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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연구로 아랍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아랍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지는 8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구나 교육 자료는 매우 부족

한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격조

사를 선택하여,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격조사의 교육 필요성을 

고찰하고 문장 차원이나 담화 차원에서 격조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적

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적 논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아랍권 학습자들의 격조사 사용 양상을 파악

하기 위해 문법성 판단테스트(Grammatical Judgement Test), 자유 작

문 테스트(Free Writing Tests), 사후 인터뷰 (Interview) 및 한국어 교

사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실태를 보여주는 언어 

자료를 얻었다. 실험은 아랍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일반인 아

랍권 학습자와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 1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격조사 중에서는 주격조사 ‘이/가’, 목

적격조사 ‘을/를’,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

가 가장 많았다. 학습자들의 오류를 격조사의 대치 오류, 누락오류, 첨가

오류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격조사를 누

락하여 발생한 오류가 많았으며 중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써야 할 조사를 

다른 부적절한 조사로 교체한 대치 오류가 가장 많았다. 오류를 유형화 

한 다음에는 오류 원인을 모어의 영향, 목적어의 복잡성, 그리고 교육과

정의 영향의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살펴봤다.

이 연구는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자료를 통해 그들의 격조사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 오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격조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격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일반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교육 목적과 세부적인 의도를 나타

내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 목표는 격조사 형태와 의미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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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에 초점을 두었다.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교재를 분석

하여 격조사의 교육과 방법을 정리하고 학습자의 언어 자료를 분석한 결

과에서 얻은 격조사 사용 실태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격조사의 형태적 기능과 의미 및 통사적 기능을 고려하는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격조사를 효율적

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며 학습자들의 자가 학습

을 위한 방법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 대조분석

의 방법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이 한계를 남기지만,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

들을 대상으로 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의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격조사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격조사,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 대조분석, 오류분석

학번: 2010-24155



- iii -

차 례

국문초록 ······························································································································ i

І.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 4

  2.1. 국어학 연구 ·········································································································· 4

  2.2. 한국어교육학 연구 ······························································································ 5

 3. 연구 대상 및 방법 ···································································································· 6

  3.1. 연구 대상 ·············································································································· 6

  3.2. 연구 방법 ·············································································································· 7

Ⅱ. 한국어 격조사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 12

 1. 한국어 격조사에 대한 고찰 ················································································· 12

  1.1. 한국어 격의 개념 ······························································································ 12

  1.2. 한국어 격조사의 범주 및 종류 ······································································ 13

 2. 아랍어의 격에 대한 고찰 ····················································································· 18

  2.1. 아랍어 격의 개념 ······························································································ 18

  2.2. 아랍어 격의 범주 및 기능 ·············································································· 19

 3. 한국어와 아랍어의 어순 및 기본 문형 ····························································· 36

  3.1. 한국어 어순 및 기본 문형 ·············································································· 38

  3.2. 아랍어 어순 및 기본 문형 ·············································································· 42

 4. 아랍 지역 내에 한국어 교육의 현황 ································································· 45

  4.1. 아랍권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46

  4.2. 교재내 격조사 교육의 현황 ············································································ 48

 5. 한국어 격조사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 ················· 49

  5.1. 오류의 개념 및 판정 방법 ·············································································· 49

  5.2. 격조사의 오류 유형 및 분류 ·········································································· 53



- iv -

Ⅲ.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 60

 1. 실험 참여자 선정 및 정보 ··················································································· 60

  1.1. 학습자의 국적, 소속 및 한국어 능력 수준 ················································ 60

  1.2. 아랍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이유 ·························································· 62

  1.3. 아랍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어 문법 항목 ···································· 63

 2. 한국어 격조사 사용 양상 분석의 방법 및 절차 ············································· 67

  2.1. 자유 작문 (Free-Writing) 자료 분석 절차 및 방법 ······························· 67

  2.2. 문법 판단 테스트 (Grammar Judgment Test) 절차 및 방법 ·············· 69

  2.3. 아랍권 학습자의 조사의 오류 원인 분석 절차 및 방법 ·························· 70

  2.4. 아랍권 학습자의 문법 교육에 관한 자료 분석 절차 및 방법 ················ 71

 3. 아랍권 학습자의 조사 오류 현상 ······································································· 72

  3.1. 주격 조사의 대치, 누락, 첨가 오류 ····························································· 73

  3.2. 목적격 조사의 대치, 누락, 첨가 오류 ························································· 82

  3.3. 관형격 조사의 대치, 첨가 오류 ···································································· 88

  3.4. 부사격 조사의 대치, 첨가 오류 ···································································· 91

  3.5. 호격 조사 대치 오류 ····················································································· 100

  3.6. 격조사의 기타 오류 ······················································································· 102

4. 아랍권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 오류 원인 분석 ··········································· 113

  4.1. 격조사 오류 원인 분석 과정 ······································································· 115

  4.2. 모어 (L1)의 영향에 의한 오류 ··································································· 142

  4.3. 목표어(한국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 ······················································ 147

  4.4. 교육과정의 영향에 의한 오류 ····································································· 153

Ⅳ.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방안 ·············· 162

 1.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목표 ······································································ 163

 2.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내용 ······································································ 165

  2.1. 격조사 교수·학습의 원리 ·············································································· 166

  2.2. 격조사 교수·학습의 내용 체계 ···································································· 168

  2.3. 교육 내용 설정을 위한 전제 ······································································· 169

  2.4. 교육 내용의 설정 ··························································································· 183

 3.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방법 ······································································ 192



- v -

  3.1. 수업 모형의 실제 ··························································································· 192

  3.2. 학습자의 자습 방법 ······················································································· 199

  3.3. 조사 오류 수정 방법 ····················································································· 203

Ⅴ. 결론 ························································································································· 213

참고 문헌 ······················································································································ 218

부록 ································································································································ 223

Abstract ························································································································ 233



- vi -

표 차례

<표 Ⅰ-1> 한국어 격조사 ····························································································· 5

<표 Ⅰ-2> 학습자의 사전 정보 ·················································································  8

<표 Ⅰ-3> 연구 자료 및 방법 ····················································································· 9

<표 Ⅱ-1> 격에 관한 관점 ························································································· 13

<표 Ⅱ-2> 아랍어의 주격 ··························································································· 22

<표 Ⅱ-3> 아랍어의 목적격 ······················································································· 33

<표 Ⅱ-4> 아랍어의 속격 ··························································································· 35

<표 Ⅱ-5> 한국어 격조사를 대응하는 아랍어의 문법 항목 ······························· 36

<표 Ⅱ-6> 한국어의 어순 및 기본 문형 ································································· 42

<표 Ⅱ-7> 아랍어의 어순 및 기본 문형 ································································· 45

<표 Ⅱ-8> 아랍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기관 ··························································· 48

<표 Ⅱ-9> 한국어 조사 오류 분류 ··········································································· 59

<표 Ⅲ-1> 학습자의 조사 오류 양상 ······································································· 69

<표 Ⅲ-2> ‘이/가’의 오류 유형별 빈도 ··································································· 73

<표 Ⅲ-3> ‘을/를’의 오류 유형별 빈도 ··································································· 82

<표 Ⅲ-4> ‘의’의 오류 유형별 빈도 ········································································· 88

<표 Ⅲ-5> 부사격조사의 오류 유형별 빈도 ··························································· 91

<표 Ⅲ-6> 격조사 ‘이/가’ 및 보조사 ‘은/는’의 용법 ········································· 148

<표 Ⅲ-7> 교사의 기본 정보 ·················································································· 156

<표 Ⅲ-8> 초∙중∙고급 학습자의 수업 목표 ·························································· 158

<표 Ⅲ-9> 교사∙학생 간의 관계 ············································································· 161

<표 Ⅳ-1>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목표 ······················································· 165

<표 Ⅳ-2> 한국어 조사의 체계 ·············································································· 169



- vii -

<표 Ⅳ-3>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과의 개설 강좌 및 교재 ·························· 171

<표 Ⅳ-4> 김제열(2001)의 한국어 문법 범주 ···················································· 180

<표 Ⅳ-5> 격조사의 형태적 기능 ·········································································· 185

<표 Ⅳ-6> 격조사의 통사 및 의미 기능 ······························································ 186



- viii -

그림 차례

<그림 Ⅲ-1> 학습자 국적 ··························································································· 60

<그림 Ⅲ-2> 학습자의 소속 ······················································································· 61

<그림 Ⅲ-3> 학습자 한국어 수준 ············································································· 61

<그림 Ⅲ-4> 한국어 학습 기간 ················································································· 61

<그림 Ⅲ-5> 한국어 학습 목표 ················································································· 62

<그림 Ⅲ-6> 한국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것 ··················································· 64

<그림 Ⅳ-1>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과 학년별 한국학 수업 비중 ·············· 172



- 1 -

І.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최근 들어 북아프리카 및 중동에서도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자 하는 아랍 학습자들이 증대되고 있다.1)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등 

여러 아랍 국가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집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면서 이집트 내의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가 강의

될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중심으로 함에 따라, 문장의 

정확성보다는 언어를 통해 개인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언어의 기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습자들은 보

다 정 하고 문맥상 적절한 표현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대

로 전달하기 위해서도 정확하고 문법에 맞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조사나 어미 등 기능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

들은 단순히 문장 내에서 문법적인 기능만을 담당하지 않고 동시에 다양한 의

미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조차’, ‘마저’와 같이 문장의 미묘한 느낌의 차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데에도 사용되므로 학습의 고급 단계에서도 계속적으로 학습

이 필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 요소들은 조사나 어미를 사용하지 않는 모어권

에서 성장한 학습자들에게는 생소한 항목이기 때문에 교실 현장에서 학습을 하

더라도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2) 그것은 단시간 내에 이루

1) 2009년 4월에 첫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자 총수와 2012년 4월 26회 한국어능력시험 수험자 

총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확실히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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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몇 달에서부터 몇 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는 장기적인 작업이다. 이 과정에 있는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어휘와 문법

규칙 등에 근거하여 목표어를 구사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의 발화는 모어화자

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학습자의 발화는 학습자들

이 현재 어떠한 수준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떤 부분의 보충이 더 필요한가를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특히 학습자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학습자들을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더욱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가 한국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첫째는 단어 중심, 의미 중심으로 언어생활

을 해 오던 학습자들에게 특별한 뜻이 없고 독립성이 없어 보이는 조사의 사용

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종종 생략하거나3) 오류를 일으키기 쉽다고 하였

다. 아랍권 학습자도 마찬가지로 단어 중심, 의미 중심으로 해 온 학습자로서 

한국어 조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생략 오류가 종종 보인다.

둘째는 문장에서의 기능이 그것 자체로 이루어진다기보다 다른 문법 요소들

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제약도 많기 때문이다. 또 이자영(1996)도 조사는 

영어권과 같은 언어권에는 없는 문법 범주로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범주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 개념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고 하여도 한

국어 조사의 쓰임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오류 빈도가 가장 높다

고 보았다.

위와 같이 외국인 학습자들이 조사 사용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격조사 사용에서 범하는 오류가 상당히 높

다. 아랍권 학습자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배우기 어려워하고 

많은 오류를 만들어 내는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아랍권 학습자들이 많은 문제

가 되는 격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2) 듈레이 외(Dulay and Burt,1974)에서는 어린이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오류를 조사하여 

제2언어의 습득단계를 밝힌 바 있는데, 여기서도 내용어보다는 기능어의 습득이 늦은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한 학습자의 습득 과정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인 연구

가 아니라 같은 시점에서 나이가 다양한 아동들을  피험자로 삼아 실험을 한 횡단적인 연구이

므로 이 결과가 습득단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연

구 결과는 기능어의 학습이 내용어에 비해 아동들에게 더 어렵다는 점을 암시한다.

3) 남기심･고영근(1985:99-100)에서는 한국어의 조사 생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격조사와 접속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체언만으로도 격 관계가 분명할 때 나타나

는데 격조사와 접속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황무지가 옥토(로) 변했다.’와 같이 조사

의 생략을 허용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사의 생략을 부정격(不定格)이라고 하여 격의 일

종으로 다루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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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국어(L1)가 아랍어이다.4) 따라서 아랍 지역의 한국어교육 기관에서는 아

랍어와 영어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교육한다. 그러므로 아랍권 학습자가 한국어

를 배우는 데 아랍어(L1)나 영어 및 프랑스어(L2)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아웃러 본 논문에서는 모든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지 않고 

연구 범위를 좁혀서 격조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을 예로 들고자 한다. 먼저 국어학적으

로 서로 다른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외국인학습자들에게는 둘 다 똑

같이 주어를 표시하는 문법 형태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이/가’와 ‘은/는’은 상

황 맥락적 의존도가 높은 문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재에서는 주로 문장 

단위에서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가’와 ‘은/는’의 차이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이 없기에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 두 조사가 어떠한 상황 맥락에서 어떻

게 사용되는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아랍어에는 한국어의 ‘이/가’, ‘은/는’과 같은 조사가 없기 때문에 특히 아랍권 

학습자들에게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아랍권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을 사용할 

때 범하는 오류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ㄱ) 음식 편에 다 이집트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코샤리*가(√는) 싫

고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이집트, 3급)

(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이(√은) 여행

이에요.(이집트, 3급)

(ㄱ), (ㄴ)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사실이며 (1)번에서도 좋아하

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은/는’을 사용

해야 한다.

한국어 문법 범주 중에서 ‘조사’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온 범주가 없

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어 조사는 쓰임이 매우 복잡하고 학습자 입자에서는 많

은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법범주이다. 기존 한국어교육 연구들은 주로 조사의 

오류를 분석하여 대안을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외에는 조사 학습 순서

에 대한 연구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에서 연구 범위는 

‘이/가’, ‘은/는’, ‘에’, ‘에서’ 등 몇몇에 한정되었고, 연구 대상은 일본어권이나 

영어권 등 일부 언어권으로만 치중되었다. 즉, 특정 언어권 학습자들에 대한 연

4) 아랍어가 모국어로 쓰는 나라마다 방언이 있어 그 방언도 외국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

랍국가라 하더라도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등 외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 모로코나 튀니지에서 프랑스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학습자가 한국어 학

습하는 데에 아랍어만 아니라 프랑스어 간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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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전무

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격조사 교육의 필요성을 바

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아랍권 학습자의 모국어(L1)인 아랍어와 한국어 격조사의 체계를 대조 

분석한다.

둘째, 아랍권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에 대한 오류의 유형을 정리하고 오류 

양상을 분석하여 오류의 원인을 살펴본다. 

셋째, 위에서 실시한 격조사 체계의 대조 분석과 사용의 오류 원인 분석을 바

탕으로 아랍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격조사만을 주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전체의 연구사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교육에서 조사와 관련

된 연구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어학 

관점에서 조사를 살펴보며, 둘째, 한국어 교육학 관점에서의 한국어 조사 학습 

순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1. 국어학 연구

한국어 격조사의 종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고 다양하게 전개

되어 왔다. 이는 곧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느냐,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

느냐, 아니면 문법 직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분류하느냐에 따라 분류될 수 있

다. 가장 대표적인 표준 규범을 보여주는 남기심･고영근(2004)의 ‘표준국어문법

론’과 고영근･구본관 (2008)의 ‘우리말 문법론’은 학교문법에서의 격 체계를 취

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학교문법의 격조사 체계를 따르기로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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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 기능 예문

주격

주격조사란 체언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

주는 조사로 ‘이/가’가 대표적이며, 특수한 

형태로 ‘께서’와 ‘에서’ 그리고 ‘서’가 있다.

1. 학생들이 노래를 부른다.

2.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십니다.

3. 우리 학교에서 응원상을 받았다.

목적격

목적격조사는 목적어라는 문법적 관계를 드

러내 주는 조사이다. 목적격조사의 형태에

는 ‘을/를’이 있다.

철수가 신문을 본다.

관형격
관형격조사‘의’는 앞 명사로 하여금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
그의 그림은 매우 아름답다.

서술격

서술격조사 ‘이다’는 체언으로 하여금 주어

의 내용을 지정, 서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 준다.

나는 학생이다.

부사격

부사격조사는 그것이 붙는 체언으로 하여금 

부사어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의미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1. 처소 ⟶ 에, 에서(장소)

2. 시간 ⟶ 에

3. 원인 ⟶ 에, (으)로

4. 변성 ⟶ 로

5. 도구, 수단, 재료 ⟶ (으)로

6. 방향, 자격 ⟶ (으)로

7. 동반 ⟶ ‘와/과’, ‘하고’, ‘(이)랑’

8. 인용 ⟶ ‘직접인용-라고’

           ‘간접인용- 고’

1.나는 지금 학교에 있다. (장소)

2. 오후 2시에 학교 앞에서 보자. (시간)

3. 태풍에 집을 잃었다. (원인)

4. 얼음이 물로 변했다. (변성)

5. 칼로 사과를 깎는다. (도구)

6. 그는 반장으로 뽑혔다. (자격)

7. 나는 엄마와 시장에 갔다. (동반)

8. 엄마는 빨리 오라고 하신다. (인용)

호격

호격조사는 부름을 나타내는 조사로 그것을 

붙는 체언을 독립어가 되도록 한다. 호격조

사의 형태로는 ‘아/야’가 있으며, ‘아’는 자

음으로 된 체언 위에도 ‘야’는 모음으로 된 

체언 뒤에도 나타난다.

1. 철수야, 빨리 학교에 가라.

2. 인숙아,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표Ⅰ-1: 한국어 격조사

  

  2.2. 한국어교육학 연구

최근까지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내용 

및 방법에 정보를 제공하려 시도한 연구 자료가 대부분으로 학습자의 오류 연

구를 수행한 대부분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강
사라는 점에서 해당 연구의 활용도는 주목할 만하다 (박소영, 2008). 

이 중에서도 조사 학습 순서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황정숙(1992)은 

한국어 학습 교재와 문학 작품에 나오는 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수업 모형을 제

시하였다. 학습 교재와 문학작품을 분석한 결과 ‘을/를, 은/는, 이/가, 와/과, 의, 

에는, 부터, 대로, 까지, 에게, (이)야, 께, 도, (이)라는, (이)라고, (이)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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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에서, (으)로, 보다, (이)나, 에도, 에다가, 마다, 만, 한테, 에게도, 에게는, 

대로, 처럼, 하고, 에서도’가 한국어 학습 교재와 문학 작품에 동일하게 나타나

고 있다. 

다음으로 이지영(1996)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조사의 체계를 제시한 

후에 조사 특성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제1교수 모형에서는 격 기

능을 나타내는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 제2교수 모형에서는 소유격조사와 부사

격조사, 접속조사 등을 그리고 제3교수 모형에서는 보조사들을 제시하면서 이

와 같은 순서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를 위한 효과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오수진(1998)은 격조사와 접속조사를 대상으로 세 가지 종류의 한국어 1급 

교재에서의 조사 학습 순서와 설명을 분석하여 사용 빈도와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에 따라 주격조사-목적격조사-부사격조사의 순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하였다.

정지은(2004)은 오수진(1998)과 마찬가지로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

한 조사 학습 순서를 제시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먼저 네 가지의 한국

어 1급 교재에서의 조사 제시 순서를 살펴 조사 종류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네 권의 교재의 학습 순서를 분석하여 교재마다 학습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밝

혔다. 마지막으로 학습 모형을 제시하여 학습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초

급 단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30명의 한국어 학습자를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

로 나누어 그 수업 모형으로 수업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이 논문은 독창성

이 있는 학습 모형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의 조사의 연구는 대부분 오류분

석에 치중되어 있으며, 또한 이 연구는 주로 일본어권이나 중국어권 혹은 영어

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밖의 언어권 학습자들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그동안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아

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격조사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교육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아랍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듯이 격조사는 학자마다 그 분류하

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며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학교문법의 격조사 체계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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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로 한다. 학교문법에서 격조사는 주격조사 ‘이/가, 께서’, 목적격조사 ‘을/

를’, 관형격조사 ‘의’, 보격조사 ‘이/가’, 호격조사 ‘아/야’와 부사격조사 ‘에, 에

서, 에게, 께, (으)로, 와/과’ 등이다. 부사격조사는 그 형태가 많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나온 사용 빈도율이 높은 항목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 연구

에서는 서술격조사를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5) 

 3.2. 연구 방법

  3.2.1. 실험 대상자

현재 한국어 교육은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수단 등 아랍 4개국에서 행해지

고 있는데 그 중 아랍 세계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간주되는 이집트의 아인샴스 

대학은 중동지역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2005년에 이집트 최고의 대학 중의 하

나인 아인샴스 대학교 (Ain Shams University)의 언어학부 알-알순 대학 

(Faculty of Language)에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

되는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이로써 그전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강

좌 수준에 이르던 한국의 이집트 지역의 한국어교육이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시작하게 되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은 아랍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일반

인 아랍권 학습자들 및 구체적으로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과의 학습자들이다. 참여자들은 아랍 지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총 107명의 학생들이다. 모든 학습자들의 모어는 아랍어이다. 먼저 

참여자의 국적, 소속, 한국어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5) 서술격조사 ‘이다’는 다른 격조사와 달리 용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즉, 형태 변화를 일으키므

로 이를 조사의 하나가 아닌 용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다’를 ‘지정사’

나 ‘형용사’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서술격조사를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6) 이집트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994년에 이집트 한국어 대사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국

어 강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고, 2005년 아인샴스 대학교 (Ain Shams University)의 한국

어학과 개설을 기점으로, 2006년~ 2008년에 집중적으로 이집트 전역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

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8월에 이집트에서는 공식적으로 6개의 교육기관에서 총 

400여 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 

통∙번역가 및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아인샴스 대학교 (Ain Shams 

University) 한국어과와 관광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헬완 대학교 관광학부, 룩소르 관광

호텔고등교육원, 알렉산드리아 관광호텔고등교육원의 교양 한국어 강좌,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공개강좌로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이집트 주 한국 대사관과 포트사이

드 청소년 센터의 한국어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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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국적 학습자의 소속 대학 한국어 능력 수준

국가 비율 소속 비율 수준 비율

이집트(Eg) 50% 어학원 25% 초급(L2) 29%
요르단(Jo) 30% 대학교 50%

중급(L3, L4) 56%튀니지(Tn) 15% 대학원 11%

기타 14% 고급(L5) 15%모로코(Ma) 5%

표 Ⅰ-2: 학습자의 사전 정보
  

    3.2.2. 연구 도구

앞서 언급한 목적에 따라 절차적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다. Ⅰ장에서 한국

어 격조사와 조사의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Ⅱ장에

서 한국어와 아랍어의 격조사를 대조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또한 

한국어 격조사의 사용 양상 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을 다룬다. 그 다음에 

Ⅳ장에서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여 현

장에 적용을 제시한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아랍권 학습자들의 격조사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

해 문법성 판단테스트(Grammatical Judgement Test), 자유 작문 테스트 

(Free Writing Test) 및 한국어 교사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

자의 실태를 보여주는 언어 자료를 얻었다. 본 연구는 구어 과제를 생략하고 문

어 과제 유형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격조사가 구어 과제에 비해 문어 과제에

서 높은 빈도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조사는 초･중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조사에 참여

한 학습자의 정보를 다룬 다음에 학습자의 교수･학습 환경을 살펴본다.

이상의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Ⅳ장에서는 적절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목적과 

목표는 아랍권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격조사의 개념, 기능과 실제 사용법이 자기

의 모어인 아랍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인식하게 하고 이를 잘 학습하여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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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시행 시기 내용 방법 대상

1차
2011년 

8월~10월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에 

관한 사전정보
설문조사

중동 (아랍 지역)에서 한국어 학습

자.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107명)

2차

2012년 

3월~4원

2012년 

4월~6월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사용 양상 및 오류 

현상

자유 작문
이집트 아인샴스 대 한국어과 

학습자(중급 20명)

문법판단테스

트

(선다형 & 

빈칸 채우기)

아랍권 (다양한 국적) 한국어 학습

자 (107명)

3차

2012년 

5월~6월

10월(2주 

동안)

아랍지역에서 한국어 문법 

교육 및 학습자의 오류 원

인

설문조사 원어민 한국어 교사 (7명)

설문조사 아랍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 (12명)

사후 인터뷰 한국대학교. 석사과정 재학중 (7명)

표 Ⅰ-3 연구 자료 및 방법

1) 문법성 판단 테스트 (Grammatical Judgement Test)

학습자들의 격조사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과제 중에 하나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이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문어 형식이고 알맞은 문법 형태를 고

르는 유형의 과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제시된 문항의 언어적 맥락, 즉 서법

에 따라 어떤 변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으며, 형태에 주의를 가장 많이 기울이

는 과제이므로 과제 간 비교도 용이하다(이정란, 2003). 본 연구에서 문법성 판

단 테스트는 학습자가 목표 문법 항목의 형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7) 개관식 질문(MCQ) 및 의도적 빈칸 메우기(Gap-filling)

문제이며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8) 

답을 선다형의 문법 항목에서 알맞은 답을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선다형 테

스트는 선택형 문항의 하나로 문두(Item Stem)에 이어서 제시되는 여러 개의 

선택지를 이용하여 응답하는 방식이다. 선다형에는 최선 답형(Best-Answer 

Variety), 정답형(Correct-Answer Variety), 불완전 문장형 

(Incomplete-Statement Variety), 다답형(Multiple-Response Variety), 합답

7) 박정자, 1997,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시행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어떤 언어 현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거나 또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어로 말하는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구조로 회피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자연적인 환경에서 이상적으로 얻고자 하는 연구자들조차도 연관된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해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하여 자료를 끌어내고자 한다.

8) 모든 문항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제19회~제25회의 시험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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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Combined-Response Variety), 부정형(Negative Variety)등의 형식이 속한

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선다형 테스트는 정답형(Correct-Answer Variety) 테

스트이다. 정답형(Correct-Answer Variety)은 여러 개의 답지 중에서 한 개만

이 정답이고 다른 것은 오답으로 되어 있는 형식이다(황정규, 1998).9) 

2) 자유 작문 테스트 (Free Writing Tests)

자유 작문 테스트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나 번역 테스트에 비해 가장 자연스

러운 학습자 언어를 수집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의존하거

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학습자 실력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일 것이다. 본고는 자유 작문 내에서 학습자들의 

격조사 사용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유 작문 테스트를 수집 대상으로 하였다. 

자유 작문 테스트는 제시된 주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자기 의견을 쓰는 방식이

었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주제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다.

3) 사후 점검 인터뷰 (Follow-up Interview, FI)

사후 점검 인터뷰는 조사 대상자의 실제 행동에 동반되는 인지 과정을 의식

화하고 언어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후 점검 인터뷰는 녹음이나 녹화되지 않은 

대상자의 조사 대상의 의식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며, 조

사 자료를 질적으로 보충한다.

사후 인터뷰 설계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5가지 고려 사항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참가자: 기본적으로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일대일로 실시한다.

시간과 장소: 본 조사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1 주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 장소는 피조사자가 편하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피조사

자의 자택이나 잘 아는 곳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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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다.

사용 언어: 피조사자가 표현하기 쉬운 언어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다.10)

사후 인터뷰의 질문: 사후인터뷰의 유효성은 질문의 내용, 방법과 직결된다.

본 연구에서 이상의 사항에 따라 사후 인터뷰 내용을 마련하였다. 대상자는 

9) 임체식 외(2010), 선다형은 다른 형에 비해 내재적으로 결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되고 있으며 다양성, 포괄성이 있고 수험자의 우연적 오차의 영향도 적게 받기 때문에 문항 

형식으로는 가장 좋은 셈이다.

10) 본 사후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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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에서 재학 중인 아랍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 7명을 선정하였다. 학습

자는 연구자와 직접 면대면 방식으로 녹음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후 면

담은 한 학습자마다 약 50분이 소요되었으며 총 350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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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 격조사 교육 내용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어는 몽골어, 터키어, 퉁구스어, 만주어 등과 함께 알타이어 계통 언어로 

본다. 이들 언어와 함께 한국어는 첨가어로서의 특징이 있고, 모음조화와 두음

법칙이 있으며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아랍어는 불

연속 형태소가 어근에 삽입되어 어간이 형성되는 내부굴절어 또는 삽입어로 분

류된다.

일반적으로 형태론에서 형태소(Morpheme)는 의미를 가지는 언어단위 중 가

장 작은 언어단위로서 상보적 분포를 가지는 이형태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한

국어의 ‘-을/를’, ‘-이/가’와 같은 격조사는 동일형태소의 이형태(Allomorph)이

다. 또 아랍어는 격 표지가 확실한 형태로 나타나는 언어로서 격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모음의 변화로 주격과 목적격, 속격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김

정,2009). 

본 장에서는 먼저 한국어 격조사의 교육 내용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을 한

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의 격 및 아랍어의 격에 대해 대조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현재 아랍 지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을 바탕으로 격조사

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문

제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아랍권 학습자의 오류 분석에 관한 이론적 배경도 

살펴본다. 

 

 1. 한국어 격조사에 대한 고찰

  1.1. 한국어 격의 개념

먼저 한국어 격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격’11)은 영어의 

‘case’12)에서 도입된 말로 체언이 문장 내에서 서술어에 대해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말한다. 사전에서는 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격01(格)

｢명사｣ ｢3｣｢언어｣ 문장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이 서술어에 대하여 가지는 자

격. ‘주격’, ‘서술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따위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11) 목정수(1998)에서는 격이란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근간으로 해서 기술된 전통문법에서, 형태

적으로 명사 곡용에 의해 표현된 문법적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12) 김기혁(1995)에서는 영어의 격(Case)이 라틴어의 ‘Casus’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의미를 ‘떨어

짐(Falling) 또는 일탈(Deviation)’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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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론적 차원

격은 명사나 대명사 등의 어형변화를 나타내는 격 접사에 의한 격 표지를 가리키

는 범주로 다루어진다. 즉, 명사와 결합하는 굴절접사나 굴절어미 등의 범주를 의

미하였다.

통사론적 차원

촘스키(Chomsky,1981)가 주장한 격 이론에서 출발되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

는 변형 생성문법의 이론으로 격의 개념을 문장의 통사적 구조에 따라 명사구에 

기계적으로 할당되는 구조격으로 보는 개념이다.  

의미론적 차원

1970년대의 도입된 필모어(Fillmore)의 격 문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격 문법에서

는 격이란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각 NP들이 가지는 통사･의미적 관계라고 보고, 

논항이 표층 구조에서 갖는 구조적인 격 대신에 심층 구조에서 논항이 서술어에 

대하여 갖는 의미역을 심층격(Deep case)이라 하였다. 문장 구조는 이 심층격을 

바탕으로 기술했으며, 이들 격을 행동주격(Agentive), 경험주격(Experiencer), 구

격(Instrumental), 대격(Objective), 유래격(Source), 도달격(Goal) 등으로 설정하

였다.

담화 화용론적 

차원

‘주제화’나 ‘초점화’를 중점으로 한 견해가 있다. 이는 조사 ‘가’와 ‘를’이 중출 현상

에 맞춘 견해로 이 조사들은 ‘격표지’로서의 기능 외에도 화용적 기능을 지닌다고 

하는 입장이다. 

표Ⅱ-1 격에 관한 관점

이러한 격에 대한 정의는 전통문법 이래로 촘스키(Chomsky)나 필모어

(Fillmore) 등의 언어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정의된 개념이다. 격에 

대해서는 과거 전통문법에서부터 오늘날 생성변형문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언어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연구해 왔다. 한국어의 격 연구 또한 초기부터 최근 이

르기까지 촘스키(Chomsky), 필모어(Fillmore) 등 서양학자들의 견해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이론에 따른 격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또한 그 기준도 다양하게 확립하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제시하는 격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했다.

국어 문법에서 격을 바라본 관점을 크게 네 가지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 이는 형태론적 차원, 통사론적 차원, 의미론적 차원, 담화 화용론적 차원이

다.13) 다음 표에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 문법에서의 격의 개념에 대한 견해는 매우 분분하다. 이는 어

떤 관점이 맞고 어떤 관점이 틀리다고 하는 것보다 한국어의 격은 형태적인 개

념, 통사적인 개념, 의미적인 개념, 화용론적인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한국어 격조사의 범주 및 종류

한국어는 첨가어에 속하는 언어로 어근에 조사나 어미가 결합하여 의미를 표

13) 가장 최초로 격을 논의한 것은 라틴어를 중심으로 형태론적으로 격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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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형태

격

조

사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

목적격 조사 -을/를

보격 조사 -이/가

관형격 조사 -의

부사격 조사 -에, -에게, -한테, -께, -에서, -에게서, -한테서, -로

호격 조사 -아/야/(이)여

접속 조사 와/과, 하고, 에(다), (이)며, (이)랑

보조사
-은/는, -도, -만, -뿐, -까지, -조차, -부터, -마다, -

(이)야, -(이)나, -(이)나마

한국어의 조사

현하거나 단어를 형성하게 된다. 다른 면으로 보자면 한국어에서는 조사와 어미

가 매우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어+목적어+서술어’ 어순을 나타내는 

언어는 후치사가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에는 후치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

로 ‘조사’14)가 있다. 첨가어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조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명사 구실을 하는 말이나 문장 뒤에 붙는다. 전통

문법에서는 조사를 크게 격조사와 보조사로 구분한다. 격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

어서 격을 결정하여서 곧 체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한다. 한국어

의 격조사는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의 6격이 있다. 다음 표에

서 보듯 한국어 조사를 정리할 수 있다.

즉, 격조사의 종류로는 선행명사가 주어로 기능하게 하는 주격조사, 목적어로 

기능하게 하는 목적격조사, 관형어로 기능하게 하는 관형격조사, 부사어로 기능

하게 하는 부사격조사, 독립어 중 누군가를 부르는 기능을 나타내는 호격조사가 

있다. 이중에서 부사격조사는 다른 격조사와는 달리 부사어를 나타내는 것을 제

시하기보다는 그 의미에 따라 다시 하위분류한다.15)

14) 고영근･구본관(2008),‘우리말 문법론’에서도 조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조사는 자

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품사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 중에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것들도 있다.’고 정의했다.

격조사의 종류 형태

주격 조사 -이/가, -에서, -께서

목적격 조사 -을/를

관형격 조사 -의

호격 조사 -아/야, (이)여

부사격 조사 -에

15)허용 외(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도서출판 박이정,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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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주격조사

조사 ‘이/가’가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

는데 이들 연구가 제시하는 의미로는 ‘배타적 대립, 배타적 지칭’, ‘대조적’의미

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격조사는 한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해 주는 조사이며, 선행 명사

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 받침이 없으면 ‘가’가 쓰인다. 또한 주어를 높

여 말할 때는 ‘-께서’가 쓰인다. 이때, 동사 어간에는 존칭 선어말어미 ‘-(으)시

-’가 호응되어 쓰여야 한다. 그리고 단체나 기관이 문장의 주어일 때에는 ‘-에

서’가 쓰인다. 다음 예문을 살펴본다.

(ㄱ) 눈이 옵니다.

대화 상황에서 주격조사가 쓰여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강조’의 뜻을 나타낸

다.

(ㄴ) 아버님께서 지금 말씀 중이십니다.

‘께서’ 앞에 오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이면서 높임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이다.

(ㄷ) 이번 경기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했다.

‘에서’ 앞에 오는 명사가 주어이면서 단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형태 기능

이/가 선행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께서 선행명사가 문장의 주어이면서 높임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에서 선행명사가 문장의 주어이면서 단체임을 나타낸다.

  

   1.2.2. 목적격 조사

목적격조사의 형태로는 ‘을/를’이 있다. 목적격조사는 주로 문장 내에서 목적

어를 나타내는 조사를 가리킨다. 목적격조사 ‘을/를’은 ‘을/를’의 격, ‘을/를’의 

정의, ‘을/를’의 중출 현상, ‘을/를’의 의미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논의

-에서

-에게, -한테, -께

-에게서, -한테서

-(으)로

-(으)로서

-(으)로써

-보고

-보다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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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 왔다. 조사 ‘을/를’은 다른 격조사와 달리 학자마다 ‘목적격’,  ‘대격’, 

‘대상격’, ‘객격’, ‘사격’ 등의 매우 다양한 명칭으로 불러 왔다. 이중에서 현재는 

‘목적격’과 ‘대격’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목적격 조사는 문장에서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조사로 ‘-을/를’이 있다. 선행

명사의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 받침이 없으면 ‘-를’이 쓰인다. 또한 어

떤 행위가 마치는 대상을 가리켜 주는 격조사이다. 그리고 다른 조사나 어미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ㄱ) 나는 아침에 신문을 읽습니다.

(ㄴ) 몇 시쯤에 집에를 가세요?

   1.2.3.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인 ‘-의’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 두 명사를 묶어, 보다 큰 명사

구를 이루며, 속격 또는 소유격조사로도 불린다.16) ‘-의’는 문장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생략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17) 그리고 대명사 ‘저, 나, 너’에 관

형격조사 ‘-의’가 붙으면, 축약되어 각각 ‘제, 내, 네’로 쓰이기도 한다.

(ㄱ) 그 분의 직업이 뭐예요?

(ㄴ)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1.2.4.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란 선행하는 명사로 하여금 부사어가 되게 하는 조사이다. 부사격

조사에 속하는 형태와 그 형태들이 나타내는 기능이 아주 다양하다. 학교문법에

서 보는 부사격조사의 형태로는 조사 ‘에’, ‘에서’, ‘에게’, ‘께’, ‘(으)로’, ‘와/과’ 

등이있으며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로는 ‘장소, 시간, 방향, 출발, 도구, 원인, 동

반’ 등이 있다. 

부사격조사는 문장에서 선행하는 제언이 부사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이것

은 앞에 있는 명사와 서술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지니는데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6) 허웅(1983)에서는 많은 국어 학자들은 조사 ‘의’를 격조사로 인정하고 있으나 조사 ‘의’를 격

조사로 받아들지 않은 학자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격은 ‘체언이 서술어에 대해 가지는 자격’으

로 정의되는데 조사 ‘의’를 격조사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와 관련된다. 즉, 관형격조

사는 서술어에 대하여 어떤 자격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격조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

장이다. 

17) 주격, 목적격, 관형격조사의 생략이 가장 쉽게 일어나지만 부사격조사나 서술격조사도 생략되

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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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처소격 - 도착점

(ㄱ)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의 ‘-에’는 처소(도착점)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부류의 조사에

는 ‘-에’, ‘-에게’ ‘-한테’, ‘-께’, ‘-더러’등이 있다. 이것을 흔히 여격조사라 한

다.

 ② 처소격 - 출발점

(ㄱ)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국어의 ‘-에서’는 처소(출발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가 붙은 ‘-에게서’, 

‘-한테서’와 ‘-로부터’가 여기에 속한다.

 

③ 처소격-지향점

(ㄱ)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의 ‘-로’는 처소(지향점)를 의미하는 것인데 ‘-(으)로’와 그것이 붙은 

‘-에게로’, ‘-한테로’ 및 ‘-에’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④ 도구격

(ㄱ) 한국에 비행기로 왔어요.

(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ㄷ) 독서로써 교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로서’는 자격이나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조사로, 때로는 ‘-

로’만 쓰일 수도 있다. 그리고 ‘독서로써’는 명사나 동작동사의 명사형에 붙어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⑤ 변성격

(ㄱ) 물이 얼어서 얼음으로 변했어요.

‘얼음으로’의 ‘-으로’는 변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⑥ 인용격

(ㄱ) ‘이리 오너라’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신다. 

→ 아버지께서 이리 오라고 하셨다.

‘-라고’는 직접 인용의 조사이고, ‘-고’는 간접 인용의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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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호격 조사

이 조사는 독립격조사로도 부른다. 호격조사는 부름을 나타내는 조사이며, 그 

형태로는 ‘아/야’가 있다.18)즉, 어떤 인물이나 대상을 부를 때 쓰는 조사이다. 

선행하는 체언으로 하여금 호칭어임을 표시하는 조사로서 ‘-야/-아’가 대표적으

로 쓰인다.

(ㄱ) 영철아, 너 어디 가니?

 2. 아랍어의 격에 대한 고찰

아랍어의 격을 설명하기에 앞서 아랍어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랍어는 셈어족 중에서도 서남방 셈어에 속하는 말로서 원래 아라비아 반도의 

히자즈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북부 유목민들의 북방어와 농경생활을 하던 예멘의 

남방어로 나뉘어 있었는데 유명한 마으랍 댐의 유실로 예멘인들이 히자즈 등 

아라비아 반도 북부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북방어인 히자즈 무다르 말이 주변

의 다양한 부족들의 말과 섞이면서 발달되었다.

현지 아랍어는 24개 아랍국가의 공용어로서 아랍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인구

수는 1억8천을 넘는다. 뿐만 아니라 아랍어는 전 세계 3억5천 무슬림에게 종교 

언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은 국제 언어로서의 아랍어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1973년 이래 아랍어를 유엔의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 아랍어의 격의 개념 및 범주와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아랍어 격의 개념 

아랍어의 격에 대한 연구는 아랍 언어학의 여러 주제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

이고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아랍어는 격 표지가 확실한 형태로 나타나

는 격 언어이다.

아랍어의 격 형태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모음의 변화로 주격, 목적격, 속격 3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주격은 주격표지로서 모음[un](비한정), [u]를 어말에 

부가하고, 속격은 모음 [in](비한정), [i]를 어말에 부가하며, 목적격은 목적격표

지로서 어말에 모음 [an](비한정), [a]를 부가한다. 이와 같이 형태적 격 표지 

방법을 갖고 있는 아랍어는 통사적으로 주어와 술어는 주격을, 목적어와 부사어

는 목적격을 취한다. 또 연결형의 제2 요소와 전치사의 목적격은 속격을 취한

18) 호격조사도 앞에서 논한 관형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를 격조사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

제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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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의 주격
아랍어의 목적격

아랍어의 속격

다.19)

어말에 나타나는 격 모음 표지는 현대 아랍어에서는 무표인 경우가 많고 반

드시 주격, 속격, 목적격(대격)의 격 표지가 필요할 때만 표지된다. 예를 들면 

아래의 (ㄱ)는 (ㄴ) 와 같이 쓸 수 있다.

(ㄱ) قرأ محمُد الكتاَب [qaraa Muḥmmadun al-kitāba.]20)

(영어 번역: Muhammad read the book) 

(ㄴ) محمُد قرأ الكتاَب [Muḥmmadun qaraa al-kitāba.]21)

(영어 번역: Muhammad read the book)

‘무함마드가 책을 읽는다.’

  2.2. 아랍어 격의 범주 및 기능

아랍어의 격을 논의할 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명사, 형용사, 

부사의 구분과 격 표시 문제이다. 아랍어의 명사는 성, 수, 격에 따라 변화하는

데 형용사 역시 명사와 똑같은 형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명사와 동

일하게 취급하고 명사로 분류된다.

    2.2.1. 주격 (Rafˊun) الرفع
아랍어의 주격은 한국어의 주격 조사와 다르다. 먼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아랍어: Kitāun كتاٌب -  Al-kitāu الكتاُب(비한정-한정)

영어: A book - The book 한국어: 책

19) 격 작용소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에는 아랍어학의 모든 분야의 거의 시발점으로 되어 있는 시

바와이흐의 ‘알-키탑’이 있으며, 압드 알-까히르 알 주르자니의 ‘백 가지 격 작용소’, 자마크샤

리의 ‘세 ’, 이븐 알-안바리의 ‘아랍어의 비 ’ 알-파키히의 ‘문법의 경계’ 등이 있다. 그 중에

서 주르자니의 ‘백 개의 격 작용소’는 격 작용소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것으로 꼽

힌다. 

20) 동사 ‘읽다’로 시작된 문장이니 동사문이라고 한다.

21) 명사 ‘Muhammad’로 시작된 문장이니 명사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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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격의 용법은 문장의 주어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법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동사문의 주어(Fāʹilun فاعل )에 사용된다.

아랍어: وصلت الجريدُة اليوَم صباحَا [Waṣlata Al-jarīdatu Al-yawma Sbābḥn].

영어 번역:  The newspaper arrived this morning.

한국어: 신문이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

위 문장에서 ‘신문’이 주어가 되며 위의 문장은 동사로 시작되므로 동사문이

라고 한다.

② 명사문의 주어(Mubtadaʹun مبتدأ )가 된다.

아랍어:الولُد طويٌل [Al-waladu Twīlun.]

영어 번역: The boy is tall.

한국어: ‘그 소년은 키가 크다.’

위의 문장에서 ‘소년’이 주어가 되며 위의 문장은 명사로 시작되므로 명사문

이라고 한다.

③ 동사가 나타나지 않은 명사문의 술어(Khabarun الخبر )가 된다. 위 예문 

Twīlun이 술어22)이다.

22) 명사문의 주어와 술어를 잇는 계사 am, are, is (-이다) 등은 쓰이지 않고 주어는 한정, 술어

는 비한정 상태가 되는 것이 보통이며 명사문의 주어와 술어는 주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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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الولُد طويٌل [Al-waladu ṭwīlun.]

영어 번역: The boy is tall.

한국어: ‘그 소년은 키가 크다.’

④ 유도사 (Inna خبر إن )로 시작되는 명사문의 술어가 된다.

아랍어: إن ربكم رحيٌم [Inna rabbakum raḥīmun.]

영어 번역:  Your Verily Lord is merciful. 

한국어: ‘실로 그대의 주님은 자비롭다.’

⑤ 능동문의 주어(فاعل الجملة)와 수동문의 주어가 된다.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는 

수동문은 아랍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므로 그 예는 생략한다.

아랍어: شرب الولُد القهوَة [Shariba al-waladu al-qahwata.]

영어 번역: The boy drank the coffee.  

한국어: ‘그 소년은 커피를 마셨다.’

⑥ 호격사 Yā يا 와 Ayyuhā أيها 여성은 Ayyatuhā أيتها 뒤에 온다.

Yā يا 는 항상 비한정 단수 형태의 명사가 온다.

아랍어: يا ولُد [Yā waladu.]

영어 번역: Oh! Boy.

한국어: ‘얘야!’

호격사 Ayyuhā는 항상 정관사가 뒤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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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أيها المسلمون [Ayyuhā al-muslimūna.]

영어 번역: Oh! Muslims. 

한국어: 오, 무슬림들이여.

⑦ 주격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동격 명사. 

아랍어: الولُد طويٌل و جميٌل [Al-waladu ṭwīlun wa jamīlun.]

영어 번역: The boy is tall and handsome  

한국어: ‘그 소년이 키도 크고 잘 생겼다.’

아랍어의 주격을 정리하면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다.

1. 동사문의 주어(Fāʹilun فاعل )에 사용된다.

2. 명사문의 주어(Mubtadaʹun مبتدأ )가 된다.

3. 동사가 나타나지 않은 명사문의 술어(Khabarun الخبر )가 된다. 

4. 유도사 (Inna خبر إن ) 로 시작되는 명사문의 술어가 된다.

5. 능동문의 주어(فاعل الجملة)와 수동문의 주어가 된다.

6. 호격사 yā يا 와 Ayyuhā أيها 여성은 Ayyatuhā أيتها 뒤에 온다.

7. 주격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동격 명사. 주격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동격 명사. 

표 Ⅱ-2 아랍어의 주격

위에서 보듯이 아랍어의 격은 복잡하고 다양한 용법이 있기에 아랍권 학습자

가 한국어 주격조사 ‘이/가’를 학습할 때 오히려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주격조사 ‘이/가’ 및 보조사 ‘은/는’은 똑같이 주어를 표시하는 문법 형태

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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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목적격/ 대격 (Nașab) النصَب
아랍어의 목적격은 한국어 목적격 조사와 달리 타동사의 목적어뿐만 아니라 

여격, 부사어, 부정 구문, 제외사, 호격어 등 다양한 형태의 구문에서 쓰이며 이

러한 현상은 유럽 언어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아랍어: Kitāan ًَكتاب - Al-kitāa الكتاَب(비한정-한정)

영어: A book - The book 한국어: 책

한편, 아랍어의 대격/목적격의 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타동사의 목적어(Mafʹaūlun bihi المفعول به)를 나타낸다.

