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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 방안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한국어 격조사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한국어 조사는 기본적으로 초급부터 학습해야 되는 문법 요소인 만큼 필수적으로 초
급부터 명확하게 학습해야 되는 문법 항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격조사 가운데서 가장 어려워하고 오류를 많이 범하는 ‘주격, 목적격, 부사격 조
사(에/에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이다. 연구 주제는, 첫째, 한국어의 격 실현 방식과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을 비교·대조한다. 둘째, 오류 분석을 통해,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
자들이 격조사를 사용할 때 어떤 오류를 일으키는지 그 양상과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그 결과를 바탕으로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후치사 방식의 격 표지인 조사에 의하여 격을 나타내고 부분적
으로 격 표지의 생략이 나타나는 언어이지만, 라오어는 무표지 ‘ø’격(어순)과 전치사 방
식에 의하여 격을 나타낸다.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가’와 목적격 조사 ‘을/를’에 의
하여 격을 나타내는 경우 라오어에서는 무표지 ‘ø’격인 어순을 통하여 격을 나타내고, 
부사격 조사 ‘에/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라오어의 전치사 ‘ຢູ່[u]’가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하지만 일대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양 언어의 차이를 기반으로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확인하였다.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를 더욱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자유 작문과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번역테스트를 통하여 오류를 파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오류의 
판정은 ‘누락 오류’, ‘대치 오류’, ‘첨가 오류’의 세 가지의 오류 유형에 따라 수행하였다.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오류 유형별로 대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누락 오류가 높게 나타났다. 첨가 오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오
스인 학습자의 오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국어의 전치사의 간
섭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둘째, 서술어의 차이에 기인한 오류. 셋째,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의 격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한 오류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 오류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구안하였다. 첫째, 라오어의 전치사의 간섭으로 발생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오어 전치사 ‘ຢູ່[u]’와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대
조 언어학적인 이해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에’와 ‘에서’의 오류를 예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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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술어의 품사 차이의 간섭으로 인하여 
나타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어 격조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N을/를 V-ㅂ/습
니다.’, ‘N이/가 A -ㅂ/습니다.’의 유형으로 제시하되 한국어의 서술어의 품사도 같이 
교육해 주어야 된다. 특히, 의미가 동일한 단어끼리 짝을 지어 형용사, 타동사, 자동사로 
구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사’, ‘형용사’ 단어를 선
정하는 기준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교재에 나타난 단어를 선정할 수도 있다. 더불어 
한국어에서는 격조사와 짝지어진 단어로 쓰이고 라오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 대
상의 단어들을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동사와 결합하
는 대상(논항) 격의 차이에 기인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격조사+동사’의 덩어리의 
구조를 통한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개별적으로 격조사의 의미 기능에 대한 교
육만을 하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개별 격조사를 의미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처음부터 동사와 결합 대상 격조사와 같이 묶어서 하나의 어휘로 제시해 주는 것이 
조사 오류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격조사, 격 실현 방식, 대조 분석, 오류 분석, 한국어 교육, 라오스인 학습자, 
OHE 모형 

학번: 2014-2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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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어와 라오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상당한 차
이점이 있다. 교착어에 속하는 한국어는 형태 변화가 있고 용언 활용을 통해 문장 내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어는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언어이다. 조사의 쓰임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와 같은 조사
의 특성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조사 학습 및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한
다. 이지영(199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는 조사 쓰임의 다양성 때문에 조사가 발
달하지 않은 언어권 출신의 학습자들이 주로 오류를 범하는 문법 범주 중의 하나이다. 
백봉자(1991)에서도 단어 중심, 의미 중심으로 언어생활을 해 오던 학습자들이 특별한 
뜻이 없고 독립성이 없어 보이는 조사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종종 오류를 일으킨다고 언
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의 격조사는 한국어 교육의 초급 단계에서부터 학습하는 문법 
요소만큼 정확하게 학습해야 된다. 

본 연구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고 오류를 많이 범하
는 부분 중 하나인 격조사의 교육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한국어는 문장 내에서 단어 뒤
에 조사가 붙어 문장의 성분을 표시하는 교착어이다. 이와 달리 라오어는 조사에 해당하
는 문법적 기능어가 존재하지 않고 단어의 배열 순서로 문장 성분이 결정되는 고립어이
다. 또한 라오어는 어순과 품사 체계 등 여러 면에서 한국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
한 차이점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
다. 따라서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격조사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나 교육 방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국어와의 문법구조, 어휘 특성 등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라오스 학계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라오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그나마 최근에서야 시작단
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1)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라오스인 학

1) 1995년 한국과 재수교한 이후로부터 라오스와 한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
어지고 있다. 한국 드라마나 k-pop 등과 같은 한류의 영향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기업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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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를 위하여 기초적 연구로서 그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더불어 한국어에서 사용빈도
가 높은 격조사의 의미 기능과 대응할 수 있는 라오어의 격 실현을 비교·대조하는 것이 
라오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라오스 현지인 한국어 교사에게도 유용한 연구 자료로 조금이나마 보탬
이 되리라 믿는다. 본 연구의 연구 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어 격조사를 살펴보고 한국어 격조사와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을 비교·대조
한다. 

둘째,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격조사를 사용할 때 어떤 오류들을 일으키는지 밝
히고 그 오류를 분석한다. 

셋째,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교육 방
안을 모색한다. 

2. 선행연구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최초 연구는 한국어와 라오어의 품사를 중심으
로 비교한 분숭 붑파(Bounsoung Boupha, 2008)의 논문이다. 그리고 김수은(2013)에
서는 라오스 학습자의 공손표현 수행양상 연구에서 비교문화 화용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폰자른쏨마이(Phonjalern Sommai, 2015)는 라오스 현지 한국어 학습자
를 위한 교재 구성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펫나론 인타봉(Phetnalone Inthavong, 
2016)은 한국어 보조용언과 라오어 부용언을 대조하였다. 쏨싸닛 쑤왓뭉쿤(Somsanith 
Souvatmongkhoun, 2016)과 홍진혁(2016)은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육 관련 연구로, 쏨싸닛 쑤왓뭉쿤(2016)에서는 라오스 학습자의 한국어 받침 발음의 
오류를 연구하였으며, 홍진혁(2016)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어두 초성 장애음 발
음의 양상을 토대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

오스 내에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라오스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점점 많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라오스로 여행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라오스 내에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지속적인 교류와 요구에 부합하여 2003년에 라오스 최초로 ‘라오스국립대학’에 한국어
과가 정규학과로 개설되었고, 2004년부터 정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설 한국어 학원도 점
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학습자들의 절실한 교육 연
구를 만족시켜줄 만한 교사, 교재, 교육과정 등의 교육적인 제반 사항들은 너무나 미흡한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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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연구는 단지 몇 개 밖에 없는데다가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 연
구는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 교육 연구에서 격조사에 관한 연구사만을 살펴보지 않고 한국어 조사에 관한 연구사
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은경(1999)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중급3, 4 학습자들 159명의 중간시험 
중의 자유 작문에서 나타난 조사 오류를 살펴보고 학습자들이 조사를 사용할 때 주로 일
으키는 오류의 내용과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오류 원인은 모국어의 전이(transfer to 
mother tongue), 목표어 규칙의 과잉 일반화(overgeneration), 단순화
(simplification), 회피(escape) 그리고 과잉 적용(overmonitoring)으로 분류하여 살
펴봤으며 오류 빈도를 기준으로 ‘은/는’, ‘을/를’, ‘이/가’, ‘에’, ‘에서’, ‘의’, ‘와/과’, 
‘로/으로’, ‘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조사의 항목들은 대다수 ‘은/는’과 
‘도’의 오류였다. ‘은/는’과 ‘이/가’의 차이는 문맥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고, ‘에’, ‘에서’, ‘에게’, ‘로/으로’ 등은 의미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진영(2002)은 한국어 고급학습자들이 조사를 사용하는 데 어떤 오류를 일으키고 어
떤 원인으로 인하여 고급 단계에 올라가도 여전히 오류를 나타내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급 학습자 172명의 자유 작문 시험지를 바탕으로 오류 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복합 조사로 분류하여 대치, 누락, 첨
가, 이형태, 철자 오류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오류 원인은 모국어의 간섭과 목표어의 복잡성으로 인한 과잉
일반화와 단순화, 심리학적인 회피,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석화 등이라고 하였으며 
대치오류, 누락, 첨가, 이형태, 철자 오류의 유형별로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정희(2003)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어떤 오류 양상과 원
인으로 인하여 오류를 일으켰는지, 학습자의 모국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
고 학습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윤미영(2005)은 쏭클라대학교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태국인 초중고급 학생
들의 자유 작문을 급별로 20편씩 수합하여 이에 나타난 조사 사용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
다. 오류 유형은 대치, 누락, 첨가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전이’
의 원인으로 나누어 밝혔으며, 조사 오류 중에서 격조사 ‘이/가’의 오류 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손유정(2005)는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격조사를 비교·대조한 바를 바탕으로 두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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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 의미 기능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대응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고, 
카자흐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어떤 오류를 일으켰는지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혀 학습 지도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오류 분석에서 나타난 오
류는 카자흐 학습자들의 대표적인 오류라고 볼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있다. 

