서 보듯이 ‘도’는 문맥에 따라 극단적인 
것을 예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떤 일이 극단적인 경우에 성립하면 
나머지 경우는 당연히 성립한다는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도’가 ‘누
구, 무엇’과 같은 부정대명사와 결합할 때 전체 긍정이나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효과를 보인다. (11다)는 전체 긍정의 예이고 (11라)는 전체 부정의 예이다.

(12) 가. 나는 집에서 학교가지 매일 걸어 다녔다.
      나. 철학자들은 자명한 것까지도 문제 삼는다.
      다. 이젠 어떻게 성과 고문이라는 두 단어가 겹쳐지게까지 되었는가?  
                                                          (임동훈 2005)
‘까지’는 ‘~에서/부터 ~까지’의 구성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까지(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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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12가)의 ‘도’는 어떤 범위를 상정할 수 있는 상황에
서 그 범위의 한계점이나 끝점을 가리킨다. (12나)의 ‘도’는 ‘그 위에 또한’의 의
미를 표시하며 선행어로는 명사구뿐만 아니라 용언의 부사형도 올수 있고 그 뒤
에는 보조사 ‘도’가 덧붙을 수 있다. 또한 ‘까지’가 극단적인 것을 나타낼 때는 가
능성이 많은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한 채 그 위에 가능성이 희박한 극단적인 경우
를 나타냄이 보통이나, 부정적인 맥락에서는 가능성이 많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관심이 없고 가능성이 희박한 극단적인 경우에만 관심이 있어 극단적인 것을 예
시하는 기능을 한다. (12다)는 ‘까지’가 극단적인 상황의 제시에 사용된 예이다.
  이희자ㆍ이종희(2010)는 한국어 학습자가 어미와 조사를 쉽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희자ㆍ이종희(1998)와 이희자ㆍ이종희(1999)의 국어학 연구 자료
를 바탕으로 하여 어미와 조사에 관한 내용을 쉽게 바꾸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
과물이 여러 차례로 나왔는데18) 본 연구는 최근에 출판된《‘전문가용’ 한국어 학
습 어미ㆍ조사 사전》(2010)에서 나온 조사의 의미ㆍ화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
도록 한다. 여기서 보조사 ‘만’에 대한 설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만’

     ① ‘유일함’의 뜻
       ‣ 어느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배제함의 뜻을 나타낸다. ‘단지’, ‘오직’의 뜻.
         예: 아빠는 동생만 데리고 가셨다.

     ②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함’의 뜻
       ‣ (‘딱 한 번’ 등과 같이 제한함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쓰이어) 말하는 이의   
          기대에서 가장 낮은 것을 뜻한다. ‘최소로 제한하여’의 뜻.
         예: 그는 딱 한 번만 세상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았을 뿐이다.
18) ‘전문가용’《한국어 학습용 어미ㆍ조사 사전》(2001)
‘학습자용’《한국어 학습자용 어미ㆍ조사 사전》(2006)
‘초급용’《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ㆍ조사 사전》(2008)
‘전문가용’《한국어 학습 어미ㆍ조사 사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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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 의미 조사 결합 예문 상황·맥락에서의 
의미·화행

1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
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사.

내년에도 또 놀러 오렴. 추가 정보

2 ((주로 ‘…도 …도’ 구성으로 쓰 나는 집에서도 잘 자고 동일함, 나열정보

     ③ ‘비교함’의 뜻
       ‣ (‘~만 같지 못하다’의 꼴로 부정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어) 뒤에 말한 행위  
         나 상태가 앞의 것보다 나쁘거나 덜함을 뜻한다.
         예: 차라리 떠나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한다는 것이다.
       ‣ (‘~만 같다’의 꼴로 쓰이어) ‘~인 것’, ‘~과’의 뜻
         예: 그의 말은 거짓말만 같았다.
       ‣ (‘~만(은) 못하다’의 꼴로 쓰이어) ‘~에 비하여 그에 못 미치다’의 뜻
         예: 아우가 맘만 해도 형만은 못하다.

     ④ 강조의 뜻을 덧붙임
       ‣ 엎말의 의미를 강조하여, 그러한 행위나 상태가 지속됨을 뜻을 나타낸다.
        예: 그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 (‘-ㄹ/-ㄴ 것만 같다’의 꼴로 씌어) ‘마치 정말 그런 듯하다’의 뜻
        예: 배가 너무 불러 숨이 박힐 것만 같았다. 

2) 조사결합의 의미ㆍ화용적 특성

실제 상황의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조사결합이 화용적 특성을 드러난
다. 본 연구는 위에 정리한 단일 조사의 의미ㆍ화용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
조사 ‘도’가 포함된 조사결합의 의미와 맥락에서의 화용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도
록 한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도’가 포함된 조사결합은 여러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실제 문맥에 따라 화자의 다양한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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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
사.

밖에서도 잘 잔다.

3 양보하여도 마찬가지로 허용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오늘까지 어려우시면 내
일까지도 괜찮습니다.

양보, 괜찮음의 
표현

4
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다
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
사.

한순간조차도 마음을 놓
지 못한다.

희박한 가능성을 
표현함.

5
보통이 아니거나 의외의 경우에, 
예외성이나 의외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한 달 동안 집 앞에도 
안 나가봤어.

의외, 기대보다 
많거나 적음.

[표8] 보조사 ‘도’가 포함된 조사결합의 화용적 특성
 

 위와 같은 표가 제시하듯이 보조사 ‘도’가 구조격조사 ‘에’와 ‘에서’와 결합하여 
사용될 땐 ‘도’가 화용적 의미를 표시한다. 한편, 보조사 ‘도’가 ‘조차’나 ‘까지’와 
같은 보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면 ‘도’와 의미와 다른 보조사의 의미가 합쳐 문맥
에 맞는 화용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2. 한국어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결합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어 
조사결합과 중국어 표현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조사결합과 
중국어의 개사, 그리고 한국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및두 언어의 사용상 차이
를 밝히고,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조사결합을 사용할 때 일어난 오류 및 오류 
분석의 근거로 제시한다.

2.1.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비교

중국어는 한국어와 동일한 개념인 조사 체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 조사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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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를 대응해서 비교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왕붕(2008)과 슬지엔(2010) 등 기
존 연구에서는 주로 중국어에서 조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사(介詞)19)를 중
심으로 한국어 조사와 비교하였다.
  왕붕(2008)에서는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특성들에 대해 간략하게 대조
하며 유사성이 많이 발견된다고 논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는 모두 자립형태소가 아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형태소이다. 

  둘째,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는 모두 문장에서 주로 부사어 역할을 담당한
다. 즉 대부분의 조사와 개사를 이루는 성분은 동사 앞에 위치한다.

  셋째, 중국어 개사는 다른 개사와 붙어서 사용되지 않지만 한국어 조사는 하나의 
조사에 다른 조사가 덧붙어 사용하기도 한다.

  넷째, 한국어 조사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는 후치사이며 중국어 개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한 전치사이다.

  다섯째,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는 본래 동사에서 온 것이다.

 슬지엔(2010)에서는 한국어 조사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형태를 나열하였

19) 중국어 개사 개념에 대한 논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변흔(2010)에서는 중국어 개사
의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정리를 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맹주억(1997)에서는 중국어 개사에 대하여 ‘전치사(개사)는 명사, 대체사(명사), 혹은 
단어 결합의 앞에 부가되어 시간, 장소, 방향, 원인, 방식, 대상, 비교 등을 표시하는 단
어이다.’ 라고 정의했다. 孫德金(2002)은 개사를 명사, 대명사, 명사성구 및 일부의 동사
성구와 함께 개사구를 이루어 대상, 시간, 장소, 방식 등에서 동사, 형용사 또는 문장 체
계에 대해 수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劉月華(2002)에서는 ‘개사는 허사의 일종으로 
명사(구), 대사 앞에 위치하며 명사(구), 대사와 함께 개사구를 구성한다. 개사 뒤의 명
사나 대사는 개사의 목적어이고 개사구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동작 행위, 설정과 
관계있는 시간, 장소, 방식, 범위, 대상 등을 표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馬見加
(2002)는 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사유와 의사솥통의 도구로서 언어는 객관사물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개사가 바로 이러한 필요를 만족시킨다.’
라고 언어에서 게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朱德熙(2002)는 의미 측면에서 보면 
개사는 동작과 상관한 대사(시사(施事), 수사(受事), 여사(與事), 도구), 처소, 시간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변흔(2010)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어 개
사는 일반적으로 명사(구)앞에 위치하여 ‘시간, 장소, 방향, 방법, 수단, 대상, 범위, 원인, 
배제, 비교’ 등의 문법 의미를 표시하는 품사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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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

한국어 중국어
주격 이/가  Ø

관형격 의 조사 ‘的’
목적격 을/를 Ø
보격 이/가 Ø
처격 에/에서 개사 ‘在’, ‘向’
향격 로 개사 ‘向’, ‘往’
여격 에게 개사 ‘跟’, ‘给’
구격 로 개사 ‘用’, ‘由’, ‘被’

비교격
보다 개사 ‘比’
처럼 관용형 ‘像...一样’
만큼 관용형 ‘ 像...那样’, 

‘和...差不多’
시발격 에서/부터 개사 ‘从’
호격 아/야 조사 ‘啊’, ‘呀’, ‘哇’

[표 9] 슬지엔(2010)에서 한국어 격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다.20) 그 중에 한국어 격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다음과 같다.

이상 한국어 조사의 중국어 개사에 대한 기존 연구의 일부분이다. 주로 한국어 
조사에 중국어 개사를 대응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조사의 체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단순히 조사와 개사를 비교해서는 다소 형식적이고 
한국어 조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논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격
조사 ‘에게’로 예를 들어 중국어 개사만을 가지고는 한국어 조사를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13) 가. 책을 동생에게 주었다. 
         书给弟弟了。- 개사 ‘给’
      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即使被老虎咬住了只要打起精神就能活命。 - 개사 ‘被’
      다. 남편에게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찾아갔다. 
         丈夫出问题了，所以去找律师。- Ø

20) 슬지엔(2010)에서 격조사의 분류는 홍사만(1993)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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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现在对于我们来说需要的是钱。-  관용형 ‘对于...来说’   
                                                   (이희자∙이종희2010)

 (13가)에서 보듯이 ‘에게’가 ‘~를 상대를 하여’의 뜻을 표현할 때 대응하는 중
국어는 개사 ‘给’가 적절하다. 그런데 (13나)에서 ‘에게’는 ‘~에 의해’의 뜻이므로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개사 ‘给’가 아니라 개사 ‘被’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에게’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개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 (13다, 라)
는 그 예이다. (13다)에서 ‘에게’는 ‘사이에, 안에’의 뜻을 하므로 이런 경우에 대
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없다. (13라)에서 ‘에게’는 ‘~가 느끼기에’의 뜻으로 중국
어 대응 표현은 관용형 ‘对于...来说’가 맞는 표현이다.

 
2.2. 한국어 단일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조사는 중국어 
개사와 일대일로 대응 표현을 찾는 것보다 실제 조사의 문장에서의 의미를 고려
하여 개사와 다른 다양한 표현으로 대응시키는 것이 한국어 조사결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각 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에 따라 각 조사결합
역시 대응하는 중국어표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기 전에 단일조사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더 효
과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가. 물이 수증기로도 변한다. 
          -水也可以变成水蒸气。 -连用 ‘也’
      나. 너무 더러워서 비누로도 깨끗이 못 씻는다. 
          太脏了连用肥皂都洗不干净了。 - ‘连用’
위 예문이 보여주듯이 같은 조사결합 ‘로도’이지만 문장에 따라 대응하는 중국

어 표현이 다르다. (14가)에서는 ‘로’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없어 ‘도’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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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대응 표현 한국어 중국어

없음

주격조
사 이/가, 께서 Ø

목적격
조사 를/를 Ø

보조사 은/는 Ø

단일 표현 

관형격
조사 의 조사(助词) ‘的’

부사격
조사

와/과, 하고 개사 ‘和’
로서 개사 ‘作为’
보다 개사 ‘比’
부터 개사 ‘从’

보조사
든 연사 ‘无论’, 

‘不管’
마저 개사 ‘连’
조차 개사 ‘连’
뿐 부사 ‘只’, ‘光’

다양한 
표현

부사격
조사   
   

한테, 
에게

‘~를 상대로 하여’의 뜻 개사 ‘给’
‘사이에, 안에의 뜻’ Ø
‘~을 향하여’의 뜻 개사 ‘朝’, ‘向’
‘~에 의해’의 뜻 개사 ‘被’
‘~로부터’ 의 뜻 개사 ‘从’
‘~로 하여금’, ‘~가(~하도록)’의 
뜻 동사 ‘让’
‘~에 대하여’의 뜻 개사 ‘对’
‘~가 느끼기에’의 뜻 对于...来说
‘~과/~를 기준으로 할 때’의 뜻 개사 ‘和’, ‘跟’
‘~과 비교하면,~과’의 뜻 개사 ‘和’, ‘跟’

로 방향, 지향점 개사 ‘朝’, ‘向’

하는 중국어 표현만 있다. 그러나 (14나)에서는 ‘로’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도 (14가)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이희자∙이종희(2010)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조사ㆍ어미 사
전》을 참고하여 한국어 각 단일조사의 의미와 대응하는 중국 표현을 살펴보았
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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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경로 동사 ‘通过’, 
‘经过’

방식, 양상 개사 ‘以’
재료, 원료 개사 ‘用’
도구, 수단 개사 ‘用’
변화 Ø
자격, 신분, 명성 개사 ‘作为’, ‘以’
판단 개사 ‘以’ ‘为’
원인, 이유 개사 ‘因为’
선택 Ø
시간 Ø

에

장소. 자리 개사 ‘往’, ‘在’
대상 Ø
기준 Ø
원인, 이유 Ø
도구나 수단 Ø
시간 Ø
상황이나 출전 Ø
단위 Ø
강조 Ø
구 단위 기능 조사: 첨가 Ø
단위 Ø

에서 
장소 개사 ‘在’
출발점, 기준점 개사 ‘从’, ‘自’, 

‘由’
비교의 기준점 Ø

로써

(도구)‘~를 가지고’, ‘~에 의하
여’의 뜻 개사 ‘用’
(수단)‘~를 가지고’, ‘~에 의하
여’의 뜻 개사 ‘用’, ‘通过’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의 뜻 개사 ‘凭’

보조사
도  

‘동일함’의 뜻 부사 ‘也’
‘양보’의 뜻 개사 ‘连’
‘정도’의 뜻 부사 ‘也’, ‘都’
‘맨 마지막 것’의 뜻 부사 ‘都’
‘강조’의 뜻 Ø

만 ‘유일함’의 뜻 부사 ‘只’, ‘光’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함’의 뜻 부사 ‘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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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함’의 뜻 Ø
강조의 뜻을 덧붙임 Ø

나

‘~가 아주 내키지는 않지만’, ‘~
이라도 괜찮으니’의 뜻 Ø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라도’의 
뜻

Ø

‘~라도 가지지 않고 모두’ 연사 ‘无论’, 
‘不管’

(어떤 정도나 한도)‘~가 될 만큼
(많이)’의 뜻 Ø
‘~가(보잘 것 없지만)’, ‘~를 (보
잘 것 없지만)’의 뜻 Ø
‘~이든~이든 구별하지 않고’, ‘~
도~도 다 같이’의 뜻

연사 ‘无论’, 
‘不管’

‘(짐작으로, 어림으로)~정도’의 
뜻 Ø
‘~과 (같다)’의 뜻, 비교의 뜻 Ø

까지

주어진 범위의 한계점임을 나타
냄 到...为止
어떤 한계의 끝점을 나타냄 Ø
함께 포함시킴을 나타낸다. ‘그 
위에
더하여’, ‘그 밖에 더 첨가시키거
나, 현재의 상태나 정도에서 더 
나아감’의 뜻

Ø

극단적인 것을 나타낸다. ‘씩이
나’의 뜻 Ø

만큼
‘~처럼 같은 정도로’의 뜻 ‘差不多一样’
‘비교되는 대상이 가장 그러함’의 
뜻 ‘跟...一样’

라도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의 뜻 Ø

가능함 또는 불가능함을 강조한 연사 ‘即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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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라도 하여도, 까지도(상
관하지 않고)’의 뜻 ‘就算’

‘~도 상관하지 않고/물론’의 뜻 연사 ‘无论’, 
‘不管’

‘정말로 ~하는 것 처럼’의 뜻 Ø
그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냄 Ø
‘최소한 그렇게/그런 방식으로 
함’의 뜻. 다른 것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으나, 그것이나마 한다는 
뜻을 나타냄

Ø

[표 10] 한국어 단일 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2.3. 한국어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한국어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2.2에서 정리한 단일조사와 대응하
는 중국어 표현을 단순하게 재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결합이 문장에서 실제 
적용된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국어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
국어 표현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 단일 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끼리 그대로 결합하는 경우이
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단일한 표현 혹은 다양한 표현 
중에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 간의 결합이 많다. 

(14) 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今天只到这里为止吧
     나. 친구와의 이야기
         和朋友的故事

위에 (14가)에서 제시하듯이 조사 ‘까지’와 ‘만’이 결합하는 것처럼 중국어 표
현에서도 한국어 조사와 대응하는 표현 ‘只(까지)’와 ‘到...为止(까지)’가 서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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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다. 또한 (14나)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에서 한국어 조사
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결합된 상태로 되어 있지 않지만 순서는 한국어 조사
결합의 ‘와’와 ‘의’의 결합과 같고 한국어 조사결합과 그대로 대응해서 쓰인다고 
말할 수가 있다.
  둘째, 한국어 단일조사와 대응하는 표현 중에 단일 표현이 있거나 다양한 표현
이 있는 표현과 대응하는 표현이 없는 표현끼리의 결합의 경우도 있다. 이는 주
로 구조격 조사와 보조사 ‘는’과 다른 표현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
시는 다음과 같다. 

  (15) 가. 나 너만을 사랑해.
           我只爱你.
       나. 선생님께서는 늦게 온다고 하셨어요.
          老师说晚点来.

 셋째, 한국어 조사결합은 단일조사끼리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황과 맥
락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
현도 단일조사와 대응하는 표현끼리 재결합한 표현만이 아닌 상황과 맥락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16) 가. 사람들이 그들만의 예술세계를 인정해 주었다. 
         人们认可了他们独有的艺术风格。
        (사람들이 그들의 특유한 예술세계를 인정해 주었다.)

 위에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만의’라는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국어표현이 
‘只’와 ‘的’의 결합이여야 하지만 문장 맥락을 고려할 때 ‘独有(특유하다)’라는 표
현이 더 적절하고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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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어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단순히 단일 
조사끼리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과 문맥에 따라 따로 표현을 안 하는 경
우도 있고 실제 뜻이 있는 어휘를 활용해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한국어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한국어 조사결합을 유
형별로 나누어 중국어 표현과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    

3. 한국어교육에서 조사결합 교육의 실태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로 중국현
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울대 교재, 북경대학교 교재와 연변대학교 교재를 선정
해 교재에서의 조사결합의 선정과 배열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재에서 나타나는 
조사결합의 교육 내용의 문제점을 논의하겠다.