아랍어: قرأت كتابًا [Qara'rtu kitāban.]

영어 번역: I read a book.

한국어: ‘나는 책을 읽었다.’

수여동사 등 일부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한다. 아랍어에서 간접목적어를 

나타내는 여격 표지는 없으며 명사(목적격 [a]로 표지), 대명사 혹은 전치사로 

나타낸다.23)

아랍어: اعطيُت حسنًا كتابًا [Aʻṭytu Ḥsanan kitāan.]

영어 번역: I gave Hasan a book.

‘나는 하산에게 책을 주었다.’

위 문장에서는 ‘주다’ 동사의 목적어는 2개가 있다. ‘하산’과 ‘책’이 목적어가 

된다.

23) 두 개 또는 세 개의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도 있는데 이는 주로 동사의 형과는 관계없이 사

역의 의미를 갖는 동사나, 어떠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또는 주관이나 견해, 느낌 등

을 표명하는 동사, 2형의 사역동사, 4형의 사역동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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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اعطيُت له كتابًا [Aʻṭytu la-hu kitāan.]

영어 번역: I gave him (3rd. m. affixed pronoun) a book.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위 문장에서는 ‘주다’ 동사의 목적어는 2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는 대명

사 ‘그’가 목적어가 된다.

② 절대 목적어(Al-mafʹ-ūlu Al-muṭlaqu المفعول المطلق)를 나타낸다.

동사가 자신의 동명사를 동족목적어로 취해서 강조, 행위의 양태, 행위의 횟

수 등을 나타낸다.

아랍어: قلقُت قلقًا [qaliqtu qalaqan.]

영어 번역: I was disturbed.

‘나는 매우 불안했다.’

③ 시간, 장소 부사(Mafʹaūlun fīi المفعول فيه)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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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아랍어: تنبهت صباحًا [Tanabbahtu ṣbābḥan.]

영어 번역: I woke up in the morning.      

한국어: ‘나는 아침에 깨었다.’

(ㄴ) 아랍어: التفت يمينًا و يسارًا [Iltafata yamīan wa yasāran.]

영어 번역: He looked right and left.

한국어: ‘그는 오른쪽 왼쪽으로 쳐다보았다.’

(ㄷ) 아랍어: سار برًا و بحرًا [Sāara barran wa baḥran.]

영어 번역: He travelled by land and sea.     

한국어: ‘그는 육로와 해상으로 여행했다.’

이와 같이 부사로 사용되는 대격은 전치사구로 대체될 수 있다.24) 이 경우에

서는 한국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국어 목적격 조사인 ‘을/를’

이 아니라 부사격 조사인 ‘에’와 비슷하다. 

(ㄱ) 아랍어: اتبهت فى الصباح [Tanabbahtu fi ṣṣabāḥi.]

영어 번역: I awoke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깨었다.’

(ㄴ) 아랍어: التفت الى اليمين و الى اليسار [Iltafata ila al-yamīni wa 

il-yasāri.]

영어 번역: He looked to the right and the left.

한국어: ‘그는 오른쪽 왼쪽으로 쳐다봤다.’

24) 아랍어 전치사들은 본래 명사의 대격이 부사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Khalfa (뒤에), Fawqa(위에), Taḥa(밑에), Naḥeya(∼쪽으로), Qabla(전에), Baʹbda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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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목적(Al-mafʹ-ūlu lahu المفعول له)을 표현하는데 쓰인다. 이는 동명사의 대

격으로 나타낸다.

아랍어: قمت اكرامًا له [Qumtu ikrāman lahu.]

영어 번역: I rose to show respect for him.  

한국어: ‘나는 그에 대한 예의로 일어섰다.’

⑤ 상태어(Ḥal الحال)를 나타낸다.

상태어는 주동사의 동작이 발생할 때 주어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나 상

황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상태어는 분사나 형용사로 비한정 대격을 유지한다.

(ㄱ) 아랍어: عاد الولد الى البيت ضاحكًا [Ada al-waladu ila al-bayti 

ḑāḥikan.]

영어 번역: The boy retuned to the house smiling.

한국어: ‘그 소년은 집에 웃으면서 돌아왔다.’

(ㄴ) 아랍어:جاء حسُن راكبًا [Jā'a Ḥsanu rākiban.]

영어 번역: Hasan came home riding his car.

한국어: ‘하산이 타고 왔다.’

또한 Ḥal의 대격은 직접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다.

아랍어: جاء راكبًا حمارًا أنيقًا [Jāʹa rākiban ḥimāran abyaḑan.]

영어 번역: He came riding white donkey.

한국어: ‘그는 흰색 당나귀를 타고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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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별 대격(Tamyīz التميز)을 나타낸다.

선행하는 명사의 의미와 애매함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기 위해 쓰이는 명사 

대격이다.

아랍어: انا اكثر ما ًال منك [Anā aktharu mālan minka.]

영어 번역: I have more wealth than you. 

한국어: ‘나는 돈이 너보다 많다.’

또는 의문사 Kam كم (얼마나 많은)의 뒤에 오는 명사도 대격을 취한다.

아랍어: كم تفاحًا فى المطبخ [Kam tuffaḥan fi l-maṱbakhi.] 

영어 번역: How many apples in the kitchen?

한국어: ‘주방에 사과가 몇 개 있습니까?’

⑦ 동사 Kāna كان و أخواتها 와 자매어의 술어를 나타낸다.

아랍어에서는 현재 시제에서 영어의 be 동사가 없어도 문장이 되지만 과거 

시제에서는 Kāna동사가 필요하다. 이 동사의 술어는 대격을 취한다.

(ㄱ) [Al-waladu jamīlu]. .الولُد جميُل (현재 시제)

영어 번역: The boy is handsome

한국어: ‘그 소년은 멋있다.’

(ㄴ) [Al-waladu kāna jamīlan.]  الولُد كان جمي ًال (과거 시제)

영어 번역: The boy was handsome.

한국어: ‘그 소년은 멋있었다.’

Kāna와 그 자매어란 kāna동사와 같이 보어를 대격으로 갖는 동사들이다. 자

매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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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이 되다 : Aṣbaḥa اصبح , Amsa امسى , Sāra صار , Bāta بات , Zalla زال 
ㄴ. 여전히∼이다 : Māzāla مازال 
ㄷ. ∼이 아니다 : Laysa ليس 
ㄹ. ∼하는 한 : Mā dāma ما دام 

(ㄱ) كانت مدينُة بغداَد مشهورًة فى العصور الوسطى
[Kānat madīnatu baghdāda mashhūratan fi  l-uṣūri  l-usṭa.]

영어 번역: The city of Baghdad was famous in the middle ages.

한국어: ‘바그다드 시는 중세에 유명하였다.’

(ㄴ) مازال حزينًا  [Mā zāla ḥazīnan.]

영어 번역: He is still sad.

한국어: ‘그는 아직도 슬프다.’

(ㄷ) ليس رج ًال [Laysa rajulan.]

영어 번역:He is not a man.

한국어: ‘그는 사람이 아니다.’25)

⑧ 유도사 Inna إن و أخواتها 와 그 자매어들의 주어를 나타낸다.

명사문 유도사 Inna와 그 자매어와 같은 불변사들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이 불변사 바로 뒤에 주어를 대격 명사나 인칭 접미어를 주어로 한다. 술어는 

주격을 취한다. 자매어에는 Lākinna(لكن 그러나), Laʹalla( لعل 아마도), Layta( لي
.등이 있다(마치∼처럼 كأن )이었으면 좋겠는데), Ka'anna∽ ت

25)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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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أن زيدَأ قائٌم [Inna zaydan qāimun.]

영어 번역: (Truly) Zayd is standing.      

한국어: 정말로 자이드는 서있다.

(ㄴ) لكن البنَت جميلُة [Lākinna  l-binta jamīlatun.]

영어 번역: But the girl is beautiful.    

한국어: 그러나 그 소녀는 아름답다. 

(ㄷ) ليت هنَد حاضرَة اليوم [Layta Hindan ḥāḍiratun al-yawma!]

영어 번역: Wish hend was here today.       

한국어: 힌드가 오늘 왔으면!

⑨ 절대 부정사 Lā ال النافية للجنس  다음에 나타난다.

문장에 정의된 장소나 상황에 있는 류(Class/Species)를 절대적으로 부정한

다. 이 부정사 다음에는 비한정 상태(Nunation)의 대격을 유지한다.

[.Lā rajula fī al-bayti]  ال رج َال فى البيت

영어 번역: There is not any man in the house.

한국어: ‘그 집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

⑩ 제외사 Eillā ا ألستثناء بإ ال 는 대부분 대격의 명사가 온다. 긍정문에서는 반드

시 대격을 취하고, 부정문에서는 대격 혹은 주격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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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긍정문에서는 반드시 대격을 취한다.

[.Qāma 'l-jamī'u  illa  l-malika] قام الجميُع إ ال الملكَة

영어 번역: All stood except the king.   

한국어: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

(ㄴ) 부정문에서는 대격 혹은 주격이 올 수 있다.

[.Illa Ḥasanan mā ḥaḍra al-talāmidhatu] إ ال حسَن ما حضر الت الميُذ

영어 번역: The other pupils attended except Hasan.

한국어: ‘하산을 빼고는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⑪ 호격사 yā يا다음에 명사가 속격의 지배를 받을 때

(ㄱ) يا ابا بكر [Yā abā bakrin.]

영어 번역: Abu bakr!

한국어: ‘오 아부 바크르!’

(ㄴ) يا اميَر المؤمنين [Yā amīra l-mu minī.]

영어 번역: Oh, Prince of believers!

한국어: ‘오 신자들의 왕자이시여!’

⑫ 대격이 여러 전치사 “With", "By", "During"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비교

적 사용빈도가 낮다. 주로 시나 코란에서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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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سرُت و الني َال [Sirtu wa  nnīla.]

영어 번역: I travelled a long the Nile.  

한국어: ‘나는 나일강을 따라서 여행했다.’

(ㄴ) فرُت و الليلَة [Sāfartu wa  llaylata.]

영어 번역: I travelled during all the night.

한국어: ‘나는 밤 동안에 여행했다.’

⑬ 대격 명사나 다른 대격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다른 대격명사와 동격의 

명사인 경우 대격이 사용된다.

(ㄱ) رأيُت منظرًا جمي ًال [Ra'ytu manẓaran jamīlan.]

영어 번역: I saw a beautiful scene.    

한국어: ‘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ㄴ) رأيُت أسدًا و في ًال [Ra'ytu  asadan wa fīlan.]

영어 번역: I saw a lion and elephant.      

한국어: ‘나는 사자와 기린을 보았다.’

⑭ 감탄문에 쓰이는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특히 동사가 생략 혹은 축약된 감

탄문에서 대격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때 등위접속사 Wa가 이러한 표현을 유도

한다.

아랍어: ما أحسَن زيد [Mā aḥsana Zayd-an.]

영어 번역:　Zayd is good.

한국어: ‘자이드는 얼마나 훌륭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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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사가 생략(Fi‘lun maḥdhūfun مفعول محذوف )혹은 축약된 감탄문에서 대

격이 나타난다.

(ㄱ) مرحبا بك [marḥaban bika.]

영어 번역: welcome!

한국어: ‘어서 오세요(반갑습니다).’

(ㄴ) ارحُب بَك [Uraḥḥibu bika.]

영어 번역: I am welcoming you.

한국어: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⑮ 경고와 권면 التحذير و الترغيب 을 나타내는 표현에 쓰인다.

[.Iyyāka wa- l-nāra] إياَك الناَر

영어 번역: Be ware of the fire.

한국어: ‘불 조심해!’

⑯ 부연설명으로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 뒤에서 자만, 겸손, 명확성 등을 나

타내기 위해 대격 명사가 쓰인다. 

[.Naḥnu l-ṭulāba nadrus bi-jtihādin] نحن الطلبَة ندرُس بإجتهاد

영어 번역: we the students study a lot.

한국어: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⑰ 동반 대격으로 접속사 Wa و 가 전치사 Maʹa مع 의 의미를 가지고 동사의 

동작이 발생한 것에 수반됨을 알리기 위해 쓰인다.

[.Sirtu wa l-jabala] سرُت و الجبَل

영어 번역: I walked up the mountain.         

한국어: ‘나는 산을 따라 걸었다.

아랍어의 목적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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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동사의 목적어(Mafʹaūlun bihi المفعول به)를 

나타낸다.

2. 절대 목적어(Al-mafʹ-ūlu al-muṭlaqu  المفعول
.를 나타낸다(المطلق

3. 시간, 장소 부사(Mafʹaūlun fīi المفعول فيه)를 

나타낸다.

4. 목적(Al-mafʹ-ūlu lahu المفعول له)을 표현하

는데 쓰인다.

5. 상태어(Ḥal الحال)를 나타낸다. 6. 구별 대격(Tamyīz التميز)을 나타낸다.

7. 동사 Kāna كان و أخواتها 와 자매어의 술어를 

나타낸다.

8. 유도사 Inna إن و أخواتها 와 그 자매어들의 주

어를 나타낸다.

9. 절대 부정사 Lā ال النافية للجنس  다음에 나타난

다.

10. 제외사 Eillā ا ألستثناء بإ ال 는 대부분 대격의 

명사가 온다. 

11. 호격사 Yā يا다음에 명사가 속격의 지배를 

받을 때.

12. 대격이 여러 전치사 “With", "By", 

"During"의 의미로 주로 시나 코란에서 많이 

쓰인다.

13. 대격 명사나 다른 대격명사를 수식하는 형

용사나 다른 대격명사와 동격의 명사인 경우 

대격이 사용된다.

14. 감탄문에 쓰이는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특히 동사가 생략 혹은 축약된 감탄문에서 대

격이 나타난다. 

15. 경고와 권면 التحذير و الترغيب 을 나타내는 표

현에 쓰인다.

16. 부연 설명으로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 

뒤에서 자만, 겸손, 명확성 등을 나타내기 위

해 대격 명사가 쓰인다. 

17. 동반 대격으로 접속사 Wa و 가 전치사 

Maʹa مع 의 의미를 가지고 동사의 동작이 발생

한 것에 수반됨을 알리기 위해 쓰인다.

표 Ⅱ-3 아랍어의 목적격

위에서 보듯, 아랍어의 목적격은 한국어와 달리 다양한 용법이 있는데다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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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비슷한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랍권 학습자들

이 한국어 목적격인 ‘을/를’을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26)

   2.2.3. 속격(Jarrun) الجر

아랍어: Kitāin كتاٍب - Al-kitābi الكتاِب(비한정-한정)

영어: A book - The book   한국어: 책

다음에 속격의 용법을 제시한다.

① 명사의 연결형(Iḑāfatun ا إلضافة )에 쓰인다.27)

[.Kitābu al-waladi] كتاُب الولِد 

영어 번여: The book of the boy. 

한국어: ‘그 소년의 책’

② 전치사(Harfu jarrin حروف الجر )는 속격을 지배한다.

[.Fi al-bayti] فى البيِت 

영어 번역: In the house. 

한국어: 집에서.

③ 속격 명사의 수식어인 형용사도 속격의 의미를 가진다.

26) 아랍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목적격 조사인 ‘을/를’을 학습할 때 어려워하는 것은 조사 학습 자

체가 아니라 문장 속에서 서술어와 어울리는 조사를 선택할 때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 동사 

‘싫어하다’와 형용사 ‘싫다’와 어울리는 조사를 선택할 때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 조사 ‘을/

를’을 혼란스럽다고 볼 수 있다.

27) 아랍어에서는 한국어 관형격조사‘의’를 대신하여 쓰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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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사의 연결형(Iḑāfatun ا إلضافة )에 쓰인다.

(2) 전치사(Harfu jarrin حروف الجر )는 속격을 지배한다.

(3) 속격 명사의 수식어인 형용사도 속격의 의미를 가진다.

(4) 상용구 Kullu كل (각각, 모두)뒤에 쓰인다.

표 Ⅱ-4 아랍어의 속격

[.Taḥta al-shajarati al-jamīlati] تحت الشجرِة الجميلِة 

영어 번역: Under the  beautiful tree. 

한국어: ‘아름다운 나무 밑에서’

④ 상용구 Kullu كل (각각, 모두)뒤에 쓰인다.

[.Kulla yawmin] كل يوِم

영어 번역: Everyday.

한국어: 매일

아랍어의 속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셈어족(굴절어)에 속하는 아랍어와 달리 교

착어에 속하는 한국어 격은 체계나 실현하는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격조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두 언어의 격 특징을 분

석하였으며 언어 간 격 표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한국어 학습자가 격 범주를 학습할 때 생긴 문제점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

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한국어와 아랍어의 격 표시의 차이점은 격 표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한

국어에서는 ‘격’은 ‘조사’에 적용되어 나타내는 반면에 아랍어에서는 ‘어순에 따

라 주격, 목적격 표시’, ‘전치사’ 및 ‘호격사’가 다양한 격 표시가 있다.

두 언어의 격 범주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어의 ‘격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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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의미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이는 아랍어에서의 격 개

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한국어 주격조사 ‘이/가’는 문법적 기능으로서 그 

조사가 붙은 말이 주어임을 표시해 주며, 의미 기능으로서 ‘강조’의 의미를 나

타낸다. 반면 아랍어 격은 문법 기능만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조사’를 독립적인 단어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랍어에서는 ‘격’이 단

어의 일부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격조사는 다른 조사로 대치되기도 하고, 다른 

조사를 덧붙이기도 하는 아주 특별한 문법 항목이다. 이는 아랍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따라서 아랍어에서 한국어 격조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문법

적 요소가 있다기보다 격조사는 아랍어에 없는 범주로서 아랍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그 개념 형성이 쉽지 않다. 이 외에도 한국어 격조사와 아랍어 

격 사이에 다양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랍어에서 한국어 격

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문법은 아랍어의 격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 항목도 해당

된다. 다음 표에서 정리하여 제시한다.

한국어 조사의 

종류
형태 대응하는 아랍어의 문법 항목

격

조

사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 주격조사가 없으나 어순으로 결정됨.

목적격 

조사
-을/를 목적격조사가 없으나 어순으로 결정됨.

보격 조사 -이/가 보격조사가 없으나 어순으로 결정됨.

관형격 

조사
-의 두 명사를 선수대로 나열하여 연결함.

부사격 

조사

-에   전치사 ‘Fi (In)فى’
-에게, -한테, -께 전치사 ‘Ela (To)إلى’
-에서 전치사 ‘Men (From)من’
-에게서, -한테서 전치사 ‘Men (From)من’
-로 전치사 ‘Ela (To)إلى’나 ‘Be (By)ب’

호격 조사 -아/야/(이)여
호격사 ‘Yā يا 와 Ayyuhā أيها 여성은 

Ayyatuhā أيتها ’

표 Ⅱ-5 한국어 격조사를 대응하는 아랍어의 문법 항목

표에서 보듯이 아랍어에서는 주격조사, 목적조사와 보격조사가 없으나 어순으

로 결정 되어 있으니 아랍어의 어순 및 문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제시한다.  

 

 3. 한국어와 아랍어의 어순 및 기본 문형

언어를 이루는 언어 요소의 하나인 언어의 배열 순서를 어순이라고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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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2005). 어순은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다. 아무리 많은 수의 단어를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틀을 갖춘 말이나 

뼈대가 잡힌 문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말이나 문장 외에도 비언어적 수단에 의존해서 혹은 단어 몇 개를 나열하

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가 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단지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

며 대다수의 언중이 사용하는 문장, 일정한 규칙에 의해 잘 꿰어진 문장을 발화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28) 

한국어에서는 단어와 통사 단위인 문장 성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문

장을 어순 연구의 대상으로 본다면, 어순은 각 문장 성분 사이의 상대적 위치라

고 할 수 있다. 언어에 따라 이러한 문장 성분의 상대적 위치는 문법 범주를 실

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언어에서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29) 이 어순이 문법 범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 아랍어가 될 것이고 후자는 바로 한국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를 처

음 배울 때에 학습자의 모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므로 목표어

인 한국어와 모국어인 아랍어 사이의 어순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30)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격조사가 문장에서 격을 표시하는 반

28) 1990년대에 외국어 교육 전반에서는 ‘언어교육은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분위

기가 조성되었고, (H. Douglas Brown 2002참조) 이에 발맞추어 한국어 교육에서도 의사소통

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배워도 언어 사용의 정확성에서 낮은 성취

도를 보이는 한계에 이르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좀 더 정확성을 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9) Odlin(1989:87)는 어순의 고형성은 전이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영어어순은 매

우 고형적인데도 유동적인 언어가 모국어인 화자들은 영어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어순을 쓴

다. 그 증거로 Granfors와 Palmberg(1976)은 유동적 SVO 어순인 핀란드 화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도된 영작문 과제에서 수많은 오류를 발견했다. 그 부정적 전이의 한 예로 ‘this 

weekend got F. any fish’ (this weekend F. caught no fish)를 들 수 있다. Granfors & 

Palmberg는 오류의 원인을 유동적인 모어 어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같은 연구에서 보다 고

형적 SVO 어순인 스웨덴 화자들은 훨씬 적은 오류를 보였기 때문이다.

언어 어순 고형성

한국어 SOV 유동적

일본어 SOV 유동적

중국어 SVO 고형적

러시아어 SVO 유동적

30) 이정희(2005)에 의해서, 어순에 대한 연구는 ESL/EFL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영어의 어순이 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어

의 어순은 매우 유동성이 있어서 외국인 학습자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

다. 하지만 모어의 어순과 목표어인 한국어의 어순 체계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항상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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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아랍어에서는 어순을 먼저 보고 어순에 따라 격 표시를 한다. 그런 모국어 

영향으로 아랍권 학습자들이 격조사를 학습하는 데에 많은 오류를 범한다. 여기

에서는 한국어 및 아랍어의 어순을 살펴본다.

   3.1. 한국어 어순 및 기본 문형

한국어는 격조사가 발달되어 있다. 격조사는 명사 구실을 하는 요소 뒤에 붙

어 그 요소가 문장 내에서 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ㄱ) 준호가 현주를 사랑한다.

(ㄱ)에서 주격조사 '가'는 '준호'가 주어임을, 목적격조사 '를'은 '현주'가 목적

어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격조사를 통해 명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기능이 드러난다. 따라서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은 그 위치가 바

뀌어도 격조사를 통해 그 기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라고 한다.

위의 (ㄱ)과 다음 (ㄴ)를 비교해 보면 주어와 목적어의 어순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ㄴ) 현주를 준호가 사랑한다.

(ㄴ)는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해 있다. 이처럼 목적어와 주어의 위

치가 바뀌어도 (ㄱ)과 (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같다. 다만 (ㄴ)에 비해 (ㄴ)

에는 목적어를 강조하는 문체적 의미만 첨가될 뿐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주

어와 목적어는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

나 수식하는 말은 항상 수식을 받는 말 앞에 놓인다. 또 조사는 항상 명사 뒤에 

붙으며 보조동사는 항상 본동사 뒤에 놓인다. 이런 경우는 어순이 고정된 경우

이다. 한국어에서 서술어는 주어나 목적어와 다르게 문장의 마지막에 놓이는 것

이 보통이다.

(ㄱ) 준호가 신문을 본다.

(ㄴ) 신문을 준호가 본다.

위와 같이 볼 수 있듯이 서술어 ‘본다’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온다. 그런데 

서술어 역시 강조를 위해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한국어의 어순을 자세

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

   3.1.1. 주어 +서술어

영어 SVO 고형적

어순의 고형성 정도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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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장은 최소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구성된다. 그런데 한국

어에서는 주어가 서술어 앞에 와야 한다.

(ㄱ) 아이가 운다.

(ㄴ) 꽃이 핀다.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사용되었는데 주어 ‘아이가’, ‘꽃이’가 앞에 오고 뒤

에 서술어 ‘운다’, ‘핀다.’가 왔다.

‘주어-서술어’의 어순이다.31)

   3.1.2.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한국어에서 목적어는 주어 뒤에 서술어 앞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ㄱ) 그 학생이 편지를 쓴다.

(ㄴ) 그가 선물을 산다.

위 예문처럼 한국어는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주어+목적어+서술어(SOV)’어순

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인데 반해 영어나 중국어 그리고 아랍어는 ‘주어+서술어

+목적어(SVO)’ 어순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32)

   3.1.3. 수식하는 말 +수식받는 말

한국어에서는 보통 수식을 받는 말이 수식하는 말의 뒤에 온다.

(ㄱ) 새 ↷차

(ㄴ) 내가 사랑하는 ↷여자

(ㄷ) 준호의 ↷책

위와 같이 한국어에서 관형사나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말이 명사를 앞에서 

꾸며 주는 경우이다. 그런데 다음은 부사나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말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그 앞에서 꾸며 주는 예들이다.

3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에서는 ‘주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언급되어 있다.

32) 세계의 언어는 SVO(한국어, 터키어, 몽골어, 일본어, 아이누어,.......), SVO (영어, 중국어, 프

랑스어, 이탈리아어, 타이어, 아랍어(명사문),......), VSO (아일랜드, 히브르이어, 아랍어(동사

문),.......)의 세 가지 기본 어순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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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준호는 천천히 ↷걷는다.

(ㄴ) 영미는 무척 ↷아름답다.

(ㄷ) 철수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위의 (ㄱ)과 (ㄴ)에서는 부사 '천천히'와 '무척'이 각각 동사 '걷는다'와 형용사 

'아름답다'앞에 와서 이들을 꾸며 준다. (ㄷ)에서는 부사 '매우'가 다른 부사어 '

빠르게'앞에 와서 수식하고, 그 부사어 '빠르게'가 동사 '달린다'를 앞에서 수식

한다. 이처럼 '부사'는 동사, 형용사와 다른 부사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형사보다는 어순이 자유롭다.

   3.1.4. 명사 +조사

한국어에서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문장 안에 쓰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

로 이들의 뒤에 조사가 붙어야 한다.

(ㄱ) 철수-가 영희-를 길-에서 만났다.

'철수'뒤에는 '철수'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 '가'가,'영희'뒤에는 '영희'가 목

적어임을 나타내는 조사'를'이 붙었다. 그리고 '길'뒤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서'가 붙었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경우에 조사가 명사 뒤에 온다는 것이

다.33)

   3.1.5. 본동사 +보조동사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조동사가 본동사 뒤에 온다. 대체로 SOV 언어에

서는 보조동사가 본동사 뒤에 와야 한다.

33) 한국어의 격을 나타내는 조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영어의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온다. 즉, 한

국어에서는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에 의하여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이 표시되나 영어와 중국어

에서는 위치에 의해 그 기능이 표시된다. 아랍어도 영어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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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나는 문을 열어 보았다.

(ㄴ)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ㄱ)에서는 보조동사 '보았다'가 본동사 '열어'뒤에 왔으며,(ㄴ)에서는 보

조동사 '주셔서'가 본동사 '와'뒤에 왔다.

즉, 한국어의 기본 문형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가 서로 어울려 

만들어진다.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이거나 서술어가 나타내는 

상태, 속성의 대상이고, 서술어는 주체나 대상을 서술하는 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형은 '주어+서술어'이다. 그런데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서는 주어, 

서술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 부사어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 목적어는 서술

어가 표현하는 주체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이며,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또 부사어는 서술어의 행위가 일어난 장소나 시간, 원인 및 행위

가 일어나는 데 쓰이는 재료나 도구, 수단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서술어의 기

본적인 위치가 문장 맨 끝이므로 목적어와 보어, 필수적 부사어는 주어와 서술

어 사이에 놓이게 된다.

(1) 주어 +서술어 : 꽃이 핀다.

(2) 주어 +부사어 +서술어 : 영미가 의자에 앉았다.

(3) 주어 +목적어 +서술어 : 영미는 준호를 사랑한다.

(4) 주어 +보어 +서술어 : 준호는 어른이 되었다.

(5)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 영미는 준호를 천재로 여긴다.

한국어 기본 문형

(ㄱ)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며, (ㄴ)는 (ㄱ)에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간 것

이고, (ㄷ)는 (ㄱ)에 목적어가, (ㄹ)는 (ㄱ)에 보어가, (ㅁ)는 (ㄱ)에 목적어와 필

수적 부사어가 들어간 것이다. 즉. 한국어의 어순 및 기본 문형은 다음 표에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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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순 및 기본 문형 예문

어순

명사 +조사 철수-가 영희-를 길-에서 만났다.

수식하는 말 +수식받는 말 내가 사랑하는 ↷여자.

본동사 +보조동사 나는 문을 열어 보았다.

기본 문형

주어 +서술어 꽃이 핀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학생이 편지를 쓴다.

주어 + 부사어 + 서술어 영미가 의자에 앉았다.

주어+ 보어 + 서술어 준호는 어른이 되었다.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서술어 영미는 준호를 천재로 여긴다.

표 Ⅱ-6 한국어의 어순 및 기본 문형

  3.2. 아랍어 어순 및 기본 문형

기본적으로 아랍어 어순은 아랍어 문장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 문법에

서 아랍어 문장은 명사문과 동사문으로 구분되는데 문어체 아랍어로 쓰여진 문

장(Literary Prose)에서는 VSO의 동사문 구조가 가장 선호되는 기본 어순이다. 

그러나 구어체 아랍어의 대화체 문장에서는 SVO의 어순이 보다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문어체 아랍어의 어순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3.2.1. 동사문: [동사 +주어34)]

동사문(Verbal Sentence)은 문장의 순서가 동사 + 주어의 순으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이때 동사가 주어를 포함할 경우도 있다.

[.Dakhala al waladu al-ghurfata] دخل الولُد الغرفَة

영어 번역: The boy entered the room. 

한국어: 그 소년은 그 방에 들어갔다.

위 문장에서는 어순에 따라 주어 및 목적어를 결정한 것이다. 주어를 나타내

는 격 표시인 ‘u’, 목적어를 나타내는 표시인 ‘a ’를 붙었다. 

34) 아랍어는 동사 형태를 기본적으로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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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명사문: [주어 +동사]

명사문(Nominal Sentence)은 문장의 순서가 [주어 + 동사]의 순서로 시작

되는 문장이거나 동사가 없는 문장을 말한다.

[.Al-waladu kabirun] الولُد كبيٌر

영어 번역: The boy is tall. 

한국어:‘그 소년은 키가 크다’

명사문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사가 사용되지 않는다. 위 예문에서처럼 주

어가 한정, 술어가 비한정 상태이고 현재 시제인 경우 영어의 ‘be’ 동사와 같은 

계사가 쓰이지 않고도 문장이 될 수 있다.

   3.2.3. 아랍어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

아랍어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은 동사문의 어순인 “동사 +주어 +목적어 +부

사구”의 순서이다.

[.Dakhala al waladu al-ghurfata ṣbābḥan] دخل الولُد الغرفَة صباحًا 

영어 번역: The boy entered the room in the morning.

한국어: ‘그 남자는 아침에 그 방에 들어갔다’

(1) 주어가 비한정이고 술어가 전치사구일 때 문장은 도치된다.

[.Fī al-maṭāri ṭaiāiratun] فى المطاِر طيارٌة

영어 번역: There is a plane in the airport.

한국어: ‘그 비행장에 비행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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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랍어의 한정 명사는 비한정 명사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VSO)[.Qatala al-jundiyyu mujriman] قتل الجندي مجرمًا

영어 번역: The soldier killed a criminal.

한국어: ‘그 군인은 범인을 죽였다.’

따라서 동사문에서 주어가 비한정이면 주어가 목적어 뒤에 오게 되는 VOS의 

어순도 가능하다.

(VOS)[.Daxala al-bayta rajulun] دخل البيَت رجُل

영어 번역: A man entered the house.  

한국어: 한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갔다.’

(3) 주제화(Topic Alization) 규칙에 따라 SOV, OVS의 변형 어순도 가능하

나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ㄱ)  أشترى محمُد كتابًا [Ishtara Muḥmmadun kitāban.](VSO)

영어 번역: Muḥmmad bought a book.

한국어: ‘무함마드가 책을 샀다.’

(ㄴ) محمُد كتابًا أشتري Muḥmmadun kitāban ishtara.(SOV)

영어 번역: Muḥmmad bought a book.

한국어: ‘무함마드가 책을 샀다.’

(ㄷ) كتابًا أشتري محمُد  Kitāban ishtara Muḥmmdun.(OVS)

영어 번역: Mouhammad bought a book.

한국어: ‘무함마드가 책을 샀다.’

위 예문 모두 구문상의 의미는 “무함마드가 책을 샀다”이다. 그러나 (ㄱ)의 

어순은 주제어인 Muhammad에 대한 서술로서 새로운 의미의 정보는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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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순 및 문형 예문

동사문: [동사 +주어] دخل الولُد الغرفَة
[Dakhala al waladu al-ghurfata]

명사문: [주어 +동사] الولُد كبيٌر
[Al-waladu kabirun.]

동사 +주어 +목적어 +부사구
دخل الولُد الغرفَة صباحًا
[Dakhala al waladu al-ghurfata ṣbābḥan.]

주어가 비한정이고 술어가 전치사구일 때 문

장은 도치된다.

فى المطاِر طيارٌة
[Fī al-maṭāri ṭaiāiratun.]

아랍어의 한정 명사는 비한정 명사에 선행하

는 경향이 있다.

قتل الجندي مجرمًا
[Qatala al-jundiyyu mujriman.](VSO)

주제화(Topic Alization) 규칙에 따라 SOV, 

OVS의 변형 어순도 가능하다.

أشترى محمُد كتابًا
[Ishtara Muḥmmadun kitāban.](VSO) 

محمُد كتابًا أشتري 
[Muḥmmadun kitāban ishtara.](SOV)

 كتابًا أشتري محمُد
[Kitāban ishtara Muḥmmdun.](OVS)

표 Ⅱ-7 아랍어의 어순 및 기본 문형

Kitāban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 경우 심층 구조의 의미상 질문은 ‘무함마드

의 경우는 무엇을 샀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간주된다. (ㄴ)의 어순은 화용론적 

기능(Pragmatic Function)에 부합된다. 즉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무함마드가 

산 것은 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어순이다.

즉, 아랍어의 문형을 다음 표에서 정리하여 제시한다.

즉, 기본적으로 아랍어 문장에서는 어순에 따라 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동사

문이나 명사문에서 먼저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

다. 주격은 ‘u, un ’을 체언에  붙이고, 목적격은 ‘a , an’을 체언에 붙인다. 

다음 3 장에서 아랍권 학습자가 한국어 격조사를 사용하는 데에 어순을 포함

하여 모국어 영향으로 인해 오류 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아랍 지역 내에 한국어 교육의 현황

1970년대 이후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개념 정립과 함께 의사소통적 접근 방

법에 따른 의미-기능 중심 교육과정이 대두되었다. 의미-기능 교육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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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학습자가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기능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문법이나 구조는 필요에 따라 제시될 수 있

으나 주된 교육 대상은 아니다. 백봉자(1991a)는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외국어로서의 문법은 간결해야 한다. 이차언어의 문법은 문법을 배운 

후에 그것에 의존하여 창작을 해야 하므로 복잡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문법 이론에 대해서 전혀 기초 지식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적이

어서도 안 된다. 지나친 분석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간결한 문법 체제이어야 

한다. 구문 중심의 문형을 외우고 모방하는 것이 말을 학습하는 가장 초기 방법

이므로 품사 설정을 하는데도 의미보다는 기능 위주의 문법 체계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사고방식의 

차이는 학습자 누구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둘째, 외국어로서의 문법은 모국어 문법과의 연계성을 생각해서 그 특성이 분

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모국어와의 대비적 관계에서 그 공통성이 최대한으로 이

용되고, 아울러 상이점과 특성이 드러나게 함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상이 굴

절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영어권인35) 경우에는 한국어의 첨가어적 특성인 관

계류의 기능은 아주 특이한 것이므로 이것이 강조되거나 동사의 어간에 여러 

가지 기능어가 첨가됨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또 용어의 선택에서도 이미 가지

고 있는 지식과 혼동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4.1. 아랍어권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아프리카에 위치한 이집트의 아인샴스 대학교가 한국어과를 2005년 9월에 개설

한 지 1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요르단에서 한국어-실용영어 전공이 처음

으로 개설되었다. 이집트의 경우, 아인샴스 대학교가 한국어과 개설을 하겠다며 한

국 정부에 교수 파견 요청을 하였으나 요르단의 경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파

견한 한국학 교수의 한국어 교양과목의 수강학생이 한 학기에 130~200명으로 늘

어나면서 요르단 대학교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학 교수가 한국어 전공과정 설

치를 요청하자 요르단 대학교가 이에 응하게 된 것이다. 물론 한국학 교수가 한국

어과 개설을 요청하게 되기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 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

단, 한국 국제 협력단 그리고 요르단에 상주한 한국 기업들의 도움이 있었다. 

아직 중동 아프리카는 한국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이 실정이다. 오히려 한국이 

조금씩 중동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동 아프리카는 줄곧 유

럽을 지향하고 있었다. 실례로 지금 한국에는 아랍어 학사 과정을 둔 대학이 4곳이

35) 아랍어권 학습자들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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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랍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2005년 9월(이집트)과 2006년 9월(요르단)에 한

국어 전공이 설치되었고 한국어가 L4(전문가) 수준에 이른 아랍인은 아직 없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아랍인들은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잘 몰라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가 모

두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써 놓은 아랍어 책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랍어로 

쓴 한국에 대한 책이나 한국학 저서들이 아랍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래

서 요르단 대학교 출판부에서 <아랍어로 배우는 한국어 (1), (2)>36) 그리고 한국 

학술진흥재단이 출판비를 지원한 <한국과의 협력 증진>이란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아랍 교수들의 한국학 논문을 모아 2006년에 편찬한 후 아랍 20여 개 나라의 50여 

개 대학에 보냈다. <아랍어로 배우는 한국어(2)>에는 동해와 독도에 대한 설명도 

아랍어로 되어 있어 한국을 바로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을 중동에 잘 

알리기 위해서는 한국학 교수들의 교육 언어도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어 전공과목

을 가르칠 교수는 한국어만 알아도 될지 모르지만, 아랍의 문과대학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한국어 교양과목은, 한국어 교수는 아랍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가르칠 수 있다.

아랍어도 아랍 각국마다 달라 해당 국가의 아랍어 비격식 방언(암미야)을 알아야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  사실, 중동 아랍국가에서 한국어의 정

착과 한국 바로 알리기를 위해서는 한국학 저서들을 아랍어로 정확히 번역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홍보자료 중 아랍어로 더빙된 내용을 보니 아랍인들이 오해할 

번역이 있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히 알고 그에 상응한 적절한 용

어로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번역의 오류로 인하여 한국

을 바로 알리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다음은 이집트 주재 한국 문화 홍보관에 따른 이집트 내에서 한국어 학습자에 대

한 자료 분석이다. 2010년에 이집트 주재 대사관에서 1천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신청했다. 이 가운데 150여명을 선발, 초급반 3개를 운영하고 있다. 대사관

에서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한국어강좌에는 최근 3년간 해마다 1천여 명이 지원을 

하고 있다. 필자는 해마다 시작하는 초급반학생들에게 한국-이집트 양국 간 돈독

한 관계를 세우는 데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다. 수강생은 의사, 변호사, 공무

원, 기자, 주부 등 다양한 직종을 가진 이집트인들이다. 

이집트와 한국은 외교관계를 1995년부터 가졌다. 짧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양

국간의 물적 인적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집트 도로의 30%이상을 한국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한국과 이집트가 얼마나 많은 교역을 해오

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6)  공일주(2007), Korean Language and Communications for Arab Learners



- 48 -

나라 명 기관 명 한국어 학습 목적

튀니지 마누바대학교 한국경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남자대학교 한국 경제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

요르단 요르단 국립대학교 한국어-영어

표 Ⅱ-8 아랍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기관

이집트 국민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2005년 중동 아랍권에서는 최초로 4년제 국

립 아인샴스 대학교에 한국어과를 개설하여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첫 졸업생을 2009년 30여명 배출한 아인샴스 대학교는 한국어 자국인 교

수요원 양성을 위하여 동년 석사과정을 개설하였다.  주 이집트 대사관도 2010년

부터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교수요원 3인을 대사관 운영 한국어강좌의 초급

반 강사로 초빙하여 이집트 강사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자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집트에서는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과, 헬안 

관광호텔대학, 룩소 관광호텔고등원, 알렉산드리아 관광호텔고등원, 포트사이드 

청소년센터, 대사관 한국어강좌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다. 

즉, 다음 표에서는 아랍 지역에서 아랍어권 학습자들에 대한 자료를 요약한다.

   4.2. 교재내 격조사 교육의 현황

박민신 (2010)에 의하면, 해외 대학의 한국어학과는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한

국 위상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 중심의 한국어교육과 함께 한국 문학. 

역사. 사회 등의 한국학의 기초적 지식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

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합한 교재와 전문 교수진 등의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학. 역사 등의 강좌 진행이 녹록치 않다. 한국 유수의 대

학 부속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는 목표 하에 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영역의 통합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문 연구진에 의

해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

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어학. 문학. 역사 교재 개발의 실태는 열악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지적은 그 동안 해외 각지에서 여러 차례 있어 왔으나37)

37) 몽골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연구한 이안나 (2005, 2007)에서는 3학년 이상에서 배우는 

문학, 경제, 역사, 정치 등의 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없어 교사가 자체적으로 교재를 

재작하거나 교재 없이 시간마다 필요한 내용을 강의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 내용과 단계별 학습에 대한 개요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대학의 한국어과 운영 형황을 논한 신영지(2009)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학년에 개

설된  역사, 문학, 정치, 경제 등의 과목을 가르칠 전문적인 교수 요원의 부족, 현지에 적합한 

교재의 부족, 교과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들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사례

를 다룬 하민탄(2006)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는 한국학 발전을 위해 현지 교원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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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제시가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발

전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조사와 어미 체계가 완전히 다른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은 학습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조사와 어미의 사용에 오류를 자주 보인다. 특

히 한국어 학습자들의 조사사용을 살펴보면, 한국어와 어순이 완전히 다르고 다

른 조사 체계를 지닌 아랍권 학습자들이 조사사용에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이 빈약한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가 반영된 관용

구의 이해도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오류와 어려움들이 고급 학습자들보다 초･
중급 학습자들에게 더 많이 발생된다. 자세한 교재 분석 결과는 뒤의 Ⅳ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5. 한국어 격조사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분석의 연구는 1980년대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관심을 기

울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5.1. 오류의 개념 및 판정 방법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시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형태의 하나는 바

로 조사이다. 학습자들은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고급 학습단계에 이르

러서도 한국어 조사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특히 조사 체계가 없거나 적은 아랍권 학습자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조

사의 의미를 파악하여 활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오류

를 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

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행해진 선행 연구는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른 오류 분석 연구, 오류의 

빈도수를 밝힌 연구, 학습자의 수준별 오류 분석 연구, 말뭉치를 이용한 오류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모국어

의 간섭보다는 학습 목표어 자체의 복잡성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

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것이 바로 오류분석 가설(Error Analysis Hypothesis)이

다. 오류분석 가설이란 오류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적으로 분류, 분석하여 오류

의 원인을 규명하고, 오류가 일어나는 빈도수에 따라서 난이도를 추정하는 이론

하고 수준이 낮은 문제의 극복, 한국학 도서 출판사업 추진, 한국학 전공 대학교들이 적합한 

교육과 연구 방법을 위한 교육 목표와 내용의 확정, 한국학 연구 현황 정보교환 활성화의 필요

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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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오류란 제2언어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잘못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오류(Error)와 

실수(Mistake)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류와 실수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경계선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오류와 실수를 대별해 내는 과정에는 

판정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코더(Coder,1967)는 규칙성과 제1기준으로 언어 수행상에 나타나는 잘못을 

실수(Mistake), 잠재능력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오류(Error)로 구분한다.38) 그는 

실수는 착오나 신체적 조건하에서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잘못으로 화자가 즉시 

알 수 있고 체계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반면, 오류는 언어의 기본 지식을 변칙

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구분하였다. 다시 말하면 실

수는 우연의 것으로 전혀 체계가 없고 반복되지도 않으며 학습자 자신이 범한 

실수를 즉시 알 수 있다.  반면, 오류는 학습자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의 발로이

므로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항상 반복적이고 체계적이며 언어의 기본 

지식을 변칙적으로 틀리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후세인(Hussin,1971)은 실언(Slip Of The Tongue), 실수(Mistake), 오류

(Error)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실언은 학습자가 언어 

생성 후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본인 스스로 올바른 형식으로 교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기억의 일탈이나 피곤한 육체적· 감정적 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실수는 학습자에게 자신의 실수를 알려 주면 그것을 인지할 수

는 있으나, 자신의 실수를 반드시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부

분이 잘못되었는지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 셋째, 오류는 학습자에게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어도 학습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스스로 교정도 

할 수 없다.

브라운(Brown,2000:217)은 “오류란 원어민의 성인 문법으로부터 일탈한 것

으로 학습자의 중간언어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외국

어 학습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위의 견해를 종합하면 실수는 언어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언어 수행에서 

학습자 자신의 무기력감, 부주의, 무신경 등의 언어 외적 요인들에 원인이 있는 

반면, 오류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중간언어

38) 코더(Coder,1967.1981)에 의하면 오류란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범하는 잘못으로서 오류에는 

학습자의 언어지식이 구조화되어 나타나는 반면, 실수는 언어수행에서 발생하는 일회적인 잘못

을 말한다. 이 중에서 오류는 학습자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특히 중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수는 언어체계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착오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외국어 화자뿐만 아니라 모어화자의 발화에서도 나타난다. 결국 학습자의 발화

에서 오류로부터 실수를 분리해 내는 작업이 오류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둘은 간단히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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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anguage) 단계에서의 언어 능력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수와 오류를 구분해 내기 위해서는 ‘언어 수행’과 ‘언어 능력’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은 오류의 규칙성과 불규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전자가 

오류라면 후자는 실수에 해당한다. 때문에 오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

며, 이는 외국어 학습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식 체계가 될 수 있다. 즉, 오류

는 대조분석에 의해 제거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난이도를 추정하여, 원인을 규명한 뒤 교수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김유미,2000).

그러나 오류분석 가설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는데, 오류분석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스카처 외(Schachter & Celce-Murcia)는 다

음의 6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오류분석은 학습자의 언어자료 중에 오류만을 대상으로 한다. 학습자의 

오류만을 관찰하고 비오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학습자의 총체적인 

언어학습 내용과 학습전략을 파악할 수 없게 한다. 오류와 비오류를 함께 살펴

봄으로써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에 비해 오류가 없는 부분은 왜 그러한지, 또한 

이에는 어떠한 학습전략이 이용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로써 학습자의 학습상

황의 총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오류의 본류에 관한 문제로서, 여러 가지 범주에 걸쳐질 수 있는 오류

에 대해선 이를 어느 범주로 적절히 분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다분

히 분석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셋째, 오류의 빈도수를 기술하는 문제로, 오류의 빈도를 단순히 양적으로 파

악하여 측정해서는 안 된다. 오류의 절대적 빈도수가 아닌 상대적 빈도수, 즉 

오류의 발생 가능수와 실제 오류의 수를 고려하여 그 발생 비율을 기술하여야 

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오류분석을 통해 오류가 많으면 어려운 항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과연 오류 빈도수와 난이도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검증해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자신이 어려워하는 문법 항목에 대해 그 

항목의 사용을 피하는 전략을 씀으로써 오류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난이도와 빈도수의 관계는 일치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오류 원인 규명의 문제로 상당수의 오류는 그 원인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류의 원인을 결정할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섯째, 자료를 표본으로 하여 추출할 때의 문제로 오류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그 대상자 및 대상자의 모국어 그리고 표본자료의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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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분석자의 객관

적 태도 및 언어자료에 대한 총체적 지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정확한 결론을 이

끌어 낼 수가 없다.