김미영(2006)에서는 충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 총 
62명에게 과제를 주어 자유 작문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격조사의 오
류를 분석하고 오류 원인을 밝혀내려 시도하였으나, 다국적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이나 
원인도 다양하다고만 언급하고 격조사 교육 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색하지는 못하
였다. 또한 문어체의 텍스트만을 연구 자료로 삼았기 때문에 구어체에 나타난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박동호(2007)는 다음과 같이 ‘이/가’와 ‘을/를’의 교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이/
가’는 ‘명사-이/가 명사-이/가 서술어’와 같은 특정한 구조나 문형을 도입하여 ‘진수가 
키가 크다’와 같은 예를 제시한다. 둘째, ‘시작이 되다’와 같은 구조 ‘명사+ (이/가) 되
다’의 형식과 같은 특정 형태소나 특정한 서술어와 결합하여 학습한다. 셋째, ‘민우가 키
가 크다 → 민우의 키가 크다’와 같은 예문을 들어 준다. 다시 말하면 ‘이/가’가 출현하
는 문형은 다른 문형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제시한다. 

권동석(2008)은 국어에서 격이 조사에 의해 실현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주격 조사 
‘이/가’가 구조격 조사인 주격 조사가 아니라 화자의 심리적 특성이 나타나는 양태 조사
임을 살펴보아 ‘이/가’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였다. 조사 ‘이/가’의 의미 특성은 기존 논
의의 ‘지정’, ‘주제’, ‘강조 및 초점’, ‘신정보’ 등의 하나의 의미 기능으로 귀착될 수 없
다고 지적하면서 조사 ‘이/가’는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 ‘행위주 지정’의 의미 기능을 
일으키고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지정’의 의미 기능을 일으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서현(2009)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화에서 조사와 어미를 사용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하여 KBS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의 대화를 토대로 입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학습자는 일본, 캐나다, 대만, 영국, 뉴질랜드, 중국, 이탈리아, 케냐, 남아
프리카공화국 출신이 각각 1명이었고, 미국 출신의 학습자는 2명이었다. 조사 오류 분류
는 첨가, 누락, 대치의 유형으로 하였다. 

수바싱하크 차투리카(Subasinghage Chathurika, 2010)는 현지 스리랑카 대학교에
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 36명 대상으로 자유 작문 테스트, 문법성 판단 테스트, 번
역 테스트를 실시하여 학습자들에게 어떤 오류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 누락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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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오류, 첨가 오류의 유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초로 스리랑카 학습
자를 위하여 한국어 격조사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마르자르갈(2011)는 몽골인 성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한국어와 몽골어의 격조
사를 대조하여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분석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한국어 
격조사 교육 내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지훈(2011)은 러시아어, 카자흐어, 우즈벡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의 한국어 격조사 
사용 오류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화자들의 오류를 주격 조사, 관형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를 ‘누락’, ‘대치’, ‘첨가’의 유형으로 나누어 오류를 살펴보고 오류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의 자동사/타동사와 러시아어의 자동사/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는 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고 하였다. 카자흐어 화자들은 모국어의 간섭으로 관형격 조사를 사용하는 데 어색한 경
우가 많다고 하여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화자들에게 가르칠 때 분리해서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우즈벡어의 화자는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화자보다 오류가 많이 나
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왕문비(2011)는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어권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이들이 격조사를 사용하는데 어떤 오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세 가지 오류 유
형으로 나눠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오류 원인에 관하여 중국어의 전이와 한국어 자체 
내 전이 두 측면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격조사 사용에서의 오류 원인을 파악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격조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탁진영(2011)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사 오
류의 양상과 모국어 간섭현상과 한국어의 특성에 따른 원인으로 나누어 ‘대치, 누락, 첨
가’의 유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  

쓰리잔 꾸마르(2012)는 힌디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한국어와 힌디어의 격조사
를 대조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혔지만 힌디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격조
사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임해도(2014)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치사의 유형적인 특성에 관하여 밝혀 두 언어의 
부치사 특징을 조사하였다. 양어에는 모두 부치사 범주가 존재하나 한국어는 SOV 유형
언어로서 후치사형 언어이며 중국어는 SVO 유형언어로서 전치사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계사가 존재하는데 한국어의 조사와 중국어의 계사에 관하여 대조하면서 양어의 부치사
가 일치하지는 않다는 것을 밝혔지만 보다 더 폭넓고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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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맏도바 울비야(Mammaddova ulviyya, 2014)는 한국어와 아제르바이잔어의 격 
표지에 관하여 유사점과 차이점 및 양어의 격 체계, 통사적인 의미와 기능을 대조하였
다. 두 언어의 격 표지를 대조한 부분을 바탕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학습자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오류가 흔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예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아제르바이잔 학습자들이 주격 대신에 부사격 조사 ‘에/에게’를 쓰
는 현상, 주격 대신에 관형격을 쓰는 현상, 목적격 대신에 여격, 여격 대신에 탈격을 쓰
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원효빈(2016)은 중급 한국어 학습자 세 집단, 미국인 학습자 24명, 일본인 학습자 41
명, 중국인 45명이 산출한 작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격 위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세 
학습자 집단의 격 산출 양상이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고 격 조사 오류 양상은 격의 위계
와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와 미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형태적 격 표지의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일본인 학습자의 문법 격조
사 오류율이 미국인과 중국인 학습자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격 언어권인 미국
인 학습자는 무격 언어권인 중국인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낮았으나 두 언어권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들은 문법 격조사 누락 오류의 비율
에서도 두 언어권 학습자보다 낮았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라오스 국립 대학교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라오스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라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
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으며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들이
다. 라오스 국립 대학교 한국어과는 한국어를 학문 목적으로 교육하는 4년제 학사과정으
로 교재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출판한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1학년은 ‘한
국어1’을 주교재로, 2학년은 ‘한국어2’, 3학년은 ‘한국어 3’, 4학년은 ‘한국어4’를 주교
재로 수강한다. 강사는 현지인 강사와 한국 KOICA에서 파견한 한국인 봉사단원 강사가 
함께 가르치고 있는데 현지인 강사는 한국어를 알아듣기 힘든 초급 수준인 1, 2학년을 
대상으로 문법, 읽기, 일반 종합 한국어, 통번역 등과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모국어로 
설명하지 않고 한국어만으로 지도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중급 수준인 3, 4학
년은 한국인 강사가 말하기, 쓰기, 문화 등의 과목을 가르친다. 그러나 3, 4학년의 통번
역 과목은 라오스 강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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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재(서울대)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강사2) LT LT, KT LT, KT LT, KT