3.1.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결합의 선정과 배열

1) 연변대학교 교재

 연변대학교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국어 조사결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변
대 교재는 ‘초급(상)’, ‘초급(하)’, ‘중급(상)’, ‘중급(하)’, ‘고급(상)’, ‘고급(하)’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 권수가 많은 만큼 내용이 풍부하고 문법 설명이나 
연습 문제도 다양하다. 연변 대학교 각 교재에서 노출된 조사결합의 개수와 각 
조사결합의 빈도21)는 다음과 같다. 

 연변대학교 교재에서는 선정된 북경대학교 교재나 서울대학교 교재에 비해 노
출된 조사결합이 매우 다양하고 또한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

21) 여기서 노출 개수는 노출된 조사결합의 개수이며, 같은 조사결합이 반복 노출된 경우엔 
속하지 않다. 노출 빈도수는 모두 조가결합이 노출된 총 빈도수를 말한다, 즉 조사결합의 
총 노출 횟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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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대 교재 초급
(상)

초급
(하)

중급
(상)

중급
(하)

고급
(상)

고급
(하) 총

노출 개수 21 22 40 48 43 43 217
노출 빈도수 95 159 274 313 264 358 1463

[표 11] 연변대 교재에서 노출된 조사결합 개수와 빈도 

출처 관련된 문법 항목 관련된 문법 항목 설명 관련된 연습 활동
초급(상) 

21과 -에는
조사, 시간 및 장소 뒤에 
붙여 주제로 쓰임 혹은 
강조.

‘에’ 혹은 ‘는’을 활
용해 문장의 빈칸 
채우기

초급(상) 
25과 -‘만’과의 결합

‘-만’의 추가 설명으로 
‘로/으로’만, ‘에만’, ‘에서
만’ 등은 조사끼리의 결
합으로 복합 조사가 된 
것을 제시 

초급(상) 
28과 -에도(복합조사)

‘-에도’는 조사 ‘-에’와 
조사‘-도’가 결합하여 형
성된 ‘복합조사’

초급(하) 
1과 -보다도(복합조사)

조사 ‘-보다’와 조사 ‘-
도’의 복합 형태, 비교 대
상을 강조하는 뜻.

‘보다도’와 ‘무엇보
다도’를 이용해 문
장 만들기.

초급(하) 
8과 -만을

조사 ‘-만’과 조사 ‘-을’
이 결합한 복합 형태, 대
응하는 중국어 표현

‘-만을’이 포함된 
문장을 중국어로 번
역하기

초급(하) -에서까지 조사 ‘-에서’과 조사 ‘- 조사결합을 선택해 

급부터 노출된 조사결합의 수가 초급보다 급격히 많아지면서 초급과 중급에서 나
온 단일 조사의 항목의 결합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급에서는 초급
과 중급에서 이미 나온 조사결합 외에 ‘에로의’, ‘까지든지’와 같은 좀 더 어려운 
조사결합의 양상도 보인다. 
  교재에서 문법 항목으로 설명된 조사결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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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과 까지’가 결합한 복합 형
태. 빈칸 채우기

중급(상) 
2과 -에서의

조사 ‘-에서’과 조사 ‘-
에’가 결합한 복합 형태,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중급(상) 
4과 -에게는

조사 ‘-에서’과 조사 ‘-
는’가 결합한 복합 형태
로 장소를 강조

빈칸 채우기, 문장 
만들기.

중급(상) 
5과 - 때문만은 아니다 전체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중급(상) 

8과 어디까지나 전체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중급(상) 
11과 -로서의(복합조사)

조사 ‘-로서’과 조사 ‘-
의’가 결합한 복합 형태
로 자격을 강조

중급(상) 
12과

-에게까지도(복합
조사)

조사 ‘-에게’과 조사 ‘-
까지’와 조사 ‘-도’가 결
합한 복합 형태. 대응하
는 중국어 표현

중급(하) 
2과 -기에는 전체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중급(하) 

2과 -서는 장소를 강조

중급(하) 
7과 -로는(복합조사)

조사 ‘-로’과 조사 ‘-는’
이 결합한 복합 형태로 
격조사 ‘로’를 강조

조사결합을 선택해 
빈칸 채우기

중급(하) 
7과 -로나마(복합조사)

조사 ‘-로’과 조사 ‘-나
마’가 결합한 복합 형태.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조사결합을 선택해 
빈칸 채우기

중급(하) 
7과 -기보다는 어미 ‘-기’와 조사 ‘-보

다’와 조사 ‘-는’이 결합
조사결합을 선택해 
빈칸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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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로 비교 대상을 
강조

중급(하) 
7과

-로서가 
아니라(관용 표현)

조사 ‘-로서과 조사 ‘-
가’와 형용사 ‘아니다’가 
결합한 관용 표현.

조사결합을 선택해 
빈칸 채우기, 문장 
번역하기

중급(하) 
11과 -라기보다는

전체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빈칸 채우기

고급(상) 
7과 -과/와의

조사 ‘-과’와 조사 ‘-의’
가 결합한 복합 형태. 대
응하는 중국어 표현

[표 12] 연변대 교재에서 제시된 조사결합 문법 항목 

북경대 교재 1 2 3 4 총
노출 개수 4 27 27 47 105

노출 빈도수 99 247 218 240 793
[표 13] 북경대 교재에서 노출된 조사결합 개수와 빈도 

2) 북경대학교 교재

북경대학교 교재는 총 네 권으로 구성되었다. 북경대학교 교재는 중국에서 널
리 쓰이는 교재인 만큼, 구성 내용이나 조사결합의 노출 횟수가 중국인 학습자들
의 한국어 조사결합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래 표는 북경대학교 교
재에서 노출된 조사결합의 개수와 빈도이다.

 위의 표가 제시하는 것처럼 북경대 교재는 연변대학교 교재에 비해서 조사결
합의 노출 개수도 적고 노출 빈도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대 교재 중 초
급 교재인 교재1에서 노출된 조사결합은 ‘에는’, ‘에도’, ‘에만’, ‘께서는’로 단 네 
개뿐이다. 중급으로 올라가면서 조사결합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고급 교재인 
교재4에서는 다양한 조사결합이 나타났다. 
  교재에서 문법 항목으로 설명된 조사결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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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재 1 2 3 4 총
노출 개수 2 11 16 33 62

노출 빈도수 51 85 126 186 448
[표 15] 서울대 교재에서 노출된 조사결합 개수와 빈도 

출처 관련된 문법 항목 관련된 문법 항목 설명 관련된 연습 
활동

교재3 2과
-ㄴ 것과(는)/-는 것과
(는)/-은 것과(는)/-던 
것과(는)

전체 문법 항목에 대한 설
명.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문장 바꿔 
쓰기

교재3 7과 -와(는) 달리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는’은 강조의 뜻 문장 만들기

교재3 9과 -로는/으로는(복합조사)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교재4 8과 -기에는(관용 표현)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문장 만들기
교재4 9과 -기보다(는)(관용 표현)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만장 만들기
교재4 13과 -만이 아니다, -만은 

아니다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만장 만들기

교재4 13과 ‘-음으로써’와의 결합
‘-음으로써만(이)...-를 
수 있다‘ 형식 제시, 대응 
하는 중국어 표현

만장 만들기

[표 14] 북경대 교재에서 제시된 조사결합 문법 항목
3) 서울대학교 교재

서울대학교 교재는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에 비해서 전체 내용이 비교적으로 간
단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용 교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 서울대 교재는 역시 네 
권으로 되어있다. 교재에서 노출된 조사결합의 개수와 빈도수는 다음 표와 같다.

 위에 있는 표가 제시한 것처럼 서울대 교재는 북경대 및 연변대 교재들에 비
해 조사결합의 개수와 노출 빈도수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급 교재
에서도 연변대 교재와 북경대 교재보다 조사결합이 훨씬 적게 노출되고 조사결합
의 유형도 다양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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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련된 문법 항목 관련된 문법 항목 
설명

관련된 연습 
활동

교재1 7과 N에도, N에는 대응하는 영어 표현 
설명

표현을 활용해 
대화하기

교재1 8과 N에는 N이/가 없어요. 대응하는 영어 표현 
설명

그림 보고 대답
하기

교재1 27과 N께서(는) 대응하는 영어 표현 
설명

교재1 30과 다음에(는) 대응하는 영어 표현 
설명

‘보다도’와 ‘무엇
보다도’를 이용해 
문장 만들기.

교재4 4과
N(이)라고는 N뿐이다
/N(이)라고는 N밖에 없
다

문장 만들기

교재4 24과 N(이/에서)든지 N(이/에
서)든지

교재4 31과 A/V-다기보다는 
[표 16] 서울대 교재에서 제시된 조사결합 문법 항목 

 교재에서 문법 항목으로 설명된 조사결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교육에서의 문제점

3.1에서는 각 교재에서 조사결합의 노출 개수 및 빈도수, 그리고 문법 항목으
로 설명된 조사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분석하면 한국
어 조사결합의 사용 교육에서 나타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교재에서 조사결합의 제시 방법, 제시 내용, 연습 활동 그리고 교육 과정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조사결합 사용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1) 조사결합 제시 방법의 문제

 조사결합 제시 방법의 측면에서는, 세 가지 교재를 분석한 결과, 조사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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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항목으로 제시된 경우가 적다. 대부분 조사결합은 주로 각 과의 본문에서 
제시되었다. 그 외에 다른 문법 항목을 더불어 설명하는 예시에서나 연습 문제에
서 나왔다. 

▶ 문법 항목으로 제시될 경우

-과/-와의
“-과/-와의”는 조사 “-과/와”와 조사 “-의”의 결합으로 앞뒤에 오는 대상 사

이의 소속 관계를 나타낸다. 중국어의 “和…的”와 비슷하다.
예문: 인격은 인간 사회에서 문화와의 교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人格是人在社会上通过同文化的交涉来形成的。)

                                       (연변대 교재, 고급한국어 상)

▶ 문법 항목 추가 설명 내용으로 제시될 경우
‘-기(가) 짝이 없다’ 연습 문제:
1. 십 년만에 만나는 그들은                          .
2. 혼자 속으로만 좋아하던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은 그녀가               .

                                           (북경대 교재, 한국어4)

그리고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는 조사결합은 ‘에서는’, ‘보다도’와 같은 소수의 
표현외의 다른 표현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조사결합을 문법항목으로 명시
적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결합은 조사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따로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제시된 조사결합도 대부분  
본문에서만 노출되어 학습자들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몇 
개의 반복된 조사결합 외의 다른 조사결합에 대해 익숙해지지 못하고, 조사결합



- 51 -

을 쓰지 않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 조사결합 제시 내용의 문제

 조사결합이 교재에서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 조사결합에 대한 
설명도 문제가 발견된다. 대부분 조사결합에 대해 기본적인 의미 제시 단계에만 
머무르고 통사적 제약이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서
울대학교 교재에서는 단순히 대응하는 영어 표현만 제시하였다. 특히 보조사가 
포함된 경우에 학습자들이 영어 표현만으로는 조사결합과 단일 조사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 단순히 대응 표현만이 제시될 경우

N에는 N이/가 없어요     prep N there be no N
예문: 내 방에는 냉장고가 없어요. In my room there is no refrigerator.

                                           (서울대 교재, 한국어1)

  또한 연변대와 북경대에서는, ‘보다도’와 같은 조사결합에 관하여 ‘복합조사’라
고 정의하였는데 ‘로부터’와 같은 복합조사와의 유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
고 용어를 통일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로부터’와 ‘보다도’ 등의 표현을 같은 유
형의 표현으로 인식하게 하고 ‘보다도’와 같은 유형의 표현에 대한 인식을 혼란스
럽게 말들 수 있다.

3) 조사결합 연습 활동의 문제

위의 각 교재에서 조사결합과 관련된 연습 활동의 양상을 보면, 조사결합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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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항목으로 설명한 후에도 연습 활동에서 아예 그 조사결합을 다시 언급하지 않
은 경우가 많다. 또한 연습 활동의 형식이 주로 빈칸 채우기와 문장 만들기와 같
은 단순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사결합을 익히기에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
을 직시하고 조사결합의 관한 연습 활동을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또한 조사결
합의 실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 교육⦁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설명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제점을 종합하면, 조사결합은 조사의 특성 때문에 따
로 명시적으로 문법 항목으로 제시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제시를 하더라도 간단하게 대응하는 중국어나 영어 표현으로 설명하거나 예시로
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연습 활동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
러났다.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가 교육⦁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조사결합에 대해 명시적으로 추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학습자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보면 교사가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조사결합에 대해 특별히 설
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어 조사결합의 교육 방안은 교재에서 조사결
합을 다른 문법 항목과 함께 제시하고 다른 문법 항목 또는 예문을 함께 연습하
여, 교재 내용이나 수업 연습 활동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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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
용 양상 그리고 오류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수집한 학습자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오류 
원인과 사용 능력 부족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결합에 대한 학습자 언어를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양
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22)를 동시에 
실시한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통합하여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영남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실재의 본질
객관적 실재를 형성하는 인간의 
특성과 본질이 존재한다고 가정, 
따라서 복잡한 paradigm에 관계
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가능

객관적 실재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인간
의 속성과 본성은 없다고 가정, 따라서 단
편적인 연구가 아닌 총체적인 연구의 필요
성을 주장

인과관계 결과에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원인이 실재 원인과 결과의 구분이 불가능

연구목적 일반적 원리와 법칙발견, 인과관
계 혹은 상관관계 파악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 특성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의 차이 이해

연구대상 대표성을 갖는 많은 수의 표본, 
확률적 표집방법 주로 사용

적은 수의 표본, 비확률적 표집 방법 주로 
사용

연구자와 연
구 대상과의 
관계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가 밀
접하게 되면 연구 자료가 왜곡될 
수 있어 거리 유지: 가치중립적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 가치개입적

자료수집 다양한 측정도구 사용, 구조화된 
양적자료 수집

연구자가 중요한 연구도구, 비구조화된 질
적 자료 수집

자료분석 통계적 분석(기술통계, 추리통계 
방법 활용)

질적 분석(내용 분석) 혹은 기술 통계 분
석

연 구 방 법의 
예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험
설계에 의한 실험연구, 검점표를 
활용한 관찰연구 등

관찰법, 면접법을 활용한 사례연구, 문화기
술적 연구 등

22) 성태제ㆍ시기자(2009)에 따르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실제의 본질, 인과관계, 연
구목적, 연구대상, 연구자와 연구대상과의 관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연구 방법, 일반화
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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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에서 Goodwin&Goodwin (1996)과 Hatch(1995) 등 다양한 논의를 통 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관계는 한 접근이 다른 접근보다 더 나은가, 두 접근이 
서로 보완적이며 통합이 가능한 가.’에 대해 논의 내용을 전개하였다. 많은 이론 
중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상호 배타적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조영남 (2001)
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공통점과 보완점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통합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신뢰성이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하여 사용
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하고, 학습자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양적으로 통계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조사결합에 대해 어느 정로 이해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도록 한다.

 또한 여기서 고급 학습자는 TOPIK시험 5급 이상 취득자 혹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수료하거나 재학 중인 한국어 수준이 5급 이상 취득자와 동등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중국에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만으로 한정하였다.23) 또 학습자의 언어 양상을 보여 주는 자료를 세 가지 방
식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1.1. 학습자 말뭉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 및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말까지 고급 학습자 구어와 문어 말뭉치 자료 총 76편을 
수집해 분석한다. 여기서 고급 학습자는 말뭉치 자료에서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
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5급 학습자과 6급 학습자로 나누어 분석하지는 
않았다. 
  학습자 말뭉치 자료는 구어와 문어 자료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자료 구성은 

일반화 일반화 가능 연구 자체가 독특하므로 일반화시킬 수 없
음

[표17]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23)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의 한
국어 조사결합 사용 양상 및 오류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중국
인 학습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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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료 2차자료 총말하기 자료 쓰기 자료 쓰기 자료
인수(명) 5 12 17 34
건수(편) 6 21 49 76
어절 수 7724 8819 22505 39048

[표 18] 학습자 말뭉치 자료 구성
 

참가
자 대학 정보

학년 
및 

학력
한국어 
등급 인터뷰 주요 내용

1 남경대 졸업 6급 클래식 음악, 민주주의와 미디어, 방송
과 매체, 에너지 개발, 교사의 소질

2 산동대 졸업 6급

유학 생활, 인터넷 메신저 사용, 개인 
정보 보호, 동물모호법, 가정 폭력, 상
황극
영화 줄거리 소개, 한국 영화 홍보, 인
구 정책, 노령화 사회

3 서안외대 졸업 6급 한국 드라마와 영화, 유학 생활, 국제
결혼, 지진, 상황극

4 광동외국어 졸업 6급 한국 문화, 대중문화와 매체, 능력과 

다음과 같다.

1차 자료 중에 말하기 자료는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수집한 중국
인 고급 학습자의 구두 숙달도 인터뷰 OPI 녹음 자료이다. 구두 숙달도 인터뷰 
OPI는 일정 시간의 구두 면접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 본 연구에서 쓰인 녹음 자료는 2011년 7,8월간 S대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한 
한국어 구두 속달도 인터뷰 녹음 자료이다. 인터뷰에 참가한 5명의 학습자는 모
두 레벨 고급(Advanced)24) 이상으로 판단되었으며, 구체적인 정보와 인터뷰 대
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 OPI는 보통 초급(Novice)/중급(Intermedia)/고급(Advan)/최고급(Superior) 레벨은 초/

중/상 세 가지 단계가 있다. 따라서 총 10개의 레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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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대 성공의 관계, 교사의 소질, 수능과 사
교육, 인구 정책 

5 북경언어대 졸헙 6급 한국어 공부, 유학 생활, 취미 생활, 인
구 정책, 자녀 교육

[표 19] 실험 피험자 정보  

 1차 자료 중에서 쓰기 자료는 2011년 10월부터 2011월 11월까지 수집한 자
료이며, 2차의 쓰기 자료는 학습자 양상과 오류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수집한 쓰기 자료이다. 여기서 쓰기 자료
는 중국 현지 대학에서 재학 혹은 수료한 고급 학습자가 쓴 A4용지 1~2장 정도
의 작문 숙제이다. 작문 내용은 ‘음식, 자기소개. 스포츠, 성공, 중국 경제, 전쟁, 
대중 문화, 환경 보호, 우정’ 등 다양한 주제25)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수집한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나타난 조사결합의 결합 
유형, 항목, 항목의 노출 빈도, 그리고 선행어와의 결합 양상 및 빈도를 살펴보고 
분석한다. 