오류분석 가설에 따르면 오류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2언어 학습전략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2언어를 교수하는 교∙강사 입장에서 학습자의 오

류는 언어 학습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자 지식 체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보여주는 모국어도 아닌 목표어도 아닌 

언어 유형들을 볼 때 그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오류인지를 구별해 내기란 여전

히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밝혀낼 수 없는 유

형들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접근은 더욱 더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언어학습자의 모국어나 목표어의 영향, 기타 요소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

하여 빈번하게 생기는 언어적 오류는 스스로 인식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이

다.39) 레논(Lennon,1991)에 의하면, 오류는 같은 문맥이나 유사한 언어 생성의 

조건에서 원어민 화자가 만들어 낼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학습자가 만든 언어 형

식이나 언어 형식의 조합으로 모어 화자가 인정하는 최대한 ‘문법성’의 한계 허

용치를 넘어서 교정이 필요한 문장을 의미한다. 케블린 (Kleppin,1998)에서는 

‘정확성’, ‘이해할 수 있는가의 여부’, ‘상황에 적절한가의 여부’, ‘수업에 종속된 

기준들’, ‘융통성과 학습자 관련성’ 등 5가지의 기준으로 학습자의 오류의 몇 가

지 정의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케블린(Kleppin, 1998)과 이지선(2006)을 참조

하여 오류 판단의 기준으로 문법성과 맥락적 적절성을 다루고자 한다. 문법성

(Grammatically)이란 학습자가 문법적으로 맞게 기술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라이언스(Lyons,1977)에 의하면 문법성이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의미적, 형태적으로 완성된 언어 형식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문맥에서 자

유로운 개념이라 어떤 문장이 문법적으로 정확한지에 대한 판단은 맥락의 영향

을 받지 않는다. 

오류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모어화자들 간에도 직관에 따라 다를 수 있

으므로 오류 문장을 추출해 내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

류를 판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로 삼은 것은 문법성 (Grammatically)과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인데 이 중 하나의 기준에라도 위배되는 것은 오류로 파

악했다.40) 

39) (Hussein 1971, Coder 1981, James1998).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수는 단순히 학습자의 

언어수행의 잘못에서 기인되며 일회적이고 스스로 인지되어 교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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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로 판정된 항목에 한해서 유형별 분류를 실시하였다. 듈레이 외

(Dulay,1982)에서 제안한 표면전략분류(Surface Strategy Taxonomy) 양식에 

따르면 오류의 유형을 ‘누락(Ommission)41), '첨가(Addition)', '오형태

(Misformation)', '오순서(Misordering)'로 크게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

분은 조사와 같은 문법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아니다. 오히려 이전 

시기 에설튼 (Etherton,1977)에서는 문법 요소별로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는 틀

을 제시했는데 특히 관사와 전치사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Omitted )'과 ‘불필요

하지만 삽입된 것 (Unnecessary But Inserted)', 그리고 ‘잘못된 사용(Wrong 

One Used)'으로 구분하고 있다.

 5.2. 격조사의 오류 유형 및 분류

성인 학습에서 오류를 시간을 들여 자연 수정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며 범위 또한 너무 광범위하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고 반복된 오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같

은 오류를 범하는 집단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오류를 최소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 관찰과 연구는 집중적인 관찰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

운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학습자가 자주 틀

리는 것들이 학습자 개인의 능력이나 언어에 대한 적성부족으로 치부되기 쉽다. 

혹은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 교사 개인의 교수 방법상의 문제로 인식되

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것은 언어 학습에서 오는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하다.

코더(Corder,1981)에 의하면 오류분석의 목적은 크게 이론적인 목적을 위한 

연구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오류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석주연·안경희

40) 라이온스(Lyons,1977)에서는 ‘비문법적 발화는 모어화자가 수용불가능하다고 인식하되 교정

은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41) 'Omission'을 ‘생략’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누락’으로 쓰기로 했다. 그 이유는 

문장의 구성요소가 빠져 있을 때 전략적,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하면 반드시 써

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이라 명명하고 비문법적으로 여겨지는 경

우는 ‘누락’이라 명명함으로써 구분하도록 한다.

 제임스(1998)에서도 아래의 예문과 같이 문법적으로 허용되는 ‘Ellipsis'와 비문법적으로 판정되

는 ‘Omission'을 구별하고 있다.

* He'll pass his exam but I won't [pass my exam]. Ellipsis(생략)

* He'll pass his exam but I‘ll [ø] too. Omission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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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에서는 이론적인 목적을 위한 연구는 학습자의 제2언어 습득 과정을 밝

히려고 오류분석을 하는 경우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오류연구는 한국어 교

육현장에서 오류분석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

다. 즉 이러한 오류분석은 오류의 객관적인 분석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학습자 

오류의 효율적인 수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현상에서 실용적으로 반영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랍권 학습자의 조사 교육에서 발생하는 오류분석의 목

적을 교육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오류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아랍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돕고자 한다.

한국어의 조사는 체언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 그러

므로 조사의 오류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행 체언의 음운환경 (자음으로 

끝났는지, 모음으로 끝났는지 와 같은 음운적 환경)에 따라 조사의 형태를 올바

로 선택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통사론적 측면에서 보면 

조사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 두 단어 (명사와 명사, 명사와 동사 등) 사이의 관

계를 나타내 주는 적절한 조사가 선택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겠다.42)

한국어의 조사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단순하게 두 체언을 연결하는 접

속 조사가 있는가하면, 주로 명사와 동사의 관계에 작용하는 격조사도 있고, 여

러 가지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도 있다. 반면에 아랍어는 이런 조사 개념이 

없으며 2장에서 살펴봤듯이 모음변화로 격을 표시하거나 어순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조사에 대해 공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오류부석 연구의 절차는 에설론(Ethorton,1977)에서는 먼저 연구대상자

의 사전정보 교수-학습수준, 경력, 성별, 학습기관에서 사용하는 매개 언어, 출

신, 날짜 등, 둘째, 수정되지 않은 오류자체의 기록, 셋째, 오류의 분류, 그리고 

오류의 계량화의 단계를 밟도록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논의의 대상이 되

어 왔던 부분은 오류의 식별, 오류의 기술과 유형별 분류, 오류의 원인 분석 등

으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오류를 식별할43)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오

42)조철현(2002)는 ‘조사의 오류는 형태적의 측면과 통사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형태적

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는 (√은) 재미있어요.’에서 ‘것’은 자음으로 끝났으므로 ‘은’을 쓴 대신

에 ‘는’을 쓴 경우이며, 통사론적 측면에서 보면 ‘건강*이 (√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에

서 타동사와 자동사 자체의 구별과 조사의 대응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이다.’고 하였다.

43) Coder(1981)는 문장의 오류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1) 오류가 없고, 원어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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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찾아내는가이다. 코더(Coder,1971,1981:23)에는 개인의 오류를 찾아내는 

절차가 모델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오류를 목표어, 또는 연구대상

자의 모어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류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문법성(Grammaticality)'과 ’수용가능성(Acceptibility)'을 오류 확

인의 기준으로 삼는다. ‘문법성’은 라이온스(Lyons,1977)에 의해 정의된 용어로

서, 의미적, 형태적으로 완성된 언어형식을 갖춘 경우를 문법적이라고 인정한

다. 이와 혼동되기 쉬운 용어인 ‘수용가능성’은 언어적 요인 외의 요소가 개입

된 문맥 내에서도 자연스러운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서, 화용적 차원을 아우르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오류분석을 위해서는 오류의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듈레이 외(Dulay, Burt and Krashen, 1982:146-172)에서는 언어학적 범주 유

형(Linguistic Category Classification)과 표면 전략적 유형 (Surface Strategy 

Taxonomy)을 소개하고 있다. 언어학적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음운, 형태

소, 문법 차원의 오류로 나누고 이를 다시 동사, 명사, 전치사, 관사 등으로 세

분해 나가는 방법이다. 표면 전략적 유형이란 학습자가 필수적인 요소를 누락, 

첨가 또는 변형이나 어순 도치함에 따라 표면구조가 바뀌는 양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듈레이 외(1982)에서는 이 밖에도 목표어 화자가 생산하는 

오류와 비교하는 비교 오류, 목표어 아동의 오류와 비교하는 발달상 오류, 학습

자의 목표어를 반영하는 언어간 오류 등 다양한 오류의 유형을 제시한다. 리차

드(Richards,1971)에서도 오류의 원인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간 오류, 언어내적 

오류, 발달상 오류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황정숙(1992)은 한국어 학습교재와 문학작품 속의 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단

계별 수업모형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한국어 조사의 수업 

모형을 마련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을 시도했다. 이 논문에서는 기능중심의 조사, 

기능과 의미를 함께 제시해야 이해가 쉬운 조사, 개별 의미나 문맥 의미를 중심

하는 조사, 조사간의 결합과 생략현상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은경(1999)은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조사를 사용할 때 일으키는 오류

를 수집하여 한국어 학습의 중간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의 조사 활용 실태를 파

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배소영(2001)은 한국어를 배우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격조사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고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형태·의미적 

  2) 원어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적절하지 않으며,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원어민이 받아들일 수 없고, 적절하며,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4) 원어민이 받아들일 수 없고, 적절하지 않으며,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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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비교하여 모국어인 러시아어가 한국어의 격조사를 학습하는데 어떤 간

섭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고 효과적인 격조사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진영(2002)은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 제공한 작문을 이용하여 오류 말뭉

치를 구축하여 고급 학습자들의 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한 후, 고급 학습자들이 

어떤 종류의 오류를 범하며, 그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여 고급 학습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정희(2002)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글말과 입말에서 

범하는 오류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발음, 문법, 어휘, 맞춤법의 유형별로 분

류하고, 국적 및 단계별로 오류의 양상이 차이가 나는 지를  살펴본 후, 학습자

의 오류 자료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숙·남기춘(2002)은 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을 중심으로 초급·중급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분석한 후 유형을 분리, 오류 횟수를 분석하여 ‘이/

가’, ‘은/는’과 서술어와의 관계, 문형의 개념 등을 사용하여 ‘이/가’, ‘은/는’을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미영(2007)은 한국어 초·중급 학습자의 격조사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오류

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 본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이 무엇인지 알보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장미경(2009)은 한국어 교육 분약의 학위 논문 가운데 문법 항목 ‘조사’의 교

육과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그 연구사를 정리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사의 

기능 및 이해를 학습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

다.

위에서 언급한 의견에 의하면, 오류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내용적인 접근으로 이는 오류의 원인에 따른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적인 접근으로서 오류 판정에 따른 분류이다.

먼저 내용적인 접근으로는 리차드(Rechard,1971)가 있다. 그는 오류를 두 가

지 범주로 유형화했다. 모국어 구조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간섭 오류 

(Interference), 학습자의 언어 배경과 관계없이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Interlingual And Developmental Errors)가 그것이다. 그는 후자를 다시 세분

화 하여 목표어 규칙의 과인 적용 및 규칙의 불완전한 적용 등 규칙 습득 과정

의 일반적 특징을 보여주는 언어내적 오류 (Interlangual Error),  제한된 경험

을 통해 학습자 나름대로 목표어에 대한 가설을 세워서 나타나는 발달 오류 

(Developmental Error)로 분류하였다.

코더(Corder,1973)는 학습자가 범하는 체계적인 오류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선체계적 오류(Pre-systematic Error),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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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오류(Post-systematic Error)로 분류하고 이를 수정 가능성과 규칙의 설

명 능력으로 나누고 있다. 선체계적 오류는 수정 가능성이 없으며 규칙의 설명 

능력도 없다. 다음으로 체계적 오류는 수정 가능성은 없으나 규칙의 설명 능력

은 있다. 마지막으로 후체계적 오류는 수정 가능성도 있고 규칙의 설명 능력도 

있다. 이후 코더(Coder,1981)는 오류를 언어간 전이, 언어내적 전이, 학습 환경 

요소로 인한 오류로 유형화 했다.

테일러(Taylor,1975)는 오류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목표어

의 규칙을 부적절한 상황에서 적용한 결과로 일어나는 오류인 규칙의 확대 적

용에 의한 오류, 모국어의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인 전이 오류,  대치시켜

서 일어나는 오류로서 대개 주의를 잘못한 데에서 발생하는 오류인 번역 오류, 

자국어를 목표어로 번역하는데서 나타난 오류가 규칙의 확대적용, 전이, 번역 

등의 방책에 의해 설명될 수 없을 때의 오류로 출처가 애매한 오류,  오류 분석 

목적에 맞지 않는 기타 오류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 이순자 (1987)는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 목표 언어 문법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오류, 불합리한 어휘 사용에 의한 오류, 언어 외적 이유

에서 오는 오류, 언어 자체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오류로, 최우영(1997)은 언어

내적 전이, 언어간 전이로 오류를 유형화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형식적인 접근은 버트와 기버스키(Burt & Kiparsky, 1974)가 있

다. 그들은 학습자의 오류를 전체적 오류와 부분적 오류의 두 가지로 범주화했

다. 전체적 오류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전반적으로 문장 조직에 영향을 

초래하는 오류를 뜻하며 부분적 오류는 의사 전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간

단한 요소인 명사, 동사, 굴절관사, 조동사 등에서 오는 부분적  오류를 의미한

다.

듈레이와 버트(Dulay & Burt,1982)는 음운, 형태소, 문법 차원으로 오류를 

분류한 언어학적 범주 유형,  학습자가 필수적인 요소를 누락, 첨가 또는 변형

이나 어순을 도치함에 따라 표면구조가 바뀌는 양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표면 

전략적 유형으로 오류 유형을 범주화 한다.

마지막으로 김유미(2000)는 조사 사용의 오류 유형을 누락, 첨가, 대치 등으

로 분류한 표면 전략적 유형,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것, 목표어 자체의 복잡

성으로 인한 과잉일반화와 단순화,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한 회피 등으로 분류한 

오류 원인에 따른 유형으로, 이정희 (2003)는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목표

어 규칙의 확대 적용에 의한 오류,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 등의 오류의 원인에 

따른 분류 문법, 어휘, 음운, 맞춤법, 어순, 담화맥락 등의 범주별 유형과 대치, 

누락, 첨가, 정도 등의 현상을 고려한 오류 판정에 따른 분류로 오류 연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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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류의 유형은 학자별로 매우 다양하며, 그 유형이 

통일되지 않았다. 이는 학습자의 오류를 바라보는 관점이 주관적이라는 점에 기

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정희(2003)는 한국어 오류 분석에서 통일된 

오류 분석의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한국어 오류 분

석 유형을 영어 교육의 이론에 따라 나누고 있어 한국어 구조와 특징에 맞는 

오류 분류 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조사 사용의 오류와 관련해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원인을 교수모형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먼저 외국인 학습자들의 조사 사용에 

있어서 드러나는 오류의 문제는 빈도나 유형 면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의 오류 유형을 선별해 범주화했다.

먼저,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 현상에 주목해 오류의 유형을 누락 오류, 첨가 

오류, 대치 오류로 분류했다. ‘누락’은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쓰이지 

않은 경우이고, ‘첨가’는 ‘누락’과 반대로 조사를 쓰지 않아야 할 자리에 조사를 

쓰거나 다른 종류의 조사를  중복해서 쓴 경우이다. ‘대치’는 조사를 사용했으

나 조사의 용법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대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적

합하지 않은 조사를 대치해서 사용한 경우와 변이형 대치가 그것이다. 여기서 

변이형 대치는 오류보다는 형태 학습 부족일 수도 있다.

 

 (ㄱ) 내 친구* (√가) 주말에 집에 놀러 왔어요. 

 (ㄴ) 한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발음이 (√*)도 중요해요.

 (ㄷ) 건강을 (√이) 안 좋으면 운동을 해야 된다.

 (ㄹ) 먼저 기름와 (√과)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요.

오류의 주요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슬린커 

(Selinker,1972)는 오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모국어 전이, 학습 과정에서 

오는 연습 전이, 학습자가 노출되는 자료의 기저가 되는 언어 체계를 스스로 창

조하거나 발견하는 심리적인 과정의 제2언어 학습 책략인 단순화 또는 회피 책

략,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

습자가 소유하고 있는 언어 지식은 무엇이든지 활용하려는 의사소통 책략, 목표

어 규칙의 확대 적용의 과일반화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Brown(1980)은 학습자의 오류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모국어의 간섭에서 오는 언어 간의 전이 현상, 목표어 

자체 내의 간섭에서 오는 언어 내적 전이로 인한 규칙의 확대 적용, 교사나 교

과서 또는 사회적 상황에서 유도되는 학습 여건으로 인한 오류, 학습자가 채택

한 의사소통의 책략 등을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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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디니스 (Dennis,1982)는 오류를 원인별로 분류하여 규칙의 확대 

적용 또는 과일반화, 규칙 제한에 대한 무지, 규칙의 불완전한 적용, 잘못 가설

화된 개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봉수(2005:253)는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기준으

로 오류를 재분류했는데, 모국어의 목표에 대한 간섭과 방해에서 생기는 언어간 

오류, 목표어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생기는 언어 내적 오류, 의사소통 책략에서 

오는 오류, 학습자의 학습 여건에서 오는 오류 등이 그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류의 원인에 대한 분석 역시 통일된 체계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오류의 원인을 종합해 살펴보면 오류의 원인은 크

게 세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와 

목표어 체계 자체에서 오는 오류, 그리고 그 외의 오류가 그것이다. 앞서 논의

한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류 분석 시 활용할 오류 

분류 기준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범주별 오류 유형 

분류

대치 오류

누락(생략) 오류

첨가 오류

오류 원인에 따른 

분류

모국어 영향에 의한 오류

목표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

교육과정의 영향에 의한 오류

표 Ⅱ-9 한국어 조사 오류 분류

위 표에서 보듯이, 먼저 오류 유형은 대치, 누락 및 첨가 오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며 원인은 모국어 영향, 목표어의 복잡성 및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또한 세 가지로 나누었다. 다음 장에서 아랍권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 오류 유

형 및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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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1. 실험 참여자 선정 및 정보

아랍권 학습자들의 격조사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문법성 판단테스트

(Grammar Judgement Test), 자유 작문 테스트(Free Writing Test)를 실시하

여 학습자의 실태를 보여주는 언어 자료를 얻었다. 실험은 아랍 지역에서 한국

어를 배우고 있는 일반인 아랍권 학습자와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Ain-shams 

University)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 총 107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다음에서 본 연구의 실험 대상자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본 절에서는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

어 학습 목적,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반면에 가장 

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어 문법을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항목 등으로 설문 조사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2011년 8월 3일부터 

2011년 8월 23일까지의 20일간은 본 설문지를 만들기 위한 예비 조사 기간으

로 예비 설문지를 토대로 아랍인들과 페이스북(Facebook)의 토론방을 통해 아

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어 문법 항목에 대해 토론하면서 설문

지의 형태와 내용을 고쳐나가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2주 뒤에 본 설문

조사가 완성되었으며 2011년 9월 3일부터 2011년 11월 3일까지의 2개월간 인

터넷 기반 설문조사(e-survey)를 실시하였다.44)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이 아랍권 학습자의 사전 정보를 제시한다.

   1.1. 학습자의 국적, 소속 및 한국어 능력 수준

먼저 학습자의 국적, 소속, 한국어 수준 및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Ⅲ-1 학습자의 국적

44)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e-survey: http://www.esurveyspro.com)를 활용한 이유는 이집트뿐

만 아니라 아랍 국가에서 한국어 학습자들과 쉽고 빠른 수단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

문조사 문항은 선다형 식으로 하였으며 필수 응답으로 하였으니 참여자들이 모든 문항을 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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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학습자 한국어 수준 그림 Ⅲ-4 한국어 학습 기간

위 그림에서 보듯이 아랍권 나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반 정도

가 (50%) 이집트에 몰려 있다. 그 다음에 요르단은 30%로 2위, 튀니지는 15%

로 3위를 차지했다. 학습자의 소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그림 Ⅲ-2 학습자의 소속

위 그림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대다수가 50%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이다. 그다음에 11%로 대학원까지 한국어 수준이 올라가서 한국 대학에서

나 아랍 대학에서 한국어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리고 한국 문화나 한류의 영향

으로 언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다.45)그 다음에 학습자의 한

국어를 학습한 기간은 얼마인가 및 한국어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1년 6개월 이상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대다수이며 72%이었다. 1년 

이상이고 1년 6개월 미만 동안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13%이었으며 6개월 

이상과 1년 미만 동안 공부한 학생들도 13%이었다. 한편 한국어 수준을 살펴

보면 토픽(TOPIK) 기준으로 중급학습자들이 56%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에 초

급학습자들이 29%이며 고급 학습자들이 15%로 제일 적었다. 

즉, 위에서 학습자의 정보를 다음 표에서 정리하여 제시한다.

45) Stern(1984)은 일반적으로 학습 심리학에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자간의 개인차, 학습의 

종류, 학습과정, 학습의 결과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활동에 응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학습자 특

성 가운데에는 나이, 적성, 언어 학습 적성, 학습 동기 등이 학습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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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국적 학습자의 소속 대학 한국어 능력 수준

국가 비율 소속 비율 수준 비율

이집트(Eg) 50% 어학원 25% 초급(L2) 29%
요르단(Jo) 30% 대학교 50%

중급(L3, L4) 56%튀니지(Tn) 15% 대학원 11%

기타 14% 고급(L5) 15%모로코(Ma) 5%

학습자의 사전 정보

   

   1.2. 아랍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이유

아랍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것에 관한 본격적인 

설문 조사에 앞서 왜 한국어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Ⅲ-5 한국어 학습 목표/목적

우선 ‘공부 및 일’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들은 60%에 달했으며 1위로 가장 많

았다.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습자들

은 45%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한국어에 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30%이

며 친구 사귀기를 목표로 하는 학습자들은 10.67%로 4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어과를 졸업한 후에 또는 수료 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문항이었다. 학습자의 답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 깊

이 분석하자면 앞으로 이집트를 포함해서 중동 나라와 한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아랍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응답자들이 대부분이었

다. 특히 최근 들어 중동 및 아랍 세계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이 활발하게 개최되

어 있다.46) 선생님 못지않게 번역가가 되고 싶은 학습자들도 많았다. 특히 한국

과 아랍 세계 간 앞으로의 무역관계47)에서 일하고 싶은 학습자들이 많았다. 뺄 

46)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자이드대 세종학당은 지난 2010년 10월 문을 열어 한국에 

파견될 고위 외교관들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

47) 재단법인 한국어-아랍소사이티(KAS)가 주최하고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시, 

한국무역협회가 후원하는 ‘제4회 우호친선 카라반’ 행사가 2011년 10월 12일~24일까지 아랍 

7개국(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오만,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팔레스타인)에서 



- 63 -

수 없는 계획은 LG 및 삼성 같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한류로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학습자들이 한

국 방문하고 싶다는 계획이 있다. 즉,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습자의 목

적에 따라 관심 분야도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학습자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한류48)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

와, 취직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이다. 전자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고 관심이 

많으므로 한국어 표현 실력이 상당히 높다. 반면에 취직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

들은 전문 어휘를 배우기 위하여 전문 다큐멘터리 등을 자주 본다. 그러므로 일

상생활에서 쓰지 않은 어휘를 쓰게 된다.

   1.3. 아랍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어 문법 항목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국어 언어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

펴본다. 아래의 그림은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

이냐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개최되었다.

48) 03/21/2008 12:25 pm  KBS 뉴스 - 이집트, 한류 열풍…한국차 40% 점유, “이집트의 명문 

아인샴스 대학. 한 단과대 건물 강의실에서 익숙한 한국어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난 2005년, 

중동에서 처음 생긴 한국어과 3학년 학생들의 한국사 수업 시간입니다....중략... <인터뷰> 사마

르(아인샴스대 한국어과 3학년) : "한국 드라마 보고 겨울 연가 처음 봤을 때 감동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 생겼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

닌 이집트 사회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스라 (아인샴스

대 한국어과 3학년) : "제가 특별한 학생 될 수 있어서,이렇게 새 언어 배우면 앞으로 좋은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집트서도 한류열풍… 음악·드라마 등 인기<세계일보>에서, “이집

트 일간 알 마스리 알 욤 인터넷판은 22일 케이팝 등 한국 문화가 수도 카이로를 비롯한 이집

트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아랍권 언론이 한국 문화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신문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한류를 설명하면서 한국 영화와 

음악, 출판, 음식 등이 카이로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가수 ‘슈퍼주니어’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거론하며 과거에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 문화가 지금은 인터넷 발달과 일부 한

국 방송사의 프로그램 방영으로 훨씬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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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언어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 1위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말하기로 63.73%이었다. 그 이후에 2위인 듣기는 54%이며 3위는 쓰기가 

40%이다. 그리고 읽기가 30%로 4위를 차지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집트에서 한국어를 공부

하는 학습자들이 목표어 환경도 없으므로 언어(한국어)를 쓰는 기회가 별로 없

다. 게다가 아인샴스 대학교(Ain-Shams University) 언어학부의 목표(Faculty 

of Al-Alsun Guide)49)를 아랍 나라에서의 한국어 교육 사례로 살펴보면 먼저, 

언어와 번역이 요구되는 국가적. 민간. 국제적 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외국어 

전문가 양상. 둘째, 지역적. 국제적 조직, 방송, 관광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화된 

번역가와 동시 통역가 양성. 셋째는 언어학. 문학. 번역 분야의 기술적. 학술적 

연구 수행 등을 목표로 삼았다.50)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인샴스 대학교(Ain-Shams University)에서는 

1~2학년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3~4

학년에 이르러서는 점차적으로 문학, 어학, 역사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

술적 연구 소양을 기르는 데 보다 큰 관심을 둔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어를 전

49) 한국어과가 속해 있는 언어학부에는 아랍어과, 영어과, 중국어과 등을 포함하여 총 14개 학과

가 있는데, 모두 공통된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과의 목표는 언어학

부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0) 요르단 대학교 경우에는 한국어과는 없으나 아시안 언어 (Asian Language department)에서 

영어와 함께 복합전공으로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목적도 단순하게 언어 학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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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학습자들이 말하기보다 쓰기를 중심으로 연습 활동을 많이 한다. 반면에 

이집트 주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일반인)들은 한국어를 일

주일에 3시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말하기나 쓰기나 할 것 없이 한국어 수준이 

확실히 낮을 거라고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기관 목표 및 교육 환경에 따라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언

어 기능은 말하기며,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쓰기이다. 한국인과 접하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다가 책이나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언어를 연습하는 것도 

이런 현상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문항은 이번 설문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 

문법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무

엇인가에 관한 문항이다. 이 문항의 답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를 중심으

로 조사교육을 연구하기로 한다. 아랍권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

은 어려워하는 문법 항목을 어떻게 제시하는 지를 분석한 것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자유 작문 분석 및 문법 테스트를 통해 아랍권 학습자들의 오

류 현상 및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아랍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어 문법 항목을 정리하자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Ⅲ-7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그림에서 보듯이, 1위는 한국어 문장 어순(60%), 2위는 조사(53%), 3위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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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법(50%), 그리고 4위는 어미(47%)이며 5위는 아랍어에 비하면 상당히 쉽다

고 생각하는 한국어 시제(23%)이었다.51)

“끝까지 들어야 무슨 말인지를 안다.”란 말은 역시 한국어 어순 때문일 것이

다. 한국어 문장은 최소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구성되나 한국어에서

는 주어가 앞에 와야 하므로 아랍어 어순과 다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 문

법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52)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문법 오류 현상 원인들 중에 모국어 영향53)에 따

라 아랍어와 한국어 간의 대조 분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한다. 어

순 이후로는 조사가 2위로 가장 어렵다고 답했다. 조사도 역시 아랍어 문법에 

없는 문법 항목이기 때문에 아랍권학습자들이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식한다고 해도 구별하기 어려운 조사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격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는 어미를 어렵다고 답하는 학습자들도 많았다. 그 이유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아랍어에는 어미란 용어가 없으며 영어로 번역하면은 ‘Suffix’이나 

‘Verb Ending’으로 번역해서 더욱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51)이정희(2008)에서는 언어권별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일본어권 학습자는 발음-듣기-

말하기, 중국어권 학습자는 문법-말하기-듣기, 영어권 학습자는 문법-말하기-듣기, 러시아어권 

학습자는 듣기-말하기-문법 순으로 어렵다고 제시하였다.

52) 김정(2009)에서 아랍어는 한국어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와는 상이한 체계를 가진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쓰는 것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쓴다. 그리고 알파벳에도 여러 가지 규칙이 있

고 시제 면에서는 영어보다 쉽게 현재, 과거, 미래 3가지 시제밖에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장형식으로는 명사문(SVO) '나는 직원이다(아나아 무와잪푼)'와 같은 문장과 '카림이 공부를 

했다(다라싸 카리임)'처럼의 동사문(VSO)으로 크게 나뉘는데 동사하나에 시제, 성, 수 등이 복

합적으로 나타난다. 즉 수학적인 언어란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문의 경우 '동사-주어-목

적어(VSO)'순으로 간다. 동사-주어라 해도 특정 주어가 없으면 동사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아랍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53)이정희(2008)에서는 모국어의 영향에 대하여 일본어권 학습자의 경우 ‘일본어와 한국어 문장 

구조가 유사함’이 있었으며 중국, 일본어권, 기타 언어권 중 베트남 학습자의 경우도 ‘어휘’에 

대한 긍정적 전이를 예로 들어 언급했다. 영어권 학습자 및 기타 언어권 학습자도 언어의 보편

적인 공통점인 ‘문장 구조에 있어 주어와, 동사, 목적어 등이 있는 것이 같다’고 제시하였으며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경우에는 모국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제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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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어 격조사 사용 양상 분석의 방법 및 절차

격조사 중에서는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부사격조사 ‘에’와 ‘에

서’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가 가장 많았다. 학습자들의 오류를 격조사의 

대치 오류, 누락오류, 첨가오류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초급 학습자 경우

에는 누락하여 발생한 오류가 많았으며 중급 학습자 경우에는 써야 할 조사를 

다른 부적절한 조사로 교체한 대치 오류가 가장 많았다. 본 절에서 아랍권 학습

자의 한국어 조사 오류 현상 및 오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 절

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54)

   2.1. 자유 작문(Free-Writing) 자료 분석 절차 및 방법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과 3학년 2012년 1학기 기말고사 쓰기 자료를 분석

하고자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란 제목 하에 학습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900자 이상을 쓰는 것이다. 학문적으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일반 학습자들보다 문법 쓰는 데에 정확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자료 분석은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이 아

니라 학습자가 쓴 글을 분석하여 조사 오류 현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55) 

본 자료 대상자로는 중급 단계 학습자를56) 삼아 학습자들이 쓴 총 463개의 문

54) Corder(1981)는 제 2 언어 학습자의 언어 표현 자료에서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

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먼저,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문장의 해석이 가능하고, 목표어로 

재구성할 수 있을 때 그 문장을 연구 대상으로서의 오류 문으로 선택한다. 또한 그 재구성한 

문장을 학습자의 문장과 비교한 후 차이점을 기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모국어를 알고 있다면 번역을 이용해서 오류의 원인이 모국어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55) 문법 평가는 대체로 쓰기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문법만을 따로 떼어 평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문법 평가의 유형에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문법적 오류 인지하기 : 대화나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잘못 쓰였거나 어색한 부분을 찾아내게 

하거나 바르게 고쳐 쓰게 하는 방법이다.

  2. 문장 완성하기: 빠진 부분에 들어갈 말 중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된 것을 찾아 완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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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123개의 문장을 제외하고 총 340 문장을 추출하였

다. 중급 학습자의 국적은 이집트이며 학습자의 수는 20명이다. 조사를 사용한 

빈도는 1096 개이며 오류빈도는 47%이었다.57)

여기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앞서 사용 빈도와 오류 빈도를 조사하

여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가’, ‘을/를’, ‘에’, ‘에서’, ‘의’, ‘으로/로’, ‘은/는’, 

‘도’ 등 조사이다.58) 이 조사들은 한국어 교육과정 중에 초급단계에서 다루는 

조사들로, 중급단계에 도달한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각각의 조사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세부 항목에 대한 빈도를 

확인한 후, 특히 오류 빈도가 높은 조사의 유형을 선․후행 요소, 모국어와의 관

계59)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오류의 유형은 대치, 누락(생략), 첨가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대치형은 정

확한 조사 대신에 잘못 쓴 조사의 종류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절에서 격조사를 기능별로 나눠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

사격조사 그리고 호격조사로 세분화하여 격조사의 오류를 다음 표와 같이 대치, 

56) 한국어능력시험(TOPIK) 3, 4급. 고급 학습자가 거의 없으므로 중급 학습자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과 중급 학습자들로 대상을 삼았다. 특히 3, 4급의 자료

를 택한 이유는, 조사를 습득해 가는 과정상의 문제들을 파악하기에 기본적인 조사의 종류와 

용법에 대한 학습을 마친 단계의 학습자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한국어 학습을 막 시작한 학

습자들은 아직 조사의 사용법을 배우지 못했으므로 바른 사용을 기대할 수 없고 반대로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서는 그러한 혼란이 보다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7) 오류의 빈도에 대해서 (자유 작문 분석)

* 학습자가 쓴 문장:  총 430 개

* 조사를 사용한 빈도: 1096 개 (오류빈도 47%)

58)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은/는’과 ‘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격조사이다. 즉, 특수한 의미를 지

니는 조사들이 아니고 문장의 필수성분으로 기능하는 기초적인 조사들이다. 그리고 대조언어학적

으로 아랍어와 한국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닌 조사로서 이집트인 학습자들이 사용할 때 많

은 오류가 발생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다.

59) 박찬숙(2009)에서는 아랍어와 한국어의 공통점이 적은 대신 학습자들이 습득한 기타 외국어

와 비교하여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센터는 초급 한국어 수업에서 한국어와 아랍어의 중간 매개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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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첨가 오류 현상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조사의 

종류
대치 오류

오류

빈도
누락 오류

오류

빈도
첨가 오류

오류빈

도

주격조사

‘이/가’⟶‘을/를’로 대치 45%

‘이/가’ 누락
30

%
‘이/가’ 첨가 15%‘이/가’⟶‘은/는’으로 대치 55%

‘께서’⟶‘이/가’로 대치 35%

목적격조사
‘을/를’⟶‘이/가’로 대치 35%

‘을/를’ 누락
15

%
‘을/를’ 첨가 15%

‘을/를’⟶‘에’로 대치 30%

관형격조사 ‘의’⟶‘에’로 대치 25% - - ‘의’ 첨가 25%

부사격조사

‘에’⟶‘에서’로 대치 55%

- -
‘에’, ‘에서’, ‘로/으로’ 

첨가
15%‘에’⟶‘로’로 대치 45%

‘에서’⟶‘에’로 대치 45%

호격조사 ‘아/야’⟶‘이/가’로 대치 57% - - - -

표 Ⅲ-1 학습자의 조사 오류 양상

   

   2.2. 문법 판단 테스트(Grammar Judgment Test) 절차 및 방법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r Judgement Test. GJT)는 어떤 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에게 특정 구문이 그 언어에서 용인 가능한지의 여부를 언어적 직감

으로 판단하게 하는 평가 방법으로 학습자의 목표 언어 능력을 조사하는 데 널

리 사용되는 언어 자료 추출법이다. 문법성 판단은 횡단적 연구

(Cross-Sectional Study) 방법으로 자료 수집에 수반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

할 수 있으며, 자료에 초점을 맞추는 데 명시성이 높아 통제 여하에 따라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김현주, 2008:95-97). 또한 문

법성 판단 테스트는 문어 형식이고 알맞은 문법 형태를 고르고는 유형의 과제

이기 때문에 격조사의 문법적인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60)는 선택형 객관식 문제(MCQ: Multiple 

60)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집트인 학습자가 문법-번역식 교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인 학습자들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문법-번역식 교수

법을 통하여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와 스페인어 등 제 2 외국어를 배운다. 그 이후 대학교에 

들어와 한국어를 학습함에 있어 16년 이상 영어 등 제 2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

을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초기에 문법을 두어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문

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이집트인 학습자가 한국어 격조사를 배우는 과정에 모국어(L1)에 관

한 직감 영향을 받아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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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 Question) 및 의도적 빈칸 메우기(Gap-Filling)문제이다. 총 20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61) 먼저 선택형 객관식 문제(MCQ)에서 알맞은 답을 선택하

도록 구성하였다. 선다형 테스트는 선택형 문항의 하나로 문두 (Item Stem)에 

이어서 제시되는 여러 개의 선택지를 이용하여 응답하는 방식이다.62) 다음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선택형 객관식 문제(MCQ) 예시이다.

※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영화를 좋아해요. 하지만 운동 ( ) 안 좋아해요.

① 은

② 이

③ 밖에

④ 을

선택형 객관식 문제(MCQ)

반면에 의도적 빈칸 메우기(Gap-Filling)는 일반적으로 학습의 목표에 해당하

는 특정한 문법 요소나 학습 요소를 염두에 두고 문장이나 문단 수준의 글에 

빈 칸을 불규칙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가리킨다. 주로 문법 시험에서 특정 문법 

요소나 어휘를 넣거나 독해 시험에서 핵심적인 내용어를 넣도록 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빈 칸에 들어갈 단어가 한 단어일 경우에는 축약형이나 연결어는 빼

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의도적 빈칸 메우기(Gap-Filling)의 예시이다.

※ 다음 빈칸을( ) 한국어 조사로 채우십시오.

저( ) 어제 동대문 시장( ) 갔다. 어머니 생신 선물( )사고 싶었다. 어머니( ) 외국 여행( ) 

다니면서 그 나라 음식( ) 먹어 보는 것( ) 좋아하신다. 그래서 김치( ) 인삼(  ) 만든 과자( ) 

샀다. 이 선물( ) 받으시면 어머니( ) 아주 기뻐하실 거다.

의도적 빈칸 메우기(Gap-Filling)

   

  2.3. 아랍권 학습자의 조사의 오류 원인 분석 절차 및 방법

학습자가 스스로 조사의 오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고급 학습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음에 한국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재학 

중 고급 아랍권 학습자 7명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63) 앞서 제

61) 문법 판단 테스트 (GJT) 문항을 구성할 때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제19회~제23회 문법 

문제를 참고했음.

62) MCQ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 혹은 그룹별로 비교하기 쉽다.

광범위한 영역의 교수･학습 목표 성취도를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학생 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대단위 검사가 용이하여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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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자유 작문 분석 및 문법 판단 테스트 결과에 의하여 조사 오류 양상을 파

악하여 그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시험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쓴 틀린 문장을 추출하여 그 틀린 문장에 대하여 10문항을 만들어서 묻

는다. 다음의 설문조사 문항 예시를 제시한다.

※아래 예문은 ‘-이/가’를 ‘을/를’로 잘못 쓴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너를 싫다. (X) b. 나는 네가 싫다. (O)

① 발음이 편리해서

② 동사와 형용사 구분을 잘 못해서

③ 습관적으로 목적어 뒤에는 ‘을/를’을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④ 아랍어에 조사가 없어서

⑤ 아랍어의 ‘싫다’는 동사, 형용사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⑥ 실수로

⑦ 기타 (여러 개 선택 가능)

격조사의 오류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2.4. 아랍권 학습자의 문법 교육에 관한 자료 분석 절차 및 방법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 및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적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수준
소속 연령

한국어 외에 할 수 있는 

외국어

설

문

조

사 

이집트 

(7명)
4년 5급

아인샴스 

대학교
20대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요르단 

(4명)
3년 5급

요르단 

대학교
20대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사

후 

인

터

뷰

이집트 

(4명)
6년 5, 6급

연세 대학교

고려 대학교

울산 대학교

20대 영어

요르단 

(2명)
5년 5급

서울 대학교

연세 대학교
20대 영어

튀니지 

(1명)
5년 4급 경희 대학교 20대

영어

불어

63) 설문조사 및 사후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를 다음 표에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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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기본 

정보 (영역1)

- 수업 내용에 대한 전문성

- 교수방법･평가에 대한 지식

- 학생에 대한 지식

수업 설계 

(영역2)

- 수업목표

- 수업 전략

- 학생활동 및 과제부과 계획

-  수업자료

- 집단구성

교사·학생 

간의 관계 

(영역3) 

- 수업황경조성

- 수업방법 및 수업 내용

- 학습결과평가

교육과정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내용

내용은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국어과 한국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64) 먼저 ‘수업 등급, 출석 학생수, 교재, 진행 언어’ 등과 같은 기본적 수

업 정보를 묻는다. 그다음에 수업 목표 및 진행에 대하여 알아본 후 수업 평가

를 한다. 수업 평가를 하기 위하여 3가지 영역으로 또 세분화한다. 

영역1에서 ‘수업 내용에 대한 전문

성, 교수방법·평가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을 통해 교사의 기본 정보를 

알아본다. 영역2에서 ‘수업 설계’를 알

아 봤다. ‘수업목표, 수업 전략, 학생활

동 및 과제부과 계획, 수업자료, 집단구

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2이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3에서는 교사·학생 

간의 관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봤다. ‘수업환경조성, 수업방법, 

수업 내용, 학습결과평가’등을 다루었다.

3. 아랍권 학습자의 조사 오류 현상 

문법적 오류와 관련해서는 조사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데 (이순자 1987, 

김영아 1990, 김미옥 1994, 전는주 1994, 이수경 1996, 김유미 2000, 이은경 

2000), 이는 일본어권 화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자에게는 한국어의 첨가어적

인 특징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문법 형태가 조사와 어미

이기 때문이다.65) 따라서 다양한 의미와 기능, 미묘한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조사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류 분석을 기초로 한 교수 내용이 

절실하며, 이런 맥락에서 조사 오류에 관한 연구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정희,2008).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랍권 학습자의 오류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중에서 대치는 가장 많이 나타난 오류 유형이며 

조사의 생략(누락)은 대치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유형이다. 그 이후에는 첨가 

오류 유형이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의 자유 작문 자료 및 문법판단 테스트를 통한 학습자의 

64)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 총 7명

65) 남기심·고영근, (1985)에서는 한국어는 어근을 중심으로 거기에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접사, 또는 어미가 차례로 덧붙어서 단어가 이루어지는 첨가어이다. 첨가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어근이 왼쪽에 위치하고 여기에 접사나 어미가 차례로 결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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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첨가 누락
대치

을/를 에 은/는 로 께서 변이형

빈도 15% 30% 45% 5% 55% 5% 35 5%

표 Ⅲ-2 ‘이/가’의 오류 유형별 빈도

조사 오류 양상 분석을 살펴본다.

   3.1. 주격조사의 대치, 누락, 첨가 오류

먼저 주격조사 ‘이/가’의 오류를 분류한 표는 다음과 같다.

주격조사의 오류 유형

표에서 보듯이 ‘이/가’의 오류 중 가장 많은 학습자가 범한 오류는 ‘은/는’과 

대치한 경우로 55%의 학습자가 동일한 오류를 범했고, 다음으로 ‘을/를’로 대치

해서 쓴 오류 빈도는 45%에게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

사인 ‘께서’대치 오류는 35%이었다. 그리고 ‘이/가’를 생략하여 누락오류는 

30%로 나타났다.

   (1) ‘이/가’를 ‘을/를’로 대치 오류

‘이/가’의 오류 중에서 많이 나타난 오류는 ‘을/를’로 대치해서 쓴 경우이다. 

이 오류 또한 한국어의 타동사와 자동사의 구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학습자

들이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오류문은 학습자의 자유 작문에 

의한 오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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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알렉스에 많은 관광지*를(√가)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들*을(√이) 항상 와

요.(이집트, 3급)

(ㄴ) ‘ 그 천사와 같은 소녀들이 어떻게 쉽게 무대에서 날 수 있지!’라는 생각*을(√이) 

많이 들었다. (이집트, 4급)

(ㄷ) 한국드라마를 볼 때 내가 지금까지 갈 수 없는 한국을 보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

으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소망*을(√이) 일어난다. (이집트, 3급)

(ㄹ) 자동차가 새 모델이고 차의 빨간색*을(√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발

코니에서 차를 보고 매일매일 세차를 하고 있어요.(이집트, 3급) 

(ㅁ) 제 생각에는 노래*를(√가) 없다면 삶이 재미없을 것예요.(이집트, 3급)

(ㅂ) 사람은 인생에서 어렸을 때부터 꼭 좋아하는 것*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이

집트, 4급) 

위의 오류문에서 살펴보듯이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가 주격 

조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라기보다는 함께 쓰이는 동사의 종류

와 결합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로 볼 수 있다.66) 이처럼 

조사 학습은 자체의 기능이나 의미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사의 쓰임

과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한다. 

(ㄱ)과 (ㅁ), (ㅂ)같은 오류현상은 일본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영어권 학습자

의 오류 현상과 같다. 특히 아랍권학습자들이 영어 및 아랍어의 영향을 마찬가

지로 받아 번역할 때 ‘أملك(To have)’의 경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아랍권 학습자가 ‘انا أملك قلَم (I have a pen)’이라는 문장을 한국어로 직역하여 

‘나는 펜이 있다.’와 같은 오류문을 쓰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ㄹ)에서는 ‘마음에 들다’는 영어로 번역하면 ‘Like’로 인식하기에 학습자들이 

66) 이정희(2008)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모국어와의 차이나 모

국어와 목표어 사이의 공백으로 인한 요소들이 전부는 아니며 오히려 언어권에 상관없이 전체 

학습자에게 고루 나타나는 오류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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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고 생각한다. 

❲연세 한국어І❳에서는 ‘이/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격조사는 

명사 뒤에 붙어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명사가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를 사용하고, 모음으로 끝날 때는 ‘-가’를 사용한다.” 즉, 학생들은 이와 같

은 문법 설명을 통해 ‘이/가’가 주어를 나타내고 ‘-을/를’은 목적어를 나타낸다

는 사실을 학습했다 하더라도 개별 동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느 

조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즉,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가’를 목적격 조사 ‘-을/를’로 바꾸어 쓰는 경

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어 형용사나 자동사 중 몇몇 용언들이 학습자의 모국어

에서는 타동사와 일대일 대응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이/가’를 ‘은/는’으로 대치 오류

‘이/가’를 써야 하는 곳에 ‘은/는’을 사용한 경우이다. ‘이/가’를 ‘은/는’으로 대

치한 오류 이유는 ‘은/는’은 보조사로서 부가적인 의미를 다양하게 가지는데 반

해 ‘이/가’는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는 단순한 의미가 주어를 이루므로 학습자들

이 활용하기가 ‘은/는’보다 쉽기 때문이다.67)

67) 김정숙(1992)은 이러한 문제를 첫째, ‘이다’문장에서는 ‘-은/는’을 쓴다. 둘째, 질문의 초점이 

“누구, 무엇, 언제, 어디‘에 있을 때는 ’-이/가‘를 사용한다고 단순화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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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그래서 약혼자*는(√가) 이 핸드폰을 제에게 줬을 때 저는 아주 행복했어요.(이

집트, 3급)

(ㄴ) 이 음식들을 봤을 때 음식의 색깔*은(√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에 아주 들었어

요. (이집트, 3급)

(ㄷ) 부모님과 친구들*은(√이) 김밥을 먹었을 때 좋아했어요.(이집트, 3급)

(ㄹ) 저*는(√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 중에서 코샤리, 물루키야, 마흐쉬68)입니다.(이집

트, 3급)

(ㄱ)에서 단순히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사용해야 하나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인 ‘는’을 쓴 것이다. (ㄷ)에서도 (ㄱ)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문

장의 강조가 없이 단순하게 주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ㄴ)에서는 ‘음식 색깔’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조를 

나타내는 ‘은’을 사용함으로써 비문을 만든 경우이다.

(ㄹ)에서 조사 ‘가’를 써야 하는 자리에 ‘는’을 쓰는 오류를 범했다. 한국어에

서 안긴문장의 주어로는 ‘은/는’이 올 수 없고 ‘이/가’만 올 수 있는데 (ㄹ)에서

는 안긴문장의 주어로 ‘는’을 써서 어색한 문장을 만들었다.