교육 과목

한국어1(LT) 한국어2(LT) 한국어3(LT) 한국어4 (LT)
한국어 발음(LT) 읽기(LT) 번역(LT) 번역(LT)
한국어말하기(LT) 쓰기(KT) 읽기(LT) 읽기(LT)
한국어 읽기(LT) 문화(KT) 쓰기(KT) 쓰기(KT)
철학(LT) 컴퓨터(LT) 한국역사(KT) 문법(LT)
라오어(LT) 외국어(LT) 라-한 문학(LT) 말하기(KT)
라오스교육(LT)

외국어 (LT) 한국정치 (KT)환경(LT)
외국어(LT)

<표 1> 라오스 한국어교육과정 현황

격조사는 학자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문법에
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격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문법에서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 호격 조사, 보격 조사, 서술격 조사 총 7개 영역으로 구
분하고 있다. 주격 조사는 ‘이/가, 께서’, 목적격 조사는 ‘을/를’, 관형격 조사는 ‘의’, 보
격 조사는 ‘이/가’, 호격 조사는 ‘아/야’, 서술격 조사는 ‘이다’, 부사격 조사는 ‘에, 에
서, 에게, 로, 보다, 처럼, 만큼, 과/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라오스인 초·
중급 학습자 2·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어를 배워 본 적
이 없는 학생들이다.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과의 학사과정은 4년제 학제로, 정해진 교
육과정에 따라 교육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장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년별 체
계로 운영되고 있다. 4년제 학사 학위를 졸업한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학문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라오스 국립대학교 한국어과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2) KT: 한국인 강사로, LT: (현지인) 라오스 강사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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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어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잘할 수 있다. 
② 양 언어의 라오어와 한국어를 통·번역할 수 있다. 
③ 한국의 문화, 경제, 정치, 역사, 사회 등에 대하여 잘 안다. 

3.1. 예비 실험 

본 연구에 앞서, 한국어 격조사 오류 분석을 위한 대상 선정을 위해 예비 실험3)을 진
행하였다. 예비 실험은 현재 라오스 국립 대학교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
하고 있는 2학년 학생 22명과 4학년 학생 12명이 대상이며, 2학년은 ‘자기소개’, 4학년
은 ‘국내 관광지 소개’라는 주제의 작문 과제를 수행하였다.4) 오류 분석 항목은 학교문
법에서 격조사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
사, 호격 조사, 보격 조사, 서술격 조사 총 7개 영역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예
비 실험에서 나타난 오류를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주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관형격 호격 서술격 합계　

사용횟수 248 451 26 384 132 0 312 1553
오류빈도 31 113 1 66 0 0 0 211

오

류

유

형

누락 16 45 1 16 0 0 0 78

대치 15 49 0 35 0 0 0 99
첨가 0 19 0 15 0 0 0 34

오류율(%) 12.5 25.1 3.9 17.2 0.0 　0.0 0.0 13.6

<표 2> 예비 실험에서 나타난 격조사 오류 빈도

3) 예비 실험 자료 수집 기간은 2015.09.10 ~ 2015. 10.04이며, 학습자의 연령은 18~25
세이다.
4) 본 연구는 고석주(2004)에서 제시한 대치, 생략(누락), 첨가의 오류 유형을 재인용하여 
문항을 설정, 격조사 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격조사 대치 오류는 올바른 격조사 대신에 
그 자리에 잘못된 조사를 사용하는 경우이며, 누락 오류는 조사를 사용해야 할 위치에 그 
조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첨가 오류는 문법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 조사를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 9 -

<그림 1> 유형별 오류율 

예비 실험에서 나타난 격조사 오류 빈도를 살펴보면, 순서대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
사, 그리고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 오류가 높게 나타났다. 오류 유형별로는 대치 오류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누락 오류는 판정 방식을 보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고, 
첨가 오류는 그 판정 방식이 모호하여 본 실험에서는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오류 비율이 높지 않은 서술격 조사, 호격 조사, 관형격 조사, 보격 조사와 같은 경우
에는 이론적 정의를 밝히지만 본 실험이나 교육 방안에서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부사격 
조사의 경우에는 오류 비율이 높은 ‘에, 에서’만을 교육 방안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본 실험

본 실험은 예비 실험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인 격조사를 중심으로 격조사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조
사 ‘에/에서’로 구성된 문법성 판단 테스트 문항을 설정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문항은 
각 항목에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모국어와 한국어의 유사점과 차이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어 간 간섭을 확인하기 위하여 라오어의 전치사가 나
타난 문장을 위주로 10문항에 대한 번역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 2>, <표 3>,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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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방법

학년 인원 수준 문항 예시 문항 수
2학년 23명

65명

초급2 I. (    )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 내가 5살이었을 때 키우던 고양이(을

/를, 이/가) 죽었다.
2) 나는 축구(이/가, 을/를) 제일 싫어

요. 

총 20문항
(격조사별 
각 5문항)

3학년 22명 초·중급 

4학년 20명 중급

<표 3>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대상 및 방법

예비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오류 빈도가 가장 높은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 및 ‘에서’를 중심으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을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은 주격 조사 ‘이/가’는 5문항, 목적격 조사 ‘을/
를’의 5문항, 부사격 조사 ‘에’의 5문항, 부사격 조사 ‘에서’의 5문항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형식은 ‘격조사+서술어’의 문형을 위주로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 및 ‘에서’의 제약과 특성에 대한 라오스인 학습자의 인식
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은 단순한 문장과 복잡한 문장으
로 구성하였다. 단순한 문장은 홑문장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로 구성하고 복잡한 
문장은 겹문장이며 문장 성분이 많이 나타난 문장이다. 예를 들면 ‘주어+목적어+부사어+
서술어’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대상 방법

학년 인원 수준 문항 예시 문항 수
2학년 23명

65명

초급2 I. 다음의 라오어 문장을 읽고 한국어로 번역
해 보세요.

1) ດຽວນ້ີ ຮອດ ທ່ີ ວຽງຈັນແລ້ວ. 
     (지금 비엔티안에 도착했다.)         
           

10문항3학년 22명
초·중
급 

4학년 20명 중급

<표 4> 번역 테스트의 대상 및 방법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모국어인 라오어를 생각하여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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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라오어의 전치사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와 같이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격조사를 사용할 때 모국어의 간섭으로 어떤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번역 테스트 문항 10문항을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번역 테스트의 문
항은 라오어의 어순과 전치사 ‘ຢູ່[u]’와 ‘ ແກ[kɛ]’를 위주로 라오어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한 문항이다.  

다시 정리하면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문법성 
판단 테스트 20문항으로, 둘째, 번역 테스트의 10문항으로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셋째, 
학습자들의 격조사 사용 양상을 밝히기 위하여 자유 작문 테스트도 포함하였다. 

대상 방법

학년 인원 수준 자유 작문 제목  자료수
2학년 23명

65명

초급2 나의 하루 일기 23편

65편3학년 22명 초·중급 내가 좋아하는 계절 22편

4학년 20명 중급
자신에 대한 글을 쓰세요(자기 

소개)
20편

<표 5> 자유 작문 자료 수집의 대상 및 방법

자료 수집은 4학년들이 보는 쓰기 시험인 ‘자신에 대한 글을 쓰세요.’의 제목으로 산
출된 20편, 3학년 학생들이 보는 2016년 1학기 쓰기 중간시험의 ‘내가 좋아하는 계절’
의 제목으로 산출된 22편으로, 시험 작문은 총 42편이다. 2학년 경우는, ‘나의 하루 일
기’라는 제목으로 쓰기 과제를 주었고, 산출된 작문은 23편으로 총 65편을 수집하고 분
석하였다. 여기에서 1학년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
에 자유 작문을 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학년별 본 쓰기 시험 
‘주제’는 학습 기간이 다르고 학습하는 한국어 문법 표현  등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에서는 각각 학년 수준에 적합한 주제로 제시한다.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치른 시
험은 학교에서 이미 배웠던 문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쓰기 시험
을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유 작문 테스트는 그간 배운 문법을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말에서 조사를 사
용하는 양상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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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연구 자료 연구 방법

II 장

라오어의 계통적 특성 선행 연구 및 라오어 문법교
재

문헌 연구한국어의 격조사의 개념 및 
격조사의 종류 - 한국어 조사 교육 관련 논

문 및 논저들한국어 격조사와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 비교

III 장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 라오스인  초· 중급 학습자
의 작문 자료

- 작문 자료
- 문법성 판단 
테스트, 번역 
테스트

- 사후 인터뷰

IV 장
한국어 격조사 교육 방안 

연구 제안

- II 장에서 한국어와 라오어
의 격 실현 방식을 비교한 
결과

- III 장에서 오류 양상 및 원
인 분석 결과

문형 및 
‘격조사+ 
동사’의 

문형으로 교육 
방법

<표 6> 연구 절차 및 방법

본고의 연구 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연구 방법에 관하여 언급하고 한국어 교육에

서 격조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라오어의 계통적 특성의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을 밝히고 한국어 격조사

와 라오어의 특성 및 격 실현 방식을 비교·대조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양어
의 특성이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라오스인 학습자들
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펴봤다. 특히 한국어 격조사를 사용할 때 모국어 
간섭으로 인하여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밝혔다. 