 
1.2. 학습자 설문지 자료 수집 및 실험 도구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나타난 조사결합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 양상을 구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12월말부터 
2012년 3월초까지 중국에서 재학 혹은 수료한 한국어 전공 고급 학습자, 그 중
에 TOPIK 등급을 기준으로 5급 학습자 49명 6급 학습자 49명 총 98명에게 설
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양상의 다양성을 고려해 다양한 학
교와 다양한 상황의 피험자를 선택하였다. 피험자 상황은 다음과 같다.           

25) 학습자 작문 쓰기 자료의 일부 제목은 다음과 제시하였다: 
    성공의 비밀, 중국의 빈부 격차, 삶의 질, 지도자의 역할, 인류와 전쟁, 교육 제도, 채식

주의, 운동(스포츠, 아이스하키, 체조, 양궁, 미식축구 등), 현대인의 생활, 대중과 사회 
발전, 친구와 우정, 첫눈에 반했다, 저탄소 생활, 명절(추석, 설날 등), 환경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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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보 학년 및 학력 수집 인원 한국어 등급
5급 6급

남경대학교 졸업 3 3
남경효장대학교 4학년 3 3

대련외국어대학교 졸업 3 3
복단대학교 대학원 4 4

졸업 4 4
북경언어대학교

3학년 4 4
4학년 3 3
졸업 3 3

산동대학교
3학년 9 9
4학년 8 8
대학원 4 4

낙양외국어대학교 4학년 1 1
광동외국어외모대학교 졸업 1 1

중앙민족대학교 졸업 2 2
대외경제무역대학교 3학년 1 1

졸업 2 2
연변대학교 4학년 5 5

곡부사범대학교 3학년 12 12
양주대학교 3학년 14 14

4학년 6 6
안성사범대학교 3학년 1 1

서안외국어대학교 졸업 1 1
산동요셩대학교 4학년 4 4

[표 20] 실험 피험자 정보  

 앞서 논의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고급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말할 때
와 작문을 할 때 조사결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학
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인식 및 양상 그리고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실시한 설문 조사의 설문 문항은 Ⅱ장 1.3.에서 선정한 항목 중 21개의 
조사결합을 선택하여 ‘세종 21세기 말뭉치 자료’, 한국어 교재, 그리고 《한국어 
학습 어미ㆍ조사 사전》(2010)에서 나온 예문을 변형해서 설정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에서 포함된 조사결합은 Ⅱ장 2.2.에서 분석한 바를 참고하여 한국어 단일조
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있는지, 있으면 대응하는 단일 표현만 있는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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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유형27)  항목
①①결합 께서는(①+①)
①②결합 과는(②+①), 로서가(②+①), 
①③결합 까지는(③+①), 에는(③+①), 만을(③+①)
②②결합 과의(②+②), 부터의(②+②)
②③결합 에서든(③+②), 보다도(②+③), 부터라도(②+③),  만의(③+②)
③③결합 에도(③+③), 에서나(③+③), 로만(③+③), 까지라도(③+③),

①②③결합 뿐만이(②+③+①)
①③③결합 로써만이(③+③+①)
②③③결합 에서뿐만, (③+②+③)
③③③결합 만으로도(③+③+③) 한테까지도(③+③+③)

[표 21] 설문지 문항 구성 

라 결합하는 유형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설문지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26)

 설문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 테스트와 담화완성형 테스트를 사용하여 
학습자 사용 양상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 부분은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중한 
번역 테스트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 부분은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번역 테스트
와 담화완성형 테스트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번역 테스트는 이해력, 쓰기, 어휘력, 문법, 모국어에서 학습 언어로의 전화 등
을 평가하는 데에 이용되는 테스트이다(Seliger, H. W. 외, 1989). 번역 테스트
는 번역을 위한 어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수준에 대한 안배가 중요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 설문 대상인 고급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에  
번역 테스트는 매우 적절한 실험 도구이다. 또한 학습자가 조사결합에 대한 지식
이 부족해서 사용을 회피하는 것인지, 실제 담화 맥락에서 조사결합의 사용이 익
숙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번역 텍스트는 유용한 도구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 의제인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에 있어서 모국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번역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설문지의 첫 

26) 여기서 Ⅱ장 2.2. 논의한 내용에 따라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는 조사는 ①표시되
고, 중국어에 대응하는 단일 표현이 있는 조사는 ②로 표시되고, 중국어에 대응하는 다양
한 표현이 있는 조사는 ③로 표시되었다.

27) 여기서 말하는 결합 유형은 Ⅲ장 1.2.에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는 조사결합의 유형과 
같다. 단일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벖는 경우, 그 조사가 ①유형으로 표시되고, 
단일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단일 표현만이 있는 경우, 그 조사가 ②유형으로 표
시되며, 단일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표현이 있는 경우, 그 조사
가 ③유형으로 표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Ⅱ장 2.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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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테스트1 (단일 문장 번역)
   我不是以妻子而是以朋友的身份说的那些话。
   그 얘기는 아내                 아니라 친구로서  말한 거다.

번역 테스트2 (맥락 제공)
   英珠：听说英熙生病住院了。
   哲株：真的啊？昨天我见她的时候脸色还很不错啊？
   英珠：到昨天为止还没事，今天早上好像突然得盲肠炎了。
   영주: 영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
   철수: 정말? 내가 어제 만났을 때는 얼굴이 좋아보였는데?
   영주: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맹장염에 걸렸나봐.

번째 부분은 단순히 번역 테스트의 문제 형식을 이용하였고, 두 번째 부분은 담
화완성형 테스트를 추가로 활용하여 문제를 만들었다. 그 중 설문지 두 번째 부
분에서는 중국어로 담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맥락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 조사결합을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또한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지는 설문지1과 설

문지2로 구성하였다. 설문지1에서는 지문만 제시하였고 설문지2에서는 추가로 조
사결합 항목에 대하여 참고 내용을 제시해 주고 각각 번역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설문지1에서 조사 항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서 번역을 완성한 다음
에 설문지2에서 조사 항목을 보고 조사결합을 사용하는지를, 또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설문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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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1  

＊다음 대화상황을 보고 적당한 한국어 표현으로 문장을 번역하십시오.
    2-2. 哲株：周末听说要去郊游。
         英珠：对啊，周末和家人一起出游比什么都愉快。
         철수: 주말에 여행하자고 하네.
         영주: 그래,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 떠나는 것이 무엇                 

                 즐겁지.

이/가, 께서, 를/을, 는/은, 의, 과/와, 하고, 로서, 보다,부터, 든, 마저, 조차, 
뿐, 한테, 에게, 로, 에,에서, 로써, 도, 만, 나, 까지, 만큼, 라도    

설문지2  

＊다음 항목에서 단어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을 골라 다음 대화상황을 보고 
적당한 한국어  표현으로 문장을 번역하십시오. (아래 단어는 반복 사용이 가능
합니다.)

            
       2-2. 哲株：周末听说要去郊游。
            英珠：对啊，周末和家人一起出游比什么都愉快。
            철수: 주말에 여행하자고 하네.
            영주: 그래,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 떠나는 것이 무엇             

즐겁지.

  

 위와 같은 설문지의 예시에서 보여 주듯이 학습자가 설문지1에 있는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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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29) g h
A B

결합
A/B A+X/B+X D D+X

AD/BD/

DE
AB X

기타(AD+X 

등)

ABC

결합

A/B/

C/AB

/BC/

AC

A+X/B+X/C

+X/AB+X/A

C+X/BC+X

D D+X
ABD/AC

D/BCD
ABC X

기 타

(ABD+X 등)

[표 22] 설문지 응답 유형

문장을 번역할 때 조사 혹은 조사를 결합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
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학습자가 조사결합의 실제 사용 양상 및 조사결합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설문지1을 완성하고 나서 설문지2에서 조사 목록
을 참고해 문장 번역을 완성한 학습자의 답변을 보면 학습자가 단일 조사를 어느 
정도 활용하여 결합조사로 사용하는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학습자의 설문
지1과 설문지2의 답변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에 대한 인
식에 대해서도 관찰하여 분석할 수 있다. 

설문지 응답 방식이 객관식 선택이 아닌 번역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응답이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습자의 양상 및 오류를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한국인 2명28)에게 설문지 응답의 정오를 검증받은 후 조사 사용 여부와 
조사 사용 개수 두 가지 기준으로 학습자 응답을 ‘a,b,c,d,e,f,g,h’ 8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적절한 답이 조사 두 개의 결합인 경우 조사결합을 ‘AB’로 설정하고 
조사 세 개인 경우 ‘ABC’로 설정한다. 또한 기타 조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D’혹은 
‘E’로 설정하고 조사 외에 단어나 어절 혹은 구를 사용한 경우에 그 부분 내용을 
‘X’로 정한다. 예컨대,  ABC결합 ‘만/으로/는’의 경우, a는 ‘만, 으로는’, b는 ‘만 
있으면, 으로만 먹어서’, c는 ‘보다는’, d는 ‘보다는 더’, e는 ‘만으로보다’, f는 정
28) 설문지 응답은 한국어교육 전공하는 S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1명과 30대 일반인 1명에

게 검증을 받았다. 
29) 학습자가 A와 B 조사를 선택해 조사결합BA로 구성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응답이 설문지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f항의 선택 전체를 적절한 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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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만으로는’, g는 ‘을 먹지 않아서’, h는 ‘만으로 더’와 같은 답을 각각 포함한
다.30)

1.3. 학습자 사후 인터뷰 자료 수집

 학습자 말뭉치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결
합 사용 양상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지만 학습자들이 조사결합 사용할 때 오
류를 일으키는 이유와 조사결합에 대한 인식을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석으로 판단
하기에는 다소 어렵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조사결합에 관하여 직접 사후 인터
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판(Fan, 2002)에서는 사후 인터
뷰에 대해서 논의하였다31). 그 실시의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참가자:
    기본적으로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일대일로 실시된다. 
 ② 시간과 장소: 

30) ① 답이 a인 경우:
     ‣ 사람은 빵만 살 수 없다.
     ‣ 사람은 빵으로는 살 수 없다.
    ② 답이 b인 경우:
     ‣ 사람은 빵만 있으면 살 수 없다.: 는 ‘만’ 혹은 ‘으로는’, 
     ‣ 사람은 빵으로만 먹어서 살 수 없다.
    ③ 답이 c인 경우:
     ‣ 사람은 빵보다 살 수 없다.
     ‣ 사람은 빵보다는 살 수 없다.
    ④ 답이 d인 경우:
     ‣ 사람은 빵보다 더 살 수 없다.    
    ⑤ 답이 e인 경우:
     ‣ 사람은 빵만으로보다 더 살 수 없다.    
    ⑥ 답이 f인 경우:
     ‣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⑦ 답이 g인 경우:
     ‣ 사람은 빵을 먹지 않아서 살 수 없다.  
    ⑧ 답이 h인 경우:
     ‣ 사람은 빵만으로 더 살 수 없다.       
31) 위햇님(2009:18)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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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 
대상자 정보 인터뷰 질문 내용
5급 6급

말 뭉
치 자
료 제
공 한  
대 상
자

3명 3명

‣ 쓰기(말하기) 자료에서 조사를 많이 썼다고 생각합   
   니까?
‣ 쓰기(말하기) 자료에서 조사결합을 많이 썼다고 생   
   각합니까? 
‣ 쓰기(말하기) 자료에서 조사결합을 많이 썼다고 생   
   각하면 주로 어떤 조사결합을 썼습니까? 많이 안    
   썼다고 생각하면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 쓰기(말하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조사결합의 오류    

    본 조사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  
      다. 또 인터뷰 시 인터뷰의 길이를 머리 계산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③ 사후 점검을 위한 재료: 
    피조사자에게서 본 조사 당시의 행동에 관한 의식을 정확하게 진술받기 위해   

     서는 조사 당시에 행동의 기록을 시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④ 사용 언어: 
    피조사자의 내성에 의한 언어 기록을 채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피조사자가    

     표현하기 쉬운 언어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⑤ 사후 점검 인터뷰의 질문: 
   인터뷰의 유효성은 질문의 내용과 방법에 직결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설계 내용을 참고하여 사후 인터뷰를 설계하여 실시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말뭉치 자료를 제공한 학습자와 설문조사 참여자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관련 자료에 맞는 질문을 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거의 모두 중국 현
지에 있어 직접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2012년 2월말
부터 2012년 3월 초까지 인터넷 영상 통화와 국제전화를 통해서 대상자들과 각 
20~30분의 인터뷰를 하였다. 통화 내용은 녹음을 하거나 즉시 중요 내용을 적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사후 인터뷰의 대상자 상황 및 인터뷰 질문 내용은 다음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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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쓰기(말하기) 자료에서 조사결합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설 문
조 사 
참 여
한 대
상자

10명 10명

‣ 설문조사는 어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 왜 이 문장으로 번역했습니까?
‣ 번역할 때 중국어 문장을 보고 일대일로 번역했습    
  니까?
‣ (오답인 경우) 번역한 문장이 좀 어색하거나 혹은    
  제대로 번역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 설문지1 하고 나서 설문지 2의 문장을 번역할 때     
 차이가 뭡니까? 어느 설문지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    
  니까?
‣ 평소에 조사결합을 많이 사용합니까? 그 이유는?
‣ 한국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조사결합을 많이 들    
  어봤습니까?

[표 23] 인터뷰 대상자 정보 및 인터뷰 질문 내용 

2.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과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학습자 자료에
서 나타나는 조사결합의 오류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오류 유형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학습자의 오류를 원인에 따른 유형, 그리고 형
식에 따른 유형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고석주 외(2004)에서
는 조사의 오류를 ‘조사의 생략’, ‘조사의 대치’, ‘조사의 첨가’, ‘조사의 형태 오
류’, ‘조사의 환언 오류’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기존의 조사 오류에 관한 논
의들은 다 이와 비슷한 기준에 따라 오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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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일 조사의 오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사결합의 오류
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적 측면에서만 오류 분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언어학적 범주에는 오류가 음성적 오류, 음운적 오류, 의미적 오류, 통
사적 오류, 화용적 오류로 나눌 수 있는데 조사결합의 특성을 고려해, 본 연구에
서는 고석주 외(2004)를 참고해 학습자 조사결합의 사용 오류를 형태ㆍ통사적 
오류, 그리고 의미ㆍ화용적 오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여기서 형태ㆍ통사적 
오류는 주로 조사결합 시의 이형태 오류와 조사결합의 순서 및 제약의 오류가 있
고, 의미ㆍ화용적 오류는 중국어 제시문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은 오류를 범할 경
우이다. 

 따라서 위의 오류 유형의 분류에 따라 앞에서 논의한 학습자 말뭉치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조사결합의 형태ㆍ통사적 사용 양상 및 오류, 조사결합의 의미
ㆍ화용적 사용 양상 및 오류, 조사결합의 사용 인식 양상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인터뷰 내용과 더불어 중국인 고
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2.1. 조사결합의 형태ㆍ통사적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조사결합의 형태적 오류는 주로 두 개 이상의 조사를 결합할 때 일어나는 이
형태 오류를 말한다. 실험 대상이 고급 단계의 학습자이기 때문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사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이 부분 오류
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형태적인 오류는 주로 평소에 많이 쓰지 
않은 조사결합 가운데 일어난다. 구체적인 오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2_4  영주: 한 달이 남았다는 건 일주일밖에 없어서 준비할 수 없는 경우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이라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봐.

‣ 2_5. 영주: 내일 시험이라서 늦게까지이라도(까지라도√) 이 책을 다 읽고 자야 
해요.

   

 조사결합의 형태ㆍ통사적 오류 중의 하나는 조사결합의 순서 및 제약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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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고급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합의 결합 규칙에 대한 지
식이 많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크게 순서의 오
류와 제약의 오류 두 가지로 나누어 문법적 오류를 분석하도록 한다.

조사결합의 순서 오류는 다음과 같다.

‣ 1_7. 사람들이 그들의만(만의√) 예술 세계를 인정해주었다.

‣ 2_6. 철수: 영주야, 생일 축하해. 너을만(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네.

 

  위에 제시하는 2_7의 ‘의만’과 2_6의 ‘을만’은 학습자가 문장에 맞는 적절한 
두 개의 조사를 선택했는데 결합의 순서를 잘못해 조사결합의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조사결합의 제약에 관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 1_1 김선생님이께서(께서는√) 이따 조금 늦게 온다고 하셨어요.
 ‣ 1_2 그 얘기는 아내로서로(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말한거다.

 ‣ 1_3. 대표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거둔 성적은 국민들의                 
          기대와보다(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 1_7. 사람들이 그들의만의(만의√) 예술 세계를 인정해주었다.

 이상의 문장에서는 작용역이 같은 조사를 결합하므로 조사결합이 성립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1_1에서 ‘께서’는 주격조사 ‘이’의 높임말로 ‘이’와는 결합되지 않
는다. 또한 1_7에서는 조사 ‘만’의 앞과 뒤에 같은 ‘의’와 결합해 오류가 얼어난
다. 같은 조사가 동시에 하나의 조사결합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  1_2 그 얘기는 아내로서 아니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말한 거다.
‣  1_4 대부분의 팬들은 스타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고 영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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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작 스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노력에조차(에는√) 관심이  
          없는 팬들이 많습니다.  

‣  1_9 어느 교수든지도(에게나√) 가끔 10분 정도 늦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15분 또는 20분 늦으면 일반적으로 그 날 강의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휴강으로 판단하고 교실을 떠나기 때문이  
           다.

   

 임동훈(2002)에서는 주격조사 ‘이/가’가 의미격 조사에 후행하는 경우 대체로 
‘...이/가 아니다’라는 구문에 쓰일 때로 한정된다고 하였다. 1_2의 오류는 조사결
합제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_4에서는 ‘조
차’가 보조사로서 앞에 다른 조사가 오지 않는 제한이 있고 1_9에서는 ‘든지’와 
‘도’는 같은 보조사이지만 문장에서의 기능이 충돌하기 때문에 결합되지 않는다.

2.2. 조사결합의 의미ㆍ화용적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설문지의 내용은 제시된 중국어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
자들이 이미 문장의 의미 및 맥락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고 응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응답이 문법적 오류가 없어도 중국어 문장의 의미 혹은 맥락과 
일치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조사결합의 의미ㆍ화용적 오류
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말
하기와 쓰기 표현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 목표이기 때문에 구어의 경우 맞는 표현
이라고 판단된 표현도 본 연구에서는 오류로 본다. 구체적인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_2 我不是以妻子而是以朋友的身份说的那些话。
       그 얘기는 아내보다는(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말한 거다.