‘이/가’를 ‘은/는’으로 대치해서 쓴 오류는 기본적인 문장에 부가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은 문법적인 설명

뿐만 아니라 문맥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두 조사의 사용법을 익히게 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은/는’을 ‘이/가’로 대치 오류를 살펴보면 조사 ‘은/는’은 문장의 주제 

또는 화제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그리고 문장의 맥락에 따라 대조와 강조를 의

미하기도 한다.69) 그런데 특히 ‘은/는’이 명사 뒤에 쓰여 문장의 주어를 나타날 

68) 이집트 전통 음식.

69) ❲연세 한국어 І❳(1988)는 조사 ‘은/는’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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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조사 ‘이/가’의 쓰임과 혼동될 때가 많아 학습자들의 주된 오류대상이 

된다. 이 사실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조사 ‘은/는’과 ‘이/가’의 용법을 정확히 파

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조사 ‘은/는’과 ‘이/가’의 가장 큰 차이는 첫째, ‘이/가’는 정보의 초점

이 ‘이/가’ 앞에 오는 반면, ‘은/는’의 경우는 그 뒤에 오는 것에 초점이 가게 된

다는 점이다.70) 둘째로, ‘이/가’는 ‘이/가’에 선행하는 요소의 존재를 지정하는 

한편, ‘은/는’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화두의 주제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인다. 셋째, ‘이/가’는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소개되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이는 데 반해, 동일한 대상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에는 ‘은/는’을 쓴다.71)

(ㅁ)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은) 여행입니다.(이집트, 3급)

예문 (ㅁ)와 같은 오류는 이미 작문의 주제로 주어진 ‘내가 좋아하는 것’에 주

제를 나타내는 조사 ‘은/는’을 쓰지 않고 ‘이/가’를 씀으로써 오류를 만들어 낸 

경우였다. 특히 이러한 문장에서는 정보의 초점이 ‘내가 좋아하는 것’ 보다는 

‘ ① 이 조사는 문장의 화제(Topic) 또는 주제 (Theme)를 나타내며 또한 대조와 강조를 표현한

다. 이것은 모든 격조사에 붙을 수 있지만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이 조사 앞에서 탈락된다. 

자음으로 끝난 명사에는 ’은‘을 사용하고 모음으로 끝난 명사에는 ’는‘을 사용한다.

예) 이 분은 김선생님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② 이 조사는 부사나 동사의 어미(Endings)에도 붙을 수 있다.

예) 민나가 일을 잘은 합니다. 

    책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70) 유동석(1984)에서는 문자에서 조사 (이, 을)과 (는), 그리고 (∅)형이 상보적으로 나타나는 상

황을 통보기능량(Communicative Dynamism)의 다소로 설명한다. 통보기능량이란 하나의 요소가 

문장 내에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하는가를 뜻한다. 통보기능량의 기준

으로 보면 (이), (을)이 쓰이면 선행하는 요소가 후행요소보다 통보기능량이 높고, (은)이 쓰이면 

후행요소의 통보기능량이 높다. 그리고 조사가 사용되지 않은 (∅)의 경우에는 선행요소와 후행요

소의 통보기능량이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즉, ‘내가 간다.’ , ‘ 나는 간다.’ , ‘ 나∅ 간다.’ 라는 세 문장을 비교하면 a.는 ‘나’가 가장 많은 정

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b.에서는 ‘가다’가 문장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c.의 경우는 

‘나’와 ‘가다’가 동시에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1) 연세 한국어 사전(1998:412) <‘가’와 ‘는’의 쓰임의 차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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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있으므로 ‘이/가’보다는 ‘은/는’을 써야 하는 경우이다.

(ㅂ) 나*가(√는) 다리가 좀 짧은 편입니다.(이집트, 3급)

(ㅂ)와 같은 오류는 학습자가 ‘은/는’과 ‘이/가’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

라 문맥 속에서 구별하지 못 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나’가 다른 사람이 아

닌 ‘나’는 ‘다리가 짧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므로 ‘이/가’가 

아니라 ‘은/는’을 사용해야 한다.

(ㅅ) 음식 편에 다 이집트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코샤리*가(√는) 싫고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이집트, 3급)

(ㅇ)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이(√은) 여행이에

요.(이집트, 3급)

 (ㅅ) 및 (ㅇ)와 같은 오류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사실이다. (ㅅ)에서는 음식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집트 음식 중

에서 싫어하는 음식에 대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ㅅ)에서도 좋아하는 것들 중에

서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은/는’을 사용해야 한다.

(ㅈ) 나*가(√는) 날씬 해 보이는데 잘 먹는 사람이다.(이집트, 3급)

(ㅊ) 나*가(√는) 모든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 음식을 제일 좋아한다. (이

집트, 4급)

(ㅋ) 여자들*이(√은) 패션과 옷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이집트, 3급)

(ㅈ), (ㅊ), (ㅋ)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정보, 설명의 대상, 주제임을 나타낸

다.72) 위에서 ‘나, 여자들’은 모두 해당 문장의 주어로서 주제가 된다. 즉 (ㅈ)

와 (ㅊ)에서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문장인데, ‘는’이 쓰임으로써 ‘나’가 소개

72) 국립국어원(2005 Ⅱ: 155)의 '는1’ 조사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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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상이 됨을 나타낸다. (ㅋ)에서도 역시 ‘여자들’은 구체적으로 패션과 옷

을 좋아한다는 설명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ㅌ) 그 날*이(√은) 앚을 수 없는 날이에요.(이집트, 4급)

(ㅌ)에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거나 묵시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화제로 하여 말할 때 쓴다. 위 문장은 그 날의 추억에 

대하여 제시하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ㅍ) 저는 한국 것*이(√은) 모두 좋아해요.(이집트, 3급)

위의 (ㅍ)에서 어떠한 행위나 상황을 자체를 강조하거나 행위의 선후 관계를 

강조할 때 쓴다. 위의 문장에서는 ‘한국 것’을 좋아하는 상황 자체를 강조하고 

싶다.

이처럼 조사 ‘은/는’과 ‘이/가’의 용법은 초급단계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지만 

중급단계의 학습자들도 능숙하게 사용하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어 조사 ‘은/는’

과 ‘이/가’가 문장기능이나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담화맥락에서 특수한 의

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

(3) ‘께서’를 ‘이/가’로 대치 오류

높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께서’는 자유 작문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높임

법이 발달되지 않은 모국어인 아랍어의 영향으로 일부로 피하거나 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판단테스트(GJT)에서 구체적으로 ‘께서’에 대한 문항을 냈

다. 다음은 문법판단테스트 결과로 나타난 학습자의 주격조사 높임형 ‘-께서’의 

대치 오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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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판단테스트(GJT) #5

학습자

문법판단테스트 #5

정답률 (%)① % ② % √③ % ④ %

107명(100%) 20% 5.6% 58.8% 14.9% 58.8%

‘어머니( ) 은행에 가셨어요.’ 의 정답은 높임을 표시하는 ‘-께서’이었으나 그

림에서 보듯이 보조사 ‘는’을 택한 학습자들이 20%이며 격조사 ‘가’를 택한 학

습자들이 14.9%이었다. 그리고 ‘에’를 선택한 학습자도 5.6%가 있었다. 

높임법이 발달되지 못한 언어권 학습자에게서 많이 나타난 오류현상이다. 높

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께’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나타난 오류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어권 학습자 경우에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높임법을 습득하는 데에 아

랍권 학습자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께서’ 앞에 오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이면서 높임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

사이다. 명사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며 주어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사장님께서 오셨습

니다), 공식저인 자리에서 주어가 화자보자 어리더라도 격식을 차려 이야기해야 

할 경우(발표자께서 발표를 끝내시겠습니다)처럼 주어가 높임의 대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가’ 대신 ‘께서’가 쓰인다.

(4) 주격조사 ‘이/가’의 누락 오류 

한국어의 ‘이/가’는 ‘을/를’과 마찬가지로 구어적인 표현에서는 자주 생략되기



- 81 -

도 한다.73) 따라서 주어를 쓰지 않은 표현 중 대부분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

단하여 오류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74) 다음은 학습자의 자유 작문 자료에 

의한 오류 현상을 살펴본다. 

(ㄱ) 19살*∅ (√이) 된 저는 어머니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었습니다.(이집트, 3급)

(ㄴ) 그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타흐리르로 갔을 때*∅ (√가) 내 첫 방문이었다.(이

집트, 3급)

(ㄱ)에서 ‘되다’가 있어서 ‘이/가’를 사용해야 되는 곳에서 안 쓰면 어색한 문

장이 된다. 그리고 예문(ㄴ)에서는 ‘타흐리르75)로 갔을 때’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사용해야 한다.

즉, 한국어에서 ‘이/가’나 ‘을/를’을 쓰지 않는 표현은 구어체에서는 대부분 수

용 가능하지만 위에서처럼 의미상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나 문장에서 특별히 강

조할 때에는 반드시 써야 한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좀

처럼 이해하고 활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주된 오류의 요인이 된다.76)

(5) 주격조사 ‘이/가’의 첨가 오류

‘이/가’를 쓸 필요 없는 자리에 ‘이/가’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를 써야 

할 자리에서 ‘이’를 쓴 경우도 있다. 

73) 남기심·고영근(1985:99-100)에서는 한국어의 조사 생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격조사와 접속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체언만으로도 격 관계가 분명할 때 나타나

는데 격조사와 접속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황무지가 옥토(로) 변했다.’와 같이 조사

의 생략을 허용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사의 생략을 부정격이라고 하여 격의 일종으로 

다루지 않기도 한다.

74) 김지은(1991:77-78)에서도 주어가 조사없이 나타날 수 없는 환경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

적한다.

“피동문을 제외한 문장 구조에서 NP와 V 사이에 대격이나 여격성분이 생략되어 있거나 다른 위

치로 이동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NP∅가 나타나지 않는다.” 

75) 타흐리르 광장(Tahrir Square)는 이집트 카이로 시내에 있는 유명한 광장이다.

76) 이정희(2008)에서 누락은 학습자가 정확하게 형태를 기억하지 못해서 일어나거나 의식적으로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이는 생략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생략은 학습자가 문

장의 구성 요소를 전략적,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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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첨가 누락
대치

이/가 에 은/는 변이형

빈도 15% 15% 35% 30% 30% 10%

표 Ⅲ-3 ‘을/를’의 오류 유형별 빈도

(ㄱ) 제가 좋아하는 것은 수*가(√∅) 없이 많아서 한 개를 고르는 것이 아주 어렵습

니다.(이집트, 4급)

(ㄴ) 쓰레기장*가(√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 (이집트, 3급)

(ㄱ)에서 ‘가’를 첨가한 오류를 범했다.77) 즉, 학습자가 ‘가’는 필요 없는 자리

에서 썼는데 (ㄴ)에서는 ‘이/가’의 변이형태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빚어진 오류이

다. 즉, 받침으로 끝나는 ‘쓰레기장’ 뒤에 ‘이’를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 ‘가’를 

사용했다.

 3.2. 목적격조사의 대치, 누락, 첨가 오류

목적격조사 ‘을/를’의 오류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격조사의 오류 유형

위의 표에 의하면 ‘을/를’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범

한 오류는 ‘이/가’로 대치해서 쓴 경우이다. 35%가 이러한 오류를 범했으며 ‘은

/는’으로 대치해서 쓴 경우도 30%의 학습자에게서 발견되었다. 특히 ‘을/를’을 

77) 이정희(2008)에서 첨가는 불필요한 문법 형태 및 어휘를 추가해서 쓴 경우로 분류할 수 있

다. 이는 목표어 항목을 정확하게 학습하지 못한 경우나 모국어의 영향에 인해 나타난다고 언

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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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경우는 상당수 있었지만 한국어에서 목적격 조사 ‘을/를’은 구어적인 

표현에서 자주 생략되므로 대부분은 오류로 포함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명백한 

누락으로 여겨지는 것만을 계수한 결과는  15%의 학습자에게서 발견되었다.

  (1) ‘을/를’을 ‘이/가’로 대치 오류

‘을/를’의 오류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이 ‘이/가’로 대치한 경우이다. 이 오

류 유형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조사의 종류를 파악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크게 세 유형으

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타동사와 자동사 자체의 구별과 조사의 대응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

류이다.

(ㄱ) 한국어학과를 들어갈 때 내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을) 볼 수 있고 한국어를 배울 수

도 있었다.(이집트, 3급)

(ㄴ) 그리고 나는 한국어를 배우니까 드라마 보기*를(√가) 공부에 큰 도움*이(√을) 준다.(이집트, 

3급)

(ㄷ) “집과 가구*가(√를) 원하지 않고 신발만 사줘”라고 말할 겁니까?(이집트, 3급) 

위의 예문에서는 ‘보다, 주다, 원하다’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취하는데, 학습

자는 이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다. 그래서 목적어에 ‘을/를’을 사용하는 데 실패한 경우이다. 

둘째로 사동사의 목적어에 ‘을/를’을 사용하는 데 실패한 경우이다.

(ㄱ) 좋은 친구들을 잃을까봐 졸업사진*이(√을) 숨겼어요.(이집트, 3급)

위의 예문에서는 자동사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사동사 앞에 목적격 

조사를 쓰지 않고 주격 조사 ‘이’를 씀으로써 오류를 범한 경우이다. 이것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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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이 한국어의 사동사를 사용하는 용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생기는 

오류이다.

셋째로는 모국어와 한국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 다르기 때문에 발

생한 오류이다.

(ㄱ) 중학교 때 정보가 많은 책들*이(√을) 읽기*를(√∅) 좋아했어요.(이집트, 3급)

위의 예문에서는 ‘좋아하다’ 동사를 쓴다. 한국어에서는 ‘-를 좋아하다’와 같

이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아랍어나 영어로 반역하면 아랍어나 영어의 자동사

에 대응된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를 좋아하다’는 아랍어에서는 ‘ Oheiboka’ 

가 되는데 이 동사는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 

학습자가 헷갈려서 조사를 잘못 쓸 수 있다.78)

 (2) ‘을/를’을 ‘에’로 대치 오류

(ㄱ) 시험*에(√을) 잘 봐야 한다.(이집트, 3급)

(ㄴ) 드라마*에(√를) 좋아하는 점이 드라마에 나오는 잘생긴 남자들이 하나이다.(이집

트, 4급)

예문 (ㄱ)에서 ‘시험에’를 쓰는 이유는 아랍권 학습자들이 ‘시험을 보다’란 표

현이 없으나 시험에서 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

험은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생각하여 시험 동안에 문제를 풀어야한다 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78) 이정희(2008)에 의하면 한국어에서는 ‘-를 좋아하다’, ‘-을 알다’, ‘-을 못하다’ 등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들이 일본어와 일대일 대응을 시키면 자동사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영어권 학습자

들은 주격조사 ‘-이/가’를 목적격 조사 ‘-을/를’로 바꾸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어 형

용사나 자동사 중 몇몇 용언들이 학습자의 모국어에서는 타동사와 일대일 대응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랍권 학습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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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동사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에 전치사를 사용하는 언

어권에서는 명사에 따라 전치사가 결정되므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는 무

조건 ‘에’를 쓰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는 모어나 기타 언어학적 지식이 목

표어인 한국어의 학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 (ㄴ)에서는 학습

자가 ‘좋아하다’ 동사의 목적어는 ‘드라마’임을 파악하기에 실패하여 조사를 잘

못 썼다. 

(ㄷ) 어제 이벤트*을(√를) 잊었다.(이집트, 3급)

(ㄹ) 새로운 문법*를(√을) 알고 더 많은 단어를 알 수 있어요.(이집트, 3급)

동사의 목적이 되는 일임을 나타내는 목적격 조사인 ‘을/를’이다. 받침이 없으

니 ‘-를’을 써야 되는 환경에 ‘-을’을 썼다.

(ㅁ) 남편과 아이들에게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은(√을) 잘 할 수 있습니다.(이집트, 

3급)

동사의 목적이 되는 일임을 나타내는 목적격 조사인 ‘을/를’을 써야 하는 환

경에 ‘은/는’을 쓴다. 학습자가 보조사 ‘은/는’은 ‘을/를’ 대신에 쓸 수 있다는 것

을 알고 있으나 정확히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문법판단테스트 결과로 나타난 학습자의 목적격조사 오류 현상으로 

살펴본다. 다음 문항에서 ‘은/는’과 ‘을/를’ 대치 오류 현상을 살펴본다.

문법판단테스트 (GJ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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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문법판단테스트 #1

정답률 (%)① % ② % ③ % ④ %

107명(100%) 33.6% 4.6% 1.8% 59.8% 33.6%

‘영화를 좋아해요. 하지만 운동( ) 안 좋아해요.’의 정답은 대조를 나타내는 ‘은/

는’이었으나 그림에서 보듯, 107명 중에 불과 36명(33%)만이 정답을 택하였다. 

반면에 ‘을’을 택한 학습자들은 64명이 59.8%로 제일 많았다. 학습자들이 ‘은/

는’은 ‘을’을 대치하여 썼을 땐 문장의 서술어는 목적어가 필요한 ‘좋아하다’ 타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인 ‘을’을 택한 학습자가 있었다. 또한, 서술어는 

부정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밖에79)’ 조사를 택한 학습자도 2명(1.8%)이 있었다. 

모국어 영향을 따져보면 모국어에서는 ‘I like movies but I don't like sports.’ 

아니면 ‘Uhebu al Aflam lakni la Uhibu al reiada’처럼 학습자가 아는 언어는 

어순으로 결정된 주어나 목적어이기 때문에 주격조사인 ‘이/가’와 보조사 ‘은/

는’을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목표어의 복잡성 측면에서 보면 서술어는 부정형으로 쓰일 경우에는 ‘-밖에’

를 쓴다고 배운다.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사인 ‘좋다’ 와 목적어

가 필요한 타동사인 ‘좋아하다’ 도 구분하기를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번 문항에서는 모국어 영향 및 목표어의 복잡성으로 오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문항에서도 목적어를 나타내는 목적격 조사인 ‘를’의 오류를 살펴본다. 

79) 명사나 부사, 어미 ‘-기’ 등에 붙어 다른 가능성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거나 그것이 유일하

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임을 나타낸다.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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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판단테스트(GJT) #4

학습자

문항 4 번

정답률 (%)① % ② % ③ % ④ %

107명(100%) 9.3% 8.4% 80.3% 1.8% 80.3%  

‘친구( )만나요.’에서 친구가 목적어가 되어 목적격조사 ‘를’을 써야 할 자리에 

모국어 영향으로 ‘와/과’를 오답을 선택한 학습자가 9명(8.4%)이 있었다. 그리

고 ‘친구’는 이 문장의 주어가 되어 주격조사 ‘가’를 선택한 학생들도 10명

(9.3%)이 있었다. 반면에 정답률이 높아 정답인 ‘를’을 선택한 학생들도 제일 

많았다. 107명 중 86명(80.3%)이었다.

모국어 영향을 살펴보자면 아랍어에서나 영어에서는 ‘만나다 (Meet, يقابل)’ 동
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지만 양 언어에서 조사 대신 어순으로 격이 결

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어에서는 ‘ Meet a friend ’이나 아랍어에

서는 같은 어순으로 ‘ Youqabil sadik ’ 격이 결정된 경우도 있는데다가 ‘만나

다’ 동사는 특별한 조사‘Ma'aمع’를 쓴다 ‘Ma'aمع’는 ‘와/과’와 같은 뜻이다.80) 그

런 영향으로 학습자가 조사를 빼거나 ‘를/을’을 쓰는 대신 ‘와/과’ 조사를 쓸 경

우도 있다.

 와 함께’ 란 뜻으로 행동의 연합이나 시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전치사이다. 아랍어에서는-‘ : ’مع‘ (80

동사 ‘만나다’는 전치사‘ مع’과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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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을/를’의 누락 오류

(ㄱ) 한국 드라마 덕분에 한국어*∅(√를) 잘 하게 되었어요.(이집트,3급)

‘을/를’을 써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음으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은 많지 않

았지만 ‘을/를’이 누락된 오류로 간주해야 한 문장은 위의 예문과 같은 문장이

다. ‘를’이 누락 되었을 때 상당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문장이었다.

  (4) ‘을/를’의 첨가 오류

(ㄱ) 자동차*를(√∅) 받은 날을 잘 기억해요.(이집트, 3급)

(ㄴ) 중학교 때 정보가 많은 책들을 읽기*를(√∅) 좋아했어요.(이집트, 3급)

(ㄷ) 한국어학과에 입학했을 때부터 저는 한국어 책*을(√∅) 읽기*를(√∅) 시작했어

요.(이집트, 3급)

위의 예문에서는 ‘을/를’이 필요치 않은 곳에 첨가한 경우이다. 첨가했으니 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다.

   3.3. 관형격조사의 대치, 첨가 오류

  (1) 관형격조사 ‘의’의 대치 오류

유형 첨가
대치

에

빈도 25% 25%

표 Ⅲ-4 ‘의’의 오류 유형별 빈도

관형격조사의 오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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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격조사는 문장에서 낱말과 낱말의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인 ‘의’로, 

명사 뒤에 붙어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할 때 앞의 명사에 붙어 관형어임을 나타낸다.

(ㄱ) 아버지의 사진

(ㄴ) 철수의 책상

(ㄷ) 코끼리의 코

다음은 문법판단테스트(GJT) 문항 #9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확인한다.

문법판단테스트(GJT) #9

학습자

문법판단테스트(GJT) #9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107명(100%) 0.9% 5.6% 92.5% 0% 92.5%

아랍권 학습자들이 관형격조사의 ‘의’의 오류는 그리 높지 않고 오히려 정답

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문장에서 보듯이 ‘친구( ) 집에서 놀았어요.’에서 ‘의’

의 정답률은 92%에 이르 다. ‘에’를 선택한 학습자들이 명사 뒤에 오는 ‘의’는 

‘에’로 발음하므로 ‘에’를 잘못 선택하였다.81) 

그러나 관형격조사 ‘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명사와 명사의 수식을 나타

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형격조사가 생략될 수 있으나 다음의 몇 경우에는 

생략될 수 없다.

(ㄱ) 아버지(의) 사진 (친족관계: O)

(ㄴ) 철수(의) 책상 (소유관계: O)

81) 아랍어에서는 관형격조사가 없는 대신에 어순으로 결정된다. 반면에 ‘이정희(2008)’에서는 관

형격 조사 ‘-의’는 ‘NP1의 NP2’를 구성하며 NP2∍NP1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결된 두 명

사는 그 의미적 상관성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갖지만 기본적으로 두 ‘NP’ 가운데 한 ‘NP’가 

주 구성성분이 되고, 다른 ‘NP’가 종 구성성분이 된다. 그런데 다음의 예문은 ‘NP=NP2’의 구

성으로 모국인 일본어의 구조가 반영된 오류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 *제 가족은 부모님과 제 남동생이 2명의 다섯 명입니다.(NP1=NP2)

    *제 친구*의 타캐시씨는 아주 재미있어요.(NP1=NP2)

    *저는 일본에 미양마 사람의 친구가 한 명 있어요.(NP1=N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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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코끼리(의) 코(전체와 부분관계: O)

(ㄹ) 내 마음의 호수 (비유관계: X)

(ㅁ) 서울의 눈 오는 거리 (관형어와 수식받는 명사 사이에 다른 단어가 있

는 경우: X)

(ㅂ) 한 잔의 커피 (수량명사 : X)

또 다음의 경우에는 주로 축약된 형태로 쓰인다. 더구나 아래의 형태는 주

어로 쓰일 때와 같은 형태이므로 다른 명사와의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저 + 의 = 제

 나 + 의 = 내

 너 + 의 = 네

  (2) 관형격조사 ‘의’의 첨가 오류

‘의’의 오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를 첨가한 것이다.82) 한국어에서 두 명

사를 잇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조사 ‘의’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예: 

어머니의 거울), 둘째는 ‘이다’의 관형형인 ‘-인’을 선행명사에 붙여서 후행명사

를 수식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예: 고등학교 선생님인 친구). 그리고 셋째는 명

사 사이에 어떠한 성분도 삽입하지 않고 명사 자체가 관형어로 기능하는 경우

이다(예: 태권도∅ 학원). 그 중 ‘-인’은 선행명사가 후행명사의 신분이나 직업 

등을 설명하는 경우에 쓰므로 사용상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의’와 ‘∅’를 선택하

는 상황은 확연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83) 다음 오류문은 아랍권 학습자의 자유 작문 자료에서 참고한다.

(ㄱ) 한국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요.(이집트,3급)

(ㄴ) 바다*의(√∅) 소리 들을 때 어떤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일이 너무 편해요.(이

집트, 3급)

(ㄷ) 나는 한국어를 배우니까 드라마*의(√∅) 보기가 큰 도움을 준다.(이집트, 3급)

‘의’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에서 ‘의’를 사용하는 환경이 정확

82) 이정희(2008)에서는 관형격조사의 오류는 불필요한 관형격조사 ‘-의’의 첨가로 인해 많이 나

타나는데 주로 일본어권 학습자들에게 많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랍권 

학습자들도 많이 나타난 오류 범주라고 볼 수 있다.  

83) 김광해(1984)에서는 선행명사와 후행명사가 의미론적으로 소유-피소유, 전체-부분, 친족관계

로서 항목연결성이 있으면 ❴의❵와 ‘∅’가 같이 실현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

❵가 필수적으로 실현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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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기술되고 이를 토대로 교육현장에서 가르쳐져야 할 것이다.

   3.4. 부사격조사의 대치, 첨가 오류

부사격조사 오류 유형은 다음 표에서 정리하여 제시한다.

유형 첨가 누락
대치

에→에서 에서→에 에게→에게서 로→로써

빈도 25% 15% 45% 65% 30% 10%

표 Ⅲ-5 부사격조사의 오류 유형별 빈도

부사격조사 오류 유형

  

(1) ‘에’ 및 ‘에서’ 대치 오류

외국인 학습자들은 조사 중에 ‘에/에서’를 가장 어려워하는 조사이다. 그리고 

‘에서’를 ‘에’로 대치하거나 반대로 ‘에’를 ‘에서’로 대치한 오류가 가장 많다. 특

히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에’와 ‘에서’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

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장소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인다.

‘에-에서’의 혼동을 이순자(1987:24)에서는 영어권에서의 전치사 사용법과 

한국어의 조사 사용법의 체계상의 차이로 인해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설명했다.84)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에’와 ‘에서’의 개별 의미의 차이만을 강

조할 것이 아니라 동사와 관련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다음 오류

문은 학습자의 자유 작문에서 추출한 것이다.

84) 위 논문에서는 영어에서 In, At, On, 등의 전치사는 명사의 자질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한국

어의 조사는 동사에 따라 취사선택되는 차이를 가진다고 보았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특히 직선적 

동작동사는 ‘에’와 함께 쓰이는 반면, ‘에서’는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동사와 함께 쓰이므로, 학습

자가 이러한 동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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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바다 앞*에(√에서) 독서를 하면 너무 좋아요.(이집트, 3급)

(ㄴ) 제 방*에서(√에) 작은 책장이 있어요.(이집트, 3급)

(ㄷ) 9시에 알렉스*에서(√에) 도착해서 아주 신났어요.(이집트, 3급)

(ㄹ) 공책*에서(√에) 썼다.(이집트, 3급)

(ㄱ)에서 ‘에’와 ‘에서’를 비교하면 ‘에’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지점을 

가리키는데 반해 ‘에서’는 어떤 행위나 동작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에’는 이동이나 위치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쓰이는 반면, ‘에

서’는 일반적인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므로 그 밖의 많은 동사

가 올 수 있다.85)

문법판단테스트 결과에서도 문항 2는 학습자가 ‘에’의 용법 및 ‘에’와 ‘에서’ 

간의 차이를 파악한지를 확인한다. 문항 2는 ‘어디( )가요?’의 정답은 ‘에’이다. 

초급 단계에서 ‘어디에 가요?’ 및 ‘어디에서 왔어요’를 표현으로 배웠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105명(98%)이 정답인 ‘에’를 택하였다.

문항2의 응답률

학습자

문항 2 번

정답률 (%)① % ② % ③ % ④ %

107명(100%) 98.1% 1.8% 0% 0% 98.1%  

위에서 제시한 바가 있지만 ‘에’와 ‘에서’ 개별 의미의 차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 관련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문장에서 ‘에’조사 오

85) ‘에’와 ‘에서’가 같이 쓰이는 경우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1)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기 시작했다.

위의 예문에서는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한 장소가 학교라는 것을 나타낸다.

(2)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위의 예문에서는 학생들의 모이는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학교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에’는 동작의 움직임이 그 상태로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반해 ‘에서’는 움직임이 변화되면

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에’는 정적인 특질을, ‘에서’는 동적인 특질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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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보다는 아랍권 학습자가 ‘가다’, ‘오다’ 동사는 아랍어 대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86)

‘가다’와 ‘오다’ 동사는 거의 모든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많이 발견

되는 오류 중의 하나다. 이 동사들은 한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영어로 대응되는 어휘적인 의미 ‘Go’와 ‘Come’로 간단하게 설명되어 오

류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아인샴스대 한국어과에서 수업 시간과 과제, 그리고 학생

들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가다’와 ‘오다’ 동사의 사용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남

을 발견하고, 학생들에게 ‘가다’와 ‘오다’ 동사가 영어 혹은 아랍어의 어휘적 의

미로 대응하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김주희,2008).

한국어의 ‘가다’와 ‘오다’ 동사는 호자 중심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문

장을 통해 반복하도록 했다. 이러한 연습은 오류를 상당히 줄이지만, 여전히 

‘가다’와 ‘오다’ 동사를 잘못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87)

아랍어가 모국어인 한국어과 학생들의 오류는 상당부분 같은 이유에서 발생

한다. 한국어 ‘가다/오다’, 영어의 ‘Go/Come’에 대응하는 아랍어는 ‘ذهب
(Dhahaba)’ 와 ‘جاء( Jaa'a)’이다. 한국어과 학생의 오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내가 연구실에 있을 테니까 조금 후에 오세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네, 선

생님께 오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곤 한다. 이는 아랍어 문장 ‘أيوه أجيلك المكتب ’ 

(I will come to your office)을 한국어로 옮겨서 대답한 것이다.

즉, 한국어의 ‘가다/오다’ 동사는 영어와 달리 화자 중심으로 사용된다. 따라

서 한국어 ‘가다/오다’ 동사를 화자가 현재의 장소에서 멀어지는 경우, 화자나 

청자나 제 3자가 현재의 화자의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 화자가 아닌 청자나 제

3자가 화자의 위치와 관련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 이 방법은 이미 ‘가다

/오다’ 동사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에게는 쉽게 이해되지만, 외

국어로서 한국어를 익히는 학습자들에게는 이 분류를 이해하고 적용해 사용하

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통하여 이 동사들이 어휘적 의

미로 대응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의 원칙에 따라 사용됨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꾸준한 학생들과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86) 동사 ‘가다’와 ‘오다’의 오류로 조사 ‘에’와 ‘에서’오류도 발생한다.

87) 조경윤, 2005,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가다’, ‘오다’의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 학습자 중간

언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94 -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부사격조사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조사는 

‘에’와 ‘에서’이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오류현상이 많이 보이는 격조사들 

중에 하나다. 

다음은 문법판단테스트(GJT) 8번 문제를 통해 다시 살펴봤다.

학습자

문법판단테스트 (GJT) #8

정답률 (%)① % ② % ③ % ④ %

107명(100%) 0.9% 85.9% 9.3% 3.7% 85.9%  

문법판단테스트(GJT) #8 

정답을 선택하는 학습자들이 겨우 25%이었다. 반면에 오답 중에 ‘에서’를 선택

한 학습자들이 가장 많아 70%이었다. 이런 현상을 분석하자면 단지 모국어의 

영향뿐만 아니라 목표어의 복잡성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에’와 ‘에서’의 각각 

용법을 제시하고 ‘에’와 ‘에서’를 어떻게 구분하여 설명할 것인가를 살펴본다.88)

‘에’는 문장에서 앞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장소를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장

소명사, 시간명사, 단위명사 등과 결합하여 명확하게 장소로서의 의미를 나타낸

다. 장소를 나타내는 ‘에’는 뒤에 서술어 ‘있다, 없다, 계시다, 많다, 적다’ 등만

88) 이정희(2008)’에서는 ‘-에’는 주로 ‘-에서’와 혼동으로 일어나는 오류가 대부분인데, 이는 조

사의 의미를 설명할 때 동사 부류를 함께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에’와‘-

에서’를 모두 취할 수 있는 동사 ‘살다’를 강조하여 설명하고 다른 동사들은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에서(√에)있다’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

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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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난다.  부사격조사 ‘에’는 기본적인 의미가 장소를 나타내는 세분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소명사에 존재의 장소 집에 있습니다.

장소명에 가다/오다/다니다 장소로의 이도 회사에 갑니다.

시간명사에 시간명사 표지 한 시에 만납니다.

단위명사에 기준
이 사과 한 개에 얼마입

니까?

‘에서’는 문장에서 앞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장소를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선행하는 명사와 결합하여 뒤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나

타낸다.

부사격조사 ‘에서’는 기본적인 의미가 선행하는 장소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남

을 나타내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세분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장소명사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

학교에서 공부합

니다.

장소명사에서 가다/오다/다니다 장소로부터의 이동 회사에서 갑니다.

그렇다면 ‘에’와 ‘에서’를 어떻게 구분하여 설명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외국인

은 처소의 의미를 나타낼 때 장소명사 뒤에 ‘에’와 ‘에서’ 중 어느 것을 써야 하

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한다. ‘에’와 ‘에서’는 뒤에 나타나는 서술어에 따

라 달리 선택된다. 장소를 나타내는 ‘에’는 ‘있다/없다’, ‘많다/적다’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반면에 ‘에서’는 ‘운동하다, 먹다, 공부하다’ 등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한다.

 (2) ‘에게’ 및 ‘에게서’ 대치오류

다음은 문법판단테스트(GJT) 문항 6에서 조사 ‘에게’와 ‘에게서’를 물은 것이

다. 학습자가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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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6의 응답률

학습자

문항 6 번

정답률 (%)① % ② % ③ % ④ %

107명(100%) 73.8% 23.3% 2.8% 0.9% 73.8%

이번 문장에서 ‘에게, 한테, 께’와 ‘에게서, 한테서’를 살펴보고자한다. 문장에

서 유정명사 혹은 인명명사와 결합하여 행동을 받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이

다. 그림에서 보듯이 학습자들이 모국어나 영어에서는 ‘에게’는 ‘From’으로 인

식하고 있으므로 정답률이 78%로 높았다.

문장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혹은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서술

어의 행동이 그 주체로부터 일어남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이들을 구분하여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게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 문어체 표현

동생에게 선물을 줬다.

외국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한테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 구어체 표현

동생한테 선물을 줬어요.

외국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요.

께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만 결합 

높임의 표현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 드린다.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에게

서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 문어체 표현

이건 철수에게서 받은 선물이다.

이 강아지에게서 무슨 냄새가 납니다.

친구에게서 생일잔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테

서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 구어체 표현

이건 철수한테서 받은 선물이에요.

이 강아지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요.

친구한테서 생일잔치 초대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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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 ‘로서’, ‘로써’ 대치 오류

‘-로’, ‘-로서’ 및 ‘-로써’의 용법을 제시하기 전에 다음 문법판단테스트 

(GJT) 문항 7에서 조사 ‘-로’, ‘-로서’ 및 ‘-로써’를 묻는다. ‘저는 회사에 지하

철( ) 옵니다.’ 조사 ‘로’의 용법에 대해 묻는다.

 

문법판단테스트(GJT) #7

학습자

문법판단테스트(GJT) #7

정답률 (%)① % ② % ③ % ④ %

107명(100%) 75.7% 22.4% 0.9% 0.9% 75.7%

정답을 선택한 학습자들은 90%이다. 그러나 오답을 살펴보면 받침이 없는 ‘로’ 

형태를 대신하여 받침이 있는 경우에 쓰는 ‘으로’ 형태를 바꿔 쓴 것이다. ‘로’

의 용법을 잘 못 파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의 용법 및 

동작 방향을 나타내는 ‘에/로/를 가다’를 어떻게 구분하여 ‘(으)로/ 로써/ 로서’

의 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으)로’는 문장에서 명사와 결합하여 방향 혹은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격조

사이다. 문장에서 명사와 결합하여 방향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선행명사가 모음

이나 ‘ㄹ’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으로’

와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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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음, ㄹ 로

회사로 간다.

버스로 다닌다.

지하철로 왔다.

자음 (‘ㄹ’ 제외) 으로
집으로 오세요.

은행으로 갔다.

‘(으)로서’는 문장에서 선행하는 명사가 어떤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냄을 뜻하

는 격조사이다. 명사와 결합하며 선행명사가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서’와 결합하고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으)로서’와 결합한다.

( 으 ) 로

서

모음, ㄹ 로서
이 분은 웅변가로서 이름을 날렸다.

공부는 학생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자음 (‘ㄹ’ 

제외)

으 로

서
이 학교의 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으)로써’는 문장에서 명사와 결합하여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명사와 결합하며 선행명사가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써’와 결합하

고,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으)로써’와 결합한다.

(으)로

써

모 음 , 

ㄹ
로써

외로움을 술로써 달랠 수밖에 없는가?

친절은 미소로써 나타낼 수 있다.

자 음 

( ‘ ㄹ ’ 

제외)

으로써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여야 한

다.

이 술 한잔으로써 하루의 피로를 푼다.

  

  (4) 부사격조사 ‘로/으로’의 첨가 오류

‘로/으로’89)의 오류 경우는 학습자가 ‘로/으로’ 용법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에 생긴 오류이다. 다음은 ‘로’의 용법을 요약한다.

첫째, 장소나 방향을 뜻하는 명사에 붙어 그 지점이나 방향을 목적지로 하거

나 그곳을 통하여 이동하거나 향함을 나타낸다.

89) 이동의 방향, 도구나 수단, 재료, 변화의 방향, 자격이나 신분, 이유나 원인임을 나타내는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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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요?

(ㄴ) 일이 끝나면 길 건너에 있는 카페로 오세요.

둘째, 어떤 행위의 도구나 수다, 방법임을 나타낸다.

(ㄱ) 길이 많이 막히니까 지하철로 가.

(ㄴ) 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지나간다.

셋째,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가 됨을 나타낸다.

(ㄱ) 철로 만든 책상보다 나무로 만든 책상이 좋다.

넷째, 어떤 결과로 바뀌거나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ㄱ) 산이 평야로 변했다.

다섯째, 그 자격이나 신분, 명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ㄱ) 그를 우리 모임의 대표로 뽑았다.

여섯째, 병, 사건, 사고, 현상 등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ㄱ)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끝으로,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나.

(ㄱ) 이 시간 이후로 담배를 끊겠습니다.

위의 ‘로/으로’의 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습자들이 파악할 때까지 충분히 

연습 시키며 피드백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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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 아 모음 + 야

영욱아, 놀러 가자. 철수야, 어디 가니?

   3.5. 호격조사의 대치 오류

끝으로 호격조사 ‘아/야’의 대치 오류를 살펴보고자한다. 문항 10에서 호격조

사 ‘-아’를 묻는다.

문법판단테스트 #10

학습자

문법판단테스트 #10

정답률 (%)① % ② % ③ % ④ %

107명(100%) 4.6% 57% 9.3% 24.2% 24.2%

문장과 독립되어 쓰이는 독립어에서 사람이름 혹은 유정명사 뒤에 붙는 호격

조사는 부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아야’가 대표적이다.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며 선행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야’와 결합한다.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호격조사 없이 이름만으로 그 사람을 부르기도 한다. 

또한 선행명사가 모음 ‘ㅣ’로 끝난 경우에는 ‘ㅣ’를 탈락시키고 ‘아’와 축약시켜 

말하기도 한다.

(ㄱ) 철수, 어디 가?

    영철, 결국은 오는군.

이번 문항에서는 선행명사를 부르는 의미를 나타내며 사람이 아닌 사물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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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할 때에는 사람처럼 부르는 의미를 나타낸다.

(ㄴ)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바람아, 불어라. 

외국 사람들의 이름 혹은 직함 등과는 합하지 않고 사람의 성만 부를 때에도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성까지 들어간 이름 뒤에 호격조사가 쓰이면 어색하다.  

아랍권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으로 호격조사 ‘아, 야’를 배우기가 쉽다. 아랍어의 

호격은 다음과 같다. 아랍어의 호격에는 يا ، ًأُيَها  가 주로 쓰인다. يا 뒤에는 ‘탄

윈’이나 정관사가 없는 주격명사가 온다.90)

(ㄷ) يا َوَلُد[Ya waladu]

한국어: 오, 소년아!

그러나, 부르는 대상어가 연결형을 이루고 있거나 수식어가 있는 경우에는 يا 
뒤에 대격이 온다.

(ㄹ) يا َعْبَد الله [Ya Abdullah] 

한국어:압둘라야!

즉, 지금까지 아랍권 학습자의 자유 작문 및 문법판단테스트 선다형 문제의 

결과를 토대로 격조사의 오류 현상을 다음 표에서 정리할 수 있다.

한국어 아랍어

민나야 !  (Ya Menna] يا منه

90) 한국어 호격조사 ‘아/야’는 명사 뒤에 붙어서 쓴다. 그러나 아랍어 호격은 명사 앞에 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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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종류 대치 오류 누락 오류 첨가 오류

주격조사

‘이/가’⟶‘을/를’로 대치

‘이/가’ 누락 ‘이/가’ 첨가‘이/가’⟶‘은/는’으로 대치

‘께서’⟶‘이/가’로 대치

목적격조사
‘을/를’⟶‘이/가’로 대치

‘을/를’ 누락 ‘을/를’ 첨가
‘을/를’⟶‘에’로 대치

관형격조사 ‘의’⟶‘에’로 대치 - ‘의’ 첨가

부사격조사

‘에’⟶‘에서’로 대치

- ‘에’, ‘에서’, ‘로/으로’ 첨가‘에’⟶‘로’로 대치

‘에서’⟶‘에’로 대치

호격조사 ‘아/야’⟶‘이/가’로 대치 - -

실험을 통한 학습자의 조사 오류 양상

   3.6. 격조사의 기타 오류

여기에서는 의도적 빈칸 메우기(Gap-Filling)를 통해 얻은 언어 자료를 분석

하여 아랍권 학습자의 오류 현상을 재확인한다. 본 시험에서는 학습자가 조사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누락 오류는 없다. 대신 대치 오류 및 첨가 

오류가 나타났다.

즉, 학습자의 기타 오류 현상을 살펴보고 다른 언어권학습자들과 어떤 차이점

과 유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 문항 씩 분석하고 다른 언어권 학습자의 

조사 오류 현상과 비교하여 제 시한다.

 

  3.6.1. 의도적 빈칸 메우기(Gap-Filling) 분석

먼저 문항1에서는 총 3 개문장이며 조사 사용 횟수는 11개이다. 오류 빈도가 

높은 조사는 다음 표에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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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1] 설날( ) 입는 옷( ) 설빔이라고 한다. 아이들( ) 설날( )새 옷( ) 입을 수 있어서 아

주 즐거워한다. 예전( )는 집안( ) 아무리 가난해도 어머니( ) 아이들( ) 생각해서 섣달 그믐날 

밤 졸음( ) 참으면서 밤새도록 색동옷( ) 지으셨다.

문장 조사 정답률 오류율

1. 설날( ) 입는 옷( ) 설빔이라고 한다.
에 75% 25%

을 1% 80%

2. 아이들( ) 설날( )새 옷( ) 입을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워한다.  

은 1% 80%

에 70% 30%

을 90% 10%

3. 예전( )는 집안( ) 아무리 가난해도 어머니( ) 

아이들( ) 생각해서 섣달 그믐날 밤 졸음( ) 참으면서 

밤새도록 색동옷( ) 지으셨다.

에 85% 15%

이 25% 75%

는 / 

께서는
60% 45%

을 40% 60%

을 35% 65%

을 80% 20%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1

첫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 ‘을’의 오류 빈도가 80%로 가장 높다. 이러한 오류 

현상은 학습자들이 ‘-을 -(이)라고 한다.’처럼 인용형과 오는 조사가 어떤 조사

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을’을 대신하여 주격조사

인 ‘이/가’를 써 대치 오류가 발생했다. 둘째 문장에서는 문장 주제임을 나타내

는 보조사 ‘은’ 대신 단순한 주격조사 ‘이’를 써 대치 오류가 발생했다. 여기에

서도 역시 ‘이/가’와 ‘을/는’은 똑같이 주어를 표시하는 조사로 인식한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주어 및 목적어를 구분 못해 목적격 조사 ‘을’ 대신 ‘이’를 쓴 경우

가 많다. 특히 문장이 확대되므로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주어 및 서술어를 인

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오류가 생긴다.



- 104 -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1

다음은 문항 2를 살펴본다. 총 3 개문장이며 조사 사용 빈도는 11개이다. 오류 

현상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문항#2] 

첫째, 김치( ) 잘게 썰고, 쇠고기( ) 곱게 다진다.

둘째, 프라이팬( ) 식용유( ) 넣고 먼저 고기( ) 볶다가 김치( ) 넣고 함께 볶는다.

셋째, 볶음 재료( ) 밥( ) 넣고 다시 한 번 잘 볶은 후 참기름( ) 넣는다.

문장 조사 정답률 오류율

1. 첫째, 김치( ) 잘게 썰고, 쇠고기( ) 곱게 다진다.
를 75% 25%

도 5% 95%

2. 둘째, 프라이팬( ) 식용유( ) 넣고 먼저 고기( ) 볶다가 

김치( ) 넣고 함께 볶는다.  

에 1% 80%

를 70% 30%

를 85% 15%

를 75% 25%

3. 셋째, 볶음 재료( ) 밥( ) 넣고 다시 한 번 잘 볶은 후 

참기름( ) 넣는다.

에 15% 85%

을 75% 25%

을 65% 35%

을 60% 40%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2

첫 문장에서 보조사 ‘도’ 대신 목적격조사 ‘를’ 썼다. 둘째 문장에서는 ‘에’9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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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3] 금요일 오후( ) 7층 남자 휴게실( ) 지갑( ) 잃어 버렸습니다.

검정색 가죽인데 그 안( ) 있는 아버지 사진과 전화번호들( ) 저( )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 교통카드( ) 꼭 찾고 싶습니다. 

혹시 지갑( ) 보시거나 보관하고 계신 분( ) 있으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 조사 정답률 오류율

1. 금요일 오후( ) 7층 남자 휴게실( ) 지갑( ) 잃어 버렸습니다.

에 90% 10%

에서 65% 35%

을 90% 10%

2. 검정색 가죽인데 그 안( ) 있는 아버지 사진과 전화번호들( ) 

저( )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에 80% 20%

은 20% 80%

신 ‘에서’를 썼다. 셋째 문장에서는 ‘에’ 대신 목적격 조사 ‘를’을 썼다. 이 문항

에서는 학습자가 ‘에’ 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2

 

다음은 문항3을 살펴본다. 문항 3은 총 4 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사용 빈도는 10개이다. 둘째 문장에서 주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은’ 대신 주

격조사 ‘이’를 썼다. 셋째 문장에서는 학습자의 50%가 ‘과’ 대신 ‘와’ 조사 형태

를 잘못 썼다. 그리고 ‘도’ 대신 ‘이’를 써 95%로 가장 높았다. 아래 표 및 그림

에서 오류빈도를 정리하였다.

 

91) ‘에’의 의미 중에는 추가하는 뜻이 있으나 학습자가 그것을 인식 못하여 ‘를’을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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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에게
75% 25%

3. 주민등록증( ) 교통카드( ) 꼭 찾고 싶습니다. 
과 50% 50%

도 5% 95%

4. 혹시 지갑( ) 보시거나 보관하고 계신 분( ) 있으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 90% 10%

이 75% 25%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3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3

이번은 문항4이다. 총 5 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사용 빈도는 12개

이다. 오류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 셋째 문장에서 ‘여행을 다니다.’ 대신 

‘여행이 다니다.’를 썼다. 아래 표 및 그림에서 다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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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4] 저( ) 어제 동대문 시장( ) 갔다. 어머니 생신 선물( ) 사고 싶었

다. 어머니( ) 외국 여행( ) 다니면서 그 나라 음식( ) 먹어 보는 것( ) 좋아하신다. 그래서 

김치( ) 인삼(  ) 만든 과자( ) 샀다. 이 선물( ) 받으시면 어머니( ) 아주 기뻐하실 거다.