III 장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오류를 분석하고 오류 원인을 규명하였다. 이는 학
습자의 작문 자료와 문법성 판단 테스트, 그리고 번역 테스트를 통한 오류 분석, 사후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IV 장에서는 III 장에서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오류 빈도가 
높은 격조사를 중심으로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
안한다. 

V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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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의 전제

1. 라오어 개관

한국어와 라오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한국어는 알
타이어족에 속하는 교착어이고 라오어는 따이어족5)(Tai language)에 속하는 고립어이
다. 허용 외(2013:35)에 의하면 라오어는 따이·카다이어족(Tai-kadai)에 속하는 언어라
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타이·카다이 어족에 속한 대표적인 언어로는 라오어와 태국어가 
있고, 그 외에도 중국 남부, 미얀마 북동부 등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라오스국립대학교 라오어 대중매체과(ພາກວໍໍິຊາພາສາລາວ-ສ່ືສານມວນຊົນ, 2005:2)에 
의하면 라오어는 형태 변화 없이 의미를 나타내는 고립어로, 동남아시아에서 철기 시대
부터 사용해 왔던 한 그룹 민족들의 언어에서 분류된 언어이다. 푸미 워옹위찟(Phoumy 
VONGVICHIT, 1967:1)에 의하면 라오어는 소리대로 적고 그대로 발음을 한다. 라오어
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인 특징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1.1. 음운론적 특성

음운은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일컫는다. 음운은 음소
(phoneme)과 운소(prosody)로 나눌  수 있다. 음소는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운소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억양, 장단, 높낮이, 성조 등으로 소리를 나타내어 단
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 해당된다. 본 절은 라오어의 음운적인 특징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7>에서 보듯이, 라오어는 33개의 자음과 총 28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
다. 라오어의 자음은 기본 자음 26개와 특수자음 6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쓰는 자음 1

5) 라오어 현재 문법에 의하면 라오어는 ‘Tai language’ 에 속한 언어이며 이는 라오어 
발음 표기법에 따라 ‘따이(Tai)’라는 표현으로 쓰기로 한다. ‘Tai’라는 표현을 ‘타이’로 
쓰면 태국이라는 발음과 비슷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Tai’의 발음 
표기를 ‘타이(thai)’로 쓰지 않다.    

6) 라오어 개관을 살핀 것은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구에는 이전까지 아직 라오
어 개관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자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라오어 개관을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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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있다. 또한 라오어는 음운적으로 33개의 자음을 음의 높낮이에 따라 고자음, 중자
음, 저자음으로 분류된다. 

기본
자음

ກ
[k]

ຂ
[kh]

ຄ
[kh]

ງ
[ng]

ຈ
[j]

ສ
[s]

ຊ
[s]

ຍ
[ny]

ດ
[d]

ຕ
[t]

ຖ
[th]

ທ
[th]

ນ
[n]

ບ
[b]

ປ
[p]

ຜ
[ph]

ຝ
[f]

ພ
[ph]

ຟ
[f]

ມ
[m]

ຢ
[y]

ລ
[l]

ວ
[w]

ອ
[o]

ຫ
[h]

ຮ
[h]

ຣ
[r]

합성
자음

ຫງ
[ng]

ຫຍ
[ny]

ໜ(ຫນ)
[n]

ໝ(ຫມ)
[m]

ຫຼ(ຫລ)
[l]

ຫວ
[w]

반자
음

자음+ວ
[-w]

ກວ
[kw]

ຂວ
[khw]

ຄວ
[khw]

ງວ
[ngw]

ຈວ
[jw]

ສວ
[sw]

<표 7> 기본자음·합성자음·반자음의 분류표

‘합성자음’은 형태적으로 고자음 ‘ຫ’을 6개의 저자음 ‘ງ, ຍ, ນ, ມ, ລ, ວ’와 합쳐서 형
성된 합성 자음이다. 또한 ‘합성자음’은 음운적으로 모두 고자음에 속한다. 그리고 반자
음 ‘ວ[w]’는 한국어의 반모음[w]에 해당하는 음소로서, 다른 자음 뒤에 붙어 결합하여 
[워]로 발음된다. 

라오어의 자음 음소를 음높이에 따라 고자음, 중자음, 저자음으로 재분류하면 아래의 
<표 8>와 같다. 고자음이 12자, 중자음 9자, 저자음 12자이며, 고자음과 저자음은 짝을 
이루어 비슷한 음가를 지니고 있다.

고자음 국제
음성기호 중자음 국제

음성기호 저자음 국제
음성기호

ຂ kh ກ k ຄ kh
ຫງ ŋ ຈ ʨ ງ ŋ
ສ s ດ d ຊ s

ຫຍ y ຕ t ຍ y
ຖ th ບ b ທ th
ຜ ph ປ p ພ ph
ຝ f ຢ y ຟ f

ໜ(ຫນ) n ອ o ນ n
ໝ(ຫມ) m ຣ* r ມ m
ຫລ(ຫຼ) l ລ l

ຫວ w ວ w
ຫ h ຮ h

<표 8> 라오어의 자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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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어의 종성으로 분류된 자음(받침)은, 아래의 <표 6>에서 보듯이, 두 그룹으로 분
류된다. 열린 종성(받침)과 닫힌 종성(받침)으로 나뉘어 있다. 

라오어의 종성  국제음성기호 한국어의 종성

닫힌 

받침

ກ k ㄱ
ດ t ㄷ
ບ b ㅂ

열린 

받침

ງ ŋ ㅇ
ຍ y -
ນ n ㄴ
ມ m ㅁ
ວ w -

- r ㄹ

<표 9> 종성 자음 분류표

라오어의 종성(받침)과 한국어의 종성(받침)의 차이점은 라오어에는 ‘w’에 해당되는 
‘ວ’가 한국어에 없는 ‘종성(받침)’이지만 라오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한국어 ‘오/우’ 
모음의 소리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라오어의 종성(받침)으로 사용된 ‘ຍ[y]’는 
한국어에 없지만 라오어 단어나 음절을 표기할 때는 ‘+이/이+’ 모음을 종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라오어의 한 음절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 음절로 표기되는 경
우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의 종성(받침)으로 사용된 ‘ㄹ’을 라오어에서는 받침으로 분류
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단어 중 ‘ㄹ’ 종성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라오스인 학습자가 ‘ㄹ’ 
종성을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ㄹ’ 받침을 발음할 때 ‘ㄴ’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라오어의 모음은, 아래의 <표 10>과 같이, 음운적으로 단모음 12자와 장모음 12자 그
리고 특수 모음 4자가 있다. 라오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모음과 자음을 조합하여 표
음을 형성한다. 그리고 음절도 마찬가지로 CVC의 음절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절의 
종성으로 쓰일 수 있는 자음은 총 8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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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모음 국제발음기호 장모음 국제발음기호 특수모음 국제발음기호
Xະ a Xາ a: ໄX ai:
Xິ i Xີ i: ໃX ai:
Xຶ ɨ Xື ɨ: ເXົາ ao
Xຸ u Xູ u: Xໍາ am