 ‣  1_3. 体育代表团这次在奥运会上取得的成绩和国民的期待相去甚远。
         대표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거둔 성적은 국민들의 기대만큼은
         (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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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예문1_2과 1_3은 문법적으로 맞는 조사결합을 선택했지만 문장에서 쓰
이는 의미가 중국어 표현의 의미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_2에서 
본문의 의미는 아내의 신분을 부정하여 친구로서 말하는 뜻인데 ‘보다는’을 사용
하면 아내의 신분을 인정하고 그보다 친구의 신분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다. 

 ‣  1_5. 那个人认为和人的关系比工作条件更重要。
         그 사람은 근무 조건보다 사람과의 인간(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2_4. 哲株：就剩一个月了，真担心这个月完成不了论文。                       
          英珠：剩下一个月总比只剩一个星期什么都准备不了强。所以即使现在开始也

              不晚，尽全力努力吧。
       철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달 안에 논문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영주: 한 달이 남았다는 건 일주일밖에 없어서 준비할 수 없는 경우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봐.

 위에서 제시된 오류의 예문 1_5과 2_4를 보면 학습자는 정확한 조사결합을 
사용했는데도 조사결합 뒤에 다른 표현을 추가하여 문장을 완성하였다. 이는 단
순히 조사결합을 써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문자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_4와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부터라도’라는 조사결
합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최대
한 다른 표현을 추가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이런 경우에 완성된 문장이 문법적으
로 오류가 없을 때도 있지만 문장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

 ‣  1_14. 看到人们虽然因为贫穷和战争缺乏食物，但仍连狗也给买饲料喂，我不禁感  
             叹：“你们国家真富有啊。”

           가난과 전쟁으로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은 개에게(에게까지도  
             √)음식을 사다 주는 걸 보고 ‘야, 너희 나라는 정말로 부자구나’라고   
             감탄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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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항목 빈도 양상 및 빈도33)
①①유형 께서는 7 어머님께서는4
①②유형 보다는 11 ..는 것보다는 2

로서는 1 사람으로서는 1
①③유형 에는 70 옛날에는 7

에서는 30 중국에서는7
로는 5 근본적으로는 1

 ‣  2_6. 哲株：英珠，生日快乐！这是我专门为你准备的礼物，不知道合不合你心意。
         英珠：哇！这么说是世界上独一无二的礼物了！这真是最棒礼物啊！谢谢     

                啦！
         철수: 영주야, 생일 축하해. 너를(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마  

                 음에 드는지 모르겠네.
         영주: 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잖아! 정말 최고의 선물이   

                 야! 고마워!

 오류 예문 1_14와 2_6에서는 하나의 조사를 사용하는데 실제 맥락에서 문장
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는 오류 양상이 보인다. 예를 들어 2_6에서는 ‘만을’이라
는 조사결합이 선물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학습자가 구조격조사 ‘를’만 사
용했는데 이는 문장 원래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
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2.3. 조사결합의 사용 양상 및 학습자 사용 인식 분석

2.3.1. 학습자 말뭉치 자료의 사용 양상 및 학습자 사용 인식 분석

1) 학습자 사용 양상 분석

 학습자 말하기 자료와 쓰기 자료에서의 학습자 조사결합 사용 양상의 결합 유
형32), 항목, 노출 빈도, 그리고 양상 및 빈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2) 여기의 결합 유형은 Ⅲ장 2.1에서 말하는 결합 유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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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4 이익만을 1
께서도 3 어미님께서도 1
까지는 2 아직까지는 1
에게는 2 농민들에게는 1
한테는 2 나한테는 1
까지를 1 일까지를 1
만이 1 그들만이 1

②②유형 과의 1  ... 등과의 1
②③유형 만의 2 자기만의 1

과도 1 모양과도 1
보다도 4 무엇보다도 4
에서나 1 속에서나 1
에서의 1 중국에서의 1

③③유형 에도 15 전에도 3
뿐만 7 나뿐만 아니라 1

에서도 7 중국에서도2
에만 6 공부에만 2

까지도 5 지금까지도 4
에게도 3 누구에게도2
로만 2 인터넷으로만 1

로나마 1 전화로나마 1
마저도 1 땀마저도 1
만에 1 공만에 1

밖에도 1 뜻밖에도 1
에게만 1 다수에게만 1

에서라도 1 어디에서라도 1
에서만 1 한국에서만 1

③③③유형 만에도 1 세대만에도 1
만으로도 1 ...것만으로도 1

①③③유형 만으로는 1 힘만으로는 1

[표 24] 말뭉치 자료의 사용 양상 
     

 총 76편의 말뭉치 자료에서 노출된 조사결합 항목의 빈도 그리고 선행어와의 
결합을 통한 고급 단계 중국인 학습자들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가 사용하는 조사결합이 다양하지 않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에는’, ‘에서는’과 같이 흔히 쓰이는 조사결합 외에는 다른 조사결합
33) 여기서 양상은 학습자 자료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조사결합을 제시하는 것이며, 빈도는 

제시된 조사결합이 자료에서 나타난 빈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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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급
수 설문지 a b c d e f g h

1_1
5급 설문지1 49% 0% 18% 0% 0% 33% 0% 0%

설문지2 41% 0% 6% 0% 0% 53% 0% 0%
6급 설문지1 57% 0% 18% 0% 0% 22% 2% 0%

설문지2 43% 0% 10% 0% 2% 43% 2% 0%

1_2
5급 설문지1 43% 2% 33% 6% 0% 2% 12% 2%

설문지2 51% 0% 20% 2% 2% 14% 10% 0%
6급 설문지1 41% 12% 16% 6% 2% 12% 10% 0%

설문지2 39% 8% 12% 4% 12% 22% 2% 0%
1_3 5급 설문지1 55% 8% 20% 0% 0% 2% 10% 2%

설문지2 59% 0% 14% 0% 18% 6% 2% 0%
6 설문지1 59% 8% 12% 6% 6% 4% 4% 0%

의 사용빈도가 낮았다. 대부분 조사결합 표현은 한 번만 사용되었다.
 둘째,  조사결합과 선행어의 결합 표현도 단일하다. 결합 양상 및 빈도를 보

면,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조사결합을 반복 사용하고 또 비슷한 선행어와 결합해
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에는’은 ‘옛날’과 결합하여 ‘옛날에는’로 많이 쓰이고 또 
‘보다도’는 ‘무엇’과 결합하여 ‘무엇보다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학습자들이 주로 두 개의 조사를 결합해서 사용한다. 세 개의 조사를 결
합하는 조사결합은 ‘만에도’, ‘만으로도’, ‘만으로는’과 같은 표현들인데 이 조사결
합들은 각각 한 번만 사용되었다. 

2.3.2. 설문조사 자료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 및 학습자 사용 인식 분석

1) 학습자 사용 양상 분석

 설문조사 자료에서 학습자 조사결합 사용 양상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양상을 분석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설문지 조사 각 문항의 전체 응답률은 다음과 같다34).

34) 여기의 응답‘a~h’ 8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문지 자료 수집 및 실험 도구에 관
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72 -

급 설문지2 43% 4% 10% 0% 24% 16% 2% 0%

1_4
5급 설문지1 31% 53% 14% 0% 0% 2% 0% 0%

설문지2 45% 12% 24% 0% 2% 10% 6% 0%
6급 설문지1 31% 45% 10% 0% 0% 12% 2% 0%

설문지2 35% 18% 8% 0% 6% 29% 4% 0%

1_5
5급 설문지1 16% 4% 0% 0% 0% 20% 59% 0%

설문지2 16% 4% 2% 2% 4% 35% 31% 6%
6급

설문지1 4% 2% 2% 0% 0% 22% 61% 8%
설문지2 10% 0% 6% 0% 0% 37% 39% 8%

1_6
5급

설문지1 57% 16% 2% 6% 4% 2% 12% 0%
설문지2 49% 8% 4% 6% 24% 4% 4% 0%

6급
설문지1 51% 33% 2% 2% 2% 6% 4% 0%
설문지2 49% 18% 2% 0% 8% 22% 0% 0%

1_7
5급 설문지1 16% 33% 2% 0% 0% 2% 47% 0%

설문지2 31% 12% 4% 6% 10% 16% 20% 0%
6급 설문지1 27% 37% 0% 4% 0% 14% 14% 4%

설문지2 37% 14% 0% 2% 0% 31% 8% 8%

1_8
5급 설문지1 41% 0% 2% 31% 0% 14% 12% 0%

설문지2 45% 0% 2% 16% 6% 24% 6% 0%
6급 설문지1 22% 4% 2% 35% 0% 27% 8% 2%

설문지2 31% 2% 2% 22% 0% 43% 0% 0%

1_9
5급 설문지1 37% 0% 33% 2% 27% 2% 0% 0%

설문지2 29% 0% 27% 4% 37% 4% 0% 0%
6급 설문지1 22% 2% 35% 6% 22% 10% 2% 0%

설문지2 31% 0% 33% 0% 20% 14% 2% 0%

1_10
5급

설문지1 18% 0% 61% 0% 14% 6% 0% 0%
설문지2 14% 0% 43% 0% 33% 10% 0% 0%

6급
설문지1 24% 2% 33% 2% 12% 20% 6% 0%
설문지2 12% 0% 31% 0% 22% 33% 2% 0%

1_11
5급 설문지1 31% 0% 47% 0% 0% 16% 6% 0%

설문지2 20% 0% 49% 0% 0% 27% 4% 0%
6급 설문지1 29% 0% 16% 10% 0% 37% 8% 0%

설문지2 20% 0% 14% 8% 2% 49% 6% 0%
1_12

5급 설문지1 78% 0% 0% 2% 4% 4% 4% 8%
설문지2 71% 0% 6% 0% 4% 10% 2% 6%

6급 설문지1 80% 0% 0% 0% 10% 8% 0% 2%
설문지2 73% 0% 4% 0% 8% 12% 0% 2%

1_13
5급 설문지1 31% 6% 41% 6% 0% 0% 6% 10%

설문지2 41% 2% 35% 2% 0% 0% 0% 20%
6급 설문지1 35% 2% 39% 2% 0% 0% 2% 20%

설문지2 45% 0% 31% 2% 2% 0% 0% 20%



- 73 -

1_14
5급 설문지1 65% 2% 27% 2% 0% 0% 0% 4%

설문지2 61% 0% 20% 2% 0% 2% 0% 14%
6급 설문지1 67% 0% 18% 0% 0% 2% 4% 8%

설문지2 61% 0% 16% 0% 0% 6% 0% 16%

2_1
5급 설문지1 63% 6% 6% 0% 2% 6% 12% 4%

설문지2 47% 6% 14% 0% 0% 10% 0% 22%
6급 설문지1 45% 0% 4% 0% 0% 22% 10% 18%

설문지2 43% 2% 10% 0% 0% 29% 0% 18%

2_2
5급 설문지1 61% 0% 2% 0% 0% 37% 0% 0%

설문지2 37% 0% 2% 0% 0% 61% 0% 0%
6급 설문지1 57% 2% 4% 0% 2% 35% 0% 0%

설문지2 33% 0% 6% 2% 2% 57% 0% 0%

2_3
5급 설문지1 53% 0% 8% 4% 8% 10% 2% 14%

설문지2 45% 0% 0% 0% 16% 18% 0% 20%
6급 설문지1 33% 0% 0% 0% 8% 37% 2% 20%

설문지2 35% 0% 4% 0% 4% 45% 0% 12%

2_4
5급 설문지1 49% 10% 2% 2% 6% 4% 27% 0%

설문지2 57% 10% 2% 0% 8% 12% 8% 2%
6급 설문지1 53% 8% 4% 0% 2% 14% 16% 2%

설문지2 55% 8% 4% 0% 4% 27% 2% 0%

2_5
5급 설문지1 20% 6% 4% 0% 8% 2% 59% 0%

설문지2 18% 6% 16% 0% 10% 10% 39% 0%
6급 설문지1 35% 12% 4% 0% 2% 8% 35% 4%

설문지2 27% 8% 12% 4% 2% 27% 20% 0%

2_6
5급 설문지1 71% 2% 8% 0% 2% 12% 4% 0%

설문지2 57% 0% 2% 0% 24% 16% 0% 0%
6급

설문지1 65% 0% 2% 0% 2% 27% 4% 0%
설문지2 51% 0% 2% 2% 10% 35% 0% 0%

2_7
5급

설문지1 71% 2% 0% 2% 8% 14% 0% 2%
설문지2 39% 2% 2% 2% 31% 24% 0% 0%

6급 설문지1 51% 2% 0% 2% 18% 16% 0% 10%
설문지2 39% 0% 2% 2% 29% 22% 0% 6%

[표 25] 설문조사 학습자 전체 응답률 
                            

 설문응답에서 나눈 유형 중 응답 ‘f’가 정답이다. 5급과 6급 학습자 중 21가지 
항목에서 ‘f’유형 응답을 한 학습자 비율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학습자들이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합을 전체적으로 잘 사
용하지 못하였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2_2도 50%를 넘지 못했다. 이는 학습자들
이 조사결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평소에 조사결합의 사용을 회피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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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_1 1_10 1_11 1_12 1_13 1_14 2_2 2_4 2_5
조사결

합
께서
는 로만 에도 에서

뿐만
로써
만이

한테까
지도

보다
도 

부터
라도

까지
라도

평균 
정답률

37.7
5%

20.25
%

32.25
% 8.5% 0% 2.5% 47.5

%
13.2
5%

11.75
%

[표 26] 설문조사 각 문항 정답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조사 개수가 많을수록 정답률이 낮다. 21개 항목 중에 3개 이상의 조사
로 결합된 조사결합 ‘로써만이’, ‘한테까지도’, ‘에서뿐만’이 포함된 항목의 정답률
이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두 개의 조사로 결합된 ‘께서는’, ‘로
만’, ‘보다도’와 같은 결합은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셋째, 학습과정에서 노출이 많은 조사결합일수록 정답률이 높다. 앞의 자료를 
통해 언급한 모국어 화자 말뭉치와 교재에서는 ‘보다도’, ‘께서는’, ‘에도’와 같은 
조사결합의 빈도가 높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조사결합이 포함된 항목의 정답률
도 각각 ‘47.5%’, ‘37.75%’, ‘32.2%’로 다른 항목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평소에 많이 접하는 조사결합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단일 조사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많을수록 적절한 응답률이 낮다. 
위에서 말했듯이 한국어 단일 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대응하는 표현이 다양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부터라
도’, ‘까지라도’, ‘로만’과 같은 조사결합에서 ‘부터’, ‘까지’, 그리고 ‘라도’, ‘만’과 
대응하는 중국어표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조사들이 포함된 항목의 정답률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응하는 표현이 많을수록 학습자들의 목표어에 대한 인식
에 혼란을 가져오며 조사결합을 사용할 때도 혼란스러워 조사결합을 정확하게 표
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습자 사용 인식 분석

 설문조사 시 설문지1에서는 학습자의 응답의 다양성을 보기 위해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2에서는 조사 항목을 제시하여 단일 조사 항
목이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사용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하였
다. 여기서 설문지1에서 c, d, e 유형의 답을 선택하고 설문지2에서 f 정답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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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시가 제시하듯이 조사결합 사용의 의식 변화를 보여 주
는 것보다 단일 조사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여기서 이하의 세 가지
의 경우를 제외하고 논의하겠다.
   ① c->f 응답 유형 

 ‣ 설문지1 응답: 1_2. 我不是以妻子而是以朋友的身份说的那些话。
                      그 얘기는 아내로써 아니라 친구로서 말한 거다.
   설문지2 응답: 1_2. 我不是以妻子而是以朋友的身份说的那些话。
                      그 얘기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말한 거다.

   ② d->f 응답 유형
 ‣ 설문지1 응답: 1_8. 和好久不见却很怀念的朋友相见是件最开心不过的事情了。在  

                         公车上或者在路上又或者在市场偶然碰到就更不用说了。    
                       보고 싶었던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처럼 기뿐 일은  

                         없다. 버스에 아니면 길을 가거나 또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날 때는 더욱 그렇다.                                 

   설문지2 응답: 1_8. 和好久不见却很怀念的朋友相见是件最开心不过的事情了。公  
                         车上或者在路上又或者在市场偶然碰到就更不用说了。

                       보고 싶었던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처럼 기뿐 일은  
                         없다. 버스안에서나 길을 가거나 또는 시장에서 우연히 만  
                         날 때는 더욱 그렇다.    

                                   

   ③ e->f 응답 유형
   ‣ 설문지1 응답: 1_10. 当她只在心里喜欢的那个人对她表白以后，她开心的不得   

                             了。
                           혼자 속에만 좋아하던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은 그  

                             녀는 너무나 기뻤다.
     설문지2 응답: 1_10. 当她只在心里喜欢的那个人对她表白以后，她开心的不得   

                             了。
                           혼자 속으로만 좋아하던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은  

                             그녀는 너무나 기뻤다.



- 76 -

급수 21개 항목에서 설문지1~2의 응답 변화 인수(명)
a->f b->f g->f h->f 총

5급 59 8 9 1 77
6급 70 18 11 7 106
총 129 26 20 8 183

[표 27] 학습자 설문지1~2의 응답 변화 인수 

 설문지 1에서 오답을 선택한 학습자들이 설문지 2에서 정답을 선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35) 

 위의 표가 제시된 것처럼 학습자들은 설문지 1에서 단일조사를 사용한 것에 
비해, 설문지 2에서는 조사 항목들을 보고 적절한 조사 두 개를 선택해 정확한 
조사결합 표현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학습자들이 설문지 2
의 조사 항목을 통해 조사를 결합해서 표현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뚜렷해진
다. 구체적인 설문지 응답 양상을 통해 학습자의 응답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① e->f 응답 유형
‣ 설문지1 응답: 1_1. 金老师说等会迟点儿过来。
                     김 선생님께서 이따 늦게 온다고 하셨어요.
  설문지2 응답: 1_1. 金老师说等会迟点儿过来。
                     김 선생님께서는 이따 늦게 온다고 하셨어요.

‣ 설문지1 응답: 1_11. 他尽管年纪很大，但通过不懈努力考上了大学。
                      그는 많은 나이에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입  

                        학했다.
          혹은  1_11. 他尽管年纪很大，但通过不懈努力考上了大学。
                      그는 많은 나이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입  

                        학했다.
  설문지2 응답: 1_11. 他尽管年纪很大，但通过不懈努力考上了大学。
                      그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35) 설문지1~2의 응답 변화 중 c->f, d->f, e->f 유형에서는 주로 단일 조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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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했다.
‣ 설문지1 응답: 2_2. 哲株：周末听说要去郊游。
                     英珠：对啊，周末和家人一起出游比什么都愉快。
                     철수: 주말에 다들 여행가자고 하네.
                     영주: 그래,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 떠나는 것이 무엇보다 즐  

                             겁지.
  설문지2 응답: 2_2. 哲株：周末听说要去郊游。
                     英珠：对啊，周末和家人一起出游比什么都愉快。
                     철수: 주말에 다들 여행가자고 하네.
                     영주: 그래,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 떠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지.