문장 조사 정답률 오류율

1. 저( ) 어제 동대문 시장( ) 갔다.
는 90% 10%

에 90% 10%

2. 어머니 생신 선물( ) 사고 싶었다. 을 90% 10%

3. 어머니( ) 외국 여행( ) 다니면서 그 나라 음식( ) 

먹어 보는 것( ) 좋아하신다.

는/ 

께서는
55% 45%

을 45% 55%

을 75% 25%

을 80% 20%

와 70% 30%

4. 그래서 김치( ) 인삼(  ) 만든 과자( ) 샀다. 으로 65% 35%

를 75% 25%

을 75% 25%
5. 이 선물( ) 받으시면 어머니( ) 아주 기뻐하실 거다.

께서 50% 10%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4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4

다음은 문항 5이다. 총 3 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사용 빈도는 9개

이다. 목적격 조사 ‘을’ 대신 주격조사 ‘이’를 썼다. 그리고 ‘로’ 대신 ‘을’을 썼

다. 정답은 ‘휴게실을 2개로 만들었다.’였으나 80%정도 ‘휴게실이 2개를 만들었

다.’를 썼다. 아래 표 및 그림에서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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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5] 기숙사 1층( ) 휴게실( )2개( ) 만들었다. 휴게실( ) 여러 가지 잡지( ) 신문( ) 있으니

까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신문( ) 잡지( ) 음식물( ) 묻지 않게 조심해 주십시오.

문장 조사 정답률 오류율

1. 기숙사 1층( ) 휴게실( )2개( ) 만들었다.
에 65% 35%

을 5% 95%

로 20% 80%

2. 휴게실( ) 여러 가지 잡지( ) 신문( )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에 70% 30%

와 85% 15%

이 75% 25%

3. 신문( ) 잡지( ) 음식물( ) 묻지 않게 조심해 

주십시오.

이나 5% 95%

에 5% 95%

이 5% 95%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5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5 

문항6은 3 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사용 빈도는 6개이다. 첫 문장에

서는 ‘에’와 ‘에서’ 차이를 구분 못하는 학습자들이 55%이나 있었다. 그리고 둘

째 문장에서 ‘은/는’과 ‘이/가’ 차이도 잘 구분하지 않는 학습자들은 55%에 달

았다. 마지막 문장에서 ‘도’ 대신 ‘을’을 써 95%로 가장 높았다. 아래 표 및 그

림에서 다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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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6] 저( ) 기숙사( ) 삽니다. 기숙사( ) 학교 안( ) 있어서 생활( ) 아주 편리합니다. 친

구들( )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문장 조사 정답률 오류율

1. 저( ) 기숙사( ) 삽니다. 는 95% 5%

에 45% 55%

2. 기숙사( ) 학교 안( ) 있어서 생활( ) 아주 

편리합니다.

는 45% 55%

에 85% 15%

이 75% 25%

3. 친구들( )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도 5% 95%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6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6

문항 7은 3 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문장에서는 ‘와’와 ‘과’의 조사 

형태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 자음 ‘ㄹ’이 오면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처럼 ‘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은 65%이나 있었다. 아래 표 및 그림에서 다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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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7] 우리 어머니( ) 아침( ) 밤( ) 바쁘시다. 집안일( ) 시장 보기, 은행( ) 가기 같은 일( ) 

모두 직접 하신다. 쉬는 시간( ) 조금( ) 있어도 항상 할 일( ) 찾는다.

문장 조사 정답률 오류율

1. 우리 어머니( ) 아침( ) 밤( ) 바쁘시다. 
는/ 께서는 80% 20%

부터 60% 40%

까지 60% 40%

2. 집안일( ) 시장 보기, 은행( ) 가기 같은 일( ) 

모두 직접 하신다. 

과 35% 65%

에 70% 30%

을 80% 20%

3. 쉬는 시간( ) 조금( ) 있어도 항상 할 일( ) 

찾는다.

이 15% 85%

만 55% 45%

을 60% 40%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7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7

문항 8은 3 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사용 빈도는 9개이다. 첫 문장

에서 주제임을 나타내는 조사 ‘는’을 대신 주격조사 ‘가’를 써 대치 오류가 발생

한다. 둘째 문장에서는 조사 ‘로’의 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류 빈도가 

75%로 높았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조사 ‘도’ 대신 ‘을’을 써 대치 오류가 발생

했다. 아래 표 및 그림에서 다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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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8] 요즘 휴대 전화( ) 아주 좋아졌다. 휴대 전화( ) 음악( ) 들을 수( ) 있고 텔레비전( 

) 볼 수( ) 있다. 그리고 친구( ) 얼굴( ) 보면서 이야기( ) 할 수 있다.

문장 조사 정답률 오류율

1. 요즘 휴대 전화( ) 아주 좋아졌다. 는 15% 85%

2. 휴대 전화( ) 음악( ) 들을 수( ) 있고 

텔레비전( ) 볼 수( ) 있다. 

로 25% 75%

을 90% 10%

도 60% 40%

을 75% 25%

도 65% 35%

3. 그리고 친구( ) 얼굴( ) 보면서 이야기( ) 할 수 

있다.

의 75% 25%

을 80% 20%

도 30% 70%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8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8

문항 9는 3 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문장에서는 ‘여행(을) 가다/ 다니

다’ 대신 ‘여행(에) 가다/ 다니다’를 썼다. 둘째 문장에서는 ‘의’ 대신 ‘가’를 써 

100%로 틀렸다. 그리고 ‘도’ 대신 ‘를’을 써 100%로 틀렸다. 마지막 문장에서 

‘에게/한테’의 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70%로 ‘이’와 대치 오류가 발생한

다. 아래 표 및 그림에서 다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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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9] 해외여행( ) 처음 가는 사람( ) 출발 전( ) 준비( ) 잘하면 훨씬 더 즐거운 여행( ) 

할 수 있다. 여행자( ) 풍습( ) 문화( ) 알아 두고 간단한 그 나라 말( ) 공부하는 것( ) 좋다. 

또 고마운 현지인들( ) 줄 작은 기념품( ) 준비해 가면 좋다.

문장 조사 정답률 오류율

1. 해외여행( ) 처음 가는 사람( ) 출발 전( ) 준비( ) 잘하면 

훨씬 더 즐거운 여행( ) 할 수 있다.  

을 25% 75%

은 5% 95%

에 95% 5%

를 90% 20%

을 80% 20%

2. 여행자( ) 풍습( ) 문화( ) 알아 두고 간단한 그 나라 말( ) 

공부하는 것( ) 좋다. 

의 0% 100%

이나/ 

과
75% 25%

를 75% 25%

도 0% 100%

이 55% 45%

3. 또 고마운 현지인들( ) 줄 작은 기념품( ) 준비해 가면 좋다.

에게/ 

한테
30% 70%

을 80% 20%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9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9

 문항10은 4 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문장에서 ‘를’대신 ‘가’를 대치하여 

오류가 발생한다. 둘째 문장에서는 ‘몸(에) 열이 난다.’에서 발음이 비슷해서 

‘에’ 대신 ‘의’를 쓴 학습자가 65%나 있었다. 셋째 문장에서는 ‘에’와 ‘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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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파악하지 못한다. 아래 표 및 그림에서 다시 정리한다.

[문항#10] 어제 비( ) 맞아서 감기( ) 걸렸다. 어미니( ) 아프고 몸( ) 열( ) 나서 오늘 병원( 

) 갔다. 의사 선생님( ) 약( ) 먹고 집( ) 쉬라고 했다. 내일 한국어 시험( ) 있는데 걱정이다.

문장 조사 정답률 오류율

1. 어제 비( ) 맞아서 감기( ) 걸렸다. 를 5% 95%

에 80% 20%

2. 어미니( ) 아프고 몸( ) 열( ) 나서 오늘 병원( ) 갔다.  

가/ 

께서
65% 35%

에 35% 65%

이 75% 25%

에 90% 10%

3. 의사 선생님( ) 약( ) 먹고 집( ) 쉬라고 했다. 내일 한국어 

시험( ) 있는데 걱정이다.

이/ 

께서
70% 30%

을 95% 5%

에서 45% 55%

4. 내일 한국어 시험( ) 있는데 걱정이다. 이 90% 10%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10

문법판단테스트(GJT)　의도적 메우기 #10

4. 아랍권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 오류 원인 분석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사 사용에서 유발한 위와 같은 오류의 발생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의 전후 문맥과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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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모국어도 중요한 고려의 대상

으로 삼았다. 어떠한 오류는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었

는데 그런 경우는 가능한 요인을 모두 기술하였다.

결국 모든 오류는 목표어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학습자는 가능한 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한다. 

모국어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모국어나 기타 언어학적 지식을 동원하

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목표어 내에서 배운 다른 규칙을 적용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임기응변적인 조치를 취하고 넘어가거나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버리

는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학습자가 한국어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표현을 

과잉 적용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도 있었다. 

오류의 원인92)을 규명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브라운

(Brown,1994:213-217)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오류의 원인으로 네 가

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 모국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언어간 전이

(Interlingual Transfer), 둘째는 목표어 자체의 언어적 특성에 기인한 언어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 그리고 셋째는 학습의 장(Context of Learning)에

서 얻어지는 오류로 교사나 교재로부터 부정확하게 습득한 지식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끼쳐 오류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목표

어를 발화할 때 나름대로 의사소통 전략 (Communication Strategies)을 사용

함으로써 오류를 유발하는 경우도 지적하고 있다.

언어의 전이를 강조하는 오류 분석적 입장에서는 두 언어 간 유사성으로 인

해 발생하는 오류에도 주목을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언어체계상

의 차이와 학습의 난이도와의 관계를 정도성으로 설명한 에크만(Eckman,1977)

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93)

언어 내 전이는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가설을 

92) Brown (1980)은 수많은 오류의 원인 중에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모국어의 방해 현상에서 오는 오류

  2) 목표어 자체에서 생기는 오류

  3)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사회언어학적인 환경

  4) 심리학적, 인지적 방법

  5) 수많은 정서적인 현상

93) Eckman(1977)에서는 두 언어의 차이와 난이도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의 ‘유표성가설 

(Markedness Differential Hypothesis)'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학습자의 난이도는 모

어와 목표어,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표성 관계를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

(1) 학습자의 모어와 다르고 더 유표적인 목표어의 영역은 어려울 것이다.

(2) 모어보다 더 유표적인 목표어의 영역의 난이도 정도는 유형성의 정도와 상응한다.

(3) 학습자의 모어와 다르지만, 덜 유표적인 목표어의 영역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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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그 가설이 옳지 못할 때는 가설을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언어내 전이에 의한 오류는 ‘학습 전략에 의한 오류(Learning 

Strategy-Based Errors)'로 파악되기도 한다. 한편, 리차드(Richard,1971:206)

에서는 '발달상의 오류(Developmental Errors)'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

다. 최근 연구 중에 제임스(James.C,1998)94)에서는, 이러한 언어 내적 요인들

을 종합하여 잘못된 유추, 오류분석, 불완전한 규칙의 적용, 형태소의 과잉 사

용, 공기제약의 무시, 과잉 적용, 과잉 일반화의 일곱 가지 요인을 제안하고 있

다.95)

학습자의 오류는 앞서 코더(Coder,1981)가 언급한 것처럼 교사와 연구자, 그

리고 학습자 자신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오류분석의 

한계로 인해 오류분석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분석의 틀과 이론적 기

반을 바탕으로 오류를 면 하게 검토하는 것이 제2언어 학습의 연구자들이 취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견해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오류의 원인96)을 구체적으로 모국

어의 영향, 목표어의 복잡성 그리고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 등 3가지 원인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4.1 격조사 오류 원인 분석 과정 

94) James, C. (1977), Judgements of Error Gravities, ELTJ, Vol.31 No2.

95) James(1998)에서 제시한 언어 내적 요인들을 아래에 간략히 설명한다.

(ㄱ) 잘못된 유추( False Analogy): 새로운 항목이 등장했을 때 이미 알고 있던 목표어의 지식을 

근거로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 예) ‘Boy-Boys'의 규칙을 ‘Child'에 적용하여 ‘Chid'를 만들어 

내는 것.

(ㄴ) 오분석(Misanalysis): 새로운 항목이 등장했을 때 목표어의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에 근거하

여 적용하는 것.

(ㄷ) 과잉 적용, 모니터 과사용(Hyperocorrection : Monitor Overuse): 목표어 표현에서 단순한 

표현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ㄹ) 불완전한 규칙의 적용(Incomplete Rule Application): 복잡한 규칙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적용하는 것.

(ㅁ) 형태소의 잉여적 사용(Exploiting Redundency): 불필요한 형태소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

(ㅂ) 공기제약의 무시(Overlooking Coocurrence Restriction)

(ㅅ) 과잉 일반화, 또는 단순화 (Overgeneration / Simplification)

96) Dennis (1982)는 오류를 원인별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ㄱ) 규칙의 확대 적용 또는 과잉일반화

(ㄴ) 규칙제한에 대한 무지

(ㄷ) 규칙의 볼완전한 적용

(ㄹ) 잘못 가설화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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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 아랍권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원

인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목표어의 학습과 사용에서 범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의 해결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어의 격조사의 적절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진행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후 얻은 내용에 기초하여 여

러 학자들이 제시한 오류 원인을 근거로 오류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살피기 전에 아랍권 학습자들

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아랍권학습자들의 격조사 오류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및 사후 인터뷰(Fellow-up Interview)의 결과를 살펴본다.97)

  4.1.1. ‘이/가’를 ‘을/를’로 대치 오류 원인

먼저 ‘이/가’를 사용할 자리에 ‘을/를’을 대치 해 사용해 오류가 발생한 이유

에 대한 문항에서 서술어의 품사 구분 즉,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을 잘 못해서가 

30%이었으며, 습관적으로 목적어 뒤에는 ‘을/를’을 사용하므로 20%, 아랍어의 

‘싫다’는 동사와 형용사할 수 있기 때문과 아랍어에 조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

답하는 참여자들이 50%로 가장 많았다.

국적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수준 소속 연령

한국어 

외에 하는 

외국어

설

문 s

조

사 

이집트 

(EG)(7명)
4년

5급

(L5)

아인샴스 대학교

(ASU)
20대

영어

불어

요르단 (JO)

(4명)
3년

5급

(L5)

요르단 대학교

(JOU)
20대

사

후 

인

터

뷰

이집트

(EG)

 (3명)

6년
5급 (L5), 

6급 (L6)

연세 대학교

(YU)

고려 대학교

(KU)

울산 대학교

(ULU)

20대

요르단 (JO)

(2명)
5년 5급 (L5)

서울 대학교

(SU)

연세 대학교

(YU)

20대

튀니지 

(TN)

(1명)

5년 4급 (L4)
경희 대학교

(KYU)
20대

97) 설문조사 및 사후 인터뷰(FI) 대상자의 정보를 다음 표에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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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율

(%)

동사와 형용사 구분을 잘 못해서 30%

습관적으로 목적어 뒤에는 ‘을/를’

을 사용하므로
20%

기타 (여러 개 선택 가능) 50%

‘이/가’를 ‘을/를’로 대치한 이유

아래 예문은 ‘-이/가’를 ‘-을/를’로 잘못 쓴 것

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너를 싫다. (X)

b. 나는 네가 싫다. (O)

오류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1

이어서 ‘이/가’를 ‘을/를’로 대치 오류 원인에 관한 사후 인터뷰 결과를 살펴

본다. 실험을 참여한 이집트 학습자 (EGYUL5)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

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118 -

연구자: 아래 예문은 ‘-이/가’를 ‘-을/를’로 잘못 쓴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너를 싫다. (X) b. 나는 네가 싫다. (O)

참여자: 이런 오류가 아랍어권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권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

류입니다. 아랍권,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많이 틀리는 것이고요. 근데 왜 틀리

냐면 사실은 이거는 모국어 영향을 받아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목표어인 한국어 영향을 받아

서 틀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랍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싫다’라는 말을 번역하면 ‘Hate’. 이

거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로 변역이 돼서요. 여기서도 ‘너를 싫다’라는 오류문장을 만들

게 되었습니다.

연구자: 그러면 오류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참여자: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을 한국어 자체 격조사 개념이 있고 아랍어에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사의 성격. 영어로 번역할 때는 

‘Hate’로 번역하여 아랍어로도 같은 뜻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로 번역해 보니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싫다’뿐만 아니라 ‘좋다/좋아하다’, ‘귀엽다/귀여워하다’, ‘어렵다/

어려워하다’ 그런 게 있다는 게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연구자: 혹시 아랍권 학습자들은 이런 오류를 하는 이유도 아랍어 영향뿐만 아니라 본인이 학

습하고 있는 다른 외국어 영향을 받아요?

참여자: 네. 사실은 아랍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학습하기 전에 외국어를 -영어를- 학습한 적

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는 세 번째 외국어로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랍어, 영어, 한국

어. 그래서 아랍권 학습자들이 아랍어 영향뿐만 아니라 영어 영향도 받아서 틀리는 게 있습니

다.

참여자 EGY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1

아랍권 학습자들이 모국어 영향 및 한국어(목표어) 복잡성의 이유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형용사 ‘싫다’와 동사 ‘싫어하다’는 한국어 복잡성으로 

보고, 아랍권 학습자는 번역하면 ‘싫다’는 ‘Hate’로 번역하여 형용사가 아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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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인식하여 목적격조사 ‘을/를’을 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사란 개념이 모

국어인 아랍어에 없는 개념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여기서 오류원인을 정리하자면, 첫째, 모국어에 없는 조사 개념, 둘째, 한국

어 서술어인 ‘싫다’는 형용사인지 동사인지의 복잡성, 그리고 셋째는 학습자가 

습득한 다른 외국어 영향이라고 정리하였다.

다음은 실험에 참여한 이집트 학습자 (EGKUL6)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아래 예문은 ‘-이/가’를 ‘-을/를’로 잘못 쓴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너를 싫다. (X) b. 나는 네가 싫다. (O)

참여자: 이 문장에서 틀린 이유가 ‘싫다’란 동사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영어로 번역하

면 ‘Dislike'로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사나 형용사 자체를 가르쳐야 된다고 봅

니다. 그리고 Dislike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Good 아니면 Bad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그다

음에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I don't think that u are good'이런 식으로 번역하여 설명하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랍어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은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연구자: 그러면 지금 이 오류의 원인이 모국어 영향인가요? 아니면 번역했기 때문에 틀렸어

요?

참여자: ‘싫다’란 동사 자체는 모르는 것이다. 사전에서도 보면 ‘Dislike’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가’ 대신 ‘을/를’ 을 썼다. 

학습자 EGKUL6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1

이번 학습자도 위 학습자와 같이 모국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게다가 한국

어에서 ‘싫다’는 영어나 아랍어로 반역하면 ‘Hate/Dislike’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대신에 ‘I don't think that you are good or bad.’으로 번역

하면 형용사란 개념이 없어도 ‘Adjective’ 개념이 있으므로 학습자가 목적격 조

사 ‘을/를’대신 ‘이/가’를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한·영 사전에서나 한·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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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서도 ‘싫다’는 ‘Hate/Dislike’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아랍권 학습자가 목적

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실험을 참여한 요르단 학습자 (JOSUL5)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일단 외국인들에게는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랍권학습자들은 습관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습관적으로요? 어떤 습관이에요?

참여자: 아랍어 영향을 받아서 . 다른 외국인들보다 아랍권 학습자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이/가 와 을/를 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역시 아랍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랍어랑 한국어의 문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어순도 다르고요.

연구자: 그러면 요르단 대학교에서 이/가와 /을/를 을 학습했을 때 선생님들이 고쳐주셨나요? 

-교사들이 문법적 피드백을 주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서 확인 질문-

참여자: 네 많이 고쳐주셨는데 학생들이 계속 틀려서 결국은 포기하셨어요. 나중에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면 자동으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맞

지는 않네요. 오히려 틀린 것이(오류) 화석이 되어버려서98) 이제 와서 고치기가 엄청 힘든 일이

라고 생각해요.  

학습자 JOS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1

이번에도 국적이 다르나 모국어가 같으므로 이번 학습자도 오류원인이 모국

어 영향으로 본다. 그리고 교육과정 영향으로도 오류원인이라고 본다. 요르단 

대학교에서 문법을 학습하는 데에 피드백을 제대로 주지 않다는 단점에 대해 

지적했다. 아랍권 학습자들이 분석적인 성격이라 특히 문법 연습할 때 오류 발

생하여 그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

98) 화석화(Fossilization): 틀린 언어 형태가 비교적 영구적으로 학습자의 제2 언어 능력의 한 부

분이 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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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험을 참여한 튀니지 학습자 (TNKHUL4)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

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모국어 영향을 받아서 동사와 형용사 구분을 잘 못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학습자 TNKHUL4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1

이번에도 국적이 다르나 모국어는 아랍어이다. 이번 학습자도 모국어 영향으

로 오류가 발생한고 본다. 즉, 아랍권 학습자들이 조사 오류 원인 중에 모국어 

영향99)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가’를 ‘을/를’로 대치한 이유는 서술어의 품사를 

잘 모르고, 특히 초급 단계에서 ‘이/가’와 ‘을/를’을 학습할 때 목적어 뒤에는 

‘을/를’을 사용하던 것이 화석화되어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도 습관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위의 자료에 의하면 모국어 영향은 오류 원인

으로 확인할 수 있다.

  4.1.2. ‘은/는’을 ‘이/가’로 대치 오류 원인

다음은 ‘은/는’을 사용할 자리에 ‘이/가’로 대치해 오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물음에 문법을 잘 몰라서 40%, 아랍어에 ‘은/는’과 ‘이/가’가 없어서 20%, 문법

을 알고 있는데도 실수로 선택한 학습자들은 10%100), 그리고 문법을 모르는데

다가 모국어인 아랍어에 ‘은/는’과 ‘이/가’가 없다고 합쳐서 선택한 참여자들이 

30%에 이르 다.

아래 예문은 ‘-은/는’을 ‘-이/가’로 잘못 쓴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a. 저가 학생입니다. (X)  b. 저는 학생입니다. (O) 

오류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2

99) 아랍어에 ‘조사’ 개념이 없음.

100) ‘실수로’ 답한 참여자에게 연구자가 ‘오류와 실수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따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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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율(%)

문법을 잘 몰라서 40%

아랍어에 ‘-은/는’, ‘-이/가’가 없어서 20%

실수로 10%

기타 (여러 개 선택 가능) 30%

‘은/는’을 ‘이/가’로 대치한 이유

아랍권 학습자들이 ‘은/는’을 ‘이/가’로 대치한 이유는 ‘은/는’, 목표어 복잡성 

측면에서 보면 ‘이/가’의 용법을 잘 몰라서 서로 대치해 사용하기도 하고, 모국

어 영향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 ‘은/는’, ‘이/가’에 대응하는 아랍어가 없어서 학

습자들이 ‘은/는’, ‘이/가’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활인할 수 

있다.

사후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실험을 참여한 이집트 학습자

(EGYUL5)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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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문은 ‘-을/를’을 ‘-가/이’로 잘못 쓴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a. 선생님께서 도움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X)    

b. 선생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O)

참여자: 이 문장에서 완전 한국어 영향을 받아서 틀린 것입니다. 어학이나 국어학을 공부할 때 

‘-은/는’은 문장에서는 주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할 때는 문장에서

는 주제어잖아요. 학습자들이 ‘-는’이란 조사의 역할을 몰라서 ‘이/가’, ‘은/는’을 헷갈리는 것이

다. 여기에서도 모국어 영향을 볼 수 없는 오류 현상이라고 봅니다. 대신 조사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려워하고 오류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국어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근데 여기는 ‘저는 학생입니다.’ 그거는 ‘저는’은 여기서 그냥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연구자: 그러면 학습자들이 ‘저+는’은 ‘I am’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아랍권 학습자들이 

‘은/는’, ‘이/가’를 학습할 때 구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지를 ?

참여자: 일단은 문장에서 ‘입니다’가 나올 때는 ‘은/는’을 쓰고, 그리고, ‘누가’가 나오는 질문에

는 ‘이/가’를 쓴다. 즉,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사인지, 언제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가르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연구자: 그러면 조사 개념을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아니면 맥락 속에서 가르

쳐야 된다고.

참여자: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은/는’과 ‘이/가’ 차이를 설명해야 되고 피드백을 계속 줘야 된다

고요.

참여자 EGY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2

오류 원인은 모국어의 영향, 한국어 복잡성, 그리고 피드백 부족이라고 본다. 

그리고 ‘은/는’및 ‘이/가’의 차이 학습에 대해도 지적하였다.101) 학습자 수준에 

101) ‘이/가’및 ‘은/는’ 차이 학습할 때, 문장에서 ‘입니다’가 나올 때는 ‘은/는’을 쓰고, ‘누가’가 나

오는 질문에 ‘이/가’를 쓴다.  즉, 용법을 먼저 가르치고 언제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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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차이를 가르쳐야 된다 처음에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학습자들이 끝까

지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은/는’을 먼저 가르치며, 특히 학습자들이 처음 학습

할 때는 ‘저는 모모입니다.’란 문장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 나중에는 ‘이/

가’가 나오면 ‘이/가’를 학습할 때는 조금씩 피드백을 주면서 가르쳐야 된다. 즉, 

‘은/는’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가’를 가르쳐야 된다. 이 단계쯤에는 학습자

들이 차이에 대해 궁금해서 교사가 차이를 설명해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참여자에게 물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적은 같지만 한국어 

수준이 6급이다. 실험을 참여한 이집트 학습자(EGKUL6)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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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이/가’와 ‘은/는’의 오류 원인은 처음 학습할 때는 ‘이/가’와 ‘은/는’은 어떤 상황에서 써

야 되는 지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는’과 ‘이/가’ 차이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이에요.

연구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먼저 ‘은/는’과 ‘이/가’의 개념 및 용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차이점을 문

맥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아요. 무엇보다도 문법적인 피드백을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그러면 본인이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참여자: 먼저 초급학습자들에게 ‘이/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은/는’을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

에 비교하는 식으로 차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그러면 왜 ‘이가’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왜냐하면 ‘이/가’가 주격조사가 기본이잖아요. 

연구자: 근데 학습자는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라는 기본 문장부터 학습하기 때

문에 ‘은/는’을 먼저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모국어에 없는 개념인 ‘조사’나 ‘격조사’란 

용어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참여자: 격조사를 가르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 게 아랍어하고 영어 경우는 어순에 따

라 격이 결정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에게 아랍어와 영어는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한

국어 자체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용어를 가르치는 것 보다 먼저 ‘조사’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용법을 설명하려고 해요. -문법번역식-

학습자 EGKUL6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2

 

먼저 ‘은/는’과 ‘이/가’의 개념 및 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차이

점을 문맥 속에서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문법적인 피드백을 계속 줘야 된다. 초

급학습자들에게 ‘이/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은/는’을 가르칠 것이다. 그 다음

에 비교하는 식으로 차이를 가르쳐야 된다.

다음은 실험을 참여한 요르단(JOSUL5)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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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은/는’을 학습할 때는 ‘저’와 ‘는’ 따로 따로 학습하지 않고 ‘저는’은 그대로 ‘I’로 생각

해서 학습했어요. 그다음에 ‘제가’를 학습할 때도 똑 같이 ‘I’로 학습해서 더욱더 헷갈려서 구별

이 잘 안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조사의 개념 자체를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서 무슨 차인

지를 몰랐어요.

연구자: 혹시 교사들이 차이를 설명 안 하셨어요?

참여자: 처음에는 비슷하다고 설명하셨는데 나중에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차이를 설명

하고 가르치셨어요.

연구자: 그러면 본인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일단 처음에는 기초적인 ‘조사’의 개념, 그다음에 초급 때 필요한 조사를 가르치고 나

서 오류가 생기면 피드백을 주고 고쳐 주고 , 오류가 안 생기면 안 가르치는 것으로 해요.

학습자 JOS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2

‘은/는’을 학습할 때는 ‘저’와 ‘는’ 따로 따로 학습하지 않고 ‘저는’은 그대로 

‘I’로 생각해서 학습한다. 그다음에 ‘제가’를 학습할 때도 똑같이 ‘I’로 학습해서 

더욱더 헷갈려서 구별이 잘 안 된다. 무엇보다도 조사의 개념 자체를 정확히 가

르치는 것이 아니라서 무슨 차인지를 모르므로 오류가 발생한다. 특히 아랍권 

학습자 성격은 분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실험을 참여한 튀니지 학습자(TNKHUL4)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은/는’과 이/가의 용법을 잘 모르기에 목표어의 복잡성. 그리고 모국어에 없는 개념이라 파악하

기 어렵다.

학습자 TNKHUL4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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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율(%)

단어의 성분이 무엇인지 몰라서 40%

습관적으로 10%

실수로 30%

기타 (여러 개 선택 가능) 20%

‘을/를’을 ‘이/가’로 대치한 이유

   4.1.3. ‘을/를’을 ‘이/가’로 대치 오류 원인

다음은 ‘을/를’을 사용할 자리에 ‘이/가’로 대치해 오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문항에 목표어 복잡성 측면에서 보면 단어의 성분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40%이

며, 습관적으로 10%, 실수로 30%, 모국어의 영향 측면에서 아랍어에 ‘-을/를’

과 ‘-이/가’가 없고 단어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여러 답을 선택한 비율

은 20%이었다. 

아래 예문은 ‘-을/를’을 ‘-가/이’로 잘못 쓴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a. 선생님께서 도움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X)    

b. 선생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O)

오류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3

아랍권 학습자들은 ‘도움’ 뒤의 서술어가 무엇이며 그 서술어의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였고, 그 비율은 가장 많아 

40%에 이르 다.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학습할 때 문장이 확대되면서 안긴문장 

및 안은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여 단어 성분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사후인터

뷰 자료를 제시한다. 실험에 참여한 이집트 학습자 (EGKUL6)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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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래 예문은 ‘-을/를’을 ‘-가/이’로 잘못 쓴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a. 선생님께서 도움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X)    

b. 선생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O)

참여자: 학생들이 이 문장은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한 문장이고 ‘도움이 준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자 주어는 선생님이고 후자 

주어는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혹시 ‘주다’란 동사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지는 않아요? 모국어 영향을 받은 것이 않을

까요?

참여자: ‘주다’는 꼭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라 모국어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학생들이 문장이 확대되면서 단어 성분을 정확히 구별 못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습자 EGKUL6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3

학생들이 이 문장은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이라고 생각하여 ‘선생님이 감

사합니다.’가 한 문장이고 ‘도움이 준다.’가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

자 주어는 ‘선생님’이고 후자 주어는 ‘도움’이라고 생각한다. 즉, 한국어 복잡성

으로 문장이 확대되면서 주어 및 목적어는 정확하게 어딘지를 잘 모른다. 

다음은 실험을 참여한 요르단 학습자(JOSUL5)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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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여기도 모국어 영향으로 아랍어 어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어는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온 거라 우리도 번역할 때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잖아요. 아랍어

에는 그런 거 없어 가지고 , 아마 학생들이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즉, 학생들이 모국어 

영향을 받아서 아랍어 어순 때문에 먼저 오는 것이 주어이고 나중에 오는 것이 목적어로 생각

해요.

학습자 JOS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3

여기에서도 모국어 영향은 아랍어 어순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는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온 것이므로 아랍어 번역할 때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무슨 의미인지

를 이해한다. 반면에 아랍어에는 그런 현상이 없고 아마 학생들이 그런 것도 생

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즉, 학생들이 모국어 영향을 받아서 아랍어 어순 

때문에 먼저 오는 것이 주어이고 나중에 오는 것이 목적어로 생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

다음은 실험을 참여한 튀니지 학습자(TNKHUL4)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문장이 확대되면서 복잡해지고 단어의 성분이 무엇인지 몰라서 생긴 오류로 본다. 이/가 

와 을/를 차이점 학습 부족한 것 같다.

학습자 TNKHUL4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3

즉, 목표어 복잡성은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 부족으로도 볼 수 있다.

   4.1.4. ‘에서’를 ‘에’로 대치 오류 원인

다음은 ‘에서’를 사용할 자리에 ‘에’를 사용해 오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물

음에 ‘에/에서’의 정확한 용법을 몰라서 30%, 아랍어에서 ‘-에/에서’ 모두 전치

사 ‘Fi’이기 때문에 20%, 실수로 10%, 발음이 편리해서 1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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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율(%)

발음이 편리해서 10%

‘-에’, ‘-에서’의 정확한 용법을 몰라서 30%

아랍어에서 ‘-에/에서’ 모두 ‘Fi’이기 때문에 20%

실수로 10%

기타 (여러 개 선택 가능) 30%

‘에서’를 ‘에’로 대치한 이유

아래 예문은 ‘-에’와 ‘-에서’를 잘못 쓴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a. 나는 도서관에 공부해요. (X)

b.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O)

오류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4

즉, 아랍권 학습자들이 ‘에’와 ‘에서’를 혼동하는 이유는 ‘에’와 ‘에서’의 용법

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사용함에 있어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며 한국어의 ‘에’

와 ‘에서’에 대응하는 아랍어 ‘Fi’ 하나로 쓰이므로 ‘에’와 ‘에서’의 상호 대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다음은 사후인터뷰 자료를 살펴본다. 실험을 참여한 이집트 학습자 

(EGYUL5)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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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왜냐하면 아랍어에는 ‘에/에서’는  의미로 하는 관사가 하나만 있잖아요. 아랍어로는 

‘Fi’이고 영어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아랍권 학습자들이 그냥 개념 없이 쓰는 

것이에요. 특히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를 인식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연구자: 그러면 혹시 모국어 영향으로 아랍권 학습자들이 ‘동사’나 ‘형용사’란 개념을 학습할 

때 헷갈리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참여자: 그것 때문에 학습자들도 맞는 조사를 선택해서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죠.

연구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참여자: 학습할 때는 공부할수록 파악할 수 있다.

연구자: 선생님이 ‘은/는’과 ‘이/가’ 차이를 가르칠 때 정 하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피드백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안 하세요?

참여자: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에/에서’는 아랍어로 번역하면은 그냥 

‘fi’로 번역하고 아무 개념 없이 쓰니까. 그리고 학습자들이 항상 언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랑 

연결시켜서 . 그래서 먼저 동사와 형용사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문맥 속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무엇보다도 피드백을 많이 줘야 된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아랍나라에서는 특히 

학문적으로 학습하는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정 하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현황은 그렇지 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학습자들이 오류 해야 그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파악하여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특히 아인샴스 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면 바로바로 고쳐야 된다고 봐요.

참여자 EGY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4

위의 의견에서 보듯, 우선 모국어 영향으로 발생한 오류라고 본다. 아랍어에

서는 전치사 ‘Fi’이고 영어에서는 ‘At, In, For, By’ 등이 여러 전치사가 있다. 

그러니까 아랍권 학습자들이 그냥 개념 없이 쓰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를 인식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에 한국

어 복잡성에서는 서술어 ‘형용사’ 및 ‘동사’의 개념이 복잡하다고 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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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교육고정 영향에서 피드백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에/에서’ 학습할 때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먼저 동사와 

형용사 개념부터 파악하고 그다음에 문맥 속에서 학습해야 된다.

다음은 실험을 참여한 이집트 학습자 (EGKUL6)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한국어 동사와 형용사를 잘 모르는 것이다. 여기서도 한국어 복잡성으로 생각할 수 

있기도 하고, 모국어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모국어영향을 어떻게 받느냐면 아랍어

에서는 둘 다 ‘Fi’인데 학생들의 모국어에 없기 때문에 구별 못한다.

연구자: 본인이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참여자: 먼저 동사와 형용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격조사를 문맥 속에서 가를 거예

요.

연구자: 근데 선생님이 문법번역식으로 가르치신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모국어에 없는 개념

인 형용사를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학생들이 조사 ‘에/에서’만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까지 파

악해야 이해가 가능한 것이라 많은 부담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일단 동사와 형용사를 먼저 가른쳐야 해요. 어려워도.

예를 들면 형용사는 ‘adjective의 의미를 가진 verb’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쁘다는 아랍

어에서는 ‘자 라’이잖아요. ‘자 라’는 ‘adjective’의 뜻을 가진 한국 동사예요.

-너무 많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아랍권 학습자들이 분석적으로 학습하(analytical)는 것이 선호하는 것 같다 -

- 조사 개념 학습 필요성 재확인-

학습자 EGKUL6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4

여기서는 동사와 형용사 개념은 아랍권 하급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지에 대해 제시한다. 먼저 형용사102)는 ‘Adjective’103)의 의미를 가진 ‘Verb’으

102) 국어사전에 의하면, 형용사(形容詞)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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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예쁘다’는 아랍어에서는 ‘자 라’

인데 ‘자 라’는 ‘Adjective’의 뜻을 가진 한국 동사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실험을 참여한 요르단 학습자 (EGYUL5)와 튀니지 학습자

(TNKHUL4)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

다.

참여자: 우리는 다른 외국인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에/에서’ 간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잘해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차이를 확실하게 설명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연구자: 구별할 수 있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해요?

참여자: 무조건 차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학습자 EGY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4

참여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에’, ‘-에서’의 정확한 용법을 모르는데다가 아랍어에서 

‘-에/에서’ 모두 ‘Fi’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학습자 TNKHUL4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4

즉, ‘에/에서’를 가르칠 때 용법 및 차이점을 정 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

하였다.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어야 된다.

   4.1.5. 조사 누락(생략) 오류 원인

다음은 문장 중 조사가 생략된 원인에 대한 물음이다. 한국어의 말하기와 쓰

기가 달라서 40%, 틀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안 써서 20%, 발음이 편리해서 

10%, 아랍어에는 주격고사가 없으므로 10% 그리고 한국어의 말하기와 쓰기가 

어 동사와 함께 용언에 속한다.  

103) Adjectives play the role of modifying no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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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 틀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안 쓴다고 둘 다 선택한 참여자들은 20%이었

다.    

아래 예문은 조사가 생략된 것입니다. 왜 생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너 지금 어디 가니? b. 너는 지금 어디에 가니?

오류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5

답변 비율(%)

발음이 편리해서 10%

아랍어에는 주격조사가 없으므로 10%

한국어의 말하기와 쓰기가 달라서 40%

틀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안 써서 20%

기타 (여러 개 선택 가능) 20%

조사의 누락 이유

아랍권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쓴 작문에서 조사의 누락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으

로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비율은 40%로 

가장 많았다. 최근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수법의 도입과 함께 학

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과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교

수법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성

보다는 적절성을 우선순위에 놓는다.(강보유 2002:185) 따라서 학습자들의 입

말에서 사용하듯 글말에서도 입말과 같은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

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은 사후인터뷰 자료를 제시한다. 먼저 실험을 참여한 이집트 학습자

(EGYUL5)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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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역시 격조사 개념이 아예 없다는 점으로 본다. 즉, 모국어에 없는 개념으로. 그리고 

학습자 수준이 올라갈수록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누락 오류 생긴다. 즉, 모국어 영향에는 <모국

어에는 격조사 개념이 없다>. 그리고 구어체 영향이다.

학습자 EGY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5

누락 오류 원인은 먼저 모국어에 없는 개념이므로 조사 개념 필요성을 인식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급에 올라갈수록 구어체 영향으로 생략하는 경

향이 있다.

다음은 실험을 참여한 이집트 학습자(EGKUL6)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모국어에 없는 개념으로 출발해서 격조사가 없어도 의사소통이 되고 조사의 필요

성을 모르는 것이다. 구어체 영향도 받아서 누락을 많이 한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꼭 

문어체와 구어체 차이를 확실히 가르쳐야 된다. -아랍권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의사

소통을 중심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 신경 쓰지 않다. -

학습자 EGKUL6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5

위에서 보듯이 비슷한 의견이며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문어체 및 구

어체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실험을 참여한 오르단 학습자(JOSUL5)와 튀니지 학습자(TNKHUL4)

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역시 구어체 특히 드라마를 많이 보면 조사를 많이 생략해요.　사실은 저도 초급 

때 많이 생략했어요. 머릿속에서 조사가 없어도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했었어요. 근데 고급 올라갈수록 일부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틀릴까봐 일부로 생략했어요. 

참여자 JOS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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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구어체 영향이다. 특히 한국어의 말하기와 쓰기가 달라서요. 

학습자 TNKHUL4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5
 

학습자들이 조사 개념 필요성을 모르며 조사를 생략해도 의사소통이 되기 때

문에 누락 오류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1.6. 일반적인 오류 원인

아랍권 학습자들에게 위와 같은 오류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물음에 가장 

많이 선택한 대답은 조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므로 습관적으로 안 

쓴다 30%, 한국어의 말하기와 쓰기가 달라서 20%, 한국어와 아랍어의 조사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5%, 틀릴까봐 일부러 사용하지 않아서 10%, 실수로 

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류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6

답변 비율(%)

한국어의 말하기와 쓰기가 달라서 20%

한국어와 아랍어의 조사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5%

조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므로 습관적으로 30%

실수로 5%

틀릴까봐 일부러 사용하지 않아서 10%

설문 결과에 따른 조사 오류 발생원인

다음은 사후인터뷰 자료를 제시한다. 먼저 실험을 참여한 이집트 학습자

(EGYUL5)와 학습자(EGKUL6)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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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아랍권 학습자들이 모국어인 아랍어의 영향을 받아서 오류 하는 것보다 한국어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오류 하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학습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격조

사 개념 설명해야 된다. - 설명할 때도 격조사란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말을 풀어서 설명함- 

그리고 어순도 설명해 되는 이유는 - 학습자가 문장을 만들 때 모국어 어순 영향을 받는다.

참여자 EGY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6

참여자: 오류 원인은 두 개 인 것 같아요.

1. 모국어의 영향, 예를 들면 동사와 형용사구별

2. 한국어 문장 복잡성, 문장이 확대되면서 복잡해지면서 학습자들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이에

요.

연구자: 그러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참여자: 초급 학생들에게 아랍어랑 한국어를 연결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문법번역식이다-

중급 학생 경우에는 초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랍어보다 한국어로 계속 쓰는 걸

로, 그 다음에 고급에서는 한국어로 계속 해야 된다.

학습자 EGKUL6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6

위에서 보듯이 오류 원인은 첫째, 모국어 영향, 둘째, 한국어 문장 복잡성 특

히 문장이 확대되면서 주어 및 목적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구어체 및 문어체 차이. 그리고 조사 필요성을 파악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은 실험을 참여한 요르단 학습자(JOSUL5)와 튀니지 학습자(TNKHUL4)

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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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역시 모국어 영향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외국어랑 계속 비교하는 것 같네요. 특히 아랍권 학생 경우에는 아랍어랑 계속 비교하

는데 비교가 안 돼 가지고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한다. 아랍권 학습자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도 비슷할 수 있지만 한국어랑 완전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오류가 더 많

이 발생한다고 봐요.

학습자 JOS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6

참여자: 먼저 틀릴까봐 일부러 사용하지 않으며 조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습자 TNKHUL4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6

위에서 보듯이 오류 원인은 먼저 모국어 영향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습득한 다른 외국어와 계속 비교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리고 고급 학습자들도 틀릴까봐 일부러 생략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

한 물음에 아랍어로 번역한 후 한국어 문장으로 쓴다 30%, 말할 때처럼 쓴다 

15%, 책에서 본 것처럼 쓴다 20%, 생각 안 하고 쓴다 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류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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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율(%)

아랍어로 번역한 후 한국어로 문장으로 쓴다. 30%

말할 때처럼 쓴다. 15%

책에서 본 것처럼 쓴다. 20%

생각 안 하고 쓴다. 5%

기타 (여러 개 선택 가능) 30%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위의 응답으로 보아 아랍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우선 모국어인 

아랍어로 번역한 후 그것을 다시 한국어 문장으로 쓰면서 모국어인 아랍어의 

간섭을 받아 아랍어에 없는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보조사 ‘은/

는’의 사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조사의 누락 오류 역시 빈번히 발

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실험에 참여한 이집트 학습자(EGYUL5)와 학

습자(EGKUL6)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한국어로 생각하고 문장을 쓴다. 쓰고 나서 고치는 것입니다. 모국어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직역하면은 그때 오류가 정말로 많이 생긴 것입니다. 모국어 영향을 받아서요. 

즉, 모국어로 생각하고 나서 목표어로 직역하면 오류가 많이 생긴 것이라고 본다.

참여자 EGY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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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생각정리를 할 때 먼저 모국어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나 다른 외국어로 쓰는 것

이에요.

연구자: 그러면 글 쓰실 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참여자: 시험에서는 글쓰기 문제가 나올 때 그 때 바로 한국어로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지만 지

금 대학원 공부를 할 때 먼저 내용을 모국어로나 영어로 파악하여 한국어로 쓰는 경우가 많아

요. 

연구자: 그러면 발표하실 때는요?

참여자: 바로 한국어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문법에 대해 신경 쓰는 편이에요.

학습자 EGKUL6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7

위에서 보듯이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고급학습자로서 말할 때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며 쓸 때는 먼저 모국어로 자기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한

국어로 쓰는 것이다. 전자 경우에는 발생한 오류보다 후자 경우에 발생한 오류

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모국어 영향을 받아서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본

다.

다음은 실험을 참여한 요르단 학습자(JOSUL5)와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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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생각나는 대로 씁니다. 모국어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어로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어요. 초급 때에는 한국어로 바로 쓰는 것보다 먼저 아랍어나 영어로 생각한 다음

에 문장을 썼지만 고급 올라갈수록 한국어로 생각하고 쓴 것이에요.

연구자: 요르단 대학교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어요?

참여자: 1. 과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르단 대는 이집트랑 차이점이 많아요. 일단 복수과목이란 것이에요. 한

국어과도 한국어를 전공해도 한국어과 영어를 반반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정곡이라도 반점은 

한국어 반점은 다른 영어. 즉, 한 학과 안에서도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언어는 두 개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는 1학년에는 한국에 대한 기초 지식 (지리, 문화, 언어, 인구 등)을 배웠

어요. 2학년부터는 다른 분야를 했어요, 문학, 비즈니즈, 정치 등을 배웠어요. 진짜 간단한 것

만 했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4학년 미치고 나서 졸업해도 중급 1까지. 

2. 교사 :한 5명 원어민 한국인

학생들이 1~4학년까지 100명 정도.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러면 학과 개발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재가 필요해요. 공일주 교수님이 만드신 교재가 있잖아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아랍권 학습자 입장으로서는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땐 이 교재를 공부했어요. 이 교재를 선생

님이 잘 가르쳐주셨지만 이 책 자체는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아랍어로 된 설명도 이하기 어렵

고 쓰신 문법 설명도 아랍어로 번역하셨기 때문에 더욱 더 복잡해졌어요. 직역이나 독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안 좋은 방법으라고 생각해요.