ເXະ e ເX e: 
ແXະ ɛ ແX ɛ:
ໂXະ   o ໂX o:
ເXາະ ɔ Xໍ ɔ:
ເXິ ə ເXີ ə:

ເXັຍ ia ເXຍ ia:
ເXຶອ ɯa ເXືອ ɯa:
Xົວະ ua Xົວ ua:

<표 10> 라오어의 모음 체계

라오어는 한국어와 달리 4개의 성조 부호가 있다. 라오어는 성조에 따라서 발음과 의
미가 달라지므로 성조는 중요한 문법 요소이다. ‘현대 라오어 문법1’에 의하면 라오어의 
성조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6성으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low, mid, high, low rising, 
high falling, mid falling’이 있다. 라오어의 성조 체계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Tone 1 Tone 2 Tone 3 Tone 4 Tone 5 Tone 6

       
              

      

                                                    
        

ກາ ຄ່າ ຄາ ຂາ ຄ້າ ຂ້າ
[ka:] [kha] [kha:] [kha:] [kha:] [kha:]

low mid high low rising high falling
mid 

falling
까마귀 가치/값 바쁘다 다리 장사/무역 죽이다

성조부호 마이엑 마이토 마이띠 마이짣따와
X່ X້  X໊  X໋ 

<표 11> 라오어의 성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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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문자와 라오어의 문자를 비교해보면 라오어의 자모음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라오어에는 성조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라오스 학습자들
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오어는 문자가 많지만 한글의 
문자와 같지 않기 때문에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1.2. 형태론적 특성

형태는 단어의 구조를 형성하는 문법 요소이다.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는 단어보다 더 
작은 요소인 형태소(morpheme)가 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문법 단위를 일
컫는다. 본 절에서는 라오어의 형태론적인 품사의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라오어는 학교문법에 의하면 7품사7) 즉,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로 나누어져 있다. 

1) 명사(noun)

라오어 명사는 의미적으로 분류한다. 사람, 동물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일반적으로 모든 단어는 문법적인 자립성과 각각 의미를 지니며 활용성이나 의존성을 지
니는 단어는 없다. 라오어의 명사는 의미적으로 ‘보통명사, 고유명사, 집합명사, 유별명
사, 추상명사’ 등 총 5가지로 분류된다. 각각 명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보통명사: 보통명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과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
사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ອາຈານ(선생님), ໂຮງຮຽນ(학교), ຄວາຍ(물소) 등이 있다. 

㉡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사람이나 동물과 사물 등의 특정한 이름만을 나타내는 명사
를 일컫는다. 예시를 들면, ລາວ(라오스), ເກົາຫລີ(한국), ນະຄອນຫລວງເຊອູນ(서울특별
시), ປາກຈີຊອງ(박지성), ຮ້ານຄ້າ(가게), ສັນຕິພາບ(평화) 등과 같은 낱말이 있다. 

7)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2009:25), ແບບຮຽນພາສາລາວຊັ້ນມັດທະຍົມສຶກສາປີທີ ຫ້າ:
라오스 고등학교 2학년 라오어 교과서(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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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명사: 집합명사는 많은 개체를 하나로 결합하거나 모여 집합체나 그룹을 이룬 
명사를 일컫는다.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ຝູງຄວາຍ ກໍາລັງ ຫລ້ິນຢູ່ ທ່ົງນາ        물소 무리가 논밭에서 놀고 있다. 
      물소들/고 있다/놀다/에서/논밭
      
㉣ 명사단위8): 라오어의 유별명사는 보통명사의 단위나 성질과 상태 또한 수량을 나

타내는 명사를 일컫는다. 주로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와 같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사람
의 인원을 셀 때 나타내는 명/분, 동물을 셀 때 나타내는 마리 등이 있다.

  (2)  ຫນ່ຶງ ຄົນ   한 명
      한/ 명
      
㉤ 명사형 명사: 라오어의 명사형 명사는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여 ‘명사형’을 형성

하는 ‘ການ[ka:n]’과 ‘ຄວາມ[khua:m]’을 통해서 단어의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를 일컫는다. ‘ການ[ka:n]’은 동사의 앞에 놓여 결합하고 ‘ຄວາມ[khua:m]’은 형용사 앞
에 놓여 결합하여 추상명사를 나타낸다. 이는 한국어의 명사형을 만드는 접미사인 ‘-기’
나 ‘(으)ㅁ’과 같이 기능을 나타내준다. 

(3)  가. ການກິນ   먹기(eating)
        ~기 / 먹다
    나. ຄວາມງາມ   예쁨
        ~음/예쁘다

2) 대명사(pronoun)

대명사는 어떤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이름을 다시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이들의 
이름을 가리키기 위하여 대신하여 사용되는 말이다. 현대 라오어 문법에 의하면 라오어
의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분할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

8) 분숭 붑파(Bounsoung Boupha, 2008)에서는 ‘유별사’로 쓰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위명사로 
쓰기로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명사단위’가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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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총 6가지의 종류로 분류한다.  

   (4)  ຄົນນ້ີ       이 사람
      사람/이
      
㉠ 인칭대명사: 모든 언어에서는 인칭대명사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라오어도 마찬가

지로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로 나누어져 있다. 

   (5) 가. ຂ້ອຍ, ເຈ້ົາ ,ລາວ
          나/너/그(그녀)

㉡ 관계대명사: 라오어의 관계대명사는 한 문장 안에서 나열되어 있는 앞의 명사와 뒤
의 명사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명사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말을 일컫는다. 

라오어의 관계대명사는 한국어의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은’, 현재를 나
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는’,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ㄹ/을’과 같이 기능을 
한다. 그리고 영어와 비교하면 ‘who, which, where, when, that’등과 같이 기능을 한
다. 

   (6) ລາວ ເປັນ ຜູ້ທ ີ່ເວ້ົາພາສາ ເກົາຫລ ີເກ່ັງ    그 사람은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이다/사람/는/말하다/잘하다
 
㉢ 의문대명사: 라오어의 의문대명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물을 때 대신 사

용하는 말이다. 한국어의 의문 대명사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ໃຜ’[phai](누
구), ‘ໃສ’[sai](어디), ‘ໃດ’[dai](어느) 등이 있다. 

   (7)  ນ້ັນ ແມ່ນ ໃຜ   그분은 누구세요?       
       그분/이다/누구
       
㉣ 분할대명사: 라오어의 분할대명사는 사람이나 동물과 사물들의 복수 대명사나 명

사를 분할하는 말이다. 예시를 들면, ‘ທາງ’[taŋ](서로), ‘ບາງ’[baŋ](어떤), ‘ກັນ’[kan](서
로) 등이 있다. 분할대명사는 한국어의 부사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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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ນັກຮຽນ ບາງຄົນ ອ່ານ ປ້ຶມ    어떤 학생은 책을 읽는다.  
         학생 / 어떤 /읽다/ 책
     
㉤ 지시대명사: 라오어의 지시대명사는 화자로부터 떨어져있는 사람이나 동물과 사물

의 거리나 공간적으로 사물을 지적하거나 가리키는 말을 일컫는다. 지시대명사는 한국어
의 지시대명사와 비슷한 의미 기능이나 특성을 지니고 있다. 

   (9)  ນ ີ້ແມ່ນ ປ້ຶມອ່ານ       이것은 읽기 책이다. 
       이것/이다/책/읽다
     
㉥ 부정대명사: 라오어의 부정대명사는 일정하게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서 사람이나 

동물과 사물 등을 지시하는 대명사이다. 형태적으로 의문대명사를 나타내는 단어와 비슷
하지만 불확실한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ໃຜ’[phai](누구), ‘ໃສ’[sai](어디), ‘ອັນໃ
ດ’[undai](어느), ‘ທັງໝົດ’[thaŋpmot](모두) 등이 있다. 