 ①에서 세 개의 예시가 보여 주듯이 학습자가 설문지1에서 하나의 조사를 사
용했는데 설문지2에서 조사의 항목을 참고하여 조사 하나를 더 선택하여 설문지1
에서 사용했던 조사와 재결합해서 설문지2에서 정확한 문장을 만들었다.

② b->f 응답 유형
‣ 설문지1 응답: 1_6. 从12月13日开始的关于○○滑雪场运营关联事项的介绍如下。
                    12월 13일부터 시작할 ○○스키장 운영 관련 사항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지2 응답: 1_6. 从12月13日开始的关于○○ 滑雪场运营关联事项的介绍如下。
                     12월 13일부터의 ○○ 스키장 운영 관련 사항 안내는 다음  

                       과 같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학습자가 설문지1에서 하나의 조사와 조사가 아닌 다른 구를 
결합하여 문장을 완성했는데 설문지2에 있는 조사 항목을 참고하여 두 개의 
적절한 조사를 결합하여 문장 표현을 더 명쾌하게 하였다.

③ g->f 응답 유형
‣ 설문지1 응답: 1_5. 那个人认为和人的关系比工作条件更重要。
                    그 사람은 근무 조건보다 인맥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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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2 응답: 1_5. 那个人认为和人的关系比工作条件更重要。
                    그 사람은 근무 조건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_5 문항에서는 대부분 학습자가 조사대신 실제 뜻이 있는 어휘를 이용해 문
장을 완성하였다. 다양한 어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거
나 문장 문법이 틀린 경우가 생긴다. 설문지2에서는 조사 항목을 참고하여 ‘과’와 
‘의’ 두 조사를 결합해 문장을 완선함으로써 중국어 표현과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을 정확하게 하였다.

④ h->f 응답 유형
‣ 설문지1 응답: 2_3. 哲株：老师，在韩国最有名的民歌是什么啊？
                    老师：当然是阿里郎了。无论是在国内还是在海外，韩国人为了  

                      表达爱国心的时候就一起唱阿里郎。      
                    철수: 선생님,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민요는 뭐예요?
                    선생님: 아리랑이지요, 국내나 해외에도 한국인들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할 경우에는 아리랑을 함께 부르  
                              니까요. 

         혹은  2_3. 哲株：老师，在韩国最有名的民歌是什么啊？
                    老师：当然是阿里郎了。无论是在国内还是在海外，韩国人为了  

                      表达爱国心的时候就一起唱阿里郎。      
                    철수: 선생님,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민요는 뭐예요?
                    선생님: 아리랑이지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한국인들  

                              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할 경우에는 아리랑  
                              을 함께 부르니까요. 

  설문지2 응답: 2_3. 哲株：老师，在韩国最有名的民歌是什么啊？
                     老师：当然是阿里郎了。无论是在国内还是在海外，韩国人为  

                             了表达爱国心的时候就一起唱阿里郎。      
                     철수: 선생님,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민요는 뭐예요?
                     선생님: 아리랑이지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한국인들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할 경우에는 아리랑을  
                               함께 부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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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학습자 설문지 응답 양상
설문지 1 응답 내용: 
1_10 当她只在心里喜欢的那个人对她表白以后，她开心的不得了。
     혼자 속    만     좋아했던 그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은 그녀는       

너무나 기뻤다.
설문지 2 응답 내용: 
1_10 当她只在心里喜欢的那个人对她表白以后，她开心的不得了。
    혼자 속 으로만        좋아했던 그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은 그녀는    

너무나 기뻤다.

연구자: 你为什么在问卷1写了‘만’, 问卷2加了'으로'呢? (설문지 1에서 ‘만’만 썼  
          는데 설문지2 에서 왜 ‘으로’를 붙여서 같이 썼어요?)

학습자: 因为对应句子翻译的,就把‘只’翻译过来了,但是问卷2有说要用两个词,就  
          加上了. (문장을 보고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只’보니까 바로 ‘만’으로  
          번역했어요. 설문지2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를 더  

 이 유형의 학습자는 설문지1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통해 문장을 완성
하였다. 하지만 표현이 복잡해질수록 문장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설문
지2의 조사 항목을 본 후 학습자가 다시 문장 맥락을 파악하고 문맥에 맞는 조사
결합을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였다.

 이상 학습자의 네 가지 유형의 응답 변화 양상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위
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가 설문지1과 설문지2에서의 응답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한 학습자의 응답 인식의 변화도 크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설문지1을 답변한 후에 설문지2에서의 조사 항목을 보고 조사를 결
합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의식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학습자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a->f 응답 유형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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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
연구자: 那做完问卷2再看问卷1的感觉是?(그럼 설문지2를 완성하고 나서 설문  

          지1을 다시 본 느낌은?)
학습자: 就感觉好像问卷1的错了啊,句子不是很自然,但是如果提供列表肯定想不  

          到写两个. (설문지1에서 쓴 답장이 틀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하지만 목록을 제공 안 해줬다면 단어 두 개를 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5급 학습자 설문지 응답 양상
설문지 1 응답 내용: 1_7 人们认可了他们独有的艺术风格。사람들이 그들의 특  

                            정한 예술 세계를 인정해주었다.
설문지 2 응답 내용: 1_7 人们认可了他们独有的艺术风格。사람들이 그들만의   

                            예술 세계를 인정해주었다.

연구자: 你为什么在问卷1写了有实际意思的单词但在问卷2填‘만의了呢？(설문지 1  
         에서 실제 뜻이 있는 단어를 썼는데 설문지2 에서 왜 ‘만의’를 썼어요?)

학습자: 按照中文句子翻译的话就自然写出了那个单词.问卷2里要求必须写助词, 所  
          以... (중국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자연스럽게 단어가 나오더라고   
          요. 설문지 2에서는 조사를 써야한다는 제한이 있어서...)

연구자: 做完问卷以后觉得问卷1和问卷2相比怎么样? (답변 끝나고 나서 설문지  
          1과 설문지2를 비교하면 어때요?)

학습자: 之前不知道像这类的句子可以只用两个助词连接就可以表达清楚意思的. 再  
          重新看问卷1的答案感觉自己答得没那么准确了. (전에는 이런 문장을 조  
          사끼리만 결합해서 써도 표현 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다시 설문지 1  
          제가 쓴 답을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쓴 것도 아닌 것 같고...)

② b->f 응답 유형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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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학습자 설문지 응답 양상
설문지 1 응답 내용: 
2_4 英珠：剩下一个月总比只剩一个星期什么都准备不了强。所以即使现在开始也  

              不晚，尽全力努力吧。 
     영주: 한 달이 남았다는 건 일주일밖에 없어서 준비할 수 없는 경우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고 최선을 다해봐.
설문지 2 응답 내용: 
2_4 英珠：剩下一个月总比只剩一个星期什么都准备不了强。所以即使现在开始也  

              不晚，尽全力努力吧。 
     영주: 한 달이 남았다는 건 일주일밖에 없어서 준비할 수 없는 경우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터라도  최선을 다해봐.

연구자: 问卷1为什么这么翻译了？觉得有难度吗?(설문지1은 왜 이렇게 번역했어  
          요? 어려웠어요? )

학습자: 就是按照中文句子翻译的,感觉有点繁琐,但是不知道怎么才能说的简单点.
(그냥 중국어 문장 따라서 번역했어요. 표현이 좀 번거롭지만 어떻게 
간단하고 깔끔하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연구자: 那问卷2怎么翻译的呢?(그럼 설문지2는 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학습자: 因为看了列表里的提示,就反应过来了其实有两个单词连接起来就能表达了.

(제시한 항목을 보고 번역한 거예요. 두 단어를 연결하면 바로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③ g->f 응답 유형의 인터뷰 내용

2.4. 학습자 요소와 정답률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등급 및 한국 거주 기간36)이 중국인 고
급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사용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학습
36)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의 고급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한 

한국 거주 시간은 주로 단기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일 때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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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정답률   1 98.000 2.541 2.683 0.271

2 98.000 4.551 4.039   0.408
[표 28] 집단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답률

등분산이 가정됨 14.854 0.000 -4.104 194.000 0.000 -2.976 -1.04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104 168.664 0.000 -2.977 -1.043 
[표 29] 독립표본 검정 

자의 한국어 능력 등급 및 한국 거주 기간과 학습자 조사결합 설문지 정답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에 따라 정답률 차이 검증

 여기서의 검증 목적은 등급5와 등급6 이 두 집단의 정답률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위의 집단통계량과 독립표본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5급과 6급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거주 시간에 따라 정답률 차이 검증

 여기서의 검증 목적은 거주기간이 3년 이하와 3년 이상 이 두 집단의 정답률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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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확률

1.964 3 192 .121
[표 30] 분산의 동질성 검정

정답률
 제곱합 df 평균 제곱 거짓 유의확률

집단-간 122.269 3 40.756 3.321 .021
집단-내 2356.318 192 12.272 　 　

합계 2478.587 195
[표 31] 분산분석 

대비 한국거주시간
3 4 5 6

1 -1.5 .5 .5 5
[표 32] 대비 계수 

대
비

대비 값 표준오차 t df 유의확률 (양측)
정답
률

등분산 가정 1 1.9676 .76771 2.563 192 .011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다. 1 1.9676 .79573 2.473 1115.38
4 .015

[표 33] 대비 검정 

위의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집단1과 집단2의 t text 유의확률은 0.011이고  
유의수순 0.05보다 작으므로 거주기간 3년 이하인 학습자와 거주기간 3년 이상
인 학습자 두 집단의 정답률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등급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정답률 차이가 있는지 검증

여기서의 검증 목적은 학습자 등급과 정답률의 관계, 그리고 학습자 한국거주
기간과 정답률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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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한국거주기간 등급
정답률 Pearson 상관계수 1 .212 .283

유의확률 (양쪽) 　 .003 .000
N 196 196 196

한국거주기간 Pearson 상관계수 .212 1 .136
유의확률 (양쪽) .003 　 .056

N 196 196 196

등급
Pearson 상관계수 .283 .136 1
유의확률 (양쪽) .000 .056

N 196 196 196
[표 35] 상관 계수

 위의 통계를 통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답률과 한국 거주기간이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상관계수는 0.212이며 유의확률은 0.003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상
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관계수에 근거하면 약한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
었다.

 둘째, 정답률과 등급이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상관계
수는 0.283이며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관계수에 근거하면 약한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 거주 기간과 정답률 또는 
학습자의 등급과 정답률은 각각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유의수준이 높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고, 학습자의 정답률이 학
습자의 등급과 한국 거주 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
명하기 위해 학습자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 및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정답률
 제곱합 df 평균 제곱 거짓 유의확률

집단-간 122.269 3 40.756 3.321 .021
집단-내 2356.318 192 12.272 　 　

합계 2478.587 195
[표 34]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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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2 1_4 1_6 1_11 2_1 2_3 2_6
5급 8% 6% 3% 21.5% 8% 14% 14%
6급 17% 20.5% 14% 43% 25.5% 41% 31%

[표 36] 학습자 급수에 따른 정답률
 

연구자: 你在韩国待了多久？(한국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학습자: 作为交换生过来在韩国有持续生活两年左右。(교환학생으로서 거의 2년   

          동안 계속 한국에서 살았어요.)
연구자: 刚才你答得问卷准确率挺高的，能告诉我刚才填的答案大概都是从哪里学的  

          吗？(아까 쓴 설문지 답변을 보면 정답률이 높은데 혹시 그 표현들을   
          어디서 배웠는데 좀 알 수 있을 까요?)

학습자: 在国内的时候没有详细学过，来了韩国以后和韩国朋友聊天或者看电视的时  
          候好像有听到过。所以感觉挺熟悉的就填了。(중국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해봤는데 한국에서 한국 친구랑 얘기할 때 아니면 TV볼 때  
          들었었던 같아요. 그래서 익숙한 표현들이라서 한 번 써봤어요.)

연구자: 那么刚才在答问卷的时候有几个用的是你所说的比较熟悉的那些用法呢？   
          (그럼 설문지에서 그런 익숙한 표현을 써서 쓴 문제들이 몇 개 있어    
          요?)

학습자: 不是很确定几个，1_3, 1_10, 2_1, 1_4, 还有2_7, 好像听过挺多类似的句  
         子, 就照着写下来了。(정확하게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1_3, 1_10,    
         2_1, 1_4, 그리고 2_7도 비슷한 표현을 많이 들어봐서 따라서 쓴것 같아  
         요.)

급수별 평균 정답률 표를 통해서 5급 학습자와 6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
상의 차이를 알 수 있다. 6급 학습자는 5급 학습자보다 다수의 항목 정답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의 한국 거주 기간과 응답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
용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학습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한국인과 대화하는 과정 
혹은 주위 환경에서 노출된 조사결합을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문맥과 상황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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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사결합을 사용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이를 통해 상황 맥락이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능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오류 및 사용 능력 부족 원인

분석

 제2언어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생산하는 오류는 단순히 
‘잘못한 것’의 부정적인 오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통해서 학습자의 학습 
단계와 언어 체계를 분석하며 학습자가 부족한 지식 분야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자 수단이다. 즉 학습자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바람직한 교
육ㆍ학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정희(200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오류를 원인에 따라 정리하
여 ‘모국어 영향에 의한 오류’,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 ‘교육 과정에 의한 오
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오류 원인을 목표어의 복잡성, 모국어의 영향, 그
리고 교육 과정,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3.1. 목표어 복잡성의 원인

 학습자의 ‘목표어 복잡성의 원인’은 조사결합의 개념 및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
한 이해와 학습의 어려움을 말한다. 여기서 목표어의 복잡성은 목표어에 과한 문
법 지식 부족과 사용 의식 부족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조사결합의 결합 순서
와 결합 제약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조사결합의 의미 및 기능 그리고 사용되
는 적절한 상황과 맥락 등은 학습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수많은 
조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사끼리의 결합 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
면 조사결합의 사용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 목표어에 관한 문법 지식 부족 

 이상 3.1에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이 보여 주듯이 한국어 조사결합이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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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합 순서의 관한 인터뷰)

연구자: 你选了助词写句子的时候有没有考虑怎么排列顺序呢？(조사를 선택해 문  
          장을 완성할 때 순서를 어떻게 나열하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요?)

학습자: 当然有了, 这个肯定要考虑的, 一些经常见得助词比较好排列,但是不经常用  
          的助词就得靠感觉去排列顺序了,也不知道对不对.(당연히 있죠, 꼭 생각  
          해봐야 할 문제예요. 자주 보는 조사면 순서 나열하는 것이 그리 어렵  
          지 않은데 평소에 많이 쓰지 않은 조사들이 결합할 때 그냥 느낌으로  
          순서를 나열해서 결합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결합 순서와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사용하는 데 결합 
규칙을 인식하지 못하여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
다.

▶ 설문지 응답 내용: 
   1_10 当她只在心里喜欢的那个人对她表白以后，她开心的不得了。
        혼자 속만으로 좋아했던 그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은 그녀는 너무나  

          기뻤다.

  위와 같은 오류인 경우, 학습자가 조사 ‘만’과 ‘로’를 결합하여 쓰는 것을 알고 있
지만 실제 문장에서 조사의 결합 순서에 대한 문법 지식이 부족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래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서도 같은 원인을 알 수 있다.  

▶ 설문지 응답 내용: 
   1_1 金老师说等会迟点儿过来。
       김선생님이께서 이따 조금 늦게 온다고 하셨어요.

 위와 같은 문장에서는 학습자가 ‘이’와 ‘께서’ 두 조사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두 조사가 모두 격조사이기 때문에 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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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합 제약 내용에 관한 인터뷰)

연구자: 你在选这连个助词的时候有没有想过可不可以一起用?(이 두 개의 조사를  
          선택할 때 같이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학습자:有想过但是想不出来对不对,就只按照心里想的顺序写了.(생각해봤는데 아무  
         리 생각해봐도 결과가 안 나와서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순서 정  
         해서 썼어요.)

은 오류는 학습자가 조사결합의 제약 조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사용 의식 부족

또한 조사의 의미 및 기능에 따라 조사결합의 의미와 기능도 다양해 어떤 상황
에서 어떤 조사결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의도에 맞추어 어떤 조사
결합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사용해
야 하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용 능력 부족의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

 ▶ 설문지 응답 내용: 
    2_4 英珠：所以即使现在开始也不晚，尽全力努力吧。 
        영주: 한 달이 남았다는 건 일주일밖에 없어서 준비할 수 없는 경우보  

                다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아 최선을 다해봐.

 위 문장을 보면 학습자가 중국어 표현 ‘也不晚’을 한국어 ‘도 늦지 않아’로 그
대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문장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 조
사결합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사용 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장의 맥
락에 맞게 의사 표현을 못할 수도 있다. 인터뷰 내용을 통하면 학습자의 이런 의
식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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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합 사용 맥락에 관한 인터뷰)

연구자: 你填这个句子的时候有没有考虑过句子在什么时候用,填的助词想要强调什  
           么?(문장을 쓸 때 이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리고 여기서 사  
           용되는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학습자: 因为有中文翻译在所以已经了解句子想强调什么,但是想不出来哪些词结合  
            起来可以充分表达这个强调的意思.(중국어 번역이 있으니까 이미 문장  
            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어로 표현  
            하라고 하면 어떤 조사를 결합해서 문장에서 강조하는 의미를 표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2. 모국어의 영향의 원인

 중국어에는 조사 체계가 없다. 또한 한국어 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의미와 문맥에 따라 어휘나 구로 표
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때 조사결합을 사용하
지 않고 단일 조사와 기타 단어, 구의 결합을 쓰거나 아예 조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의도에 맞는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학습자 응답과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학습자가 모국
어 영향 때문에 한국어 표현을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설문지 응답 내용: 
   1_7 人们认可了他们独有的艺术风格。
       사람들이 그들의 특정한 예술 세계를 인정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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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

연구자: 你为什么在问卷中写了‘만 때문에’呢？(설문지에서 왜 ‘만 때문에’라는 표  
         현을 썼어요?)

학습자: 按照中文的意思的话,应该填进‘只因为’,就是就按照中文意思翻译成‘만 때문  
          에’。(중국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빈칸 안에 ‘只因为’라는 표현이   
          빠졌어요. 그래서 중국어 표현 그대로 번역해서 ‘만 때문에’를 썼어요.)

(6급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

연구자: 你为什么在问卷1写了‘특정한’这个词呢？(설문지에서 ‘특정한’ 이 단어를  
          왜 썼어요?)