3. 교재: 물론 교재를 개발해야 되요. 특히 지금 학습하는 교재들이 연세한국어 및 경희교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상으로 한 교재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재가 있어야 학습자가 덜 불한하

지요. 언어 학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 같이 교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학습자 JOS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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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요르단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한국어 학습하는 

데에 겪는 어려움들 중에 교재가 부족한데다가 한국어과이라 하더라도 한국어 

및 영어 같이 복수 전공으로 한국어 학습에 비중을 두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은 앞서 진행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후 얻은 내용에 기초

하여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오류 원인을 근거로 오류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2. 모어 (L1)의 영향104)에 의한 오류

아랍어는 각국마다 비격식 구어체(Spoken) 아랍어가 있고 모든 아랍 나라가 

공통으로 쓰는 격식 문어체(Written) 아랍어가 있다. 모든 아랍인들이 자국의 

구어체 아랍어를 매일 사용하고 문어체 아랍어는 교과서나 TV, 신문들에서 쓰

인다. 그래서 ACTFE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에 나와 있는 Novice 단계에서는 구어체 아랍어만을 제시하고 있

다. 실제로 아랍인들이 IRL(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의 L4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은 구어체 아랍어만 해당되고 문어체 아랍어는 L4에 이르는 사람

들은 아주 드물다. 그 이유는 매일 구어체 아랍어를 쓰고 문어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을 길가에서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언어적 환경에 있는 아랍 학생들에게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아랍어의 표준말과 방언의 이 같은 언어적 상황은 아랍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할 때 그들이 갖는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한국어 학습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이다. 우선 이들 아랍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수를 위하여 현지 

방언을 알아야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이 된다. 그리고 단위 시간 안에 학생들에

104) 이정희(2008)에서 일반적으로 오류의 원인을 살필 때는 목구어의 역할이 중요한 문제가 된

다. 1960년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외국어 습득 과정에 있어 언어간 차이가 클 경우 모국어

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였다.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차이가 많을 경우 모국어에 관한 지

식이 목표어 습득에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 143 -

게 수업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으려면 학생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 격식체와 비격식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학생이 어려서 부모님으로

부터 들은 시골 방언이 그들의 언어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상적인 

어휘들을 학습하고 관용적 표현을 학습시키려면 이들 학습자의 언어에 대한 이

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때 한국어교사는 해당 아랍 각국의 방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아랍 학생을 쉽게 이해한다.

   4.2.1. 모어에 없는 개념에 의한 오류

Ⅱ장의 아랍어･한국어에서 조사의 개념 및 분류에서 살펴본 바가 있지만 여

기서도 재확인한다. 아랍어의 격 형태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모음의 변화로 주

격, 목적격, 속격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주격은 주격표지로서 모음[un](비한

정), [u]를 어말에 부가하고, 속격은 모음 [in](비한정), [i]를 어말에 부가하며, 

목적격은 목적격표지로서 어말에 모음 [an](비한정), [a]를 부가한다. 이와 같

이 형태적 격 표지 방법을 갖고 있는 아랍어는 통사적으로 주어와 술어는 주격

을, 목적어와 부사어는 목적격을 취한다. 또 연결형의 제2 요소와 전치사의 목

적격은 속격을 취한다.

즉, 아랍어의 명사와 형용사에는 3개의 격은 위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다

음을 요약하고자 한다. 주격(-은), 속격(-의), 대격(-을)이 있다. 격변화에는 대

부분의 명사나 형용사에 적용된다.105)  

어말에 나타나는 격 모음 표지는 현대 아랍어에서는 무표인 경우가 많고 반

드시 주격, 속격, 목적격(대격)의 격 표지가 필요할 때만 표지된다. 예를 들면 

아래의 (ㄱ)는 (ㄴ) 와 같이 쓸 수 있다.

105) 김종도(2000), ⌜알기 쉬운 아랍어 기초 문법⌟,명지출판사,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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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قرأ محمُد الكتاَب[Qaraa Muḥmmadun al-kitāba.] 

영어 번역: Muhammad read the book 

(ㄴ) محمُد قرأ الكتاَب[Muḥmmadun qaraa al-kitāba.] 

영어 번역: Muhammad read the book.

‘무함마드가 책을 읽는다.’

반면에 한국어는 첨가어에 속하는 언어로 어근에 조사나 어미가 결합하여 의

미를 표현하거나 단어를 형성하게 된다. 다른 면으로 보자면 한국어에서는 조사

와 어미가 매우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어+목적어+서술어’ 어순을 나

타내는 언어는 후치사가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에는 후치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

는 것으로 ‘조사’가 있다. 첨가어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명사 구실을 하는 말이나 문장 뒤에 붙는다. 전통

문법에서는 조사를 크게 격조사와 보조사로 구분한다. 격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

어서 격을 결정하여서 곧 체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한다. 한국어

의 격조사는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의 6격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는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등과 같은 개념이 있으나 

모국어인 아랍어에 없으므로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4.2.2. 모국어에 있으나 다른 형태에 의한 오류

여기서는 호격조사를 예를 들어서 살펴본다. 먼저 한국어 호격조사는 어떤 인

물이나 대상을 부를 때 쓰는 조사이다. 선행하는 체언으로 하여금 호칭어임을 

표시하는 조사로서 ‘-야/-아’가 대표적으로 쓰인다.

(ㄱ) 영철아, 너 어디 가니?

반면에 아랍어에서는 호격이란 개념이 있으나 완전 다르게 쓰인다. 다음은 아

랍어의 호격을 살펴본다.

아랍어의 호격에는 호격사 Yā يا 와 Ayyuhā أيها 여성은 Ayyatuhā أيتها 가 주

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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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ā يا 는 항상 비한정 단수 형태의 명사가 온다.

아랍어: يا ولُد [Yā waladu.]

영어 번역: Oh! Boy.

한국어: ‘얘야!’

그러나 부르는 대상어가 연결형을 이루고 있거나 수식어가 있는 경우에는 yā 

 .뒤에 대격이 온다 يا

호격사 Ayyuhā는 항상 정관사가 뒤에 온다.

아랍어: أيها المسلمون [Ayyuhā al-muslimūna.]

영어 번역: Oh! Muslims.

‘오, 무슬림들이여’

위에서 살펴보듯이 아랍어의 호격은 한국어 호격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

지만 아랍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호격을 배울 때 모국어 영향을 받는다. 다음 호

격조사 ‘아/야’의 대치 오류를 살펴보고자한다.

문항 10의 응답률

학습자

문항 10 번

정답률 (%)① % ② % ③ % ④ %

107명(100%) 4.6% 57% 9.3% 24.2% 24.2%

문장과 독립되어 쓰이는 독립어에서 사람이름 혹은 유정명사 뒤에 붙는 호격

조사는 부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며 선행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야’와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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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 아 모음 + 야

영욱아, 놀러 가자. 철수야, 어디 가니?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호격조사 없이 이름만으로 그 사람을 부르기도 한다. 

또한 선행명사가 모음 ‘ㅣ’로 끝난 경우에는 ‘ㅣ’를 탈락시키고 ‘아’와 축약시켜 

말하기도 한다.

철수, 어디 가?

영철, 결국은 오는군.

이번 문항에서는 선행명사를 부르는 의미를 나타내며 사람이 아닌 사물과 결

합할 때에는 사람처럼 부르는 의미를 나타낸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바람아, 불어라. 

외국 사람들의 이름 혹은 직함 등과는 합하지 않고 사람의 성만 부를 때에도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성까지 들어간 이름 뒤에 호격조사가 쓰이면 어색하다.

아랍권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으로 호격조사 ‘아, 야’를 배우기가 쉽다106). 아

랍어의 호격은 위에서 살펴봤듯이  아랍어의 호격에는 يا ، ًأُيَها  가 주로 쓰인다. 

(뒤에는 ‘탄윈’이나 정관사가 없는 주격명사가 온다.107 يا

[Ya waladu] يا َوَلُد

오, 소년아!

106) 아랍어의 호격이 더욱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아랍어

민나야 !  (Ya Menna] يا منه

107) 한국어 호격조사 ‘아/야’는 명사 뒤에 붙어서 쓴다. 그러나 아랍어 호격은 명사 앞에 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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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현상 예문 오류 원인

‘을/를’⟶‘이/가’로 

대치

-을/를 보다/ 주다/ 

원하다.

타동사와 자동사 자체의 구별과 조사의 대응을 

파악하지 못함.

-을/를  숨기다.
목적어를 취하는 사동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함.

-을/를 좋아하다.
모국어와 한국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 

다름.

그러나, 부르는 대상어가 연결형을 이루고 있거나 수식어가 있는 경우에는 يا 
뒤에 대격이 온다.

[Ya Abdullah] يا َعْبَد الله

압둘라야!

  

   4.2.3. 모어에 서술어의 품사 차이

라도(Lado,1957)는 모국어와 목표어간에 유사점이 많을 경우 모국어의 지식

이 목표어 습득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긍정적 전이라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바터(Prator,1967)는 대조분석 가설을 근거로 하여 

언어간의 분포상의 차이를 0단계에서 5단계까지 6가지 범주의 문법적 난이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0단계에서 5단계로 내려 갈수록 모국어 간섭이 심화되

어 학습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3장에서 살펴봤던 ‘을/를’을 ‘이/가’로 대치한 오류 유형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조사의 종류를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고 

하며 다음 표에서 요약한다.

  

  4.3. 목표어(한국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

목표어의 복잡성은 학습자의 오류 발생에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학습자는 목

표어 내의 여러 요소를 서로 혼동하여 목표어의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다. 아랍권 학습자가 한국어 격조사의 여러 요소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많은 오

류를 범하였다. 조사를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어에서의 여러 개념



- 148 -

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의 이형태를 이야기할 때 학

교 문법에서는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가’와 결합한

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경우 ‘받침’이라는 말을 외국인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

인가가 문제이다.

다음은 아랍권 학습자를 비롯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조사 중에 가장 

어려워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조사를 살펴본다.

   4.3.1. 문법 문항의 복잡성

(1) ‘은/는’ 및 ‘이/가’

‘이/가’는 ‘은/는’과 대치되기도 하는데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는 ‘이/가’를 

쓴다. 그리고 문장 속에 있는 또 다른 문장의 주어에는 ‘이/가’를 주로 쓴다.

(ㄱ) 옛날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 아주 효녀였대요.(O)

(ㄴ) 옛날에 한 여자는 살았는데, 아주 효녀였대요. (X)

(ㄷ) 철수가 귀국했다는 소식에 나는 기뻤다. (O) 

(ㄹ) 철수는 귀국했다는 소식에 나는 기뻤다. (X)

‘는/은’ ‘이/가’

1. 그 문장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정보, 설명

의 대상, 주제임을 나타낸다.

2.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거나 묵시적으로 말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대

상을 화제로 하여 말할 때 쓴다.

3. 그 명사에 과한 사실이나 진리를 말할 때 

쓴다.

4. 둘 이상을 대조하여 각각에 대해 말할 때 

쓴다.

5. 그 행위나 상황 자체를 강조하거나 행위의 

선후 관계를 강조할 때 쓴다.

1.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의 주체나 대상임을 

나타낸다.

2. 어떠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대상임을 나타

낸다.

3. 주어가 된 대상, 주어가 아닌 대상을 가리

킨다.

4. 그 수량을 지적하여 강조한다.

5.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여 말할 때 쓴다.

6. ‘무엇’ 등이 있는 문장의 주어에 쓰며, 그

에 대한 대답에도 쓴다.

7. 여럿 가운데 하나를 지정하여 강조할 때 

쓴다.

8. 인용되는 말의 출처를 나타낸다.

표 Ⅲ-6 격조사 ‘이/가’ 및 보조사 ‘은/는’의 용법

다시 말해, ‘내가 철수이다.’와 ‘나는 철수이다.’의 차이를 아랍권 학습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한국 사람에게는 직관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된다.

주어 자리에 쓰일 때의 ‘이/가’와 ‘은/는’은 어떤 차이를 나타낼까? 그리고 이

를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학교문법에서는 이를 주격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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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그 용법의 차

이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주어자리에 나타나는 ‘이/가’와 ‘은

/는’의 용법의 차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으로 ‘이다’ 문장에서는 ‘은/는’을 쓴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설명

은 외국인에게 ‘이/가’와 ‘은/는’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설명으로 

반드시 이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이다’가 

쓰인 문장에 ‘이/가’가 쓰일 수도 있지만 이는 선행명사에 초점이 놓인 경우로 

일반적인 진술에서는 ‘은/는’이 쓰인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ㄱ)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ㄴ) 수잔 씨는 미국 사람입니다.

단, 질문의 초점이 의문사 ‘누구, 무엇, 언제, 어디’에 놓여 있을 때에는 ‘이다’ 

문장에서도 ‘이/가’를 쓴다.

(ㄹ) A: 누가108) 미영 씨예요?

     B: 저 분이 미영 씨예요.

② 이야기에서 새로운 주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가’를 쓰고, 이미 알

고 있는 주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은/는’을 쓴다. (이는 영어의 ‘A’와 

‘The’에 견줄 수 있다.

(ㄱ) 저기 철수가 옵니다. 철수는 내일 제주도에 갑니다.

(ㄴ) 옛날 옛날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 임금님은 예쁜 딸이 있었어요.

③ ‘이/가’의 경우와 ‘은/는’의 경우는 초점이 놓이는 위치가 다르다. 즉, ‘이/

가’는 앞부분에, ‘은/는’은 뒷부분에 초점이 놓인다.

(누가 파티에 갔어요?) 철수가 파티에 갔어요. (‘철수’에 초점이 놓임.)

(2) ‘에’ 및 ‘에서’

외국인은 처소의 의미를 나타낼 때 장소명사 뒤에 ‘에’와 ‘에서’ 중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한다. ‘에’와 ‘에서’는 뒤에 나타나는 서술

어에 따라 달리 선택된다. 장소를 나타내는 ‘에’는 ‘있다/없다, 많다/적다’ 등의 

108) ‘누구’가 ‘누가’로 축약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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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반면에 ‘에서’는 ‘운동하다, 먹다, 공부하다’ 

등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한다.109) 

즉, ‘에’와 ‘에서’를 비교하면 ‘에’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내는 지점을 가리키

는데 반해 ‘에서’는 어떤 행위나 동작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나타낸다. 그러

므로 ‘에’는 이동이나 위치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쓰이는 반면, ‘에서’는 

일반적인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므로 그 밖의 많은 동사가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밥을 먹어요.’는 틀린데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라고 하면 

맞다. 

그러나 ‘에’와 ‘에서’가 같이 쓰이는 경우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본다.

(ㄱ)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기 시작했다. 

(ㄴ)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ㄱ)에서는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한 장소가 학교라는 것을 나타내고, (ㄴ)에서

는 학생들의 모이는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학교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에’와 ‘에서’가 ‘살다’라는 동사와 같이 쓰이면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

어지는데, ‘에’는 동작의 움직임이 그 상태로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반해 

‘에서’는 움직임이 변화되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에’는 정적

인 특질을, ‘에서’는 동적인 특질을 나타낸다.

(ㄱ) 나는 서울에 산다.

(ㄴ) 나는 서울에서 산다.

(ㄱ)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ㄴ)은 서울

에서 살고 있는 동작이나 생활을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아랍어의 전치사 중에 ‘에/에서’와 비슷한 의미로 ‘'Fi' فى’를 제시한다.110) 

(ㄱ) 동사의 행동이 끝나는 장소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나는 2주일을 카이로에서 지냈다. َأَقاَم ِفى الَقاِهَرِة ُأسُبوَعيِن 
한편, 어떤 장소로의 움직임을 표시한다. 

109) 허용 외 2010,‘에’와 ‘에서’는 뒤에 나타나는 서술어에 따라 달리 선택된다. 장소를 나타내는 

‘에’는 ‘있다/없다, 많다/적다’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반면에 ‘에서’는 ‘운동

하다, 먹다, 공부하다’ 등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한다. 

예) 회사에 있어요,/ 회사에서 일해요. 

110) 송경숙. 이종택(2005), ‘완벽 아랍어 문법’, 삼지사, P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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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물통에 빠졌다. َوَقَع ِفى الُجب
또한, ‘-가운데, -간에’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들 중에서 누가? َمْن ِفيَنا؟

(ㄴ) 시간 표시에서 쓰인다.

이번 주일에 날씨가 좋았다. َكاَن الطَّْقُس ِفى هذا ا ُالْسُبوِع َجِمي ًال

(3) ‘로/으로’ 및 ‘에’

‘에’와 ‘로/으로’를 비교하면 ‘가다, 오다, 떠나다, 도착하다’ 등 이동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와 쓰일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에’는 도착점

을, ‘로/으로’는 출발 목표점이나 방향, 경유지를 나타낸다.

(ㄱ)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O)

(ㄴ) 나는 서울로 도착했다. (X)

(ㄷ) 나는 서울에 떠났다. (X)

(ㄹ) 나는 서울로 떠났다. (O)

(ㅁ) 나는 그 골목길에 돌아서 집에 갔다.(X)

(ㅂ) 나는 그 골목길로 돌아서 집에 갔다. (O)

그런데 아래 (ㅅ)과 같이 ‘에’가 목적지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인 경우에는 

(ㅇ)처럼 ‘로/으로’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나 ‘에’를 ‘로/으로’로 바꿔 쓸 수 있

는 경우에도,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ㅇ)과 같이 ‘로/으로’를 쓰는 

경우에는 여러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그 장소를 향함을 나타내는 반면, 

(ㅅ)과 같이 ‘에’를 쓰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목적지인 경우만을 나타낸다. 이는 

(ㅈ)과 (ㅊ), (ㅋ)과 (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 뒤

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ㅅ) 일이 끝나면 길 건너에 있는 카페에 오세요. (O)

(ㅇ) 일이 끝나면 길 건너에 있는 카페로 오세요. (O)

(ㅈ) 우리는 봄가을에 여행을 간다. (O)

(ㅊ) 우리는 봄가을로 여행을 간다. (O)

(ㅋ) 그가 고향을 떠난 지도 올해에 10년째이다. (X)

(ㅌ) 그가 고향을 떠난 지도 올해로 10년째이다. (O)

그리고 도구나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에’와 ‘로/으로’를 비교하면 아래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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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ㄴ)처럼 그 이미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ㄷ)과 (ㄹ), (ㅁ)과 

(ㅂ)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에’는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지만 ‘로

/으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ㄱ) 고기는 강한 불에 익혀야 한다. (O)

(ㄴ) 고기는 강한 불로 익혀야 한다. (O)

(ㄷ) 종이에 손이 베었다. (O)

(ㄹ) 종이로 손을 베었다. (X)

(ㅁ) 나는 칼에 종이를 잘랐다. (X)

(ㅂ) 나는 칼로 종이를 잘랐다. (O)

(4) ‘와/과’ 및 ‘and’, ‘with’ 와 ‘Wa و ’
한국어에서 ‘와/과’로 쓰이나 영어권 화자에게나 아랍어 화자에게는 그 의미

가 다른 경우가 있다.

(ㄱ) 내가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ㄴ) 내가 철수를 영희와 같이 만났다.

즉, ‘철수와 영희’는 영어로 그 의미를 제시할 때 ‘and’의 의미이고 ‘영희와 

같이’는 영어로 ‘with’의 의미이다. 따라서 영어권 화자에게 설명할 때에는 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아랍어로 설

명하려면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이다. 

아랍어에서는 접속사 ‘حروف العطف’ 중에서 ‘와/과’를 비슷한 의미로  'Wa و'를 살

펴본다.

(ㄱ) ‘و’는 ‘와, 과, 그리고’의 비슷한 의미로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자잇과 하싼이 왔다. جاَء َزيُد و َحَسُن
(ㄴ) 두 개의 형용사가 한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 사이에 و 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문법에 맞지는 않으나 가끔 و 가 두 형용사 사이에 끼일 때

도 있다.

한 크고 아름다운 도시

아랍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مدينة كبيرة جميلة  .1
مدينة كبيرة و جميل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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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두 문장 사이에서 뒤에 명사문을 거느리고 가끔 ‘-상태에서’의 뜻을 나

타내는데 이때 ‘و’로 이끌어지는 문장을 상태문이라 한다.

하늘이 맑을 때에 달이 나타났다. َظَهَر القمُر و السماُء صافيٌة
   

   4.3.2. 한국어의 구어체와 문어체 차이

입말과 글말이 다른 한국어 특유의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여 입말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글말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111)

특히 한국어는 초급 단계에서 조사를 빼고도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

들이 틀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조사를 생략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드라마나 노래 

가사에서도 조사를 시키지 않으며 반말을 쓰는 경우도 많으므로 학습자들도 역

시 조사를 생략한다.

 4.4. 교육과정의 영향에 의한 오류

교육과정(Curriculum)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학교 차원에서 특정 언어 프로그

램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과 목적을 포함한 전체 교육 과정을 말한다(김정숙 

1992:24 참조). 그러므로 교육과정에는 학습 목표, 학습 방법, 평가, 교사와 학

생의 역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해 한국어 학습자가 공식적인 한국어 교

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행해지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칭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과정 역시 학습자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교수법의 변천과 함께 교육과정 또한 변화해왔다. 1970년대 이후 의사소

통 능력에 관한 개념 정립과 함께 의사소통적 접근 방법에 따른 의미-기능 중

심 교육과정이 대두되었다. 의미-기능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학습자가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기능을 주된 교육 내용

으로 삼는다. 문법이나 구조는 필요에 따라 제시될 수 있으나 주된 교육 대상은 

아니다. 하임스(Hymes,1972)처럼 언어교육에서 문법 교육은 전혀 필요 없다고 

111) 노대규(1986)에서는 한국어 입말의 특징을 자세하게 고찰하였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입말의 통사론적 특징

① 어순이 자유롭다. ② 조사나 보조사의 생략 ③ 접속조사의 생략이 안된다. ④ 호격조사 사용. 

⑤ 접속조사의 반복적 사용. ⑥ 관형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문장성분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

다. ⑦ 문법성의 장도가 낮거나 비문도 자주 쓰임.

2. 입말의 음운론적 특징

①비분절음이 문장의 유형 및 의미와 접한 관계가 있다. ② 음운이나 음절의 생략이 많다. ③ 

음절의 축약이 많다. ④ 생략과 축약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⑤ 단어 결합에 자음이나 보

조동사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다. ⑥ 단어 내부나 단어 결합에서 모음과 자음이 변동되어 쓰이

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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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법 형태의 난이도를 고려

하지 않은 채 제시하고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어휘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언어 사용이 지나치게 비문법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여기서 이집트에서 아인샴대 학교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들을 도움으로 얻은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영향을 제시한다. 한

국어 문법 교육 및 아랍권 학습자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그 교사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본다. 본 설문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랍권 한

국어 학습자 및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은 3개의 영역으

로 나누어서 한국어과 한국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4.1. 교사의 기본 정보

영역1에서 ‘수업 내용에 대한 전문성, 교수방법·평가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

한 지식’을 통해 교사의 기본 정보를 알아본다. 

먼저 초급반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견이다. ‘학습자들이 범위와 계열은 이해하

나 교과를 재구성 할 수 있는 능력은 교수자에 의해 실현된 뿐 학습자 스스로

의 역량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그 다음은 중급반 회화를 가르치는 교사의 

의견을 살펴본다. ‘교재에 따른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학생 수준

차), 교재의 기본 틀만 이용하고, 수업 내용은 교사의 재량으로 진행한다.’이며 

같은 반을 가르치는 다른 교사의 의견도 ‘교과 내용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활하

고 있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현지 학생들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고 

비슷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중급반 문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견을 살펴본

다. ‘실제 수업시간에 교과의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비슷한 의미를 가

진 문형,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유형 등을 선별하여 가르친다.’고 덧붙어서 답

하였다.

다음은 교수방법·평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질문들이다. 교과내용을 지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먼저 초급반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견이다. ‘학습자 중심으로 교과내용을 진행한다. 그다음 중급반 회화를 가르

치는 교사의 의견은 ‘교과 목차(진도)와 토픽 (중급 어휘)를 중심으로 실정에 맞

게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학급을 가르치는 다른 교사의 의견

도 ‘학생들의 어휘수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방법도 학생별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반 수업이라고 하지만 적절한 교수방법을 적용하기 어

렵다.’는 답이 비슷하였다. 그리고 중급반 문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견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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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의 

기본 

수업 

내용에 

대한 

-교재에 따른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학생 수준차), 교재의 기본 틀

만 이용하고, 수업 내용은 교사의 재량으로 진행함.

-교과 내용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현

한 다양한 예문은 들어 해당 문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지를 

제작하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대답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어휘와 문

형 활용 능력을 키워준다.’이었다.

다음 질문은 학습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파악은 하고 있으나 수업별 특성

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활용하고 있다.’이며 ‘상황에 따라 노래나 매체에 등장

하는 머리글이나 삽화, 게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드라마, 노래 등을 통해 학

생들의 어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법 수업이기에 수업을 

진행할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

기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며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는 현

재 3학년 학생들에게 시험점수가 100%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합의 하에 과제, 출석 등의 점수

를 반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어서 답하였다.

다음 질문은 ‘학생에 대한 지식’이란 영역1의 마지막 부분이다. 학생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그리고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2년 이상 지도를 

통해 학생의 개인의 발달사항을 파악하고 능력에 따라 가르친다.’, ‘개인차를 존

중하고 수업의 수준을 항상 중간 정도에 설정하여 진행한다.’, ‘ 학생들과의 접

촉이 잦은 편이며 일 년 연속 학생들과 지내다 보니 대다수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다.’, ‘다른 수업에 비해 학생 수가 적어 어느 정도 개인차에 따른 수업 진행

이 가능하다.’, ‘수업시간 외에도 미니 홈피나 티타임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노력하고 있다. 수준차가 나는 학생들을 소모임으

로 나누어 그룹 학습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수업 시간 내 질문과 대답을 

통해, 그리고 앞 단원에서 배운 것을 통해 학생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있다.’, ‘수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과 잘 이해하는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판단하

기는 어렵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여 내용을 반

복하여 가르친다. 또한 이해 정도는 매 시간 해오는 과제 (문형 활용하여 예문 

10개 + 어휘 5개 활용하여 예문 5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학기 초 학생 

개인을 상대로 간단한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구축 후에 ’, ‘개인차를 존

중하여 개별적인 질문과 학생수준에 맞는 맞춤식 수업을 하고 있음.’ 등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견해를 다음 표에서 요약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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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역

1)

전문성

지 학생들의 요구와 맞지 않음.

-실제 수업시간에 교과의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형,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유형 등을 선별하여 가르침.

교수방법･
평가에 

대한 지식

-학생들의 어휘수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방법도 학생별로 적용해야 하

는 경우가 있어서 한 반 수업이라고 하지만 적절한 교수방법을 적용하기 어렵

다.

-문법 수업이기에 수업을 진행할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

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는 현재 3학년 학생들에게 시험점수가 100%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학생에 

대한 지식

-개인차를 존중하고 수업의 수준을 항상 중간 정도에 설정하여 진행한다.

-수업시간 외에도 미니 홈피나 티타임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을 이해하려 노력

하다.

-수준차가 나는 학생들을 소모임으로 나누어 그룹 학습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

다.

-수업 시간 내 질문과 대답을 통해, 그리고 앞 단원에서 배운 것을 통해 학생

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있다.

-개인차를 존중하여 개별적인 질문과 학생수준에 맞는 맞춤식 수업을 하고 있

음.

표 Ⅲ-7 교사의 기본 정보

 4.4.2. 수업 설계

영역2에서 ‘수업 설계’를 알아 봤다. ‘수업목표, 수업 전략, 학생활동 및 과제

부과 계획, 수업자료, 집단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수업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보다 발화의 기회를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데 중심을 두고 이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니다. 수업 시간

에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이지는 못하므로 

100% 명료한 수업 목표는 불가능하다.’, ‘본문을 시작하며 배워야 할 문형을 찾

는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수업목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문제로 수업

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함.’ 등이었다.

그다음에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프로그램을 설

계하고 있는가?(수업전략, 학습활동 및 과제부과 계획, 수업자료, 집단구성, 단

원의 연계성, 발문계획, 판서계획 등)에 관한 질문이다. 교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학습 프로그램이 되도록 

교재연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함.’,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때로 기존의 학습지를 하지 않고 나와서 문법을 활용한 예문을 만드는 것을 통

해 흥미를 이끌어 낸다. 또한 적절한 과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학습활동, 과제 부과, 집단 구성 발문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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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고 있다.’, ‘이주에 한번 한 시간의 토론수업과 과제물 외에 주에 한번 

노트 교환을 (본인과 각 학생별) 실시하고 있다.’등이 있다.

그 다음 질문은 영역2의 마지막 질문이다. 수업목표와 일치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매 학

기말 학과에서 수업평가가 실시하고 있다.’, ‘수업 내용과 관계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평가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립하고 있

다. 다양한 한국어 문법을 활용하여 주.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으로 평가한다.’, 

‘수업목표와 일치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등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를 다음 표에서 요약하여 정리한다.

(1) 수업 정보

수업 등급 출석 학생수 교과서/교재 진행 언어 특기

초급 23

연세한국어1

연세활용연습1

자체 제작교재 / 유인물

한국어

영어

아랍어중급 25

연세한국어3

서강한국어 3A

중학교 국사

살아있는 한국사

자체 제작 요약본

고급 25 자체 제작 교재

모든 교사의 응답 종합

  

  (2) 수업 진행

시간 활동 학생 활동 교사 활동
주 4시간  질문에 대답하기 짝 활동 자신의 의견 말하

기
각 단원에 알맞은 상
황 제시

중급 A반 회화 수업 진행

시간 활동 학생 활동 교사 활동
2시간 -교재 활동

(CD 듣기. 따라 읽기)
-학생 활동
(짝과 대화 연습)

소그룹 (2인, 4인)
역할극 연습

1:1 질문과 대답을 통
해 응용 상황에 /다른 
회화 연습

중급 B반 회화 수업 진행

시간 활동 학생 활동 교사 활동
3 시간 강의식 수업 문답 강의

고급반 문법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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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활동 학생 활동 교사 활동

120분

 

120분

의미 전달 및 문장 생성, 

활동

논제 제시 및 토론 발화

의미해석 및 작문

 

논제 해석 및 의견 발화

올바른 의미 및 쓰기활동 

교육

논의 진행

초급반 문법 수업 진행

시간 활동 학생 활동 교사 활동
20분

 
1시간

 
20분

본문 읽고 문법. 어휘   설명

프린트물 (학습지) 활용하여 연습.

활용문제 풀기

 
 

다양한 단어를 가로 안 
채우기

문제 풀기

설명하기.

중급반 문법 수업 진행

(3) 수업 목표

초

급

* 주어진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장으로   작문할 수 있다. 스스로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 논의에 대한 학습자의 찬반의견 및 스스로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발화, 설득

할 수 있다.

* 1학기: 한글 익히기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 자모음을 익히고

-평음. 경음. 격음을 구별하며

-음절이 구조 파악하기

-초급 단계에서 알아야 하는 주제에 관련된 문법 성취/ 표현학습.

* 2학기: 초급 단계에서 알아야 하는 주제에 관련된 문법 성취/ 표현학습.

중

급

-다양한 한국어 문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새로운 어휘를 익힌다.

회 화

1

당연한 상황을 통해 학생들이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회 화

2

상황에 맞는 어휘 구사.

자연스러운 억양과 발음.

학생들에게 한국어 발화의 기회를 준다는데 중점을 둠.

고

급
언어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1~3학년에 배웠던 문법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표 Ⅲ-8 초･중･고급 학습자의 수업 목표

  4.4.3. 교사·학생 간의 관계

마지막 영역3에서 수업환경, 수업방법 및 내용, 그리고 학습결과 평가를 살펴

보았다. 먼저 수업환경조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가 형성

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의  교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신뢰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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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속어나 유행어를 학생들이 많이 

접하므로 수업 진행과 별도의 어휘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업 외에 

개인적인 친 도가 높은 편이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

고, 그 질문의 답을 통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신뢰

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

국역사가 어렵기는 하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열의가 있고 도 있는 수업을 진

행하여 학생이 신뢰함.’ 등이 있다.

그다음 질문은 열의와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해 동기를 유발시키려고 노력

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그리고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자

료를 수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수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며 동기 유발자료

를 개발하며 활용함.’, ‘기본적으로 좋은 수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

으나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문법 수업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기에 평균적으로 수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 편이다. 개인적

으로 이런 문법을 써서 말하면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

을 말함으로 좀 더 동기를 유발시키고 있다.’, ‘한 달에 한번 학생들과 다과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그 시간을 통해 학생들을 복 돋고 있다.’, ‘한국 드라마, 노

래를 수업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다.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등이 있다.

그다음 질문은 고른 발표기회 등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매 수업 시간

마다 모든 학생이 짝 학습이나 1:1 대화를 통해 2번 이남의 발표 기회를 갖고 

있다.’, ‘돌아가면서 활용문제를 풀고 있으나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정해서 대답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기회를 얻는 편이다.’ 등이

었다.

이어 수업방법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인 

교과내용과 학생수준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이다. 이에 대

한 교사의 의견은 ‘학습지의 빈 칸을 채우는 것은 기초적인 단어에서부터 고난

도 단어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문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문을 접하는 것

이기에 적절하다 여긴다.’, ‘적절하지 않음.’, ‘3학년 2학기 회화수업이 진행 중

이며 학생들의 수준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준이 낮은 학생이 따

라오기에는 조금씩 무리가 되는 것 같다.’, ‘중간정도 수준에 맞추어 강의함.’ 등

이었다.

그 다음에 적시에, 구체적인 피이드백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때에 따라 구체적 피드백을 하지만 모든 학생

에게 100% 수업 이해를 시킬 수 없기에 때에 따라 피드백을 하지 않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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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항상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나.’, ‘학생들의 발표나 질문에는 항상 피드

백이 즉시 이루어진다.’, ‘주에 한번 학생 개개인과 교환 노트를 통해 수업이니 

그 밖의 것들까지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다.’, ‘과제를 하고 1~2주에 한 번 채

점, 참석하여 돌려주기에 적절한 피드백을 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부분은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단, 과제를 내지 않는 학생들

에 한해서는 피드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다.

이어 수업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교사가 주요 개념, 개념간의 연관성을 잘 이

해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비슷해서 오류를 일으키기 쉬운 문형들은 

따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비슷한 문형. 반대되는 문형들을 연계해서 설명

하고 있다.’, ‘그렇다. 새로운 어휘나 상황이 나타나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

록 자세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하는 편이다.’, ‘네, 매 수업 시간 전후 연관

성 설명함.’ 등이었다.

그 다음에 학습활동을 통해 고등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었다. 교사의 의

견은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능력을 바라지 않음. 문법 시간이기 때문에 그다

지 비중을 두지 않음.’, ‘찬반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 상대방 이해시키기 등의 수

업도 진행되므로 기회 제공을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문형을 

배우고 활용함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지지만 고등사고력, 합리적

인 의사결정 능력은 문법 시간에 키우기가 어렵다.’ 등이었다.

이어 학습결과평가에 관한 질문이다. 평가 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

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교사가 자유롭게 쓴 수업 평가문이다. 교사의 의견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한다. ‘학생들의 학습이 향상되는 것을 학생들의 노력유무에 다

른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려 노력하지만 여

전히 학생들의 노력유무에 따라 학습능력이 변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다. 학생들이 어휘구사력이 뛰어나지만 TV나 매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수업

에 사용되는 어휘를 적절히 구사하지는 못한다. 물론 교재에 나오는 어휘가 일

상생활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교재 선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해 적절한 분반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 교수자가 교수하고 싶고 학생이 배우고 싶은 내용보다 학과 커리큘럼에 맞

추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교수법을 

통해 커리큘럼 내에서 강의를 조절하여 하고 있음.’, ‘네, 심도 있는 분석과 비

판 및 대안이 제시되기에 문장의 질문이 단펴적이고 인생적인 평가에 그치는 

늘 한다.’ 등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를 다음 표에서 요약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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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

생 간의 

관계 

(영역3) 

수업방법 

및 수업 

내용

-학습지의 빈 칸을 채우는 것은 기초적인 단어에서부터 고난이도 단어까지 사

용할 수 있으며 실제 문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문을 접하는 것이기에 적절하

다 여긴다.

-중간  정도  수준에  맞추어  강의함

-비슷해서 오류를 일으키기 쉬운 문형들은 따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비

슷한 문형. 반대되는 문형들을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다.

-때에 따라 구체적 피드백을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100% 수업 이해를 시킬 

수 없기에 때에 따라 피드백을 하지 않기도 한다.

-학생들의 발표나 질문에는 항상 피드백이 즉시 이루어진다.

학습결과

평가

-학생들이 어휘구사력을 뛰어나지만 TV나 매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수업에 

사용되는 어휘를 적절히 구사하지는 못한다. 물론 교재에 나오는 어휘가 일상

생활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교재 선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해 적절한 분반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해 적절한 분반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Ⅲ-9 교사·학생 간의 관계

위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랍권 학습자가 교사의 면시적

인 설명, 예문 제시 및 특정 맥락에서 두 조사를 대조하여 함께 학습함으로써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수 방법은 학습자의 요구

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랍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사의 교수나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한

국어 문법 항목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현장 교사나 현행 한국어 교재를 통해

서는 상술한 문제점들로 인해 학습자들이 격조사 -특히 {이/가, 에/에서 } -를 

명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

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교육 과정이 학습자의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교재의 개발이나 교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적실하

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에서 살펴봤듯이 아랍권 학습자의 오류 원인은 모국어영향, 한국어 복

잡성 그리고 교육과정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4장에서는 본 장의 결과를 

참고하여 아랍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에 맞는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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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는 조사라는 문법 형태가 매우 발달한 언어로 

조사는 문장구성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또 종류가 많고 의미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조사의 정확한 쓰임에 대해 습득하기가 어려워 한국어 초급학습자

뿐만 아니라 몇 년간 한국어를 학습한 중급, 고급 학습자들조차도 많은 오류를 

일으킨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일정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동사에 이론적인 타당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은 국적, 학습 단계, 상황 (구어나 문어) 등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므로 이러한 전체적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전체 오류 중에서도 상관계가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범

주화할 필요가 있다.

위의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격과 목적격 조사의 대치와 누락

의 오류가 많은 것은 자동사와 타동사, 능동과 수동 등을 잘 구별하지 못해 일

어났고,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 ‘-로’를 서로 잘 구별하지 못한 경우112)와 

서술어와 관련된 올바른 조사의 쓰임을 알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모국어의 간

섭을 인한 오류 역시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조사가 없는 아랍

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조사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류를 범하였다. 이처럼 

중급에서도 계속 오류가 발견되는 이유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조사의 올바른 사

112) ‘-에’는 주로 ‘-에서’와 혼동으로 일어나는 오류가 대부분인데, 이는 조사의 의미를 설명할 

때 동사 부류를 함께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에’와 ‘-에서’를 모두 취할 

수 있는 동사 ‘살다’를 강조하여 설명하고 다른 동사들은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에서(✔에) 있다’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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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훈련하지 않음으로써 중급, 더 나아가서 고급에서도 그대로 화석화되어 나

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

자가 서로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훈련을 해야 한다. 조사에 대한 정

확한 문법 지식이나 훈련이 없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사의 교수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초급에서 나타난 오류가 

중급, 고급에서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조사에 대한 학습자들의 오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편이지만 , 본 연구에서

는 앞에서 살펴본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를 토대로 하여 중급 학습

자들을 위한 교육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조사를 효율적으로 가

르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랍권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의 조사 관련 오

류 중에서 그 비중이 높은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 및 ‘에’와 ‘에서’ 

등에 대한 교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먼저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1.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목표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한국어의 격조사는 다른 어떤 문법 요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격조사는 개념 및 형태와 기능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격조사를 교육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도이다. 이 

의도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은 교육 목표이다.

본 연구의 교육 목표는 격조사의 사용 양상을 살핀 Ⅲ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Ⅲ장의 실험 결과를 통해 격조사의 사용에 있어서 학습

자들이 많은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오류의 기본적인 원인이 

학습자들이 한국어 격조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에서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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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격조사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들에

게 한국어 격조사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분화하면 초급단계에서는 한국어에서 격조사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식시

키는 것을 격조사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격조사는 주로 초급 단계에

서도 맨 처음부터 학습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격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음으로는 격조사의 형태를 이해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형태에 

관해서는 문장에서의 그 위치를 알게 하는 것과 선행하는 명사의 마지막 소리

에 따라 알맞은 형태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격조사가 지니는 기본적 문법적 기능을 이해시키는 데에 

그 목표를 준다. 

중급 단계는 한국어에 익숙해진 단계이므로 초급보다 더 복잡한 것을 이해하

고 표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학습하지 못

한 문법 기능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에 목표를 둔다. 즉, 부사격 조사의 

복잡한 용법을 가르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쳐야 한다. 앞 Ⅲ장에서 학습

자들이 후행하는 동사가 조사를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여 격조사

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그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배운 문법을 담화 내에서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둔다.

격조사를 비교 분석할 때 비슷한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들을 문맥에 맞지 않

게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지막 고급 단계에서는 같

은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인 경우에 문맥을 파악하여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조

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정한다. 격조

사의 형태와 기능만 이해한다고 해서 격조사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격조사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과 다양한 맥락에서도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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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단계

1.한국어 격조사의 기본적 개념을 파악하기.

2. 선행 명사의 음운적 제약에 따라 맞는 이형태를 선택할 수 있기.

3. 문장 성분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격조사를 사용하기.

4.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과 비교적 쉬운 부사격조사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기.

중급 

단계

1. 부사격조사의 보다 복잡한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2. 서술어가 요구하는 조사를 이해하여 정확하게 사용하기.

3. 담화 내에서 격조사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고급 

단계

1.비슷한 기능을 나타내는 격조사들끼리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격조사를 사용하기.

2. 간단한 담화에서는 물론 보다 복잡한 담화에서도 격조사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

하기.

표 Ⅳ-1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목표

는 능력을 갖추어야 격조사에 대한 사용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제시한 형태와 기능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이용하여 간단한 상황은 물론 보다 복

잡한 상황에서 격조사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에도 초점을 맞

춘다.

즉,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목표를 다음 표에서 정리하여 

제시한다.

 2.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내용

문장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낱말이다. 그러나 낱말을 아무렇게나 나열한다고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순서에 의해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낱

말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나열만 하면 의미 있는 문장이 될까? 본 절에서 제안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의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한다.

초기 학습에서 문법적 측면을 소홀히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잘못된 습관 형

성이나 화석화(Fossilization)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그 어떤 

교수법에서도 문법에서도 문법적 능력이 도외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능력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법 요소에 대한 정교한 배

열은 학습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교수요목의 설계에서 반

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조사를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어에서의 여러 개념을 어떻게 설

명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의 이형태를 이야기할 때 학교 문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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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가’와 결합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경우 ‘받침’이라는 말을 외국인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한국어교육 문법에서는 받침에 대한 개념이 없는 외국인에게 받침을 이해시

키기보다는 조사의 이형태를 설명할 때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와 모음으로 끝나

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주격주사의 이형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절에서는 먼저 격조사 교수·학습의 원리를 살펴본 다음에 격조사 교수·학

습의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격조사 사용 양상을 알

아보기 위해 사용한 교제를 분석한다. 이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격조사 교육 내

용을 제시하기로 한다. 교육 내용은 교육 목적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교수·학습 내용은 교수·학습 목적의 규제를 받으며 교수·학습의 방법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을 이루는 데에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를 신중히 구성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교육 내용에는 주로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 교육 내용의 대상자는 바로 학습자들이다. 따라서 이 내

용을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즉 그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야하고,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베풀어져야 할 내

용을 자세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는 

것도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에서

는 아랍권 학습자들이 주로 쓰는 교재 및 아랍 지역에서 출판된 교재113)를 분

석하여 교재 개발이 이루어질 때 보완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격조사 교수·학습의 원리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목표는 매우 실용적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은 학습자가 목표언어인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나 지식 정보로서의 문법 보다는 활용에 측면에서 

중요했다. 본 절에서는 실용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도록 한다.

(1) 과제 수행 중심으로 진행한다.

의사소통적 교수법에서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요시하

113) 공일주(2007), Korean Language and Communication For Arab Learners, 요르단 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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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따라서 문법은 단지 구조나 형태 연습, 의미의 이해 차원에서 다루어

지기보다는 수행해야 할 과제(Task)와 함께 제시, 연습, 활용되며, 이때 과제

(Task)는 실생활 과제(Real-World Task)와 교육적 과제(Pedagogic Task)로 

구성된다(Nunan,1989:38-45). 교육적 과제는 실생활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돕

는 연습 과제이다. 가령, 약속하기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문

법 항목 ‘-을까요?’, ‘-읍시다’, ‘-는 게 어때요?’에 대한 연습은 교육적 과제이

다. 그러나 이들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약속하기라는 과제 활동을 하였다면, 이

는 실제의 생활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실생활 고제다.

과제 중심적 문법 교수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교실 수업 밖에서 학생들의 의

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문법 교수 후의 성취

도 평가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특정한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학습 목표가 된 

문법 항목을 사용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그 성취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도 좋은 평가가 될 것이다.

(2) 한국어 문법 항목의 학습은 언어의 네 가지 기술(Skill) 학습과 함께 이루

어진다.

문법 항목의 문형 연습처럼 독립적으로 연습되기보다는 언어의 네 가지 기술

(Skill)인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의 교수와 통합되어 연습되어야 한다. 네 가

지 언어 영역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과의 통합하여 교수하는 것은 지루

한 변형 연습과 같은 단순한 연습을 넘어서 실제적인 과제와 함께 다루어지게 

되므로 학습자들은 교실에서의 학습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한국어 의사소

통을 위한 일종의 리허설(Nunan,1989)을 하게 된다.

(3) 귀납적 설명 방식을 취할 것인지 연역적인 방식을 취할 것인지 결정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의 발견과 일반화를 통해 내적 동기화 구축이 가능하도

록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을 귀납적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설명을 

하고 연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귀납적인 설명 방

식을 자연스러운 학습과정이나 절차에 부합되지만 이해되지 않은 채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연역적 방법은 성인의 궁금증을 즉시 풀

어주지만 학습자가 의사소통적 욕구를 느끼게 전에 문법적 설명에 제압당해 버

릴 가능성도 있다. 학습자가 성인 경우는 자신의 모국어와 끊임없는 비교를 원

할 것이고 어린 학습자에 비해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언어를 안전하게 사용하

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연령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연령 이외에도 학

습자의 교육 배경, 숙달도, 성향 또한 학습 방식 결정에 영향을 준다.114) 즉,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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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장 의존적(Field Dependent)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장 독립적(Field 

Independent)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연역적인 방법 또는 귀납적인 방법

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4)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문법 용어의 사용은 최소하고 이를 대신할 방

법을 찾는다.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며, 방법은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 선택하되, 차트, 그림 등의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거나 때로는 학습

자의 L1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이나 실물 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과제 

내용이나 문법 항목의 의미가 비교적 구체적인 경우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중

급이나 고급에 가서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만약 한국에서처럼 모국어가 다른 

학습자들이 한 교실에 편성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L1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문법 항목 설명의 방법으로는 상황 설정을 통해 문

법 항목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다.

(5) 오류 수정은 의사소통적 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하며 스스로의 수정을 

최대화 한다.

오류 수정은 말하기, 쓰기에서 수정하되, 의사소통적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스스로의 수정은 최대화한다. 문법 항목의 연습 과제인 교육적 과제에서는 

문법적 오류가 수정되어야 하겠으나 실생활 과제의 수행 중에서는 오류 수정을 

자제하고 과제 수행이 완료된 후 수정한다. 수정의 주체도 교사와 동료 학습자, 

학습자 자신으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학습자가 목표어인 한국어 

교육문법에 대한 의식상향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법 의식상향

(Consciousness-Raising) 활동은 목표 언어의 여러 특징에 학습자의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학습자의 언어에 대한 감각을 일반적으로 높이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진다.

  2.2. 격조사 교수·학습의 내용 체계

114) 문법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변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Celce-Murcia(1991)는 문법의 중요성

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학습자의 연령, 숙달도, 교육 배경, 언어의 네 가지 기술, 언어사용역, 

사용목적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가령, 학습자의 연령이 높거나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숙달도가 높을수록 문법은 중요하게 다루어

진다. 또한, 언어의 4가지 영역에서는 쓰기, 말하기나 읽기가 듣기보다 그 중요도가 크고, 언어 

사용 장면이 격식적일수록 비격식적인 장면에 비해 그 중요도가 크며, 목표 언어의 사용 목적

이 전문적일수록 일상생활의 목적을 가진 경우보다 문법의 중요도는 크다.(Brown,1994.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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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형태소

격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문

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

도록 하여 주는 조사.

접속조사: 두 단어를 같은 자

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

보조사: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조사.

* 주격조사: 이/가

* 목적격조사: 을/를

* 관형격조사: 의

* 부사격조사: 에게, 에, 에서, 

로

* 호격조사: 야

* 보격조사: 이/가

* 서술격조사: 이다.