   (10) ໃຜ ເຮັດ ກໍໄດ້      아무나 해도 된다. 
        누구/하다/도 되다

3) 동사(verb)

동사는 한 문장 안에서 명사나 대명사의 행위나 동작 또는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
을 일컫는다. 라오어의 동사는 한국어 동사와 달리 형태가 변화되지 않으며 기능에 따라 
‘자동사, 타동사, 의존 동사, 조동사’ 네 가지의 종류로 구분된다. 

㉠ 자동사: 라오어의 자동사도 한국어 자동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목적어를 필요로 하
지 않아도 저절로 충분히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를 일컫는다. 

  (11) ຄວາຍ ນອນ     물소가 잤다.
      물소/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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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동사: 라오어의 타동사도 한국어의 타동사와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며 한 문장 안에서 목적어가 함께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의 도움 없이는 의
미를 나타낼 수 없다. 

  (12)  ຄົນລາວ ກິນ ເຂ້ົາ ຫນຽວ       라오스 사람은 찹쌀을 먹는다. 
       라오스 사람/먹다/찹쌀
     
㉢ 의존 동사: 라오어의 의존 동사는 뒤에 명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필요로 요구한다. 

(13) 가. ຂ້ອຍ ມີ ປ້ຶມ    나는 책이 있다.
       나/있다/책
    나. ລາວ ເປັນ ຫມໍ    그녀는 의사이다.
       그녀/이다/의사
       
㉣ 조동사: 라오어의 조동사는 다른 본동사 앞에 쓰이며 문장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동사를 앞에서 보조해주는 기능을 하는 동사를 일컫는다. 

    (14) ລາວກໍາລັງມາ            그는 오고 있다.
        그/중/오다
        

4) 형용사(adjective)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그리고 같은 형용사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들의 의미를 추가해 주거나 더 명확해지도록 수식하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품사이다. 
다시 말하면 라오어의 형용사는 한국어의 형용사, 관형사, 부사의 의미 기능과 같이 기
능을 할 수 있는 품사이다.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 이는 앞의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는 바로 명사 수식
사가 된다. 앞에 나타난 명사는 피수식사가 되고 뒤에 나타난 형용사는 수식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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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ຕ້ົນໄມ້ໃຫຍ່          나무가 크다   큰 나무(?)
        나무/크다
      
㉡ 대명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 이는 앞의 대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는 대명사 수

식사가 된다. 앞에 나타난 대명사는 피수식사가 되고 뒤에 나타난 형용사는 수식사가 된
다. 

   (16)  ລາວ ສະຫລາດ         그는 똑똑하다.   똑똑한 그(?)
         그/ 똑똑하다
      
㉢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 앞의 동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는 동사 수식사가 된다. 

앞에 나타난 동사는 피수식사가 되고 뒤에 오는 형용사는 수식사가 된다. 

   (17)  ຍ່າງໄວ        빨리 걷는다. 
       걷다/빨리 
      
㉣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 형용사도 같은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다. 뒤의 형용사

가 앞의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는 형용사 수식사를 일컫는다. 뒤에 나타난 형용사
는 수식사가 되며 앞에 나타난 형용사는 피수식사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한국어의 
부사의 의미 기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ຫລາຍ ໂພດ          너무 많다. 
        많다/너무
       
다시 말하면 라오어의 형용사는 어느 품사의 뒤에 쓰이느냐에 따라 한국어의 형용사 

또는 부사와의 기능을 한다. 

5) 접속사(conjunction)

라오어의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또는 어떤 표현의 내용과 다른 표현 내
용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 23 -

㉠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사: 앞의 단어와 뒤의 단어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
다. 이는 한국어 접속 부사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 양
어의 어순과 성분이 동일하다. 

   (19) ອ້າຍ ກັບ ນ້ອງ  형과 동생
        형/와(과)/동생
      
㉡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

다. 

   (20)  ອ້າຍ ເຮັດ ວຽກ ແຕ່ ນ້ອງ ຫລ້ິນ         형은 일하지만 동생은 논다. 
        형/일하다/하지만/ 동생/ 놀다
        
㉢ 표현의 내용과 표현의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 앞의 문자와 뒤의 문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21) ບຸນມີ ຕ້ັງໃຈຮຽນ ຈ່ຶງ ເສັງໄດ້      분미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분미/열심히/공부하다/그래서/시험/합격하다
      

6) 전치사(preposition) 

라오어의 전치사는 기능적으로 문장 내에서 명사와 명사, 명사와 대명사, 명사와 동
사,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 주며, 이들의 의미를 수식하거나 더 명확하게 일정한 관계를 
나타낸다.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에 대하여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서술하기로 한다. 

   (22) ໂຮງຮຽນ ຢູ່ໃກ້ ເຮືອນ                  학교가 집과 가깝다. 
        학교/있다/가깝다/집
        

7) 감탄사(interjection)

감탄사는 기분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일컫는다. 예시를 들면 기쁨, 실망,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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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오어의 감탄사도 한국어의 감탄사와 비슷한 품사이다. 

   (23) ໄຊໂຍ! ທິມເຮົາ ຊະນະແລ້ວ        우와! 우리 팀이 이겼다. 
        우와 /팀/우리/ 이겼다.  

1.3. 통사론적 특성

1) 문장 성분

라오어의 문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장 구조에 의하여 분류된 문장과 
문장의 특성 또는 의사소통의 목표에 따라 분류된 문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
저 문장 구조에 따라 분류된 문장을 살피고 다음으로 의사소통의 목표에 의하여 분류된 
문장을 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장 구조에 의하여 분류된 문장

문장 구조에 의하여 분류된 문장은 일반 문장과 특수문장으로 분류되어 있다. 먼저 일
반문장을 살피고, 다음으로 복합 문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일반 문장
일반문장과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주성분이 나타난 경우에 따라 다시 홑문장과 복합 

문장으로 나뉜다. 
홑문장은 두 성분이나 세 성분이 주성분으로 형성된 문장이다. 그리고 홑문장에서 나

타난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다시 추상적인 서술어9)가 존재하는 문장과 추상적인 서술어
가 나타나지 않은 문장으로 나뉜다. 

추상적인 서술어가 나타난 문장은 두 성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주어
와 서술어 또는 서술어와 목적어로 구성되는 문장이다. 두 성분으로 구성되는 문장은 서
술어가 자동사와 일반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9) 추상적인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되고, 추상적인 서술어가 아닌 서술어는 명사, 
전치사, 문장의 형태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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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가. ດອກໄມ້ ກໍາລັງ ບານ       꽃이 피고 있다.
           꽃/고 있다/피다
        나. ປີນ້ີ, ເກີດອຸບັດເຫດ ຢູ່ຕາມທ້ອງຖະໜົນຫລາຍເທ່ືອ  
           올해/ 사고가 나다 /   길에서   /  여러 / 번
           올해, 교통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다. 

여러 성분으로 구성되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형성된 문장이다. 이때는 서
술어로 기능을 하는 성분은 타동사이다. 

      다. ລາວ ທໍາລາຍ ອະນາຄົນ ຂອງຂ້ອຍ       그는 나의 미래를 망쳤다. 
          그/깨지다/미래/의/나
        
서술어가 추상적인 서술어가 아닌 문장은 명사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 문장의 

유형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와 어떤 전치사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이다. 다
음의 예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명사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살피면 아래와 같다.