학습자: 按照中文句子翻译的话就自然写出了那个单词.所以.. (중국어 문장을 그대  
          로 번역하면 자연스럽게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 설문지 응답 내용: 
   2_1 哲株：看来你真的很喜欢你的侄子们。
       英珠：我的侄子们是只要姑姑买一个冰激凌去就很幸福的孩子。我呢，是只因   

              为侄子们的存在就已经感到很幸福的姑姑。
    철수: 너 조카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나봐.
    영주: 우리 조카들은 고모가 사들고 가는 아이스크림 하나로 행복한 이이들    

            이야. 그리고 나는 조카들의 존재만 때문에 행복한 고모이고.

        
3.3. 교육 과정의 원인

 교재 및 교육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중국 현지에서 쓰이는 교재가 한국에서 
쓰이는 교재에 비해 조사결합의 항목이 많고 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조사 항목이 본문에서 주로 노출되어지고 문법 항목의 예문이나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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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인터뷰 내용)

연구자: 你觉得平时学生在用助词连接表达这个知识点方面的运用情况怎么样?(평소  
          에 학생들이 조사결합의 활용은 어때요? )

교사: 好像不是经常用,写作里除了经常用的几个其他的都不是很常见. (자주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쓰기 작문에서 많이 쓰이는 몇 개의 조사결합 외에는   
         다른 표현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연구자: 你在平时教学过程当中碰到相关知识点的话有从各个方面详细介绍吗?(평소  
         의 교육과정에서 조사결합이 나오면 상관한 지식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세요? 

교사: 一般如果在范文里出现的话会根据文章上下内容结合起来简单解释,练习内容  
         或者例句里出现的话一般省略. (보통 교과서 주요 문단에서 나오면 앞뒤  
         내용을 종합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연습 문제나 문법 설문 예  
         문에서 나오면 거의 생략하죠. )

문제에서는 소수의 조사결합만이 다루어질 뿐이었다. 또한 조사의 특성상 다른 
문법 교육처럼 항목을 제시하여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교재나 교수 과정에서 반
복 사용되는 소수의 조사결합 외에는 학습자들이 학습할 기회가 적다. 그리고 교
사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학습자들에게 조사결합의 결합 규칙이나 사용 맥
락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조사결합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어 조사결합의 사용 의식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세 가지 측면의 내용 및 각 인터뷰 내용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조
사결합 오류 및 사용 능력 부족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상 제시된 세가지 
측면의 원인을 정리해 보면, 첫 째, 조사결합 자체의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
려운 학습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둘 째, 중국어에서는 조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여 조사결합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문법적이나 의미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셋 째,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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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조사결합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가르쳐 조
사 및 조사결합 사용 의식을 기르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현행의 교수 방법은 학습자의 실제 학습 상황과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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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인 고급 학습자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교육의 실제

 이 절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결합의 사용에 대한 효과
적인 교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수ㆍ학습 목표로 세우고, 구체적
인 교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교수ㆍ학습 방법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1. 조사결합 사용 교수ㆍ학습 목표

 

 민현식(2008:279)에서는 교수 목적은 교육 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
달해야 할 개관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여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나 목
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 목적과 교수 목표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결합 교수의 가장 효율적인 교수ㆍ학습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엘리스(Ellis 1997:612)에서는 제2언어의 교육 목적을 인지 목표
(cognitive goals)와 초인지 목표(metacognitive goals)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인지 
목표는 언어능력과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초인지 목표는 학습자의 학습 
전략을 키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목표 언어의 발음, 어휘, 문법, 화법
에 중심으로 두고 학습하는 것이고 후자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목표 언어에 숨어 
있는 규칙과 질서를 찾는 활동을 통하여 언어를 익히고 나아가 언어에 대한 분석 
능력과 탐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앞서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고급 단계인 중국
인 고급 학습자이다.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면 고급학습자들
이 조사결합의 결합 규칙, 사용 맥락보다 조사결합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조사결합의 체계 그리고 한국어를 구사할 때의 조사결
합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인 고급학습자가 조사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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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처럼 사용하는 것보다 한국어에서 조사결합의 체계, 또한 한국어 표현에서
의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조사결합의 문법적 특성에 대해서 학습 방법
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초인지 목표는 최종의 목표이
자 인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교수ㆍ학습 목적에 따라서 교수ㆍ학습의 목표를 단계별로 나누어 논의하도록 
한다. 여기서 첫 번째 목표는 조사결합의 결합 원리 및 결합 규칙에 대한 지식의 
학습이다. 고급 학습자가 초급과 중급에서 많은 조사를 배우고 또한 조사결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지만 조사끼리의 결합 규칙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이 없다. 그래서 고급 단계에서는 조사를 많이 배운 상태에서 조사결합의 결
합 원리와 규칙에 대해서 가르치면 가장 효율적이다. 

 두 번째 단계는 맥락을 파악해서 조사결합을 활용하는 것이다. 고급학습자들 
대부분이 조사에 대해서 많이 배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사소통과 같은 
사용 측면에서 조사결합을 회피하거나 자기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 못하는 경향
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결합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상
황과 문장 맥락에 맞추어 본인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다. 즉,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 목표는 조사결합의 사용 인식이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사결합이 평소의 문법 교육 과정
에서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고급학습자답게 조사결
합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문법 의식과 
조사결합의 사용 능력을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급 단계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결합 사
용 교수ㆍ학습 목적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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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결합 교수ㆍ학습 목적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유창하게 하도록 한국어에 대한 사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 고급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결합 교수ㆍ학습 목표

1. 한국어 조사결합의 결합 원리 및 결합 규칙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사용한  
     다.

2. 한국어 조사결합의 사용 맥락을 확실하게 판단하여 맥락과 맞게 조사결합   
    을 활용한다.

3. 한국어 조사결합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중국어 표현과 비교하면서  
     한국어 조사결합을 사용하는 것을 시도하도록 한다. 

 [표 37]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교수ㆍ학습 목적과 목표 

2. 조사결합 사용 교육 내용의 설계

 효과적인 조사결합 사용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결합 사용 교육의 내
용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Ⅱ장에서 조사결합의 체계 및 특성
을 대상으로 삼아 Ⅲ장에서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오류와 사용 능력 부족
의 문제점을 고려해 교수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교수ㆍ학습 목표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사결합의 결합 규칙에 대한 이해, 조사결합 의미ㆍ화용에 대한 이
해 및 사용, 조사결합 사용에 대한 인식 강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교육 내
용을 논의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능력을 교육 내용의 중심으로 삼지만 그 
이전에 조사결합에 대한 이해도 필수의 교육 내용으로 여겨 함께 설정한다. 또한 
Ⅲ장에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통해서 고급 학습자 중에 5급 학습자와 6급 학습
자는 조사결합의 사용 능력이 차이가 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본 장
에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 다룰 때도 학습자 급수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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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다.

2.1. 조사결합의 결합 규칙에 대한 이해

  
 조사결합의 결합 규칙은 국어학 연구에서 논의가 다양하게 나온 만큼 다루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한국어 조사결합의 개수가 많고 조사끼리의 결합이 비교적
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결합 규칙에 대한 이해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좀 더 이 분야의 교육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윤정(2010)에서는 한국어 
교실에서 조사 두 개가 결합하여 사용되는 사실을 먼저 교육하여야 하고, 또 학
습자들에게 조사 결합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5급 학습자와 6급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며 조사결합의 결
합 규칙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조사결합 규칙에 관한 교육 내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합에 관한 이해 

내용은 4단계로 누눌 수 있다. 1단계에서는 한국어 문법 현상의 특성 중의 하나
가 조사결합이 풍부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조사결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
습하려면 조사의 개념 및 체계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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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사 개수 및 빈도 예시
① 2개, 빈도가 높은 에는, 에도, 한테만
② 2개, 빈도가 낮은 에서의, 로서가, 만을
③ 3개, 빈도가 낮은 만으로는, 에서뿐만이

[표 38] 조사결합의 난이도 분류

 2단계에서는 조사끼리도 서로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학습자가 조
사결합의 체계를 스스로 탐구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다. Ⅲ장에서 학습자 조사
결합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통해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학습자 요
소와 정답률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과 인터뷰 내용을 보면 조사결합이 많이 노출
될수록 학습자가 그 조사결합을 잘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조사결합 항목별 
분석 결과를 통해 조사결합의 조사 개수가 적을수록 학습자 정답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결론을 따라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조사결합과 비교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조사결합, 즉 조사결합의 난이도를 Ⅱ장 
1.1.3에서 선정한 조사결합 항목을 예시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①에 속하는 조사결합은 학습자가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볼 수 있고 ②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
지만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하기가 힘든 집단이고 ③은 조사 개수가 많고 
빈도가 낮아 학습자에게 ②집단 조사결합보다 이해와 사용에 있어 더 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학습자가 스스로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①집단 조사결합 외에 ②와 ③집단에 속하는 조사결합을 대상으로 결합 규칙의 
교육 내용을 설계한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3개 이상 빈도가 높은 조사결합은 실
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에서 생략한다.

 3단계에서는 각 조사의 예로부터 시작하여 학습자에게 조사의 결합이 상대적
으로 자유롭지만 결합이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부분 내
용은 학습자의 작문 숙제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중심 내용으로 삼아 교육하면 효
율적이다. 구체적인 오류 내용은 Ⅲ장 학습자 오류 중의 조사결합 순서 오류와 
제약에 관한 오류를 참고한다.

 4단계에서는 조사결합의 결합 순서 및 규칙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
는 내용이다. Ⅱ장 성광수(1977)와 황화상(2003)에서 논의했듯이 조사결합의 결
합 규칙에 관한 내용은 결합 순서와 제약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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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결합 유형
1군: 보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조사결합 의미격조사+구조격조사

2군: 보조사 하나만 포함되는 조사결합
구조격조사+보조사
보조사+구조격조사
보조사+의미격조사

의미격조사+보조사+구조격조사

두 가지 규칙에 대한 기준을 교육 내용으로 정하여 구체화하도록 한다. 그 내용
은 첫째, 작용역이 서로 다른 두 조사는 작용이 좁은 조사가 선행한다는 내용, 즉 
‘추상적인 성격일수록 뒤에 오고 구체적인 성격일수록 앞에 온다는 일반론에도 
맞는 순서’라는 내용이다. 둘째, 작용역이 같고, 서로 문법적 기능이 충돌하거나 모
순되는 두 조사는 결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셋째, 이상 두 가지 결합 원리로 해
석할 수 없는 기타 조사결합의 통사적 특성에 관한 내용이다.

2.2. 조사결합 의미ㆍ화용에 대한 이해

 
 Ⅲ장의 고급 학습자 조사결합 의미ㆍ화용 사용 양상과 관련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중한 번역할 때 한국어 조사결합과 대응하는 다양한 중국어 표현
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어 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다양하고 또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조사결합 의미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중국어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했지만 그 상황에
서 조사결합을 사용 안 하는 경우와 조사결합을 사용하는 경우 그 차이를 구분 
못한다. 즉 학습자가 조사결합의 의미ㆍ화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사결합의 사용 차원에서 보면 조사결합을 활용하여 본인의 생각과 의
도에 맞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
의 언어탐구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조사결합 의미ㆍ화용 특성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조사결합 사용을 시도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표이자 연구 내용이다. 여기서는 Ⅱ장에서 조사결합의 결합 유형에 따라 
3 군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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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두 개 이상의 보조사가 포함되는 
조사결합

보조사+보조사
보조사+의미격조사+보조사
의미격조사+보조사+보조사
보조사+보조사+구조격조사

[표 39] 군별로 조사결합 목록

결합유형 항목 예시 의미 화용 정보 예문
의미격조사+구

조격조사 로서의  로서: 자격 없음 국민으로서의 책
임

  [표 40] 1군 조사결합 목록

결합유형 항목 
예시 의미 화용 정보 예문

구조격조사+보
조사 께서도 도: 또한, 

역시
동일함, 상
대에 대한 
인정

선생님께서도 훌륭하
세요.

                                       
 Ⅱ장에서 논의하듯이 조사 중 의미격조사와 보조사는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

지만 구조격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또한 보조사는 특수한 뜻
을 더해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래
서 조사결합의 의미ㆍ화용적인 특성에 대한 교육 내용을 체계화할 때도 각 조사
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 

 1군 조사결합은 보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조사결합이다. 이 유형의 조사결합을 
이해하거나 사용할 때는 실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장 
쉬운 학습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의미격조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
하면 그 조사결합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2군 조사결합은 보조사 하나만 포함되는 조사결합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조사

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서의 화용적인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면 그 조사결합의 
의미도 쉽게 알고 화자의 의도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그 조
사결합의 사용 맥락을 습득한 후에 상황에 맞게 조사결합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부분 내용은 1군 조사결합보다 어려운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100 -

보조사+구조격
조사 까지의 까지:씩이

나
극 단 적 인 
것, 놀라움

친구까지의 돈을 훔
쳤다.

보조사+의미격
조사 만으로 만: 단지, 

오직
유일함을 강
조, 다른 것
을 배제함

이것만으로 만족한다.
의미격조사+보
조사+구조격조

사
에서만이 만: 단지, 

오직
유일함을 강
조, 다른 것
을 배제함

이 음식은 그 나라에
서만이 먹을 수 있다. 

[표 41] 2군 조사결합 목록

결합유형 항목 
예시 의미 화용 정보 예문

보조사+보조사 조차도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
도: 양보하여도 마
찬가지로 허용됨

극단의 상
황에 대한 
양보 혹은 
부정

눈이 부셔서 눈조
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보조사+의미격
조사+보조사

만으로
도

만: 단지, 오직
도: 양보하여도 마
찬가지로 허용됨

양보, 혹
은 강조함

이거만으로도 충분
해.

의미격조사+보
조사+보조사

한테까
지도

까지: 어떤 한계의 
끝점
도: 맨 마지막 것

한계에 대
한 강조

가장 친한 친구한
테까지도 얘기 안
했다.

보조사+보조사
+구조격조사 뿐만이 뿐: 유일함

만: 단지, 오직
유 일 함 에 
대한 강조

지갑뿐만이 아니라 
짐도 다 없어졌어.

[표 42] 3군 조사결합 목록

                        
 3군 조사결합은 두 개 이상의 보조사가 포함된 조사결합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각 보조사의 의미 및 화용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여러 보조사의 의미와 
문장 맥락을 통합하여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부분 내용은 
다양한 의미를 고려하여 맥락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고급학습자에게도 어려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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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결합 사용 인식의 강화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에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 조사결합을 회

피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 영향을 받아 조사 그리고 조사결합
이 한국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습관적으로 중국어를 생각하면서 조사를 실제 의미 있는 어휘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중국어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표
현은 한국어에서 조사결합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학습자에게 한국어 조사결합이 풍부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중국어와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동시에 제시하여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의식
을 키움으로써 학습자가 한국어 조사결합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키고 흥미를 유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교육 내용이자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조사결합 사
용 인식 및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시도와 조사결합 사용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는 상호작용의 관계로 불 수 있다. 이 부분의 교육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2] 조사결합 인식 강화 교육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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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결합 사용 교육ㆍ학습 방법

이상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결합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어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미경(2009)에서는 ‘조사라는 문
법 항목이 가지는 특성상 실제 수업에서 조사만을 학습 목표로 하여 한국어 수업
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조사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모형을 설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대두분의 한국어 교재가 표방하는 급별 
주제 혹은 언어 기능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조사를 제시하여 연습, 사용시
킬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사결합
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법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통합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을 유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조사결합사용의 교수ㆍ학습 목표 및 내용을 바
탕으로 학습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조사결합 사용의 교수ㆍ학습 방법을 모색하도
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덩어리 표현을 활용한 결합 규칙 교육, 맥락을 활용한 
의미ㆍ화용 교육 그리고 번역 및 문법의식과제를 활용한 사용 인식 강화 세 가지
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3.1. 덩어리 표현을 활용한 결합 규칙 교육

 일반적으로 문법 교육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교사의 설명에 의해 문법 항
목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조사결합의 결합 제약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 활동 예시 1
                                                                       

▶ 1단계
   교사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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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만(을√) 사랑해.
   -어제 너도(를×) 불렀어.

   의미 설명: 조사 ‘도’는 ‘가’나 ‘를’과 같은 구조격조사는 결합되지 않는다.

▶ 2단계
   교사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만(을√)’, ‘도(를×)’을 이용하

여 질문을 대답하도록 한다.

의사소통 활동: 
① 조사결합을 활용해 조별로 대화하기,
② 그림보고 조사결합을 이용해 문장 만들기 활동.

 이상의 내용은 조사결합의 결합 규칙을 설명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단순히 결
합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면 조사결합의 결합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
습자가 조사결합을 기억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로서가’와 같은 일
반 결합 조건에 적용되지 않은 조사결합의 제약 내용을 설명할 때 학습자는 어쩔 
수 없이 그 해당 조사결합을 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결합 순서 및 제약에 내용에 대해서 덩어리 표현을 활용하
여 교육하도록 한다. 

 여기서 ‘덩어리 표현’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덩어리 표현에 대해 제시한 용어들은 매우 다양하고 학자마다 이 개념
에 대한 구분 기준도 다르다. 김혜진(2012)에서는 국어학과 한국어교육의 논의들
에서 덩어리 표현에 대한 다용한 용어들을 정리하였고37), 이미혜(2002)에서 제
시한 정의에 따라 덩어리 표현을 설정했다. 덩어리 표현이란 ‘문법적인 범주-연
결엄, 종결어미, 조사 등-를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문법 요소와 어

37)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합형(배봉자 1999)’, ‘인접 공기어(홍종선 외 2000, 박병선 
2003)’, ‘복합 형식(김제열2001)’, ‘표현항목(이미혜2002)’, ‘표현문형(민현식2004, 석문
연2005)’, ‘구문표현(최윤곤 2005)’, ‘표현(국립국어원 2005)’, ‘덩이형태(우형식2006)’, 
‘덩이표현(김영진2007)’, ‘패턴(고경태2008)’, ‘관용표현(이희자ㆍ이종희2010)’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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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나타나는 문법 항목’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조사결합의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정의를 가진 ‘덩어리 표현’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도록 한다.

조사결합의 결합 순서 및 제약이 복잡하고 혼란시키기 쉽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조사결합이 포함된 덩어리 표현을 이용하여 입력하면 학습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
라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실제로 Ⅲ장
에서 학습자 말뭉치 자료와 설문지 자료를 보면 학습자가 평소에 자주 쓰는 조사
결합이 보통 덩어리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습자 쓰기 
자료에서 ‘...는 것보다는’, ‘옛날에는’,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무엇보다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과 같은 표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여기서 조사결합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보다 덩어리 표현을 통째로 습득하여 활
용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조사결합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분야 내용에 대해서는 덩어리 표현을 비슷한 표현으로 변형시킴으로
써 학습자에게 조사결합의 순서 및 제약을 교육하는 연습 활동을 제시하도록 한다.

● 활동 예시 2
                                                                         

▶ 1단계
  교사는 학습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조사결합이 포함된 덩어리 표현을 대화

를 통하여 제시한다. 이 때는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표현을 전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적으로는’이라는 표현을 예를 들
어 설명한다.