와/과, 랑, 하고 등
은는, 만, 도, 조차, 까지, 나

마, 밖에, 커녕, 부터, 마다 등

표 Ⅳ-2 한국어 조사의 체계표 (한영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조사가 발달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어에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들

이 많이 있는데, 이를 조사라고 한다. 조사는 앞 말이 그 문장의 다른 말에 대

해서 가지는 관계를 나타내주거나, 앞 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준다. 대개 체

언 뒤에 붙지만, 때로는 동사, 형용사나 부사 뒤에 붙기도 하고 문장 뒤에 붙기

도 한다.

조사에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는데 격조사는 앞 말의 문법적 역할

을 결정하여 주는 반면, 보조사는 문장의 의미를 더하는 구실을 한다. 또한 접

속조사는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구실을 한다. 이처럼 한국어에

는 조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립형식이 아닌 의존 형식으로 

문장 속에서 독립된 성분이 되지 못한다. 즉, 조사는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단어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으나, 통사론적·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단어에 가깝다. 학교문법에서는 조사를 단어로 취급하고 있다.

   

   2.3. 교육 내용 설정을 위한 전제

한국어 학습자들은 격조사에 대한 정보를 한국어 교재를 통하여 얻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이 교재 속에 담겨 있어야 한

다.115) 앞 Ⅲ장에서 아랍권 학습자들이 격조사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115) 한국어 초급 교재에 제시된 조사 항목 다음 표에서 정리한다. 분석 대상은 ‘가’대학교의 ⌜
한국어 초급 1⌟, ‘나’대학교 ⌜한국어 1⌟, ‘다’대학교의 ⌜한국어 1⌟, ⌜한국어 회화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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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한 원인으로 뽑혔던 것은 바로 이들을 위한 한

국어 교재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은 매우 시

급하게 이루어져야하며 그렇게 해야만 위에서 말한 격조사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랍지역에서 학문적으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들은 이집

트에 최초로 설립된 한국어학과에서 학습하는 교재를 사례로 삼아서 분석하고

자 한다.

  

  2.3.1. 한국어 과목 개설 현황116)

이집트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아인샴스 대학교 

(Ain Shams University) 언어학부의 목표(Faculty of Al-Alsun Guide)117)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언어와 번역이 요구되는 국가적. 민간. 국제적 장에

서 활동할 수 있는 외국어 전문가 양상. 둘째, 지역적. 국제적 조직, 방송, 관광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화된 번역가와 동시 통역가 양성. 셋째는 언어학. 문학. 

번역 분야의 기술적. 학술적 연구 수행 등은 목표로 삼았다.

즉, 한국어과에서는 전문적인 의사소통 능력 함양과 더불어 학술적 연구를 수

행해 낼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언어. 문학. 역

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진다.118) 구체적으로 

한국어과에 개설된 교과목 및 주당 수업 시수, 그리고 사용하는 교재를 제시한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본다.

구분 조사 항목

격조사 (12항목)
이/가, 을/를, 에(도착점), 에(시간),에서(장소),에서(출발

점), 으로(to), 으로(by), 한테/에게, 의, 에(단위)

보조사 (6항목) 도, 은/는,에서,부터, 까지, 만

접속조사 (2항목) 하고 (같이), 와/과 (같이)

한국어 초급 교재에 제시된 조사 항목

116) 김주희(2010), 이집트의 한국어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이집트 

내 한국어교육 기관의 교육과정과에 대한 분석을 보려면 졸고(2010)의 논의를 참고할 것.

117) 한국어과가 속해 있는 언어학부에는 아랍어과, 영어과, 중국어과 등을 포함하여 총 14개 학

과가 있는데, 모두 공통된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과의 목표는 언어

학부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8) 교수 학습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context), 상황(situation)의 분석을 하자면, 이집트 사

회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언어 교육 정책, 프로그램 지원 주체와 지원 이유, 사회 여러 분야

에 미칠 영향, 해당 국가의 언어 교육 경험과 전통, 제2언어와 제2언어 교육에 대한 공공의 견

해, 관련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 전문가 단체의 의견, 학부모와 학생의 견해, 고용주와 사업체

의 견해, 교육 시설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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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문법 6
한국어 

(연세대)
4

한국어 

(연세대)
4

한국어 

(연세대)
3 고등학교문법

회화
4

서강 한국어 

(서강대)
4

서강 한국어 

(서강대)
4

서강 한국어 

(서강대)
2

자체 제작

에세이 자체 제작

산문

4

초급 수준 

통합 교재의 

읽기 지문

2

쉽게 배우는 

한국어 독해 

중급1

2
자체 제작 

(문학 작품)
2

자체 제작 

(문학 작품)

2 자체 제작 2

중급 수준 

통합 교재의 

읽기 지문

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문 한국어

2
자체 

제작(소논문)

아·한 

번역
2 자체 제작 3 자체 제작 3 자체 제작 4 자체 제작

아·한 

번역
2 3 자체 제작 2 자체 제작 3 자체 제작

문학과 

문화사 

(역사)

2

자제 제작 

(고조선, 조선 

중기 한국사)

2

자체 

제작(조선 

후가, 현대 

한국사)

2
자체 

제작(문학사)

한자 1

한자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1 

(연세대)

1

한자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2 

(연세대)

논문 2 자체 제작

표 Ⅳ-3 아인샴스 대학교 (Ain Shams University) 한국어과의 개설 강좌 및 교재 

(좌측의 숫자는 주당 수업 시수)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인샴스대학교에서는 1~2학년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3~4학년에 이르러서는 점차

적으로 문학, 어학, 역사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술적 연구 소양을 기르

는 데 보다 큰 관심을 둔다. 이는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대학에 개설

된 한국어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인데119)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

국어교육이 필연적으로 학문으로서의 한국어교육과 다양한 분야의 한국어학 연

구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119) 이안나(2007:61~64)에서 몽골의 6개 대학교, 윤해연(2006:75)에서 중국의 1개 대학교, 신

영지(2009: 274~280)에서는 인도네시아의 3개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과들의 구체적

인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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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아인샴스 대학교 (Ain Shams University) 한국어과의 학년별 한국학 수업 비중

위 그림에서 보이듯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한국어학 수업의 비중

이 늘어 4학년에 이르러서는 42%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 과목들은 모두 교사들이 직접 기존의 자료

들을 편집.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졸고(2010)에서 지적했듯이, 이집트에서는 

짧은 한국어교육의 역사, 잦은 강사진의 교재120), 자체적 교재 개발 능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아직까지 교육과정에 따른 적절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121) 적합한 교재의 부재

는 교수자가 매 시간 수업 자료를 준비하느라 상대적으로 교수법 및 부교재 개

발에 소홀해지게 하며, 교수자에 따라 수업의 질과 내용의 편차가 커지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비단 이집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

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인 논의에만 그칠 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재 개발에 대한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재 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의 교육 환경과 교육 과정에 대

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에 모든 교육기관

120) 2010년 8월 이집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는 총 15명으로서 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에서 파견된 교수진 2명,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파견된 봉사

단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KF에서 파견된 아랍어 전공 교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2

년 주기로 강사진이 교체되며, 아직 현지인 교수가 배출되지 못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의 

사정을 충실히 반영한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121) 이집트 지역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강의 중인 강사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한 결과,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복수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적절한 주교재의 개발(10)> 학습 목적에 맞

는 교육과정의 개선(6)> 사진. 단어카드 등 부교재의 개발(2) = 컴퓨터 .복사기 등 제반 시설

의 확충(2)’ 순으로 답했다. 이는 현장에서 적절한 주교재의 개발과 교수. 학습 목적에 맞는 교

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임을 말해 준다. 자세한 설

문 조사 항목 및 결과는 졸고(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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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유한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

라서 차선책으로 기존에 출간된 교재 중에서 각 기관의 교육과정을 실현하기에 

적절한 교재를 선정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각의 

교재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문법 시간에 학습하고 있는  교재 분석을 다루고자 한다.

  

  2.3.2. 기존 교재 분석

이집트 대학의 한국어 교재 현황을 살피기 전에 문법 수업을 가르치는 이집

트인 교사 Nehal122)이 가르치는 (연세 한국어1-2 )교재에 대한 교사의 소감부

터 소개하도록 한다.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예문도 많이 있고요, 연습 책(work book)도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

고 교재는 한국어 배우는 데 중요한 주제와 진정성 있는 언어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장점이라

고 봅니다.

반면에 단점은요, 문법 연습 문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법항목을 제시하고 창조적이

지 않은 기계적인 연습 문제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활발하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

는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인 한국어 강사의 책에 대한 소감

 

위에서 언급한 교사의 소감에 의하면, 현지 학습하고 있는 교재의 장점을 살

리면서 단점을 보완하여 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박민신 (2010)123)에 의하면, 해외 대학의 한국어학과는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한국 위상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 중심의 한국어교육과 함께 한국 문

학. 역사. 사회 등의 한국학의 기초적 지식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합한 교재와 전문 교수진 등의 교육 여건이 충분

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학. 역사 등의 강좌 진행이 노록치 않다. 국내(한국) 

유수의 대학 부속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는 목표 

하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영역의 통합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문 연

구진에 의해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어를 전공

하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어학. 문학. 역사 교재 개발의 실태는 열악하

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지적은 그 동안 해외 각지에서 여러 차례 있어왔으나124)

122)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Ain Shams University) 한국어과 2009년 1기로 졸업. 현지 본 대

학교에서 대학원 과정 석사 재학 중. 

123) 박민신 (2010), 교재 평가를 통한 고급 한국어 문법 교재의 개발 방향 연구.

124) 몽골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혀황을 연구한 이안나 (2005, 2007)에서는 3학년 이상에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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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제시가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발

전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먼저 교재 사용 현황 및 분석 대상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한국에서 공부하

는 학습자와 달리 이집트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한정적이고, 제한된 환경(수

업 환경)에서 목표어(한국어)를 접하게 된다. 또한 학습자는 짧은 시간에 특별

한 목적(시험)을 위하여 언어를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법 교

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어 학습자는 어휘와 문법을 학습함으로써 

궁극적 목표는 원어민 화자와 같은 수준으로 문법적 지식과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이 아닌 아랍지역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초·중·고급 수

준의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조사의 학습순서를 정하여 조사 교육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난이도가 쉬운 조사부터 난

이도가 어려운 조사 순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것부터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이라는 명제 아래 조사의 학습순서를 결정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에 교재가 영어권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를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여서 이집트인 학습자들을 고려하고 적용시킨 교재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을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 기준 선행 연구에서도 조사도 조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고 조사를 나타내는 용어의 정의나 조사

의 의미 규정 그리고 교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특정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학습순서를 제시한 연구가 선행된다면 

기준의 조사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아랍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교육에서 효과적인 조사 순

서와 교육 방안을 제시할 목적이다. 먼저 이집트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

어 교재를 사례로 삼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조사순서를 모색해 보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수 모형을 샘플로 제시

는 문학, 경제, 역사, 정치 등의 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없어 교사가 자체적으로 교재

를 재작하거나 교재 없이 시간마다 필요한 내용을 강의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

면서, 이들의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 내용과 단계별 학습에 대한 개요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대학의 한국어과 운영 형황을 논한 신영지(2009)에서도 마찬

가지로 고학년에 개설된  역사, 문학, 정치, 경제 등의 과목을 가르칠 전문적인 교수 요원의 부

족, 현지에 적합한 교재의 부족, 교과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들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사례를 다룬 하민탄(2006)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는 한국학 발전을 위

해 현지 교원이 부족하고 수준이 낮은 문제를 극복, 한국학 도서 출판사업 추진, 한국학 전공 

대학교들이 적합한 교육과 연구 방법을 위한 교육 목표와 내용을 확정, 한국학 연구 현황 정보

교환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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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조

사
용법 예문

제1

과

은/

는

1. 문장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정보, 설명의 대상, 

주제임을 나타낸다.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denote the topic or the theme of a 

sentence.)

2. 둘 이상을 대조하여 각각에 대해 말할 때 

서울은 한국의 수도입니다.

동생은 키가 큽니다. 저는 키

가 작습니다.

도서관에는 언제 갔습니까?

하였다. 

이집트에서 초·중·고급 학습자들이 문법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교재인 

⌜연세 한국어 1, 2, 3⌟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125)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아랍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이다.126) 문법 항목

의 선정 및 배열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조사와 어미 체계가 완전 다른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조사와 어미의 사용에 오류를 자주 보인다. 특

히 한국어 학습자들의 조사사용을 살펴보면, 한국어와 어순이 완전 다르고 다른 

조사 체계를 지닌 아랍권 학습자들이 조사사용에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

리고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이 빈약한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가 반영된 관용구

의 이해도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오류와 어려움들이 고급 학습자들보다 초, 중

급 학습자들에게 더 많이 발생된다. 

⌜한국어 1⌟127)

본 교과서어서 조사 제시 순서 및 설명과 문법 연습 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

음에 아랍 지역에서 유일하게 출판된 ‘Korean Language and 

Communications for Arab Learners’에서 나온 조사 제시 순서 및 설명과 문

법 연습 문제와 비교한다. 

125) 2008년 5월 15일에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Ain Shams University)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에서 KOICA 지원으로 ‘아랍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학’이란 교재를 출판되었음.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연세 한국어 , 서강 한국어 등

요르단 (요르단 대학교) 경희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튀니지 (마누바 대학교) 연세 한국어, 

표 80 아랍지역 내 한국어 기관에서 학습 교재

126) 

127) ⌜연세 한국어 1-1, 1-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2011년),영어판.

128) ‘에’,‘에서’도 제시하는데 학습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예문에서도 제시하고 설명에서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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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다.

(It is also used to express comparison or 

emphasis.)  

3. 모든 조사 뒤에 붙어도 되나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 뒤에 안 온다.

(It can be attached to all case particles , 

except for subject and object particles which 

drops in case when this topic particle is 

used.) 

제2

과

이/

가

1.어떠한 상황이나 상태의 주체나 대상임을 나타

낸다.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indicate 

that the noun i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이것이 책상입니다.

여기가 학교입니다.

도

1. 어떤 대상이나 상태에 포함하거나 더함을 나타

낸다.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enumerate the same thing or similar one.)

2.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나열할 때 쓴다.

(To indicate a certain place or location, use 

with ‘에’, ‘에서’.128))

 책상이 있습니다. 의자도 있

습니다.

산에 갑니다. 바다에도 갑니

다.

에1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거나 위치하는 곳을 나타

낸다.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place noun to 

indicate a location of a person or thing. it is 

used with ‘있다’, ‘없다’, etc.129))

지갑에 돈이 많습니다.

하

고

앞뒤 명사 모두를 가리킨다.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link 

more than two nouns. the meaning is the 

same as ‘그리고’.)

책하고 공책이 있습니다.

제3

과

을/

를

어떤 행위나 미친 직접적인 대상을 나타난다.

(This is the particle which is attached to a 

noun to show that it is the object of the 

sentence.)

그 분은 신문을 봅니다.

학생들이 노래를 잘 부릅니다.

에

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손임을 

나타낸다.

(It is used with a place noun to indicate the 

place where the action is taking place.)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제5

과

까

지 

범위의 끝 지점이나 한계를 나타낸다.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denote 

the finishing point of time or place.)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5

시간 걸립니다.

에2 어떤 동작이나 행위,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이나 겨울에 날씨가 춥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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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를 나타낸다.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time noun to 

indicate the time when the action or the 

situation takes place.)

부

터~

까

지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의 시작 지

점과 끝의 지점을 나타낸다.

(It is used with a place or time noun to 

indicate the range between the place or time 

begins and ends.)

아홉시부터 한시까지 공부합

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뛰어갑시

다.

제6

과

와/

과
앞뒤 명사 모두를 가리킨다.

오늘 부모님과 동생이 한국에 

온다.

에

게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제가 친구에게 책을 주었어요.

제7

과

으

로

장소나 방향을 뜻하는 명사에 붙어 그 지점이나 

방향을 목적지로 하거나 그곳을 통하여 이동하거

나 향함을 나타낸다.

이번 휴가는 부산으로 가자.

에

서~

까

지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의 시작 지

점과 끝의 지점을 나타낸다.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갔다.

제8

과

이

나

둘 이상의 대상을 나열하거나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함을 나타낸다.

휴일에는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가자.

에

게

서

행위를 하는 주체임을 나타낸다.
숨어 있던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만
다른 것은 전부 배제하고 유독 그 것을 선택함을 

나타낸다.

철수는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있어.

제9

과

보

다
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작년보다 올해가 덜 춥네.

연세 한국어1

목

차

조

사
용법 예문

제2

과

부

터

행위의 순서상 제일 먼저 할 일임을 나타낸다.

(It is used with a noun to express that act 
청소부터 할까요?

⌜한국어 2⌟

였기에 교사가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하게에 부담이 된다.

129) ‘있다’, ‘없다’와 함께 온다고 제시하나 예문에서 ‘많다’도 온다.



- 178 -

should be done before other acts.)

제4

과

이

나1

만족스럽지 않지만 괜찮은 정도의 차선임을 

나타낸다.

(It is used to express a suggested choice by 

using a the end of a noun. But the suggestion 

is not the best option for the speaker.) 

심심한데 영화나 한 편 볼까

요?

제5

과

(으)

로

어떤 결과로 바뀌거나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It comes before an action verb indicating 

change to express the selection of an 

exchanging object.)

조금 더 큰 옷으로 바꾸는 것

이 좋겠어요.

이

나2

수량이 예상되는 정도를 넘었거나 꽤 많음을 

나타낸다.

(It is used with a noun to express the 

speaker's feeling that the quantity is large.) 

한국에 5년이나 살았지만 한

국말을 잘 못해요.

제9

과

밖

에

다른 가능성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거나 그것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임을 나타낸다. 반

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의
앞말이 뒷말에 대하여 소유, 소속, 소재, 기원, 주

체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순신의 거북선.

만

큼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낸다. 철수가 영수만큼 컸다.

연세 한국어2

⌜한국어 3⌟에서는 조사보다 어미를 중심으로 문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들에 대해서 각 교재에서 제시하는 방식과 순서가 다

르다. 

반면에 ‘Korean Language and Communications For Arab Learners’은 최

초 교재로서는 대단한 성과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는 교재로 평가된다.

다음은 요르단 대학교 학습자와의 사후인터뷰 시 이 교재에 대한 의견을 묻

고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먼저 한글로 쓰인 문장이 아니라 한국어 발음은 아랍어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발음은 정확하

게 배우지는 못해서 아쉽습니다.

둘째, 문법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힌트가 있으면 아랍어로 번역된 문법 표현이기 때

문에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랍어에 없는 표현 경우에는 더욱 더 어렵습니

다.

학습자 JOSUL5과의 사후 점검 인터뷰 자료 발췌 #7

  그림에서 보듯이 ‘‘을/를’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라고 했지만 목

적격조사 ‘을/를’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목적격조사 ‘을/를’을 아랍어로 번역 표

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파악하지 못한단다. 



- 179 -

목적격조사 ‘을/를’에 관한 연습 문제

아랍어로 번역된 표현이 이미 

아랍어의 문법에 있는 또 다른 

개념이고 다른 용법을 가진 표현

으로 학습자는 목적격조사의 개

념을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

다.130)

즉, 이 교재를 분석했을 때 문

법 목록은 없이 어떤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 아랍어 문법 표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한 점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2.3.3. 한국어 격조사 교육 내용의 문제점

김제열 (2001)에서 제시한 문법 배열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다고 본다.

첫째, 격조사의 경우, 격조사는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보여 주는 가장 기초적

인 문법 범주이기 때문에 초급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보다, 처럼’과 같은 비교 표현은 구문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초급에서도 

앞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뒤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에게서/

한테서’도 ‘에게/한테’에서 비롯하여 발전된 조사이므로 초급 단계의 뒤 부분에

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위 교재들에서 ‘ 이/가, 에, 을/를, 에서, 까지, 부터~까

지, 에게, 으로, 에서~까지, 에게서, 보다, 부터, 만큼, 의, 처럼’를 제시하고 있

다.

둘째, 접속조사의 경우, 김제열(2001)에서는 단어 접속의 ‘하고’, ‘와/과’는 문

장 성분들 안에서의 변화가 있어 문장을 생성한다는 느낌이 강하므로 문법 요

소로 볼 수 있고 설명의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초급에서 다룰 수 있다. 반면에 

‘(이)랑’은 다음 단계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위 교재들에서 초급 

단계에서 ‘ 하고, 와/과’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보조사의 경우, 보조사는 첨가적 의미를 표현하므로 상대적으로 복잡하

다. 김제열(2001)에서 그 쓰임이 광범위한 ‘은/는’, ‘도’, ‘만’과 시공간의 표현이 

가능한 ‘에서’, ‘부터’, ‘까지’ 등을 중심으로 초급 단계에서 먼저 제시하고, 그 

순서는 ‘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에서- 까지’를 같이 제시한 다음 ‘까지’를 제시

130) 문법을 설명할 때 모국어로 설명하더라도 문법 표현은 번역하는 것보다 설명은 풀어서 모국

어로 이해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목적격조사는 위에서 번역되어 있는 ‘  

 로 설명하는 것이 아랍권학습자들에게 이해하는’  أداة تعيين المفعول به ‘ 대신에 ’ احرف النصب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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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심 

용

법

기능 중심 의미 중심 범주
기초 

문법

요소종

결

형

연

결

형

수

식

형

대

용

형

명

사

형

접

속

형

겁

사

형

격

조

사

높

임

표

현

수

량

표

현

시

간

표

현

부

정

표

현

보조

의미

표현

보

조

사범

주

한 국

어 

구조

표 Ⅳ-4 김제열(2001)의 한국어 문법 범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에서-까지’에 기대어 ‘부터-까지’를 제시하고 다음에 ‘부

터’를 제시하는 것이 설명에 용이하다고 했다. ‘(이)나’는 선택을 하는 경우 쓰

는  표현인데 ‘-거나’를 유발하므로 복잡한 문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초급에

서 다루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밖에’도 부정어와 호응해야 하고 굳이 이

것을 쓰지 않아도 ‘만’이나 보조사 없는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므로 초급 단계

의 뒤 부분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어 문법의 범주화는 한국어 교육의 특징을 반영한 체계이다. 다음 <표>

은 김제열(2001)의 한국어 문법 범주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육을 기능과 의미 중심의 체계로 나누었다.

‘기능 중심 범주’와 ‘의미 중심 범주’를 나누는 기준을 한국어 학습자가 해당 

문법 요소를 이해할 때 문법적 기능과 의미 중에서 어느 쪽에 중심을 두느냐로 

보았다.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김제열(2001)은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1급 단계에서 교수·학습될 수 

있는 문법 요소를 선정하고 한국어 문법 범주에 대입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논의들과 차별된다. 위에서 김제열(2001)의 한국어 문법 범주에 따르면 

기능과 의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형태를 중시하는 기존의 국어 문법 범

주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국어 문법 범주에서  조사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

하는 격조사와 보조사를 각각 기능 범주와 의미 범주로 나누어 놓은 점이다. 즉 

한국어 학습자는 격조사를 기능 중심으로 이해하고 보조사를 의미 중심으로 이

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격조사 중 부사격 조사 ‘로’, ‘에서’ 등은 기능보다는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격조사에 포함되는 부사격 조사 ‘하고’와 ‘와/과’를 접속형에서 다루고 

있다. 접속형은 문장 접속과 단어 접속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문장 접속어의 경우 

어휘적 요소로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단어 접속의 ‘하고’나 ‘와/과’는 

문장성분들 안에서 변화가 있어 문장을 생성한다는 느낌이 강하므로 문법 요소

로 다룬다고 하였다. 그러나 단어 접속의 기능을 하는 것은 부사격 조사 ‘하고’

와 ‘와/과’가 아닌 접속조사 ‘하고’와 ‘와/과’이며, 부사격 조사 ‘하고’와 ‘와/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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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기능 중심 범주’에는 조어법과 관련된 접사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조어법은 어휘적 요소로 보고 초급 단계의 문법 항목에 포함시켜 다루지 않

는다.

‘의미 중심 범주’에는 높임 표현, 수량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 보조 의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수량 표현의 경우 어휘적 요소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다. 보조 의미 표현에는 가능, 희망, 시도, 시혜, 의도 등의 보고용언을 비롯하

여 여러 통사적 복합 형태들이 포함된다. 보조 의미 표현을 비롯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은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알맞은 발화

를 하는 데에 필요한 문법 요소를 다루고 있다. 

위에서 보다시피 세 권의 교재들에서 제시된 조사들은 모두 살펴봤다. 그렇다

면 교재가 갖는 기능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교재가 갖는 기능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재는 

교수·학습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규정지어 준다. 둘째, 교재는 선정된 내용을 교

육 목표 및 학습 단계에 맞춰 재가공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목표 선정

을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목표어(한국어)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

화를 강화한다. 셋째, 교재는 기본적으로 교실에서의 사용 또는 독학으로의 사

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교사에게는 교수 방법론 및 교수 전략을 학습자에게는 

학습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넷째, 교재는 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의 대상과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교재가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교재가 

외국어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위에 제시한 교재의 기능을 충족시

킬 수 있어야 하며 사용될 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추어진 교재이어야 한다. 

이집트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주로 연세대학교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한 부교재로 서강대학교 교재와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보조 자료를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연세대학교 교재가 문법 번역식 교수법 (Grammar Translation 

Method)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재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학교 

교재에서는 격조사가 따로 문법항목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격조사들 중 ‘이/가, 

을/를, 에/에서, 와/과’등의 통사적, 의미적과 화용적 지식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된 격조사의 사용 제약에 관한 내용이 소략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교재에서는 본 논문의 대상 격조사 중에 ‘이/가, 을/를, 에/에서, 와/과’등

에 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거나 이 격조사들이 빠져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집트를 포함해서 아랍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격조

사 명사 내용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교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들 격조사에 대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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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보만 제시하고 그 사용 정보는 적절히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가, 을/를, 에/에서, 와/과’등 실제 대화 상황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격

조사들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랍권 학습자를 가르칠 때 한국어 

격조사에 관한 사용 정보뿐만 아니라 아랍어(L1) 관련 대조적 표현이나 정보의 

입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둘째, 교재에서는 격조사 대부분을 초급 교재에서만 다루고 있다. 물론 ‘이/

가, 을/를, 에/에서, 와/과’ 등을 중급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의 형태적, 화

용적 정보와 제약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고 연습활동도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격조사를 초급 교재에서뿐만 아니라 중급 교재에서도 격조사의 

화용적 정보와 제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재에서 ‘이/가, 을/를, 에/에서, 와/과’  이 아예 빠져 있거나 교육 내

용에서 화용적 정보와 제약에 관한 정보가 매우 소략하다. 

넷째, ‘이/가, 을/를, 에/에서, 와/과’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이 중 ‘이/

가, 을/를, 에/에서, 와/과’  등의 경우, 격조사 ‘이/가, 을/를, 에/에서, 와/과’ 등

을 제시하면서 이에 ‘이/가, 을/를, 에/에서, 와/과’ 등이 결합하여 쓰인다고 기

술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다섯째, 본고에서 조사의 하위 범주로 분류로 분류하고 있는 격조사인 ‘이/가, 

을/를, 에/에서, 와/과’ 만이 기술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재에서 기술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가, 을/를, 에/에서, 와/과’도 교재에 제시되어 있지만 형태적, 화용적 

정보와 제약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지 않았다.

여섯째, ⌜연세 한국어⌟ 교재에서 ‘이/가, 을/를, 에/에서, 와/과’를 같은 문법 

항목에서 같이 제시한 경우가 나타났으나 다른 교재에서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

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교재에서 의미가 비슷한 격조사 ‘이/가, 을/를, 에/에서, 

와/과’ 를 같이 기술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은/는’과‘이/가’ 등이 있다.

일곱째, 교재에서 격조사가 한 문장에서 어떤 어말 어미와 결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격조사의 공기제약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랍지역 내 대학의 한국어 교재에서 격조사의 교육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집트에서 한국어를 가르

치고 있는 한국어 교사 7명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격조사의 실제 

교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보였다.

1) 교사가 수업에서 주로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만 가르치고 부교재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격조사 교육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2) 문법 번역식 교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교재를 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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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3) 교재에서만 제시된 격조사를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하였다.

4) 한국어의 격조사를 가르칠 때 아랍어(L1)의 격조사의 형태와 의미만을 비

교하여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랍어, 한국어 격조사만의 특

징인 화용적 정보, 사용제약, 공기제약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5) 한국어 격조사의 특별한 사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영화, 드라마 등의 실제 

담화 상황을 접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6) 그리고 격조사를 주로 1학년과 2학년에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은/는’을 설명할 때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조사 ‘을/를’에 대하여 지적

한다. 학습자가 문법 기식이 많이 없는데다가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 등을 모르

는 상태에서 이런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은/

는’ 용법을 다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교재를 구성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따른다. 먼저 교육의 목

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야 한

다. 다음으로 선정된 내용을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상황

을 고려하여 유기적 통일체로 구조화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통일된 교육 활동

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료를 기본 원리에 따라 조직하는 과

정에는 학습 목표의 진술, 단원의 길잡이나 평가 방법의 설명, 학습 활동의 소

개 등의 진술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심미성, 시각성을 고려하여 

담화 자료, 그래픽 자료, 학습 과제 자료, 학습 안내 및 설명 자료를 교재의 지

면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2.4. 교육 내용의 설정

   2.4.1. 형태적 기능에 관한 내용

이 절에서는 격조사가 지니는 형태적 특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기로 한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볍이 강조됨에 따라 어떤 학자들은 형태적 결합 정부를 가

르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학자

들은 이는 반드시 교수 학습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로는 라센 프리만(Larsen-Freeman,2000)131)이 있는데, 그는 3차원 

문법 틀을 제시하면서 한 가지 차원으로 형태적 정보를 포함시켰다.

131) ‘삼차원의 문법 틀 (A Three-Dimensional Grammar Framework)’을 제시하고 있는데 ‘삼

차원’에는 형태(Form or Structure), 의미(Meaning or Semantics), 화용(pragmatics)의 세 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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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의 형태적 특정으로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것은 격조사가 선행하는 

요소의 의존하여 쓰인다는 것이다. 격조사는 단어로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단어

들처럼 선행하는 요소와 구별하여 쓰일 수 없으며 반드시 앞에 오는 말에 붙어

서 써야 한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의 자료에서 격조사를 앞에 오는 말

과 구별하여 따로 쓰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격조사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격조사를 아무리 상황에 맞게 슨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용이라 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교재에서도 격조사에 대한 이러한 내

용을 찾아보지 못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다른 형태적인 정보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격조사의 형태적인 특징의 또 하나는 앞에 오는 말과 결합할 때 스스로 형태

를 바꾸는 것과 앞 말의 영향을 주어 그 말의 형태를 바꾼다는 점이다. 이는 격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학습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형태적 특징이다. 아랍권 학

습자들은 격조사의 이형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선행명사와 결합할 때 

이형태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자면 목적격조사 ‘을/를’의 경우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조사 ‘를’을 모음으로 끝날 때 조사 ‘을’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사격조사 ‘와/과’를 다른 격조사와 형태 결합 규칙이 비슷하다고 생각

하여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와’도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과’도 쓰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또한 ‘저’와 ‘나’등의 대명사와 격조사가 결합할 때에는 앞 대명

사의 형태가 바뀐다는 사실을 제대로 숙지 못하여 다른 말과 비슷하게 대명사 

그대로의 격조사를 붙어 ‘내가’라는 말을 ‘나가’로 쓰는 등의 오류도 있었다. 이

처럼 규칙을 불완전 적용하는 것도 격조사를 정확히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형태적 특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때 이러한 예외적인 특징도 제

시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각 격조사에 대한 형태적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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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
선행 

명사
예 예외

주격조

사

이/

가

자

음
이 책이

나 ⟶ 내가 , 너 ⟶ 네가 , 저 ⟶ 제가
모

음
가 가수가

께서
선생님께서

할아버지께서

목적격

조사

을/

를

자

음
을 책을

모

음
를 가수를

관형격

조사
의

책의

가수의
나의⟶내 , 너의⟶네 , 저의⟶제

부사격

조사

에
책에

영화에

에게
동생에게

엄마에게

께
선생님께

할아버지께

에서
책에서

영화에서

(으)

로

자

음

으

로
선으로

모

음
로 버스로

와/

과

자

음
과 책과

모

음
와 영화와

호격조

사

자

음
아 수진아

모

음
야 철수야

표 Ⅳ-5 격조사의 형태적 기능

  

   2.4.2. 통사 및 의미 기능에 관한 내용

앞 절에서 격조사의 교육 내용에서 형태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격조사의 교육 내용에서 다루어야 할 통사 및 의미 기능에 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자들은 주로 문장 성분을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해서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어에서는 동사

가 조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습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여 ‘저는 하고 

싶은 것을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 친구들이 초대해서 파티를 할까 합니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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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
결합 

성분
기능

관련 문법 개념

제시 방법 후행 서술어 제약

주격 ‘이/가’

주어

주어

N이/가 +A

N이/가 +V

N이/가 + N을/를 + 

V

형용사- 예쁘다 등

자동사- 가다 등

타동사- 먹다 등

주격 ‘께서’ 주어 (높임)
N께서 + N을/를 + 

V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된 

동사, 형용사.

목적격 

‘을/를’
목적어 목적어

N이/가 + N을/를 + 

V
타동사- 먹다 등

관형격 ‘의’ 관형어 관형어 N의 N

부사격 ‘에’

부사어

방향/ 장소/ 시간/ 

단위
N이/가 + N에 + V 자/타동사 -있다/없다, 가다 등

부사격 ‘에서’ 장소 출발점

N이/가 + N에서 +N

을/를 +V

N이/가 + N에서 +V

타동사 -하다, 먹다, 보다 등

부사격 ‘에게’ 행위의 대상
N이/가 + N에게 +N

을/를 +V
수여동사 -주다.

부사격 ‘께’ 행위의 대상 (높임)
N이/가 + N께 +N을/

를 +V
수여동사 -드리다(높임).

부사격 

‘(으)로’
방향/ 수단/ 도구

N이/가 + N(으)로 + 

V

자동사 -가다, 오다 등

타동사 -쓰다, 먹다 등

부사격 

‘와/과’
동반

N과/와 + N

N과/와 + 같이 +V

대치 동사 -만나다, 공부하다 

등

호격 ‘아/야’ 독립어 부름 N아/야

표 Ⅳ-6 격조사의 통사 및 의미 기능

의 조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존 교재를 분석하여 격조

사의 기능을 제대로 드러나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

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격조사 교육 내용을 제시하기로 한다.

위의 표는 교육하고자 하는 격조사의 통사 및 의미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격조사의 통사 및 의미 기능을 격조사

가 결합하는 문장 성분과, 그 기능 또한 각 격조사와 관련된 문법 개념으로 나

누어 정리하였다. 격조사의 내용을 제시할 때 각 격조사가 결합하는 문장 성분

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Ⅲ장의 격조사 사용 양상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학습자들이 격조사를 붙이는 문장 성분을 알지 못하여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격조사의 통사와 의미 기능을 제시할 때 이러한 내용도 포함시

키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 또한 격조사의 기능을 지도할 때, 각 격조사의 

의미 기능과 후행하는 동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격조사는 후행하는 

동사와 긴 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서술어가 격조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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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그리고 앞의 Ⅲ장에서도 학습자들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격조사를 인식하

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서술어와 

관련 시켜 격조사의 의미 기능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조사를 분류할 때, 주어, 목적어, 부사어처럼 문장 안에

서의 성분을 나타내는 격조사와 문장 안에서의 의미를 더해 주거나 제한해 줌

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리고 낱말과 낱말을 연결해주는 접속조사로 나누어 제시

하고 있다.

(ㄱ) 철수가 영희를  만난다.

격조사 ‘가’가 쓰여 ‘철수’가 주어임을 나타내고 목적격조사 ‘를’이 쓰여 ‘영희’

가 목적어임을 나타낸다. 이처럼 격조사는 문장 안에서의 체언의 성분을 지정해 

주는 조사이다.132)

(ㄴ) 철수도 영희만 만난다.

격조사 쓰이는 대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철수’역시 영희를 만난다는 의미

를 나타내는 ‘도’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직 ‘영희’를 만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만’이 쓴다.133)

(ㄷ) 철수와 영희가 만난다.

‘와’는 명사 ‘철수’, ‘영희’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접속조사는 명사

와 명사, 혹은 구와 구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이다.134) 다음은 격조사 

교수·학습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주격조사의 교수·학습

먼저 ‘이/가’ 앞에 오는 명사 (여기에서의 명사란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의 명사형을 통칭하여 일컫는다. 이후 ‘명사’라는 말은 이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기능적 특성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대화 상황에서 주격조사가 쓰여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강조’의 뜻을 나

타낸다.

132) 아랍어에서는 어순에 따라 결정되어 앞에 오면 주어가 되고 나중에 오면 목적어가 됨.

133) 이런 경우에는 아랍어에서도 대응되는 전치사가 있다.

134) 아랍어 경어에도 비슷한 전치사가 있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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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버스 와요? (단순히 버스가 오는지를 물어볼 때)

(ㄴ) 버스가 와요? (무엇인가 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버스임을 물어

볼 때)

(ㄷ) A: 누가 와요? (질문의 초점이 ‘누구’에 놓여 있을 때)

    B: 철수가 와요. (대답의 초점이 ‘철수’에 놓여 있을 때)

② 명사 뒤뿐만 아니라 부사어나 ‘거의, 본래’등의 부사, 연결어미 뒤에 붙어 

쓰이기도 하며 부사격조사나 보조사 뒤에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의미기

능을 나타낸다. 이처럼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이/가’는 생략될 수 없고 

다른 조사와 같이 쓰일 때에는 다른 조사의 뒤에서만 쓰인다.

(ㄱ) 물이 끓지가 않는다.

(ㄴ) 이 식당에서는 거의가 불고기를 먹는다.

(ㄷ) 철수는 본래가 그런 사람이다.

(ㄹ) 영어는 한국어와 어순부터가 다르다.

(ㅁ) 평화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께서’앞에 오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이면서 높임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이다. 면사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며 주어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사장님께서 오셨습

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어가 화자보다 어리더라도 격식을 차려 이야기해

야 할 경우(발표자께서 발표를 끝내시겠습니다.)처럼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되

는 경우에 ‘이/가’대신 ‘께서’가 쓰인다. 이 경우 문장의 서술어도 이와 호응하여 

존칭접미사 ‘-(으)시-’와 결합하여 쓰여야한다.

(ㄱ) 선생님께서 학교로 오십니다.

(ㄴ)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일하십니다.

(ㄷ) 사장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에서’ 앞에 오는 명사가 주어이면서 단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선행명

사가 문장의 주어이면서 단체임을 나타낼 때에는 ‘이/가’대신 ‘에서’가 쓰이기도 

한다. 단, 주어가 단체이더라도 유정명사일 때에는 ‘에서’가 쓰일 수 없고, ‘이/

가’가 쓰여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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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부에서/가 공식 발표를 하였다.

(ㄴ) 우리 학교에서/가 우승을 하였다.

(ㄷ)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가 만든 결과물이다.

(ㄹ) 3학년 학생들*에서/이 모여서 응원을 했다.

(2) 목적격조사의 교수·학습

‘을/를’앞에 오는 명사가 문장의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목적격조사

는 구어체에서는 자주 생략되어 쓰이고 ‘무엇을 먹어요? → 뭘(뭐) 먹어요?’, 

‘사과를 먹어요. → 사과 먹어요.’와 같이 축약되어 사용된다.

(ㄱ) 철수가 시계 샀어요.

(ㄴ) 영희가 선생님 만났어요.

(ㄷ)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밥 먹어요.

목적격조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목적어를 나타내기보다는 ‘강조’의 의미를 나

타낸다. 이처럼 목적격조사가 쓰일 수 없는 곳에 구어체에서 ‘을/를’이 쓰이면 

‘강조’의 뜻이 된다.

목적격조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목적어를 나타내기 보다는 ‘강조’의 의미를 나

타낸다. 이처럼 목적격조사가 쓰일 수 없는 곳에 구어체에서 ‘을/를’이 쓰이면 

‘강조’의 뜻이 된다.

(ㄱ) 철수는 학교를 간다. (이동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함께)

(ㄴ) 영희가 오늘 학교를 지각했다. (대상)

(ㄷ) 어제 세 시간을 걸었더니 피곤하다. (시간의 양)

(ㄹ) 2Km를 걸었다.(공간의 양)

(ㅁ) 앞에서 빨리를 가야지. (부사어 뒤)

또한 반어적 의문문과 같이 쓰여 ‘강조’의 뜻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한다.

(ㄱ) 애들에게 담배를 팔아요?

(ㄴ)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

(3) 부사격조사의 교수·학습

‘에’는 문장에서 앞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장소를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장

소명사, 시간명사, 단위명사 등과 결합하여 명확하게 장소로서의 의미를 나타낸

다. 장소를 나타내는 ‘에’는 뒤에 서술어 ‘있다, 없다, 계시다, 많다, 적다’ 등만

이 나타난다. 앞에서도 제시했듯이 아랍권학습자들이 ‘에’를 이해가 되나 ‘에’와 

‘에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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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그 분은 회사에 있습니다.

(ㄴ) 그 분은 집에 없습니다.

(ㄷ) 서울에는 아파트가 어디에 많습니다. 

(ㄹ) 사장님이 사무실에 계십니다.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구어체에서 선행명사가 장소라는 의미가 확실

한 경우에는 생략되어 쓰인다. 다만 장소명사가 일음절인 경우에는 생략되지 않

는다.

(ㄱ) A: 어디 가니?

     B: 학교 가요.

추상적인 의미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도 결합하여 장소라는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며 이 경우에는 생략되지 않는다.

(ㄱ) 내 마음에 네가 있다.

(ㄴ)　사람들이 기쁨 속에 저마다 외쳤다.

부사격조사 ‘에’는 기본적인 의미가 장소를 나타내나 세분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된다.

장소명사에 존재의 장소 집에 있습니다.

장소명사에 가다/오다/다니다 장소로의 이동 회사에 갑니다.

시간명사에 시간명사표지 한 시에 만납니다.

단위명사에 기준 이 사과 한 개에  얼마입니까?

한편 ‘에서’는 문장에서 앞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장소를 나타내는 격조사

이다. 선행하는 명사와 결합하여 뒤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를 나타낸다.

(ㄱ) 어제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그 장소에서 서술어의 행동이 일어남을 나

타낸다.

(ㄱ)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ㄴ) 서울역에 가는 기차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부사격조사 ‘에서’는 기본적인 의미가 선행하는 장소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남

을 나타내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세분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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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명사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장소명사에서 가다/오다/다니다 장소로부터의 이동 회사에서 갑니다.

‘에게, 한테, 께’는 분장에서 유정명사 혹은 인명명사와 결합하여 행동을 받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에게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

문어체 표현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외국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한테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

구어체 표현

동생한테 선물을 줬어요.

외국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요.

께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만 결합

높임의 표현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 드린다.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4) 호격조사의 교수·학습

문장과 독립되어 쓰이는 독립어에서 사람이름 혹은 유정명사 뒤에 붙는 호격

조사는 부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아/야’가 대표적이다.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호격조사 없이 이름만으로 그 사람을 부르기도 한다. 

① 선행명사를 부르는 의미를 나타낸다. 사람이 아닌 사물과 결합할 때에는 

사람처럼 부르는 의미를 나타낸다.

(ㄱ)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② 외국 사람들의 혹은 직함 등과는 결합하지 않고 사람의 성만 부를 때에도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성까지 들어간 이름 뒤에 호격조사가 쓰이면 어색하다.

(ㄱ) 존아, 어디 가니? (X)

(ㄴ) 김 과장아, 회의합시다. (X)

(ㄷ) 김아, 잘 잤어? (X)

(5) 관형격조사의 교수·학습

문장에서 낱말과 낱말의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는 ‘의’로, 명사 뒤에 붙

어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할 때 앞의 명사에 붙어 관형어임을 나타낸다.

(ㄱ) 아버지의 사진.

(ㄴ) 철수의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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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와 명사의 수식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형격조사가 생략될 수 

있으나 다음의 몇 경우에는 생략될 수 없다.

(ㄷ) 아버지(의) 사진.

 3.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방법

   3.1. 수업 모형의 실제

강혜옥(2006)에서는 귀납적인 접근 방법에 중심을 둔 OHE 모형을 수업 모형

으로 제시하고 있다. OHE 모형은 M.Lewis(1999)가 소개한 수업 모형으로  

O(Observe, 이해 및 관찰), H(Hypothesis), 발견 및 가설 형성), 

E(Experiment, 시도 및 사용)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OHE 모형은 보통 

새로운 언어 구조의 맥락이 되는 담화로 시작하는데, 우선적 강조점은 담화에 

이해에 있다. 이 때 담화 속에서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 문맥, 상황 맥락과 

함께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법 구조, 어미의 의미를 관찰하고 그 의미와 규칙을 

발견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발견한 규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언어 표

현으로 시도하고 실험해 보도록 격려한다.

감남복(2005)은 OHE 모형은 형태 초점 접근 방법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

하였다. 즉 형태 초점 접근법은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할 때 학습자에게 언어 형

태에 초점을 두고 의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OHE 모형도 어휘의 본질과 역할, 텍스트에서 어휘 항목의 의식적 주목, 언어의 

뭉칫발화를 강조한다고 하였다. 비록 어휘적 학습 방법으로 주장하였지만 이는 

문법 학습에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 아래에서 제시할 것처럼 형태 초점 접근 방

법과도 비슷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격조사와 같은 문법 항목을 학습하기에는 

적합한 모형이라 생각된다.

교육 방법은 교육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내용을 효과적･효율적

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교

육공학 용어사전, 2005) 이 연구에서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격조사 교육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롱(Long,1988)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형태 초점 접근 

방법을 참고하기로 한다. 형태 초점 접근은 롱과 로빈슨(Long and Robinson, 

1998)이 형태 중심과 의미 중심 접근의 통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형태 초점 

접근법에서 수업의 궁극적인 초점은 의미나 의사소통에 두는 가운데 학습자들

이 문법 규칙, 어휘, 음운, 형태 등 언어적 요소들에도 주목하게 한다. 의미와 

의사소통 위주의 수업을 하는 중에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언어 형태들을 인식하고 주목(Noticing)하게 함으로써 입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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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및 관찰 

단계: 

격조사가 포함된 텍스트를 제시하여 문법 항목을 이해하도록 유도함.

격조사의 특징을 주목 및 관찰.

발견 및 제시 

단계:

각각 격조사의 의미 기능 및 규칙을 찾게 함.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함.

격조사의 의미 기능 제시.

시도 및 사용 

단계:
격조사를 사용하여 활동 수행.

의 이해를 돕고 발화의 정확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장희진,2008) 또한 유창

성과 정확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언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

서는 학습자의 중간 언어가 화석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의사소통 향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방법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학습

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의미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목표 언어의 문법

과 구조 등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할 때 더 효과적으로 

습득된다고 보았다.135) 앞 절에서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할 때 형태. 문법 기능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형태 초점 접근 방

법에서 제시하는 형태는 언어 형태, 의미, 사용의 세 가지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 연구에 필요한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격조사와 같은 

문법 항목을 교수 학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격조

사는 시제나 높임법에 비해 의미 부담량이 적은 문법 요소이다. 반 패턴(Van 

Pettern,1996)136)에서는 학습자의 입력 처리 단계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문법 

요소 중에서 의미 부담량이 적을수록 학습자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이는 이러한 문법 요소를 학습자들에게 교수･학습한다 해도 그 습득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학습자들에게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법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 한다면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형태 초점 접근법이 격조사를 지

도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해 및 관찰(Observation), 발견 및 제시

(Hypothesis), 시도 및 사용(Experiment)의 단계로 제시하기로 한다. 수업 모

형의 단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각 단계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과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135) Doughty and Williams(1998),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quis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6) Van pattern(1996), Input processing and Grammar Instruction: Theory and Research. 