  (25) 가. ລາວ ຊ່ື ສິນໄຊ            그는 씬싸이이다. 
         그/이름/씬싸이
      나. ປ້ຶມ ຫົວນ້ີ ລາຄາ 5000 ກີບ  이 책은 가격이 5000 낍이다.
           책/이 권/가격/5000/ 낍

문장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26)  ຊາຍ ຄົນນ້ັນ ນິໄສ ດີ         그 남자는 성격이 좋다.
        남자/그 사람/성격/좋다
        
어떤 전치사가 다른 품사와 결합하여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27) 가. ປ້ຶມຫົວນ້ີ ຂອງຂ້ອຍ       이 책은 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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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나
        나. ນໍາ້  ຕຸກນ້ີ ສໍາຫລັບ ດ່ືມ        이 물은 마시기 위한 것이다. 
           물/이/위한/마시기

㉡ 복합 문장
라오어의 복합 문장은 서술어가 두 개 이상 나타난 문장이다. 이는 한 문장에서 서술

어가 두 개 이상 나타난 경우와 두 개의 서술어가 두 문장에 나타나면서 한 문장으로 합
쳐진 경우가 있다. 

  (28) 가. ຂ້ອຍ ກິນ ເຂ້ົາແລ້ວ ໄປ ໂຮງຮຽນ     나는 밥을 먹고 나서 학교에 갔다.
           나/먹다/밥/그리고 나서/가다/학교
       나. ອາຈານ ເຂ້ົາມາ ນັກຮຽນລຸກຂ້ຶນ      선생님이 들어오자 학생들이 일어났다. 
           선생/들어오다/학생들/일어나다
        
㉢ 특수 문장
특수 문장은 화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 어떤 사건이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중심의 기능을 하는 품사 또는 서술어는 아무 품사로 해도 가능하되 맥락에 적합해야 된
다. 주로 서술 기능을 하는 품사는 명령이나 제안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 자연의 현상인 
기후나 날씨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어떤 이름을 서술하는 명사이다.

특수 문장은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구조적인 특징과 사용 상황에 따라 나타
난 특징이 있다. 구조적인 특징은 문장의 핵심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만이 나타나고 다
른 성분인 주어, 목적어가 없는 경우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9)  ຄຶນນ້ັນ, ຝົນແສນຝົນ         그날 밤, 엄청난 비가 내렸다. 
         그 밤/비/많이/비

(29)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특수 문장이다. 
이는 ‘그 밤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용법에 따라 나타난 특징은 첫째,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현상이다. 이는 화자가 나
타내는 소리가 높낮이에 따라 문장의 성격이 달라진다. 

   (30) 가.  ລົດ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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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맥락 또는 호응관계를 지니는 문장에 따라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나. ຝົນໃກ້ ຊິຕົກ ແລ້ວ ໄດ໋      (빨리 가라) 곧 비가 올 것인데
           비/곧/내릴 것이다

(30나)에서 화자의 의도 ‘빨리 가라’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ຝົນໃກ້ ຊິຕົກ ແລ້ວ ໄດ໋’(비가 
곧 내릴 것이다)라는 표현만을 나타낸 상황이다. 

나. 의사소통의 목표에 따라 분류된 문장

의사소통에 따라 분류된 문장은 네 가지의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으로 분류
된다. 이는 한국어의 문장 종류와 비슷하다. 

㉠ 평서문
라오어의 평서문은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된다. 확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평서문과 부

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평서문이 있다. 
확정 평서문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목표의 현실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다. 

   (31) 가. ຄູ ອ່ານ ບົດກອນ        선생님이 시를 낭독한다. 
          선생/읽다/ 시
        나. ນັກຮຽນ ຟັງ ຄູ ອ່ານ     학생은 선생님이 읽는 소리를 듣는다. 
           학생/듣다/선생/읽다
       
부정 평서문은 사건이나 현실을 부정할 때 사용되는 평서문이며 확정 평서문과 반대

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  ນັກຮຽນ ບ່ໍ ຟັງ ຄູ ອ່ານ    학생은 선생님이 읽는 것을 듣지 않는다. 
            학생/아니다/듣다/선생/읽다. 
㉡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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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문은 화자가 어떤 정보나 사건 등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궁금할 때 또는 상대방에
게 대답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장이다. 

   (32) 가. ໃຜ ມາ ຫ້ັນ? (주어에 대한 질문)     누가 왔어요?
           누구/오다/거기
        나. ລາວ ເຮັດ ຫຍັງ?(목적어에 대한 질문)   그는 뭘 해요?
           그 사람/하다/무엇

㉢ 명령문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행동하거나 어떤 제안을 할 때 사용되는 문장

이다. 이는 표현을 통하거나 음성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33) 가. ຄວນ ຕ້ັງໃຈ ຮຽນ        열심히 공부해야해.
          ~어야 하다/열심히/공부하다
       나. ຢ່າ ຟ້າວ ຮ້າຍ   화를 내지 마세요. 
          ~지 말다/화내다

㉣ 감탄문
감탄문은 놀람이나 기쁨 등을 감탄하거나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다. 이는 소리를 

통하여 감탄할 수도 있고 표현으로 감탄을 나타낼 수도 있다. 

   (34) 가. ລະວັງ!         조심!
           조심
        나. ແມ່ນ ຫຍັງ ຫວະ!  뭐지!
          ~이다 /뭐지

2) 라오어의 어순

라오어의 어휘는 형태의 변화 없이 의미를 나타내며, 문법적으로는 단어가 쓰인 순서
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비문이 될 수 있으므로 어순이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 다시 말하면 한 문장 안에서 어순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나타내는 단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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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능이 달리진다. 
라오어의 기본적인 어순은 ‘주어+서술어+목적어’10)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치사 어순

은 ‘전치사’로, 형용사와 명사 어순은 ‘명사+형용사’로, 속격과 명사 어순은 ‘명사+속격’
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 어순은 ‘피수식어+수식어’의 구성으로 구조된다. 한국어와 라
오어의 기본 어순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언어   

 어순

기본 

어순
부치사 어순

형용사-명사 

어순
속격-명사 어순

한국어 SOV 후치사 형용사+명사 명사+속격
라오어 SVO 전치사 명사+형용사 속격+명사

<표 12> 한국어와 라오어의 어순 비교 

2. 한국어와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의 차이 대조 언어학과 분석 

2.1. 대조 분석 이론

모든 언어가 가진 보편성(principles)과 특수성(parameters)을 대조하여야 할 필요
성을 느낀 학자들은 두 언어를 대조하는 ‘대조언어학’11)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했
다. 대조언어학이란 공식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언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기 
위하여 언어에 존재하는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담화적 등의 특징을 대조하는 것이다.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 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을 기반으
로 생성된 이론이다(허용·김선정, 2013:4). 이정희(2003:58)에 의하면 외국어 교육 연구
자들은 제2언어를 습득할 때 모국어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대조 
분석 가설을 인정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한다.  

대조분석 가설에 관하여 프라이즈(Fries,1945)가 최초로 주장한 이후로 라도
(Lado,1957)가 발전해 왔다. 라도(Lado, 1957)는 목표어를 학습하는 데에 모국어의 간

10)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 2005:33)에서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으로 
구성된 언어는 전치사가 발달된 언어이다

11)  ‘대조언어학’은 언어학 관점에서 보는 한 부류이고, 언어 교육적 관점에서는 ‘대조분석’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강현화 외,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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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으로 인하여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모국어가 목표어와 유사하면 목표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촉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라도(Lado, 1957)가 Linguistics Across 
Cultures를 발표한 이후 대조분석 가설은 적극적인 입장과 소극적인 입장으로 나누어진
다(허용·김선정, 2013:5).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는 대조분석과 외국어 학습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모국어의 간섭은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둘째, 목표어와 모국어의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셋째, 목표어와 모국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려움도 더욱 커진다. 
넷째, 두 언어의 대조 분석을 통하여 외국어 습득의 어려움과 오류를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대조 분석에 의하여 차이점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대조 분석을 목표어와 학습자의 모국어의 차이점을 기술하는 것
으로만 보아, 대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오류는 예측할 수 없고, 다만 오류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리차드(Richards, 1974)에 의하면 외국어 학습에 일어나는 일반적으로 언어간 영향
이 언어 내 간섭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테일러
(Taylor, 1975)에서는 외국어 학습 단계가 초급 수준에서는 언어 내 간섭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고급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언어 내 간섭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언어 
간 간섭현상이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Lee.1980)에서는 두 언어의 
구조가 유사한 점이 있을 때 언어 간 간섭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빈도가 더 높고, 두 
언어의 구조가 유사한 점이 없고 완전히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언어간 간섭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빈도가 덜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와
이르드스(Wilds, 1962)에 의하면 두 언어 구조가 유사한 점이 있는 경우에 간섭이 되지
만 언어 습득에서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강현화 외, 2003:36).