• 대화1
 교사: A씨, A씨가 음악을 좋아해요? 아니면 운동을 좋아해요?
 학생 A: 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교사: 그렇군요. 제 친구들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저 개인  

        적으로는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 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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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는,  ...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로서가 아니라

 교사: 여러분, 어제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시험 점수를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수업 끝나고 나면 개인 면담이 있습니다.

 학생: 네.

<제시>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설명>‘..+적으로’라는 표현을 다 배운 상태에서 ‘..적으로는’ 부분 내용을 강
조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 2단계
  교사는 아래와 같은 연습 문제를 나누어 덩어리 표현을 선택해 문장을 완성

하도록 한다.

   1)                 철수 씨가 빨간 옷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
   2) 그 사람이                 세계 가난한 어린이를 도와주는 봉사활동까     

     지 했다.
   3) 내일이 날씨가 더 좋다던데,                  내일 놀러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4) 그 순간에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욕망이                             

▶ 3단계
 교사가 학습자들과 같이 위의 연습 문제를 완성하면서 정답을 말해준다. 그리

고 학습자들이 덩어리 표현을 큰 소리로 반복해 읽어내도록 한다.

▶ 4단계
  교사가 위에 있는 덩어리 표현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연습 숙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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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분 나쁘게 싸우는 것보다는                               .
   2)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것보다는                               .
   4)                      것보다는                               .

3.2. 맥락을 활용한 의미ㆍ화용 교육

맥락을 활용한 교육 방법은 다양한 상황적 혹은 문장 맥락 정보를 활용해 의미
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소아(2010)에서는 노리스(Norris, 1970)에서 논의한 문
맥적 단서(clue)로 다섯 가지 종류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의 (definition); 적자가 단어를 해석하는 것
 (2) 경험(experience): 독자의 직접적, 간접적이 경험을 통하여 단어의 의미를    

        명확한 것, 독자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설명되는 것.
 (3) 대조(comparison and contrast): 독자에게 익숙해진 어휘와 비교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설명된 것.
 (4) 유의어(synonym): 똑같은 의미가 적자에게 두 개나 두 개 이상 다른 표     

        현으로 해석된 것, 그 중에 하나는 독자에게 익숙해짐.
 (5) 요약(summary): 다르게 표현된 어떤 생각이나 상황이 한 표현으로 요약     

        된 것. 

 이상으로 제시된 문맥적 단서를 참고하여 활동을 설계한다. 여기서는 ‘한테만’
을 예시로 활동을 구성한다.

● 활동 예시 3
                                                                         

▶ 1단계
 교사가 아래와 같은 문장을 제공하여 중국어로 문장을 번역해 문맥을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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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제시>
   나 너한테만 얘기했거든,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했어.(대조)

▶ 2단계
 교사가 조사와 조사결합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테→나√--다른 사람 √
   한테+만→나√ -다른 사람 ×

▶ 3단계
 교사가 단일조사 ‘한테’가 쓰인 문장의 문장 의미와 조사결합 ‘한테만’이 쓰이

는 문장의 문장 의미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조사결합의 의미 및 기능을 설명한 
다음에 비슷한 문장 만들기 숙제를 낸다. 여러 연습 문제를 통해 조사결합의 의
미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킨다.

▶ 4단계
 의사소통 활동: 
 ① 조사결합을 활용해 조별로 대화하기,
 ② 그림보고 조사결합을 이용해 문장 만들기 활동.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중국 현지에 있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현지에 있는 학습자 대부분은 수업 시간 외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
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맥락을 통하여 실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
황과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언어 환경을 접하게 하는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
런 교육 목표로 중국 현지 대학교에서는 대부분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보여주고 대
본과 대화를 연습하는 시청각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청각 수업의 진
행을 활용하여 조사결합 ‘에게만큼은’이라는 조사결합의 교육 방안을 구성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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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고급 한국어 시청각 
학습 대상 고급 학습자

학습 목표
조사결합 ‘에게만큼은’의 결합 형식
조사결합 ‘에게만큼은’의 의미 황용적 기능
조사결합 ‘에게만큼은’의 활용

학습 시간 50분
[표 43] 시청각 수업 구성

● 수업 구성

                      
▶ 1단계: 드라마 시청(25분)

 드라마 《해를 품은 달》 15회 앞부분 25분 시청

▶ 2단계: 드라마 대사 듣고 대본 완성하기(10분)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드라마 대본을 완성하도록 한다.
 

<드라마 대본>

  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우: 그런데?
  설: 아가씨 본인의 말도 그렇고,              그렇고, 도무지 신기라고 없어 보  

        여 장 씨 아주마한테 물어봤더니.... 그리 대답했어요.
  연우:             적어도               내가 살아 있는 것을 알릴 수 있었잖   

         아. 



- 109 -

▶ 3단계: 조사결합 항목에 대한 설명(10)

   대본 내용: 가족들에게만큰은 적어도 가족들에게만큼은 내가 살아 있는 것을    
                알릴 수 있었잖아. 

   조사결합 ‘에게만큼은’에 대해서 설명하여 이해시킨다.
  
   1) 결합 순서 및 결합 형식 
      에게만큰은: 에게+만큼+은

   2) 의미 및 화용 
      ‘에게만큼은’ 의미: 한정하여 강조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만은 꼭/ 반드시’의 뜻
      ‘에게만큼은’ 의미: 드라마 줄거리를 설명함으로써 ‘연우가 장 씨         

                          아주마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지 않은 다는     
                          것에 대해서 분하다는 것’을 입력한다.

▶ 4단계: 조사결합 항목의 활용(5분)
   학습자를 조별로 나누어 조사결합 ‘에게만큼은’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  

   들어 해당 조사결합을 이용해 대화하도록 한다. 

3.3. 번역 및 문법의식 상승과제를 활용한 사용 인식 강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조사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합

의 사용 능력은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고급 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조사결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Ⅲ장
에서 설문지 1과 설문지 2에 대한 응답 차이의 양상을 통해 조사결합을 써야한다
는 의식이 학습자들의 조사결합 사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조사결합 교육에서 조사결합의 순서 및 제약, 그리
고 의미ㆍ화용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에 대한 인식을 기르기 위
하여 문법 의식의 상승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 교육 목표로 세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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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옥(2006)에서는 문법의식 상승은 학습자의 문법 의식을 민감케 하는 것
으로 문법의 본질적 역할, 즉 맥락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언어 
자원으로서 문법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맥락 속에서 문법에 대한 
형태적, 의미적, 화용적 특징의 탐색을 통해 해당 문법 항목이 어떻게 의사소통에
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명시적으로 의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학습자들이 조사결합 사용을 회피하는 이유는 조사결합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는 것인데 그런 의식이 생기면 스스로 상황과 문장 의미를 파악하여 적
절한 조사결합을 선택해 문장 완성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법의식 과제를 활용해 학습자의 인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최근에 들어 번역 교수법은 의사소통 능력
을 향상시키는 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지만38) 본 연구에
서는 학습자가 조사결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수단
이다. 따라서 번역을 통하여 중국어 표현의 특징과 한국어 표현의 특징의 차이점
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활동 예시 4
                                                                         

▶ 1단계
교사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문장 간의 차이를 관찰하

도록 한다.

    ①-1 아내의 신분 아니라 친구로서..
    ①-2 아내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②-1 그들의 유일한 예술 세계
    ②-2 그들만의 예술 세계

▶ 2단계
 교사가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 문장으로 번역하게끔 하고 제시한 

38) H. D. Brown.(2001)에서는 번역 교수법의 주요 특징 및 부정 의미에 관한 논의를 정
리하였다. 그 중에 Richards와 Rodgers(1986, 2001)에서는 번역 교수법이 외국어 교수
에 큰 의미가 없다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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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간의 차이를 통해 가설을 세우게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중국어 
표현에서의 실제 의미를 가지는 어휘 대신 한국어 표현에서는 조사결합만 써도 
문장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도록 유도한다.

<번역>
    ①-1 아내의 신분 아니라 친구로서..-- 不是以妻子而是以朋友的身份
    ①-2 아내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 不是以妻子而是以朋友的身份
    ②-1 그들의 유일한 예술 세계 -- 他们独有的艺术世界
    ②-2 그들만의 예술 세계 -- 他们独有的艺术世界

  <설명>
  한국어에는 조사가 서로 결합해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중국어
를 그대로 변역한 한국어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니지만 조사가 결합해서 만든 문
장은 훨씬 자연스럽고 표현도 깔끔하다.

▶ 3단계
교사가 ‘로서가’와 ‘만의’를 다시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문장 만들기 연습을 시

킨다. 

<문장 만들기 연습>
   1) 그 일은 친구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도와준 것이다.
   2) 휴일 없이 바쁘게 지내고 한 뒤 그는 그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여행을 다

        녀왔다.
  

▶ 4단계
교사가 조사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새로운 조사결합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한

국어 표현을 하는 연습을 시킨다. 그리고 학습자가 만든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두 문장을 비교하면서 학습자의 인식을 강화시킨다.

<연습> 
      로서→로서의: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의미를 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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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번역: 我们应该尽到作为国民的义务。

<설명>
 여기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중국어 문장을 보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라고 한다. 

학습자가 중국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상한 문장을 만들
면 스스로 조사결합이 문장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인지하고 학습한다.

   
4. 조사결합 사용의 교수ㆍ학습 모형 및 적용

 
제2외국어 교육에서 교수ㆍ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을 고려해 PPP모형, TTT모형, OHE세 가지의 
수업 모형을 통합하여 중국현지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도록 
한다. 우선 그 세 가지 유형의 모형에 관한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른버리(Thornbury,1999)에 의하면 PPP모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
어는 조금 씩, 그리고 단계적으로 학습된다. 둘째, 유창성은 정확성으로부터 발달
한다. 셋째, 문법적인 지식은 연습을 통해 절차화된다. 

그리고 최근에 의사소통 교육 방법의 도입과 함께 문법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
이는 형태초점접근법(focus on form)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단계의 교육 
내용도 역시 PPP수업모형을 활용하여 수업 구성을 하였다.

강혜옥(2006)에서는 문법의식 상승과제와 적용되는 목표 문법 항목의 선정에 
대하여 1)맥락 의존성, 2) 발견 가능성, 3) 고빈도 오류 세 가지 기준을 세웠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조사결합의 특성을 살펴보면 위의 세 가지 기준과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언어 교수ㆍ학습 모형에서 귀납적 접근을 강조한 모형
으로는 O(Observe,이해 및 관찰)-H(Hypothesis, 발견 및 가설 형성)-E(Expe-
riment, 시도 및 활용) 모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수업 모형은 PPP모형과 
OHE모형을 통합하여 수업을 ‘관찰 단계-발견 단계-제시 단계-활용 단계-정리 
단계’로 구성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결합 
사용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학습자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
를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자에 맞는 수업모형을 제시하기 전에 중국 현지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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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대상 중국인 고급 학습자(5급)
학습 내용 ‘만’이 포함된 여러 조사결합

학습 목표
1) 조사 ‘만’이 포함된 조사결합의 결합 순서, 제약 등 결합 규
칙을 익힌다.
2) 조사 ‘만’이 포함된 조사결합의 의미 및 화용을 파악한다.
3) 조사결합의 체계를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학습 시간 50분
[표 44] 수업 구성

에서 한국어 수업 설계와 교육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학
교에서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주로 세 가지 형식의 수업을 개
설하고 있다. 동쌍쌍(2012)은 중국 내 4년제 대학 한국어 학과의 교육 과정 현
황(2008년도)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
교 1,2,3 학년에서는 보통 교육부의 교정에 따라 교양과목으로 한국어 강독 및 
독해, 한국어 회화, 한국어 시청각 등을 개설하고 있다.  

 조사결합의 특성상,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정리해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과정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
국 현지 중국인 학습자의 현황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 수업에 맞춰 실질적으로 알
맞은 수업 구성을 설계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 혹은 고급학습자가 조사에 대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에서 몇 교시의 수업을 통하여 조사결합에 관한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교수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이 수업 과정에서 학습 대상은 중국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39). 따라서 수업 
내용은 조사결합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보조사 ‘만’과 결합하는 여러 조사결합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구체적인 구성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 수업 구성

 
▶ 관찰 단계 (5분)

  교사는 조사 ‘만’과 각 조사결합이 포함된 10개 문장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39)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공하는 3학년 학생의 한국어 수준은 보통 TOPIK 5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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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 너만 사랑해.
② 나 너만을 사랑해.
③ 이 얘기는 너한테만 했어.
④ 이 얘기는 너만 했어.
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⑥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⑦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⑧ 사람은 빵만으로도 살 수 없다.
⑨ 매일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⑩ 마지막 하루만이라도 노력해봐.

<예>
  ① 나 너만 사랑해.
  ② 나 너만을 사랑해.
  교사: 이 두 문장은 뭐가 같고 뭐가 달라요?
  학생: ② 번 문장은 ‘을’이 있는데 ①번하고 뜻이 똑같아요.

  ③ 이 얘기는 너한테만 했어.
  ④ 이 얘기는 너만 했어.
  교사: 그럼 이 두 문장은 뭐가 같고 뭐가 달라요?
  학생: ④번은 ‘한테’가 없는데 ③하고 뜻이 달라요.

10개의 문장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
습자가 조사결합에 대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대화 없이 단일 문장만 제공
한다.

▶ 발견 단계 (5분)

  학습자는 10가지 문장을 보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연스
럽게 의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의 주의를 조사결
합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계속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고 조사결합에 관한 형태적 
의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우선 10가지 문장의 조사결합에 밑줄을 쳐
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10 문장을 전체로 보여
주지 않고 조별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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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⑥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교사: 이 두 문장은 뭐가 같고 뭐가 달라요?
  학생: 순서가 다른데 뜻이...모르겠어요. 
  (학습자에게 ‘으로만’과 ‘만으로’가 포함된 문장은 의미의 차이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때 교사가 큰 소리를 내서 두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  
  주고 학생을 유도한다.)

  ⑦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⑧ 사람은 빵만으로도 살 수 없다.
  ⑨ 매일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교사: 이 세 문장은 맞는 문장인 것 같아요? 틀린 문장인 것 같아요?
  학생: ⑦번하고 ⑨번은 맞는 것 같아요. ⑧번은 틀린 것 같아요.
  (학생이 문장의 정오를 판단 못하는 경우, 교사가 두 문장을 반복 해서 읽
   어주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문장의 정오를 확실히 알려준다.)

   교사의 도움으로 학습자가 이 단계에서 조사결합에 집중이 되고 조사 ‘만’과 
다른 조사와 결합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된다. 또한 조별 문장을 
비교하면서 조사결합의 결합 순서 및 제약,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
악하게 된다.

▶ 제시 단계 (15분)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명시적으로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는 조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만’이 포함된 10 문장을 예시로 조
사결합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조사결합 전체: 
    ‘만’이 한국어에서 ‘조사’로 본다. ‘만’과 같은 조사가 다른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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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결합의 생략:
    예문 ①과 ②의 의미를 비교함으로써 조사결합에서 구조격조사 ‘을’의 생략을  
    설명한다. 그리고 예문 ③과 ④ 의미의 비교를 통해 의미격조사 ‘한테’의 생  
    략 불가능을 성명한다.

 3) 조사결합의 순서:
    예문 ⑤와 ⑥을 통해 조사결합의 순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을 제시한   
    다.

 4) 조사결합의 의미:
   예문 ⑦과 ⑧을 비교함으로써 ‘만’과 ‘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만으로도’의 전체  
   의미를 강조한다.  
 5) 조사결합의 화용:
   예문 ⑧의 오류를 분석하고 ⑨과 ⑩을 예시로 실제 상황과 맥락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른 ‘만으로도’와 ‘만이라도’의 화용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 활동 단계 (20분)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조사결합에 관한 지식을 익히고 조사결합을 사용하도
록 하는 것을 연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학습자가 아직 조사결합에 대해서 익숙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전 단계에서 설명한 예문을 연습 문제로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어느 정도 조사결합에 관한 원리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연습 활동
을 통해서 사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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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교사는 다음과 같은 연습 문제를 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빈칸을 채워 도  
       표를 완성하고 조사결합 3개 씩 선택하여 문장을 만들도록 한다.

<참고> 
• 교사는 학습자의 답안을 확인하고 조사결합으로 인한 문장의 오류를 수정해 주
어야 한다.
• 교사는 학습자의 답안을 확인한 후 학습자 개인 별로 조사결합을 활용해 만든 
문장을 발표하게끔 한다.
 
활동2:  교사는 학습자에게 그림을 제시해주며 학습자들이 조사결합의 사용 맥락

과 조사결합의 화용적 의미를 답한다.
<예시> 문장: 나 너만을 사랑해.

상황 설명: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고백한다.
조사결합의 화용적 의미: 여자의 유일함과 소중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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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1) 문장: 이 얘기는 너한테만 했어.

상황 설명:                                               
조사결합의 화용적 의미:                                   

2) 문장: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상황 설명:                                               
조사결합의 화용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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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장: 매일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상황 설명:                                               
조사결합의 화용적 의미:                                       

4) 문장:  마지막 하루만이라도 노력해봐.

상황 설명:                                               
조사결합의 화용적 의미:                                       

<참고> 
• 학습자들이 그림이 보여준 상황에 의해 조별로 문장을 확장해 대화를 만든다. 
• 교사는 학습자의 조별 대화 연습을 시키고 그림의 상황과 조사결합의 화용적 
의미에 대해서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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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학습자들에게 짝을 지어 교사가 제공한 조사결합을 활용해 대화문을 만들
어 대화 활동을 한다.

<예시> 조사결합: 에서만
학생A: 와, 사진 정말 예쁘다. 실제로 사막도 그렇게 예뻐?
학생B: 응, 실제 경치가 훨씬 더 아름다워. 
학생A: 정말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네. 나도 한 번 사막 가보고 싶다.

<참고> 
•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조사결합을 선정하고 담화문을 만드는 시간을 충분히 제
공해 준다. 담화문은 2~3마디가 가장 적절하다.
• 학습자가 대화 활동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조가결합 사용이 맞는지, 
사용 맥락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대화 활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수정해 주어야 한
다.

활동4:  학습자에게 ‘만’이 포함된 ‘조사결합’을 활용하여 인터넷과 컴퓨터에 관한 
작문40)을 완성하도록 한다. 수업 시간이 부족하면 작문 숙제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1)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① 여러분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 데 이용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찾아낸 새로운 정도도 함께 얘기하세요.
   ② 인터넷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얘기하세요.

2) 컴퓨터의 발달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아지고 어  
   떤 것이 더 나빠질까요? 

3) 만약 여러분에게 2박 3일 동안 컴퓨터 한 대와 백만 원을 쓸 수 있는 신용카

40) 이 작문 숙제 내용은 서울대학교 교재 <한국어4> 189쪽 연습 활동 내용을 참고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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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주어진다면 컴퓨터를 무엇에 이용하며 보내겠습니까?