Norwood. NJ: Ab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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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중급

목표 문법 ‘N에 V’와 ‘N에서 V’의 형태 의미 차이 파악

이

해 

및 

관

찰 

단

계
요르단 대학교 ｢아랍인을 위한 한국어 2｣

이는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문법 항목이 포함된 자료를 제시

하여 목표 문법 항목을 이해하고 그 특징을 관찰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문법 항목들은 그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목표 문법 항

목을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목표 문법 항목의 의미를 맥락 속에

서 이해 할 수 있도록 기능 활동으로 연결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다.

가. 목표 문법이 포함된 언어 자료를 제공한다.

이때 자료는 학습자의 현재 수준보다 과도하게 어렵지 않은 목표 문

법을 몰라도 그 맥락 안에서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는 학습자에게 목표 문법의 의미를 보여 줄 수 있는 간단한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예를 들고자 한다.

 

 저는 이번 학기에 네 과목을 들어요, 한국어와 한국 역사이에요. 한국어 수업이 아주 재

미있어요. 한국어 수업은 오전 여덟 시에 있어요. 우리 한국어 반에는 학생이 많아요. 

학생이 마흔 명이에요. 제 친구도 한국어를 들어요. 우리 한국어 선생님은 아주 잘 가

르치세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요.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나. 학습자들에게 입력 자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중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의 실제를 보여주고자 한다.137)

⎔ 수업 구성

⎔ 수업 절차

137) 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 한국어과 중급반 문법 시간에 관찰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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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이번 학기에 몇 과목을 들어요?’ 등의 질문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였는지 파악한다. 목표 문법 항목에 경우에는 강세를 주고 발음

하여 주의를 끈다.

발

견 

및 

제

시 

단

계

문법 

형태
‘N에 V’ ‘N에서 V’

의미 

기능
존재의 소재지 행위의 장소

결합 

가능한 

용언

* 존재사(있다, 없다, 계시다, 남다)

* 일부 형용사 (많다, 적다 등)

  일부 동작 동사 (쓰다, 앉다, 걸다, 안다, 찍

다, 뜨다, 눕다, 엎드리다, 붙다)

대부분의 동작동사

살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이 단계는 목표어 문법 규칙을 발견하고 교사에 설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목표 문법의 형태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목표어 문법을 이해하였는지 검증

하기 위해 단순한 연습 문제 풀이나 문법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가.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텍스트를 보면서 목표 문법의 형태

와 규칙에 주목하게 한다. 밑줄 그은 부분을 가리키며 목표 문법 형태

가 포함된 부분을 초점화 시킨다. 이 때는 학습자들에게 장소를 나타내

는 말과 후행하는 서술어를 찾도록 한다.

나. 전체 담화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오늘 배울 목표 문법을 알려

주며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N에 V’와 ‘N에서 V’의 의미 기능 및 차이

를 알려 준다.

문장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주어의 존재함(행동이 아님)을 나타

낼 때 ‘에’도 선행하는 장소명사가 주어가 행동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나

타낼 때에는 ‘에서’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 시켜준다.

다. 앞에서 제시한 규칙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소를 제시

하여 앞의 대화 부분에서 밑줄 그은 부분을 알맞은 장소에 적도록 한

다. 다음은 예를 제시한다.

짝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N에서’ 형태를 활용하여 파악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1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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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글쓰기

ㄱ. 히바 씨는 집이 어디예요?

ㄴ. 저는 캠퍼스에서 살아요.

    쉬린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ㄱ.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아요.  

시

도 

및 

활

용 

단

계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이 단계에서는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배운 내용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단계이다. 다음과 같이 문법 연습 방법을 제시한다.

가. 관계있는 문장/대화 완성하기

논리적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을 찾아 연결하는 활동으로 대부분 접속 

부사나 접속 어미나 복합 표현으로 구성된 접속 표현을 연습하는 활동

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접속어 및 조사 차이를 파악하기에 도움이 된다.

나. 표 보고 대화하기

표를 활용한 활동은 최근의 문법 연습에서 가장 선호되는 활동이다. 

최근 출판된 교재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표에서 제

시하는 내용을 보고 지시문에 따라 하나의 문장 또는 한두 번의 순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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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고 2~3문장을 써보세요.

학생1
1. 공부하면서 음악 듣지 마라 이멍청아.

2. 또 틀렸어 또!!?.. 다시 써.

학생2

1. 공부할것이 많은 거보니 시험 기간인가 보다.

2. 컴퓨터를 통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

3. 학생이 너무 어려보인다.

학생3

1. 바보야!!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것이 안 돼요!! 

2. 오늘 이 책들을 다 공부햐야해!! 

3. 친구야!!죄송하지만 이 문장은 무슨 뜻이요??

학생4

1. 학생이 책과 컴퓨터를 보고 공부한다.

2. 시험 전날에 복습하고 있다.

3. 웃는 모습을 보니 공부를 거의 다 끝낸 것 같다.

학생5

1. 잘 들어보세요.

2. 단어를 외워보세요.

3.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프로그램에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6

승스: 야 학생 뭐하니? 

학생: 공부하고 있어요. 

승스: 공부하면서 음악 듣고 있어요?

대가 있는 대화를 구성하거나 완성한다. 여기서는 대화를 완성하는 얘

를 제시하였다.

다. 그림 보고 대화하기

그림을 보고 지시문에 따라 그림의 내용에 맞게 대화나 이야기를 구

성하는 활동으로 초급이나 중급에서 적합한 활동이다. 다음 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쓴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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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네 선생님

승스: 잘했어 . 음악을 도와 줄께야, 잘 공부하고 ,잘 기억하고, 옛날에 선생님

이 공부할 때마다 음악 듣고 있어. 좋은 방법야 . 열심히 공부해 . 

학생: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학생7

1. 둘이 동기예요 .

2. 소녀가 열심히 공부하는 반면에 소년이 잘못해서 너무 부러워요.

3. 부러워서 그녀를 방해하고 있어요.

4. 소녀가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고 있어요.

표 93 아랍권 중급 학습자

그림 식별하기 / 비교, 

대조하기

라. 그림 식별하기 / 비교, 대조하기

이 활동도 그림을 활용하는 활동이다. 전급에서 활용이 가능하나 초·

중급에서 활용의 가치가 높다. 이 활동은 그림을 보고 목표 문법을 활

용하여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림 정보 중 무엇인가를 식별해 내거나 비교 

또는 대조하는 활동이다. 학습자는 활동의 초

점이 비교나 대조, 식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

게 되는데 따라서 이 활동에서도 전술한 어휘 

학습 활동인 분류하기나 구어 산출 활동과 같

이 언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인식함으로

써 유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글쓰기

이 활동은 문어 산출 활동으로 목표 문법 항목 ‘-는’을 활용하여 제주

도와 자신의 나라의 관광지를 비교하는 글을 쓰는 활동이다. 학습자들

이 비교하는 활동을 할 때, 보조사 ‘는’을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다.

바. 목표문법을 활용하여 말하기 

이 활동은 목표 문법을 활용한 구어 산출 활동으로 역시 대표적인 의

사소통적 활동의 예이다. 이 활동은 접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에 속하는 활동으로는 역할극.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

사. 표를 이용한 짧은 대화 구성하기

이 활동은 표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보고 지시문에 따라 하나의 문장 

또는 한두 번의 순서교대가 있는 대화 전체를 만든다. 다음 그림을 살

펴본다.



- 199 -

 ‘에’를 활용하여 답하십시오.

표를 이용한 짧은 대화 구성하기

그러나 아랍지역에서 교실 안에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사가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모든 학습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 그러므로 학습자들

이 스스로 개발한 한국어 자습 방법들을 다음 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2. 학습자의 자습 방법

위에서 살펴본 수업 모형의 실제는 어느 기관에서나 해당하는 모형이지만 본 

절에서 제시하는 자습 방법은 아랍지역에서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자습할 때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아랍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사들도 학습자들의 자습 방법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절에서는 직접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우선 학습자들에게 ‘나만의 한국어 스터디 스

타일’에 대하여 묻고 학습자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나만의 한국어 스터디 스타일’

① SNS를 활용하기 (페이스북 및 트위터)

② 유튜브를 활용하기

③ 국립국어원 인터넷 웹사이트

④ 인터넷 기반 책 (e-books)

⑤ 이메일 및 채팅

⑥ 온라인 드라마 (Online Dramas)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자습 방법

학습자의 의견을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체험적 학습

(Experiential Language Learning)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험적 학습은 학습자

에게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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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피드백을 받으면서 언어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수정함으로써 언어 원리

를 ‘발견’하고 유창성을 길러 나가게 하자는 것을 강조한다(Eyring,1991). 즉, 

교사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학

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구체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

게 함으로써 언어를 실제로 사용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하고 있는 학과 내용이나 주제를 단순히 

읽거나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체와 직접 접촉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통상 어느 정도 그런 현상에 육체적으로 직접 개입을 한다. 체험적 학습을 완전

히 새로운 개념의 학습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 것은 미국의 저명한 교육자인 

John Dewey가 주장한 효율적 학습의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ㄱ) 학습자는 ‘해봄’, 즉 능동적인 실험에 의해 가장 잘 배운다.

(ㄴ) 발견에 의한 귀납적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책략을 활성화시켜준다.

이러한 두 가지 원리를 결합한 체험적 학습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지적 처

리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못한 어린 아동들을 가르치는 데 특히 유용하다. 다

음은 학습자가 접촉하여 한국어를 자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SNS를 활용하기 (페이스북 및 트위터)

 페이스북(Facebook) ‘한국어 스터디’ 그룹

이집트와 다른 아랍 국가에서는 한국과 아주 먼 데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거기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이 없기에 아랍권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활용하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하는 데에 도움

이 되는 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한국인과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동

시에 최근에 아랍나라에서 페이스북(Facbook)과 같은 SNS 도구가 발달하면서 

학습자들도 언어학습 방법을 개발했다.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한국어스터디’ 같

은 언어학습 그룹을 만들어서 한국인과 아랍인들이 가입하고 서로 언어 교류를 

많이 한다. 그런 언어학습그룹은 장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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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으로는 먼저 한국어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언어를 사용

할 기회를 만든다. 둘째, 제2언어 학습에 모국어 지식을 비롯한 언어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한다.138) 셋째, 그룹 채팅할 경우에는 대화를 지속시키는 비결을 배

우며, 다양한 구어체와 문어체를 배워 격식상 다른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료를 쉽게 빠르게 공유할 공간이라 

학습자들에게 유리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단점도 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통신언어’란 것이다. 학습자들

도 한국인들과 채팅하거나 댓글을 달 때 한국인이 쓰는 통신언어로 쓰기 때문

에 ‘조사’ 같은 문법 요소를 많이 생략하고 맞춤법에 맞지 않은 문장도 많이 만

든다. 

② 유튜브(Youtube)를 활용하

 'Talk to me in Korean'란 한국어 학습 웹사이트

아랍권 학습자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권도 특히 영어권 학습자들이 많이 활용

하는 웹사이트이다.139) 언어과정도 잘 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이 궁금하거나 질

문하는 공간도 있으며 학습자들이 불안감이나 긴장감 없이 언어를 학습할 수 

있다. 다음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

는’의 차이를 그 웹사이트에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본다.

 'Talk to me in Korean'에서 ‘은/는’

138) 특히 그룹에 가입한 멤버들이 아랍어를 전공하는 한국인과 한국어를 전공하는 아랍인이다.

139) http://www.talktomein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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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to me in Korean'에서 ‘이/가’

③ 국립국어원 인터넷 웹사이트 

아랍지역에는 한국어로 된 책이나 교재, 학습자들이 필요한 사전 및 언어 자

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개발한 방법이다 직접 국립국

어원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언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했다.

국립국어원 웹사이트

⑤ 이메일 및 채팅

아랍권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할 때 익숙해진 방법들 중에 

이메일(E-mail) 활용하여 펜팔(Pen-pal)로 메일을 주고받는 

식으로 언어 학습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울 때도 

한국인 친구를 만들어서 메일을 활용하여 언어 학습한다.

⑥ 온라인 드라마 (Online Dramas)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를 전공한 학습자들이 언어를 학습할 때 드라마를 활용

하여 학습한다. 특히 최근에 교사들도 교실에서 ‘드라마에서 나온 실제 담화 상

황을 활용한 문법요소 교육’ 식으로 한다. 학습자들이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문

법의 지루함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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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KBS 드라마 <아이리스> 2010년

  

   3.3. 오류 수정 방법

오류 연구의 결과를 한국어 교육 방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아래에 제시하는 항목은 그 한 예이며, 이러한 주안점을 바탕으

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충분한 입력을 제공해야 한다. 입력(Input)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칭한다. 학습에서 유의미한 입력은 수용(Intake)이라

는 개념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입력은 이러한 수용의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의 입력을 지칭한다. 입력의 과정은 듣기와 읽기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습자는 표현 학습 이전에 이러한 이해 학습을 먼저 겪게 된다. 카르션

(Krashen,1982)에서는 입력가설을 통하여 언어 습득에서의 입력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그는 최상의 입력 조건으로 이해 가능한 입력, 흥미있고 연관

성이 있는 입력, 문법적 순서나 등급이 정해진 것이 아닌 입력, 양적으로 충분

하고 여과하는 과정에서 자기 방어기제를 낮출 수 있는 입력, 대화 사용에 도구

로 사용할 수 있는 입력을 제시하였다. 카르션(Krashen,1982)이 제시한 최상의 

입력 조건 중 문법적 순서나 등급을 무시한 입력은 잘못된 언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 체계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언어 학습에도 분명한 단계가 있으며 선행 학습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후행 학습이 있는 것이다.

둘째, 학습자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교사가 모든 것을 알

고 있으면 좋겠지만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국어학적 지식

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학습자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문법에 대해서 숙지

하고 있어야 한다. 수업 중에는 적극적으로 오류 항목에 대해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

해 학습자에게 충분한 입력을 제공해야 하는데, 특히 수업 중에 학습자의 반응

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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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난이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교재를 구성, 제작할 때에는 

문법이나 어휘 항목의 경우 난이도를 구별해야 한다. 학습자가 오류를 많이 범

하는 항목은 명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문법 설명과 다양한 예문을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이도가 낮은 항목을 난이도가 높은 항목과 같은 비중

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습자가 난이도가 높은 항

목을 학습할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대학에

서 개발한 교재의 경우 각 문법 항목에 대해 별도의 문법 설명을 수록하고 있

는데 학습자에 대한 이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 난이도 표시를 별

도로 해 주는 것도 학습자가 해당 항목에 주의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넷째,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난이도가 높은 항목, 즉 오

류를 많이 일으키는 문법이나 발음, 어휘 항목을 학습하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

니다. 최문석(2000)에서는 반복적인 발음 및 문법 연습에 유용한 게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수업에서 이러한 게임들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학습자가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을 이용한 한

국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자에게 성취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 내용 및 목표에 맞는 적절한 게임을 선정하는 것 또한 교사의 몫이

라고 할 수 있다.

  3.3.1. 효과적인 조사 지도 방안

학습자의 조사 오류 중에서 대치는 가장 많이 나타난 오류 유형으로서, 어떤 

문형에 적절히 쓰이는 조사를 모르는 경우와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들어가야 

할 조사를 모르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모국어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국어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대치오류는 여러 문형을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제시해주어야 최소화할 수 

있다.

조사의 생략은 대치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오류 유형으로서, 학습들이 자신이 

없어 피해 단순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생략 오류는 생략에 대한 주의를 

계속 환기해 줌으로써 줄일 수 있다.

첨가는 각 조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해 과잉일반화 시키거나 

단순화시켜 발생한 오류가 대부분이다. 이에 어느 경우에 조사를 사용해야 할지 

어느 경우에 생략하지 말지를 첨가의 오류가 나타날 때마다 강조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오류 유형별 중점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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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류 유형 중점 지도 내용

대치

1) ‘이/가’와 ‘은/는’

2) ‘이/가’와 ‘을/를’

3) ‘에’ 와 ‘에서’

4) ‘의’ 대신에 ‘에’

-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과의 대조, 비교

- 자/타동사의 종류 및 용법 비교

- 지향의 ‘에’와 처소의 ‘에서’의 용법 비교

- 음가 구분 및 발음 교육

누락 (생략) ‘이/가, 을/를, 은/는’의 생략 방지 교육 및 지속적 교정

첨가

1) ‘의’

2) ‘에’

3) ‘은/는’

- ‘의’를 쓰지 않는 관용표현을 가르침

- 시간/장소 명사와 결합되는 ‘에’의 용법

- 보조사 ‘은/는’의 용법

형태

1) ‘을/를’

2) ‘와/과’

- ‘을/를’의 형태적인 용법 강조

- ‘와/과’의 형태적인 용법 강조

(1)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혼동

주격조사‘이/가’와 보조사 ‘은/는’을 혼동하여 대치하거나 단순화시켜 누락하

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두 조사의 차이점에 대하여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화자도 정확히 문법상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 두 조사의 의미상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도가 필요

하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지도함이 바람직하

다.

① 주격조사 ‘이/가’의 기보적인 용법을 알려준다.140)

어떤 명사가 그 문장의 주어임을 낱내 주는 조사를 주격조사라고 하는데, ‘이

/ 가/ 께서’가 있음을 제시해 준다. 음운론적 조건에 의하여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가 된다.

② 보조사‘은/는’의 사용법을 알려준다.141)

140) 허용(2001)에서 주격조사는 선행명사가 문장내에서 주격, 즉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이/가’로 나타낸다. 높임말인 ‘께서’가 이중어문이나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에서

는 사용될 수 없는 반면에 ‘이/가’는 이중어문과 보어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신나탈리아

(2003)의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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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언의 격을 표시하는 격조사와는 달리 뜻을 더해 주는 조사가 보조사이며, 

여러 격에 두루 쓰인다. 특히 보조사 ‘은/는’은 별로 의미를 더해 주는 느낌도 

주지 않으면서 주어 자리에 흔히 쓰이므로 주격조사가 하는 일과 확연하게 구

분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초급 단계의 외

국인 학습자에게는 일단 주격조사로 가르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을 것이다.

(ㄱ) 명사문에서 사용한다.

(ㄴ) 1인칭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사용한다.

(ㄷ)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사용한다.

③ 보조사 ‘은/는’만의 특징을 설명해 준다.

(ㄱ) 책을 샀다. 그 책은 재미있다.

이미 언급된 구정보에 대해 이야기한다. 

(ㄴ) 나는 공부하고 누나는 청소한다.

둘 이상을 대조해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ㄷ) 나는 기분이 좋다.

이중주어문은 ‘-는/-이/가 서술어’의 구조를 갖는다. 단, 주어에 초점이 있을 때

는 ‘은/는’ 대신에 조사 ‘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을 비교한다.

(ㄱ) 한반도에 아름다운 산들이 있다.

141) 김정숙(2001)의 ‘은/는’의 사용법 참고 (신나탈리아(2003)의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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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는 선행하는 요소의 존재를 지칭한다.  

(ㄴ) 우리가 가야할 같은 멀다.

‘이/가’는 안긴문장의 주어로 쓰일 수 있으나, ‘은/는’을 사용할 수 없다. 

⑤ 격조사와 보조사 사용에 관한 예제와 문형을 통해 이를 비교, 대조해 본

다.

(2)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의 혼동

두 조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이지만 의미 기능상 다소 차이가 있다. 

장소를 나타내는 ‘에’는 주로 이동 동사와 ‘에서’는 동작동사와 주로 쓰이는데, 

자주 혼동하여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와 ‘에서’의 문법적 기능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동작 동사와 이동 동사를 

제시할 때는 조사를 같이 제시하여 훈련하는 것이 비람직하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지도함이 바람직하다.

(ㄱ) ‘에’의 기능은 ‘처소, 지향, 시간적, 공간적 범위, 원인’으로 나눠질 수 있

으나 주로 이동 동사와 쓰여서 지향점을 표시한다. 반면에 ‘에서’의 기능은 동

작, 상태 동사와 함께 쓰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에’에 

비해 사용빈도수사 다소 낮고 기능이 적다. 여기서 ‘에’, ‘에서’를 혼동하는 것은 

‘처소’의 기능인데, ‘상태 동사’일 때는 ‘에’를 동작 동사’일 때는 ‘에서’를 사용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ㄴ) 동사 ‘살다’는 ‘에,에서’ 모두를 취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ㄷ) ‘에’는 사람이나 사물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에 -이/가 있

다/없다/많다/적다/위치하다/계시다’ 등과 자주 쓰이므로, 이를 문형으로 제시해 

충분히 숙지 시켜야 하며, ‘에서’와 대치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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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음상 혼동에 의하여 ‘의’로 적용

‘의’를 읽을 때는 주로 /에/ 또 /애/로 발음된다. 따라서 아랍권 학습자들의 

경우 단순히 ‘의’와 ‘에’ 발음은 구분하지만 한국어 모어화자가 글로 읽을 때 

‘의’인지 ‘에’인지 제대로 구분하진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소유를 의미할 

때의 관형격 조사 ‘의’는 ‘에’로 발음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우리의, 

우리에),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에)등이 있다. ‘의’와 ‘에’의 음가를 구분하

지 못하고 ‘의’를 써야 할 곳에 ‘에’로 쓰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한국어 구

조에 온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교사가 관심을 갖고 ‘의’ 발음을 식별하는 발음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4) 누락(생략) 오류

누락(생략) 오류는 대치 오류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무분별한 조사 생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어가 구어와 문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작문에서 

조사의 생략하지 않도록 강조해 주고 오류를 교정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구어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어느 정도 허용되나 문어에서는 조사를 생략하면 문

장이 어색하게 되므로 생략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격조사의 생략은 

구어에서 대부분 수용 가능하지만 의미상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나 문장에서 특

별히 간조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격조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되도록 조사를 

생략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관형격조사는 생략 가능한 경우와 생략 불

가능한 경우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142) 그리고 부사

142) 김광해 1981에 의하면 관형격조사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1) 소유주와 피소주의 관계 예) 손님(의) 시계

(2) 전체와 부분관계        예) 학교(의) 담장

(3) 친족 관계              예) 철수(의) 동생

(4) 관형격조사를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경우

(5) 두 낱말의 중간에 다른 말이 오서 그 다음 말을 꾸  때 예) 러시아의 건조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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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의 경우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선행 습득해야 할 것이다.

(5) 첨가 오류

첨가 오류는 주격 조사에서는 대명사가 나오면 주격조사 ‘이/가’가 자동적으

로 첨가되어 화석화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부사격에서는 한 문장에서 같은 조

사를 두 번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 , 시간 명사구 자체로 보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도 ‘에’를 첨가시켰다. 따라서 첨가 오류는 과잉 일반화와 단순한 오류가 

대부분이다. 이는 어느 경우에 조사를 사용하여야 할 지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

를 첨가 오류가 나타날 때마다 지적하고 강조해서 학습,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

다.

(6) 형태 오류

선행 명사의 끝 음소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조사로는 ‘은/는’, ‘이/가’, ‘을/를’, 

‘랑/이랑’, ‘나/이나’, ‘로/으로’ 그리고 ‘과/와’가 있다. 다른 조사의 경우는 자음

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오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

언 뒤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를 선택하는데 반해, ‘과/와’는 모음으로 끝난 

단어의 뒤에 ‘와’를 사용하고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과’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규칙화 시켜 기억하기가 어려웠고 다른 조사에 없는 변이

형 오류가 ‘와/과’에서는 상태 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즉 과잉 일반화의 일종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현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 

사용함으로써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극복되어질 수 있다.

   3.3.2. 표현적 오류의 지도

(6) 은유적이거나 추상화된 표현, 문어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 예) 꿈의 바이칼 

(7)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문장의 수식 관계를 명확히 표현할 때 예) 오늘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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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장소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걸려요.

시간부터 시간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해요.

표현적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적 표현을 많이 익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읽기 훈련을 많이 시킨다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본다. 학습자들은 많이 읽고 문

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저절로 익숙해질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학습자들의 

유형화된 오류 문을 제시 등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작문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본다.

① ‘-이-이 되다.’, ‘-은 -이 아니다.’

학교문법에서 보격조사로 설명하고 있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명사+

이’를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학교문법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격조사로 설명하게 되면 또 다른 문법 체계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이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문법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즉, 방법적인 면에서 조사와 서술어를 따로 떼어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가 되다’, ‘이/가 아니다’와 같은 문형(pattern)으로 제

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에서 -까지’와 ‘-부터 -까지’

어디로부터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에서-까지’의 형태와 

‘-부터-까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들은 흔히 서로 바꾸어 쓰기도 하나 그 

정확한 쓰임새를 구분하면 장소를 나타낼 때에는 ‘-에서-까지’를 쓰고,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부터-까지’를 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③ ‘에/로/를 가다’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쓰이어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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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와 ‘로’가 있다. 또한 목적격 조사 ‘을’도 방향을 나타낼 때 쓰인다. 이들은 

그 의미를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좋다.

(ㄱ) 산에 가요. (장소)

(ㄴ) 산으로 가요. (방향)

(ㄴ) 산을 가요. (목적)

즉, 다음 예문 및 설명을 살펴본다.

(ㄱ) 철수는 교회에 가요. (교회라는 장소만을 나타낼 뿐 왜 가는지를 알 수 없

음)

(ㄴ) 철수는 교회로 가요. (단지 방향만을 나타낼 뿐 왜 가는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음)

(ㄷ) 철수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목적을 나타

냄)

④ ‘에게’와 ‘보고’

‘보고’는 ‘에게’의 구어체로 쓰이나 ‘에게’가 쓰인 모든 문장을 ‘보고’로 바꾸어 

쓸 수는 없다. 즉 ‘보고’는 ‘-다고’, ‘-냐고’, ‘-자고’, ‘-라고’ 등의 간접인용문, 

혹은 ‘전해주다, 묻다, 욕하다’ 등의 동사와 주로 쓰인다. 또한 대상을 직접 보

면서 이야기할 때에도 ‘보고’가 쓰인다.

(ㄱ) 외국인이 나에게 동대문 시장이 어디냐고 물었다.(O)

(ㄴ) 외국인이 나보고 동대문 시장이 어디냐고 물었다.(O)

(ㄷ) 어머니께서 철수에게 전화하셨어요.(O)

(ㄹ) 어머니께서 철수보고 전화하셨어요. (X)

   3.3.3.성분 오류의 지도

성분 오류는 외국어 작문뿐만 아니라 모국어 작문에서도 자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장을 쓰고 나서 다시 보고 수정하는 습관을 기르면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장은 너무 길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초급 

학습자들에게 긴 문장에 대해 파악하지 못해서 성분을 생략하거나 첨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짧은 문장을 만들도록 가르쳐야 한다.

즉, 조사 오류 중에서 조사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다음에 조사의 

생략 오류, 조사의 첨가 오류, 조사의 환언 오류, 조사의 형태 오류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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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대치 오류에 대해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해 중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대량의 연습을 통해서 조사를 생략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

야 한다. 조사 첨가 오류는 과잉 일반화 오류가 대부분이다. 이는 어느 경우에 

조사를 사용해야 할지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를 첨가 오류가 나타날 때마다 지

적하고 강조해서 학습,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형태 오류에 대해 교사는 학

습자들에게 규칙화시켜 기억하게 하고 많은 연습을 통해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면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어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맥을 통해 조사 사용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비슷한 의미와 사용을 갖는 조사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문형을 만들어 의

미 차이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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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중동-아프리카의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각각의 국가에서 개별적 상

황에 따른 요구에 따라 교사들의 열의와 노력으로 이루어져왔고 이에 따른 연

구들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중동에서의 한국어 교육학이 자리 매

김을 하기에는 이론적 정리와 체계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

육학의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143)

첫째, 아랍권 학습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랍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학의 가장 기초적 바탕에는 그 대상 학습자에 대한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타 언어권 예를 들어 중국어나 일본어 학습자 

위주로 개발되어 있는 교재에서 벗어나 아랍권 학습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교재

가 개발되어야 한다.

 아랍어와 한국어간의 비교언어학적 기초 연구들도 필요하겠지만, 한국어 교

육에서는 아랍권 학습자들이 생성해 내는 오류라든가, 아랍권 학습자들 특유의 

학습전략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아랍권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

표적으로 아랍권 학습자들의 오류에 대한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

자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중간언어 분석 자료들도 연구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들이 목표어에 접근해 보는 중에 생산하는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체계적

으로 밝혀내고, 발화 상황과 문맥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

하여 변이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된 다양

한 자료를 통해 아랍권 학습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

여 이를 실제 한국어 교육에 반영하여 아랍권 학습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

육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143) 이승은(2008), ‘아랍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서 요르단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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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만들어 내는 오류의 원인에는 아랍어의 영향으로 인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외의 원인들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나타나는 한

국어 학습자들의 오류는 아랍어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이집트의 문화나 이

집트 학습자들 특유의 학습 방법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랍권 학습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현상과 함께 이집트 학습자

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모국어인 아랍어의 간섭에 의한 비

교언어학적 연구들도 필요할 것이고,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 동기나 전략에 대한 

연구들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오류 말뭉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를 위해서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랍권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많은 기관들이 함

께 연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동 지역의 한국학 연구들과 한국어 교육 분야와의 적절한 조화가 필

요하다. 한 나라의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닌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까지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집트 대학의 한국학과

에서 교육해내고자 하는 인재는 단순한 한국어 소통 가능자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과 이집트와의 교류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가들이다. 교과과정 내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대 언어 기능 외에,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교

과과정 재편성과 함께 이에 따른 전문적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 아주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자료들에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언어 교재의 한 부분으로만 되

어 있는 것이 아닌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한 

한국어와 아랍어 두 가지 언어로 함께 이루어져 학습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하며, 보다 자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실적으로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가장 시급

한 문제 중 하나는 아랍어로 된 한국어 학습 사전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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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한국인 아랍어 학습자들을 위한 것이고, 한국어를 배우는 아랍인 학습자를 

위한 사전은 개발된 것이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전 편찬 작업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다. 이

를 위해 우선 말뭉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어 화자들의 표준어를 정

리한 표준어 말뭉치와 함께, 학습자들의 다양한 오류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수정법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

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아랍권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함께 아랍권 학습

자 말뭉치 구축을 위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면 그 연구의 가치와 성과는 상

당히 큰 것이 될 것이다.

넷째, 다양한 방법과 공간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교사들을 위한 논의

의 장과 재교육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워크샵을 통한 전문적인 논의도 필요

하지만, 온라인 상의 공간 등을 이용한 보다 긴 하고 자유로운 논의와 공유의 

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에서도, 한국어 교수법 등에 대한 내용도 필

요하겠지만,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 즉, 현장의 교사들이 

단지 교사만이 아닐, 현장의 생생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자로서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연구 방법론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한 조사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를 구별하고 아랍

어와 한국어를 대조하여 오류의 원인을 분석,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격조사는 학자마다 그 분류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며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학교문법의 격조사 체계를 따랐다. 학교문법에서 격조사는 주격조사 ‘이/가, 께

서’, 목적격조사 ‘을/를’, 관형격조사 ‘의’, 보격조사 ‘이/가’, 호격조사 ‘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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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격조사 ‘에, 에서, 에게, 께, (으)로, 와/과’ 등이다. 부사격조사는 그 형태가 

많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나온 사용 빈도율이 높은 항목을 연구 대상으로 하

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서술격조사144)를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앞서 언급한 목적에 따라 절차적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다 Ⅰ장에서 한국

어 격조사와 조사의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Ⅱ장에

서 한국어와 아랍어의 격조사를 대조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또한 

한국어 격조사의 사용 양상 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도 살펴봤다. Ⅲ장에서는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을 다루었다. 그 다음에 

Ⅳ장에서 한국어 격조사의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여 현

장에 적용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아랍권 학습자들의 격조사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

해 문법성 판단테스트(Grammatical Judgement Test), 자유 작문 테스트 

(Free Writing Test) 및 한국어 교사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

자의 실태를 보여주는 언어 자료를 얻었다.  

이상의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Ⅳ장에서는 적절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목적과 

목표는 아랍권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격조사의 개념, 기능과 실제 사용법이 자기

의 모국어인 아랍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인식하게 하고 이를 잘 학습하여 상황

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약하나마 아랍권 학습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한국

어와 아랍어의 차이 대조를 통해 알아보고 학습자들이 조금 더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144) 서술격조사 ‘이다’는 다른 격조사와 달리 용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즉, 형태 변화를 일으

키므로 이를 조사의 하나가 아닌 용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다’를 ‘지

정사’나 ‘형용사’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서술조사를 연구 범위

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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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 예에 치중하여 더 많은 예와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앞으로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려움과 한

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더욱 세 히 조사하여 그들이 더 쉽게 한국어

를 학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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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험 도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재학 중 민나라고 합니

다.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한국어의 ‘격조사’에 대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답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민나

<기본 정보>

1. 성별(남/여):

2.  연령:             세

3. 국적:

4. 소속 학교:

5. 한국어 수준 (초/중/고):

6. 한국어 능력 시험(TOIPK):         급

7. 한국어 학습 기간(년/개월): 

♦ 아랍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어 문법 항목 (설문조사)

1. 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까? 하나 이상 선택해도 좋으며, 중요한 순서

에 따라 번호를 쓰세요.

(  ) 일 / 공부

(  ) 친구 사귀기

(  )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

(  ) 한국어에 관한 관심

2.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3.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 한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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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어미

높임법

한국어 문장 어순

시제

기타 (                  )

5. 한국어과를 졸업한 후 또는 수료 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영화를 좋아해요. 하지만 운동 ( ) 안 좋아해요.

① 은 ② 이 ③ 밖에 ④ 을

2. 어디( )가요?

① 에 ② 가 ③ 하고 ④ 처럼

3. 어제 ( ) 오늘까지 비가 내려요.

① 부터 ② 도 ③ 에 ④ 처럼

4. 친구( ) 만나요.

① 가 ② 와 ③ 를 ④ 에

5. 어머니 ( ) 은행에 가셨어요.

① 는 ② 에 ③ 께서 ④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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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설날( ) 입는 옷( ) 설빔이라고 한다. 아이들( ) 설날( )새 옷( ) 입( ) 수 있어서 아주 즐거

워한다. 예전( )는 집안( ) 아무리 가난해도 어머니( ) 아이들( ) 생각해서 섣달 그믐날 밤 졸음

( ) 참으면서 밤새도록 색동옷( ) 지으셨다.

6. 친구(  )편지를 보내요.

① 에게 ② 에게서 ③ 을 ④ 부터

7. 저는 회사에 지하철( ) 옵니다.

① 로 ② 으로 ③ 로서 ④ 로써

8. 도서관( ) 공부해요.

① 으로 ② 에서 ③ 에 ④ 이

9. 친구( )집에서 놀았어요.

① 로 ② 에 ③ 의 ④ 에서

10. 바람( ), 불어라.

① 을 ② 이 ③ 은 ④ 아

♦ 빈 칸에 적절한 조사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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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치볶음밥

재료

김치 300그램, 밥 3그릇, 쇠고기 100그램

식용유 2큰 숟가락, 참기름 1큰 숟가락

-만드는 법-

첫째, 김치( ) 잘게 썰고, 쇠고기( ) 곱게 다진다.

둘째, 프라이팬( ) 식용유( ) 넣고 먼저 고기( ) 볶다가 김치( ) 넣고 함께 볶는다.

셋째, 볶음 재료( ) 밥( ) 넣고 다시 한 번 잘 볶은 후 참기름( ) 넣는다.

3. 

장갑(을) 찾습니다.

금요일 오후( ) 7층 남자 휴게실( ) 지갑( ) 잃어 버렸습니다.

검정색 가죽인데 그 안( ) 있는 아버지 사진과 전화번호들( ) 저( )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 교통카드( ) 꼭 찾고 싶습니다. 

혹시 지갑( ) 보시거나 보관하고 계신 분( ) 있으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0-9519-6888

4. 저( ) 어제 동대문 시장( ) 갔다. 어머니 생신 선물( ) 사고 싶었

다. 어머니( ) 외국 여행( ) 다니면서 그 나라 음식( ) 먹어 보는 것( ) 좋아하신다. 그래서 김

치( ) 인삼(  ) 만든 과자( ) 샀다. 이 선물( ) 받으시면 어머니( ) 아주 기뻐하실 

거다.

5. 기숙사 1층( ) 휴게실( )2개( ) 만들었다. 휴게실( ) 여러 가지 잡지( ) 신문( ) 있으니까 언

제든지 볼 수 있다. 신문( ) 잡지( ) 음식물( ) 묻지 않게 조심해 주십시오.

6.  저( ) 기숙사( ) 삽니다. 기숙사( ) 학교 안( ) 있어서 생활( ) 아주 편리합니다. 친구들( )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 227 -

7. 우리 어머니( ) 아침( ) 밤( ) 바쁘시다. 집안일( ) 시장 보기, 은행( ) 가기 같은 일( ) 모두 

직접 하신다. 쉬는 시간( ) 조금( ) 있어도 항상 할 일( ) 찾는다.

8. 요즘 휴대 전화( ) 아주 좋아졌다. 휴대 전화( ) 음악( ) 들을 수( ) 있고 텔레비전( ) 볼 수( 

) 있다. 그리고 친구( ) 얼굴( ) 보면서 이야기( ) 할 수 있다.

9. 해외여행( ) 처음 가는 사람( ) 출발 전( ) 준비( ) 잘하면 훨씬 더 즐거운 여행( ) 할 수 있

다. 여행자( ) 풍습( ) 문화( ) 알아 두고 간단한 그 나라 말( ) 공부하는 것( ) 좋다. 또 고마운 

현지인들( ) 줄 작은 기념품( ) 준비해 가면 좋다.

10. 어제 비( ) 맞아서 감기( ) 걸렸다. 어미니( ) 아프고 몸( ) 열( ) 나서 오늘 병원( ) 갔다. 

의사 선생님( ) 약( ) 먹고 집( ) 쉬라고 했다. 내일 한국어 시험( ) 있는데 걱정이다.

♦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助詞) 오류 분석 <사후 인터뷰 대본>

1. 아래 예문은 ‘-이/가’를 ‘-을/를’로 잘못 쓴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

까?

(여러 개 선택 가능) 없다면, 기타에 써 주십시오.

a. 나는 너를 싫다. (X) b. 나는 네가 싫다. (O)

1) 발음이 편리해서

2) 동사와 형용사 구분을 잘 못해서

3) 습관적으로 목적어 뒤에는 ‘을/를’을 사용하므로

4) 아랍어에 조사가 없어서

5) 아랍어의 ‘싫다’는 동사, 형용사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6) 실수로

7)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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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예문은 ‘-은/는’을 ‘-이/가’로 잘못 쓴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

까? 

(여러 개 선태 가능) 없다면, 기타에 써 주십시오.

a. 저가 학생입니다. (X) b. 저는 학생입니다. (O)

1) 발음이 편리해서

2) 문법을 잘 몰라서

3) 아랍어에 ‘-은/는’, ‘-이/가’가 없어서

4) 습관적으로

5) 실수로

6) 기타 ( )

3. 아래 예문은 ‘-을/를’을 ‘-가/이’로 잘못 쓴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

까?

(여러 개 선택 가능) 없다면, 기타에 써 주십시오.

a. 선생님께서 도움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X)

b. 선생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O)

1) 발음이 편리해서

2) 단어의 성분이 무엇인지 몰라서

3) 아랍어에 ‘-을/를’, ‘-이/가’가 없어서

4) 습관적으로

5) 실수로

6) 기타 ( )

 

4. 아래 예문은 ‘-에’와 ‘-에서’를 잘못 쓴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하십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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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 선택 가능) 없다면, 기타에 써 주십시오.

a. 나는 도서관에 공부해요. (X) b.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O)

1) 발음이 편리해서

2) ‘-에’, ‘-에서’의 정확한 용법을 몰라서

3) 아랍어에서 ‘-에/에서’ 모두 ‘Fi’이기 때문에

4) 습관적으로

5) 실수로

6) 기타 ( )

5. 아래 예문은 조사가 생략된 것입니다. 왜 생략되었다고ㅆ 생각하십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없다면, 기타에 써ㅆ 주십시오.

a. 너 지금 어디 가니? b. 너는 지금 어디에 가니?

1) 발음이 편리해서

2) 아랍어에는 주격조사가 없으므로

3) 한국어의 말하기와 쓰기가ㅆ 달라서

4) 틀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안 써서ㅆ

5) 기타 ( )

6. 아래 예문은 ‘-도’를 잘못 쓴ㅆ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ㅆ 생각하십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없다면 , 기타에 써ㅆ 주십시오.

a. 선생님이도 식사하셨어요? (X) b. 선생님도 식사하셨어요? (O)

1) 발음이 편리해서

2) ‘-도’의 용법을 몰라서

3) 습관적으로 받침 다음에는 ‘이’를 사용해서

4) ‘-(이)나’, ‘-(이)랑’과 같은 용법이라고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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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수로

6) 기타 ( )

7. 이상과 같은 오류가ㅠ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한국어의 말하기와 쓰기가ㅆ 달라서

2) 조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 한국어와 아랍어의 조사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4) 조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므로 습관적으로

5) 실수로

6) 틀릴까봐 이루러 사용하지 않아서

8.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아랍어로 번역한 후 한국어로 문장으로 쓴다.

2) 말할 때처럼 쓴다.

3) 책에서 본 것처럼 쓴다.

4) 생각 안 하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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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등급 출석 학생수 교과서/교재 진행 언어 특기
     

시간 활동 학생 활동 교사 활동
    

 

평가영역 평가요소

영
역
I

수업 
내용에 
대한 

전문성

교과의 본질, 중심개념 등 교과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을 이해하고, 교과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교수방법·평
가에 대한 

지식

교과내용을 지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가?
학습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고 있는
가?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에 
대한 
지식

학생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가?

영
역
II

수업설계

수업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하고 있는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프로
그램을 설계하고 있는가?(수업전략, 학습활동 및 과제부과 
계획, 수업자료, 집단구성, 단원의   연계성, 발문계획, 판서
계획 등)
수업목표와 일치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아랍지역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과정 평가

1. 수업 정보

2. 수업 진행

3. 수업 목표

4. 수업 평가

다음 평가표의 평가 요소를 참고하되 구애 받지 말고 자유롭게 수업 전반에 걸

쳐 평가문을 작성한다.(분량 절대 자유. 인상적 평가가 아니라 심도 있는 분석,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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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I

II

수업환경조
성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있는가? 
열의와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해 동기를 유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고른 발표기회 등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가?

수업방법
교과내용과 학생수준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
고 있는가?
적시에, 구체적인 피이드백을 제공하고 있는가?

수업내용
주요 개념, 개념간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가?
학습활동을 통해 고등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합리적인 의
사결정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학습결과평
가

평가 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수업 평가문(위 평가표나 다음 항목에 절대로 구애 받지 말 것. 형식과 분량은 

완전히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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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Case Particles For Arab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lrefaey Mennatallah Mohamed Naguib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argeting the Arab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It aims at providing teaching content and methodology on 

Korean case particles. With only an eight-year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rabic countries which started for the first time in 

Egypt in 2005, there is an acute shortage of research an teaching 

materials. In this regard , various studies targeting Arab learners will 

have to take place in the future. This study as the starting point has 

taken Korean case particles as its primary object. It examined the 

necessity of the case particl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attempted to provide methodology for facilitating the learners'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case particles on the sentence level 

and the discourse level and their proper use.

As a theoretic foundation for teaching case particles, I examined the 

concept of case, types of cases and issues of case particles in Korean 

language. The concept of case was analyzed from the standpoints of 

morphology, syntax and pragmatics. Types of cases were discussed from 

the dimensions of form, meaning and grammatical function. Issues related 

to case particles were examined by considering problems and main 

issues pertaining to specific case particles.

In order to analyze the cases of the error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native language of the learners. Therefor, along with 

theoretic study on case particles, I conducted contrast analysis of 

korean and Arabic languages to identify predictable difficulties for Arab 

learners when learning case particles. As a final step in the theoretic 

part, in order to analyze the use of case particles by Arab learners I 

discussed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and error analysis hypothesis.

Against this background, in order to examine the use of cas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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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ab learners, I conducted Grammatical Judgment Test(GJT), Free 

Writing Test(FWT), after that I classify the error causes through the 

Follow up Interview(FI) with the advanced level Arab learners. As a last 

step I tried to understand the rec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situation 

in Arab countries through a survey targeting the korean teachers 

teaching there for more one year. Through this obtained language data 

demonstrating the actual understanding of the case particles by student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among 107 students at different Arab 

universities such as Ain-Shams University in Egypt and Jordan National 

University in Jordan. Among the case particles, errors related to subject 

case particles '이/가', object case particles '을/를' and adverbial case 

particles '에' and '에서' were the most numerous. I classified errors 

related to case particles into three groups namely, 'omission of case 

particles', 'replacement by other case particles' and 'addition of the case 

particles'. Among the beginger learners, omission of the case particles 

was the most frequent, while for the intermediate learners, replacement 

by other case particles was the most numerous.

After classifying errors, I analyzed their causes originating from the 

Influence or mother tongue(L1), Individual differences, Complexity of 

target language and Impact of teaching curriculum.

This study aimed at providing basis for proper education upon 

examining errors and their causes in the use of case particles by Arab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Based on the outcome of analysis the 

language data, I set the object and purpose of education . In terms of 

educational purpose, the focus was placed on the accuracy of form and 

meaning of case particles. Next, in order to prepare educational content, 

I first analyzed teaching content and methodology of existing materials 

in relation to case particles. Further, I summarized the outcome of 

analysis of language data in terms of difficulties confronted by students 

when learning Korean case particles. On the basis of analysis of 

learners' needs I suggested educational contents considering form, 

meaning and pragmatics of case particles. Finally. I suggested a model 

teaching plan for effective teaching of case particles.

This study is similar to the existing studies in that it is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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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Analysis Hypothesis and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However, the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study targeting Arab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nd especially owing to it's attempt to 

suggest educational design. Which increases its potential applicability.

I hope that this study is helpful in case particles education for Arab 

speakers of Korean language and that in Future continuous and diverse 

studies will be conducted targeting Arab learner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Case particles, Arab learners 

of Korean language, Contrastive Analysis, Error Analysis.

Student Number. 2010-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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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랍니다. 처음에는 꿈같은 것이었는데 꿈이라
도 하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 이루어집니다. 2010년 
서울대 입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네요.

3년의 유학 생활 동안 제게 많은 힘과 도움을 주신 아
버지와 언제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께 고맙
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석사과정 동안 부족한 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
고 논문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민현식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덕분에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을 꼼꼼
하게 검토해 주신 심사위원 구본관 교수님과 논문을 쓰는 내내 많은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신 심사위원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석사 과
정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국어교육과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업을 듣는 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한국의 신현단 언니, 이지수 언니, 박혜경 언니, 최진희 언니, 이슬
비 언니, 신범숙 언니, 베트남에서 온 린 언니, 중국에서 온 최애녕 언니, 터키에서 
온 세랍 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논문을 쓰는 데에 많은 도움
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논문 내용을 세심히 다듬어 주신 김정은 선생님, 신효은 선생님, 
송소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부터 오늘까지 이집트와 한국에서 저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김주희 선생
님,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큰 도움을 주신 박재원 선생님, 송경근 선생님, 오세종 선생
님, 김현주 선생님, 이은숙 선생님, 신미경 선생님, 조위수 선생님, 안은영 선생님, 양
윤희 선생님, 박한글 선생님, 김장식 선생님, 이승복 선생님, 이윤진 선생님, 박세현 
선생님, 김장미 선생님 등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알-알순대 한국어과 모든 선생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항상 제 곁에 있어 주고 응원해주는 마르와, 디나, 고빨, 굴미라, 가야, 알
레, 아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들과 함께 공부했기에 즐겁게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서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친구로 지냈으
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인샴스 대학교 알-알순대 한국어과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해
서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기 바랍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답니다. 

민나

"َربِّي اْرَحْمُهَما َكَما َربََّياِني َصِغيًر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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