<참고> 
• 이 활동은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학습자
가 활동 과정에서 ‘만’이 포함된 조사결합의 내용에 대해서 생소하면 교사가 추가
로 조사결합 항목을 제공할 수 있다.
• 시간 제한 문제로 활동을 작문 숙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
의 조사결합 사용을 중심으로 쓰기 내용을 검토해 주고 오류 발생 시 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  

▶ 정리 단계 (5분)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조사결합의 체계, ‘만’이 포함된 조사결합

을 중심 내용으로 조사결합의 결합 규칙 및 의미ㆍ화용적인 특징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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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어 조사결합은 다양하고 결합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고급 단계인 학습자임에
도 불구하고 소수의 조사결합 외에 대다수 조사결합의 사용을 회피하는 것이 조
사결합 사용 교육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중국인 고급 단계 학습자가 상황에 
맞는 조사결합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본 연구의 목
표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주요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 Ⅱ장에서는 조사결합 사용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이다. 우선 한국
어 조사결합의 개념, 유형에 대해서 기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였다. 다음으
로 조사결합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21세기 말뭉치 자료와 한국어 교재 
두 가지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이 장에서는 조사결합의 형태ㆍ통사적 특성과 
의미ㆍ화용적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또 한국어 조사결합에 대응하는 중국
어 표현을 각각 상황에 맞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에서의 조사결합 교
육의 실태에 대해서 교재에서 조사결합의 선정과 배열, 중국 현지에서의 조사결
합 사용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논의를 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결합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을 하는 내용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자료 수집 방법과 분석 방법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 이어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조사결합 사용 양상을 형태ㆍ통사적 사용 
양상, 의미ㆍ화용적 사용 양상, 사용 인식 양상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더불어 학습자의 사용 오류 및 사용 능력 부족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조
사결합의 교육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목표, 내용, 그리고 방법과 수업 모형 네 가
지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 부분에서의 중심 내용은 효과적인 교육 방안
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
석 내용과 학습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덩어리 표현을 활용한 조사결합 결합 규칙을 교육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맥락을 활용한 의미ㆍ화용의 교육 방법이다. 세 번째는 번역과 문법의식 
상승과제를 통한 학습자 조사결합 사용 인식 강화의 교육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이 세 분야에 각각 다른 방법을 중국어 현지의 실제 교육 현황에 맞추어 수업 구



- 123 -

성을 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조사 교육 연구는 많았지만 조

사결합 교육, 그리고 조사결합 사용 교육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실험과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가 조사결합을 사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사결합의 사용 의식을 키우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사결합의 특성상 단일 문법 항목으로 교수하기 어렵
기 때문에 중국 현지의 교육 현황에 맞게, 수업 현장에서 다른 교육 내용에 맞게 
조사결합을 교수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다루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
계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조사결합의 교육 방법에 대한 과제는 더 심층적인 연구
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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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한국어교육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동양효입니다. 

본 설문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조사 결합의 사용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
다. 이 설문 결과는 석사학위 논문 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문제
를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 3월  

                                                      
 你好:

 我是首尔大学师范大学院国语教育系韩国语教育专业硕士在学学生董杨晓。本问卷
目的在于调查中国高级学习者关于助词的使用，并将只作为硕士论文研究只用。请不
要有心理负担，以平常心作答即可。

 在此感谢各位百忙之中抽出宝贵的时间协助本研究。
                                                    2012年 3月
                                                            

1. 연령 (年龄):     세
2. 한국어 학습 기관 (学习韩语的学校或教学机构):           학교 
3.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使用教材): 한국교육기관교재    중국교육기관교재   
4. 한국어 능력시험:          급
5. 한국어 학습기간:         년           개월
6. 한국 거주 시간:          년           개월

부록: 실험도구

설문지1

 我已经充分理解本调查的目的，并授予研究者使用本调查问内容的权利及自由。
                         署名:            
                       调查日期: 2012年  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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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테스트1

다음 중국어 문장을 보고 적당한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
오. 请把下列中文文章翻译成恰当的韩语完成句子。

  1. 金老师说等会迟点儿过来。
   김선생님                       이따 조금 늦게 온다고 하셨어요.

  2. 我不是以妻子而是以朋友的身份说的那些话。
   그 얘기는 아내                 아니라 친구로서  말한 거다.

3. 体育代表团这次在奥运会上取得的成绩和国民的期待相去甚远。
   대표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거둔 성적은 국민들의 기대         거리가  

     먼 것이었다.

4. 大部分的粉丝们只看到明星华丽的外貌，而对于真为了成为明星所需要的忍耐和  
     努力，大部分粉丝却毫不关心。  

   대부분의 팬들은 스타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고 영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노력               관심이   
     없는 팬들이 많습니다.    

5. 那个人认为和人的关系比工作条件更重要。
   그 사람은 근무 조건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6. 从12月13日开始的关于○○ 滑雪场运营关联事项的介绍如下。
   12월 13일         ○○ 스키장 운영 관련 사항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7. 人们认可了他们独有的艺术风格。
   사람들이 그들              예술 세계를 인정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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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和好久不见却很怀念的朋友相见是件最开心不过的事情了。在公车上或者在路上
   又或者在市场偶然碰到就更不用说了。
   보고 싶었던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처럼 기뿐 일은 없다. 버스       

     길을 가거나 또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날 때는 더욱 그렇다.   
                                     
9.  无论对哪位教授来说有时候上课迟到10分钟时极有可能的。但是一般如果迟到
    15或者20分钟的话可能那天的课就上不了了。因为学生会自行判断为休讲并离
    开教室。
    어느 교수         가끔 10분 정도 늦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15분 또는  

      20분 늦으면 일반적으로 그 날 강의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휴강으로 판단하고 교실을 떠나기 때문이다.

   
10. 当她只在心里喜欢的那个人对她表白以后，她开心的不得了。
    혼자 속           좋아했던 그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은 그녀는 너무나  

      기뻤다.

11. 他尽管年纪很大，但通过不懈努力考上了大学。
    그는 많은 나이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입학했다.

12. 首尔的南大门市场不只是在韩国在全世界也非常有名。
    서울의 남대문 시장은 한국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13. 他们也许只有这样做，才能表明他们对组织的忠诚。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함                   조직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가 있는지도 모른다.
   

14. 看到人们虽然因为贫穷和战争缺乏食物，但仍连狗也给买饲料喂，我不禁感
    叹：“你们国家真 富有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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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과 전쟁으로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은 개           음식을    
      사다 주는 걸 보고 ‘야, 너희 나라는 정말로 부자구나’라고 감탄을 한      
      것입니다.

번역 테스트 2

다음 대화상황을 보고 적당한 한국어 표현으로 문장을 번역하십시오.
请根据下列对话情景用恰当的韩语来翻译句子。

1. 哲株：看来你真的很喜欢你的侄子们。
   英珠：我的侄子们是只要姑姑买一个冰激凌去就很幸福的孩子。我呢，是只因为  

           侄子们的存在就已经感到很幸福的姑姑。
   철수: 너 조카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나봐.
   영주: 우리 조카들은 고모가 사들고 가는 아이스크림 하나로 행복한 이이들  

           이야. 그리고 나는 조카들의 존재                 행복한 고모이고.
 
2. 哲株：周末听说要去郊游。
   英珠：对啊，周末和家人一起出游比什么都愉快。
   철수: 주말에 여행하자고 하네.
   영주: 그래,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 떠나는 것이 무엇             즐겁지.

3. 哲株：老师，在韩国最有名的民歌是什么啊？
   老师：当然是阿里郎了。无论是在国内还是在海外，韩国人为了表达爱国心的
         时候就一起唱阿里郎。    
   철수: 선생님,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민요는 뭐예요?
   선생님: 아리랑이지요, 국내         해외          한국인들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할 경우에는 아리랑을 함께 부르니까요.

4. 哲株：就剩一个月了，真担心这个月完成不了论文。



- 135 -

   英珠：剩下一个月总比只剩一个星期什么都准备不了强。所以即使现在开始也不
        晚，尽全力努力吧。 
  철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달 안에 논문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영주: 한 달이 남았다는 건 일주일밖에 없어서 준비할 수 없는 경우보다 훨  

          씬 낫잖아.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봐.

5. 妈妈：这么晚了还不睡啊？
   英珠：明天有考试，所以即使到晚上很晚，也要把这本书全读完才能睡。
   어머니: 늦엇는데 안 자니?
   영주: 내일 시험이라서 늦게                   이 책을 다 읽고 자야 해요.

6. 哲株：英珠，生日快乐！这是我专门为你准备的礼物，不知道合不合你心意。
   英珠：哇！这么说是世界上独一无二的礼物了！这真是最棒礼物啊！谢谢啦！
   철수: 영주야, 생일 축하해. 너      위한 선물을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지 모르겠네.
   영주: 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잖아! 정말 최고의 선물이야!   

           고마워!

7. 英珠：听说英熙生病住院了。
   哲株：真的啊？昨天我见她的时候脸色还很不错啊？
   英珠：到昨天为止还没事，今天早上好像突然得盲肠炎了。
   영주: 영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
   철수: 정말? 내가 어제 만났을 때는 얼굴이 좋아보였는데?
   영주: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맹장염에 걸렸나  

           봐.

설문지1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수하셨습니다.
설문지1을 제출하시고 설문지2를 완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问卷1的内容到此为止，辛苦了! 请上交问卷1并完成问卷2，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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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께서, 를/을, 는/은, 의, 과/와, 하고, 로서, 보다, 부터, 든, 마저, 

조차, 뿐, 한테, 에게, 로, 에, 에서, 로써, 도, 만, 나, 까지, 만큼, 라도   

설문지2

번역 테스트1

다음 항목에서 단어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을 골라 다음 중국어 문장을 적당한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아래 단어는 반복 사용이 가능
합니다.)

请从下列选项中挑选两个或两个以上单词将下列中文文章翻译成恰当的韩语完成句
子。（列表中单词可反复使用。）

예시(例如): 我只跟你说了。
           나 너한테만 얘기했어. (한테+만)

  1. 金老师说等会迟点儿过来。
   김선생님                       이따 조금 늦게 온다고 하셨어요.

  2. 我不是以妻子而是以朋友的身份说的那些话。
   그 얘기는 아내                 아니라 친구로서  말한 거다.

3. 体育代表团这次在奥运会上取得的成绩和国民的期待相去甚远。
   대표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거둔 성적은 국민들의 기대         거리가  

     먼 것이었다.

4. 大部分的粉丝们只看到明星华丽的外貌，而对于真为了成为明星所需要的忍耐和  
     努力，大部分粉丝却毫不关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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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팬들은 스타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고 영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노력               관심이   
     없는 팬들이 많습니다.    

5. 那个人认为和人的关系比工作条件更重要。
   그 사람은 근무 조건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6. 从12月13日开始的关于○○ 滑雪场运营关联事项的介绍如下。
   12월 13일         ○○ 스키장 운영 관련 사항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7. 人们认可了他们独有的艺术风格。
   사람들이 그들              예술 세계를 인정해주었다.

8. 和好久不见却很怀念的朋友相见是件最开心不过的事情了。在公车上或者在路上
   又或者在市场偶然碰到就更不用说了。
   보고 싶었던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처럼 기뿐 일은 없다. 버스       

     길을 가거나 또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날 때는 더욱 그렇다.   
                                     
9.  无论对哪位教授来说有时候上课迟到10分钟时极有可能的。但是一般如果迟到
    15或者20分钟的话可能那天的课就上不了了。因为学生会自行判断为休讲并离
    开教室。
    어느 교수         가끔 10분 정도 늦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15분 또는  

      20분 늦으면 일반적으로 그 날 강의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휴강으로 판단하고 교실을 떠나기 때문이다.

   
10. 当她只在心里喜欢的那个人对她表白以后，她开心的不得了。
    혼자 속           좋아했던 그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은 그녀는 너무나  

      기뻤다.

11. 他尽管年纪很大，但通过不懈努力考上了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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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께서, 를/을, 는/은, 의, 과/와, 하고, 로서, 보다,부터, 든, 마저, 

조차, 뿐, 한테, 에게, 로, 에,에서, 로써, 도, 만, 나, 까지, 만큼, 라도    

    그는 많은 나이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입학했다.

12. 首尔的南大门市场不只是在韩国在全世界也非常有名。
    서울의 남대문 시장은 한국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13. 他们也许只有这样做，才能表明他们对组织的忠诚。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함                   조직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가 있는지도 모른다.
   

14. 看到人们虽然因为贫穷和战争缺乏食物，但仍连狗也给买饲料喂，我不禁感
    叹：“你们国家真 富有啊。”
    가난과 전쟁으로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은 개           음식을    

      사다 주는 걸 보고 ‘야, 너희 나라는 정말로 부자구나’라고 감탄을 한      
      것입니다.

   

번역 테스트 2

다음 항목에서 단어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을 골라 다음 대화상황을 보고 적당
한 한국어 표현으로 문장을 번역하십시오. (아래 단어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
다.)

请从下列选项中挑选两个或两个以上单词并根据下列对话情景将下列中文对话翻译
成恰当的韩语完成句子。（列表中单词可反复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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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例如): 我只跟你说了。
           나 너한테만 얘기했어. (한테+만)

1. 哲株：看来你真的很喜欢你的侄子们。
   英珠：我的侄子们是只要姑姑买一个冰激凌去就很幸福的孩子。我呢，是只因为  

           侄子们的存在就已经感到很幸福的姑姑。
   철수: 너 조카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나봐.
   영주: 우리 조카들은 고모가 사들고 가는 아이스크림 하나로 행복한 이이들  

           이야. 그리고 나는 조카들의 존재                 행복한 고모이고.
 
2. 哲株：周末听说要去郊游。
   英珠：对啊，周末和家人一起出游比什么都愉快。
   철수: 주말에 여행하자고 하네.
   영주: 그래,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 떠나는 것이 무엇             즐겁지.

3. 哲株：老师，在韩国最有名的民歌是什么啊？
   老师：当然是阿里郎了。无论是在国内还是在海外，韩国人为了表达爱国心的
         时候就一起唱阿里郎。    
   철수: 선생님,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민요는 뭐예요?
   선생님: 아리랑이지요, 국내         해외          한국인들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할 경우에는 아리랑을 함께 부르니까요.
4. 哲株：就剩一个月了，真担心这个月完成不了论文。
   英珠：剩下一个月总比只剩一个星期什么都准备不了强。所以即使现在开始也不
        晚，尽全力努力吧。 
  철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달 안에 논문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영주: 한 달이 남았다는 건 일주일밖에 없어서 준비할 수 없는 경우보다 훨  

          씬 낫잖아.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봐.

5. 妈妈：这么晚了还不睡啊？
   英珠：明天有考试，所以即使到晚上很晚，也要把这本书全读完才能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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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늦엇는데 안 자니?
   영주: 내일 시험이라서 늦게                   이 책을 다 읽고 자야 해요.

6. 哲株：英珠，生日快乐！这是我专门为你准备的礼物，不知道合不合你心意。
   英珠：哇！这么说是世界上独一无二的礼物了！这真是最棒礼物啊！谢谢啦！
   철수: 영주야, 생일 축하해. 너      위한 선물을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지 모르겠네.
   영주: 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잖아! 정말 최고의 선물이야!   

           고마워!

7. 英珠：听说英熙生病住院了。
   哲株：真的啊？昨天我见她的时候脸色还很不错啊？
   英珠：到昨天为止还没事，今天早上好像突然得盲肠炎了。
   영주: 영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
   철수: 정말? 내가 어제 만났을 때는 얼굴이 좋아보였는데?
   영주: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맹장염에 걸렸나  

           봐.

설문지2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문지를 완성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问卷2的内容到此为止。再次感谢抽出宝贵时间完成所以问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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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thod of Korean Particle   
     combinations for the Chinese Advanced Learners 

Dong, Yang xia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 on how Chinese learners use Korean particle combinations 
and it aims at analyzing mistakes made by Chinese learners and preparing 
some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based on the analysis.  

In Korean language, the Korean particle combination is made up by two or 
more particles combining with each other. At this point, the types of Korean 
particle combination are various and it is used in many ways in our daily 
life. For Chinese learners, they know little about Korean particle combination 
since there is no equivalent concepts of Korean particle in Chinese language. 
In addition, it is very difficult for Chinese learners to understand the Korean 
particle  because of the restricted language speaking environment, so as to 
even some advanced learners cannot use Korean particle combination 
correctly in communication. Moreover, Chinese learners find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grammar rules of combination and the exact 
meaning as well as the practical context that they haven't learn it 
systematically.  Above all, it is a huge problem that Chinese learners are 
lack of awareness to study the particles deeply and make full use of them. 
We can see these problems through the corpus, the survey and the interview 
analysis results of the advanced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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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Language Learners are supposed to gain not only fluency but also 
the accuracy to express their intention and emotion correctly.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helping second language learners to gain both fluency and 
accuracy when they use Korean particle combination and introduce some 
effective education method for them. The contents are as follows.

In partⅡ, it covers the concepts and the types of particle combination. 
Then 108 particle-combinative items are selected from the "21 Sejong" 
copus and Korean course books. Then the morphological⋅syntactic 
characteristics and the semantic⋅speech features of Korean particle 
combination are explained, and then the corresponsive Chinese expressions 
are listed. At last, the realities of particle combination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course are introduced.

In part Ⅲ, it examines both the morphological⋅syntactic and the semantic
⋅speech mistakes made by Chinese advanced learners through 
Korean-Chinese translation test and fill-in tests. And it analyzes how the 
learners know about particle combination by comparing that how learners use 
them in survey 1 and survey 2. Then it figures out why Chinese learners 
are lack of practical ability and often make mistakes in particle combination 
by carrying out a follow up interview of every participant .

In the last part, it sets the educational goals for future particle combination 
study according to the ways of Chinese learners used it and mistakes they 
made. At the same time, it prepares some effective education methods by 
systematizing the educational contents of particle combination. 

In addition, there is some other problems, such as Chinese learners tend to 
avoid using the particle combination.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remind 
them of the necessity of using it and arouse their interests of using it. For 
example, teachers can use translation tasks and grammatical 
awareness-improvement tasks in the classroom. Moreover, they can use 
structured sentences or lumps, it is more effective than explaining the rules 
of particle combination in metalanguage to the learners. Finally,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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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particle combination and the practical speech of particle combination, 
it is advisable to teach it in real contexts so as to make sure that the 
learners can imitate the speaker's tone in that context. 

 Till now,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on educational methods of 
Korean particle combination. More systematic and practical studies, which can 
help the Chinese learners are expected in the future.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Chinese advanced learners, Korean  
               particle combination, Communication ability, grammatical       
               awareness-improvement, stuctured sentence and lumps,       
               context

Student number : 2009-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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