위트먼(Whitman, 1970)은 대조분석 과정에 관하여 언급한 바에 의하면 대조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description) 절차, 선택(selection) 절차, 대조(contrast) 절차, 예
측(prediction) 절차 등을 거쳐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기술 절차는 모국어와 목
표어의 형식 문법을 통해 양어를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선택 절차는 두 언어의 대
조해야 할 항목의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언어가 큰 범위를 가지고 있기 



- 31 -

때문에 모든 항목을 자세히 선정하여 대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조 절차는 선
택한 두 언어의 규칙 체계와 상호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측 절차는 두 언어를 대
조할 때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어떤 오류와 난점이 있는지 예측하고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석희선(Suk, hi sun,1988)에서 언어 대조 분석은 단순히 어떠한 문장이나 단어를 일
대일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벗어나서 문화 배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
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 어떠한 단어가 서로 대응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여 단어를 사용하는 한계점을 소중히 보지 않고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어휘를 대치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 한 가지 의미 내
용인데 다양한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예시를 보면 ‘학교를 졸업하다’는 영어에서
는 ‘graduate’인데 ‘졸업하다’는 한국어에서는 ‘나오다’, ‘마치다’ 등과 같은 서술어가 
존재하지만 영어 ‘graduate’에는 ‘go to’라는 동의어가 있는데 바꾸어 사용하면 오류문
이 된다. 이로 인하여 특정 언어 기능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어 
기능 교육과 못지않게 문화적인 맥락 배경 교육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사용할 때 모국어인 라오어를 일
대일로 번역해서 한국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예로 들면, 라오어 문장에서 ‘ລາວ ໃຫ້ເງິ
ນ ແກ່ ໂຮງຮຽນ ຂອງພວກເຮົາ’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는 우리학교에게 돈을 주었다’
라는 문장을 쓴 경우가 있다. 이는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게’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지
니는 라오어의 전치사 ‘ແກ່ [kae]’를 일대일로 번역하여 사용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라
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격조사를 학습할 때 대조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가 목표어인 한국어와 모국어인 라오어 대조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어떤 오류 종류 및 오
류 양상을 나타내며,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상에서 언급한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양 
언어를 대조하여 모국어 간섭으로 인하여 오류를 범하는 현상을 예방할 것이다.  

2.2. 한국어의 격 실현 방식

격(Case)은 언어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 Lyons(1985:289)에 의하면 어원적
으로 격은 라틴어의 ‘Casus’에서 가져온 말인데 이는 ‘밀어짐(falling) 또한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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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ation)’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12) 김원경(2009:15)에 의하면 격이라는 정의는 그
리스어인 ‘ptosis’에서 출발하여 라틴어의 ‘Casus’로 이어진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격
과 관련한 언어 현상이 복잡하므로 격 범주에 관한 정의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한 언어
의 격 범주는 구조격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격 기제에 의해 표시되기도 하고, 이외에 다
양한 격 표현들도 있다. 

김원경(2009:13,46)에서 ‘격’은 외연적 속성과 내면적 속성의 양면성을 가지는 문법
범주라고 언급하고 있다.13) 격 범주의 특성은 ‘형태’와 ‘의미 기능’이라는 주요한 기본으
로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격은 주로 ‘형태격’과 ‘의미격’이라는 대립 정의를 바탕으로 격 
범주의 본질을 규명하고 격의 분석 과정을 명시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언어 유형
적으로 격 범주는 ‘위치’에 의한 유형과 ‘표지’에 의한 유형으로 관찰할 수 있다. 위치에 
의존하여 격을 표시하는 언어들은 문장 속에서 성분들의 위치가 격 관계를 표시해 준
다.14) 안병희(1966)는 한국어 문장에서 나타난 논항들 중에 격 조사 없이 등장하는 논
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격 조사 없이 나타난 논항들이 통합 관계에 의해서 
격을 표시하는 현상이라 하면서 격이 표시된다는 것으로 봤다. 이를 독립된 격 범주로 
‘부정격’(Casus Indefinitus)이라 정하였고, 격 조사와 함께 나타난 논항들은 격 조사에 
의해 격을 나타내는 현상이라 하면서 격이 표시되는 ‘정격’(Casus Definitus)이라고 제
시하였다. 민현식(1983)은 ‘부정격’이라는 용어를 쓰면 개념상 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격이 정해져 있는데 다만 격 표지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이라 보고 표시되지 않은 격은 ‘무표격’(Unmarked Case)으로, 표
시된 격은 ‘유표격’(Marked Case)으로 제안하였다(김용하, 1999:244). 

한국어의 격 범주는 격조사에 의하여 외현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며 무표적으로 그 기
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어 격 범주는 주로 격 조사를 통하여 나타내며 
조사는 그 형태와 기능 현상에서 아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어 격은 문장 속에서 
명사구가  놓인 위치로도 표시될 수도 있으며, 무표로도 의미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한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에 격 형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언어

12) 쓰리잔 꾸마르(2012)에서 재인용
13) 격이 가지는 양면성은 ‘문법 격과 구체 격(Jespersen), 내부 결정 격과 외부 결정 격

(Wundt), 개념 사고 격과 직관 격(Deutschbein)’ 등의 어휘로 문법사에서 지속적으로 궁구
된 것이다. 

14) 김원경(2009:13,46)에서는 위치에 의하여 격을 나타낸 언어를 ‘Location-Language’라고 
하고 ‘L언어’로 줄여, 표지에 의하여 격 표시 언어들은 ‘Marker-Language’라고 하고 ‘M언
어’로 줄여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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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격을 나타내 주는 외현적 접미사들은 다르고, 동일한 언어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인 시기에 따라 다른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일한 의미를 표
현하는 용법이 동일한 방법으로 격 표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방법으
로 격 표지를 사용하는 표현 방법도 있다(김원경, 2009:38:39:52). 

 
   (35) 가. 철수가 과일을 먹는다. 
       나. 과일 먹어. 
       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라.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35가)는 격조사가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인 체언 뒤에 쓰여 격 범주를 나타내 주는 
예문이고, (35나)는 격조사를 통해서 격 범주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고 무표로 격 범
주를 나타내주는 예문이다. (35다, 라)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지
만 같은 격 범주를 나타내 주는 용법을 쓰지 않고 서로 다른 격 표지를 통해 격 범주를 
나타내는 예이다.

필모어(Fillmore)는 격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언어 현상을 통해 의미 기능
을 기준으로 내면격 범주를 체계화하였다. 격의 형태를 개별 언어들의 표면적인 현상으
로 삼고 심층구조에 입각한 언어 보편적인 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격 분류는 성분어의 표지나 위치에 의한 분류와 일치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
나기도 한다. 촘스키(Chomsky,1980)에서는 의미역 이론과 격 이론을 분류하여 표면적
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격과 그 의미론적인 격 기능과 심층적인 격 기능을 분류하였으며, 
격 할당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와 의미 기능 위주의 격 분류는 다른 층위의 접근이
라고 간주한다. 촘스키(Chomsky,1986)에서는 영어의 속격을 구조 격으로 다루었던 것
을 본유격으로 다루었다. 블레이크(Blake, 1998)에서 격 범주는 ‘종속적 명사가 그 문장 
내에서 머리어가 가지는 유형을 표시하는 체계’라 한다. 격 범주의 정의를 서술어 중심
을 위주로 논의하는 것보다 더 포괄한 범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장 내
에서 일반적으로 서술어는 머리어가 되며, 서술어와 관련을 나타내고 있는 명사들은 서
술어를 통해 적절하게 격을 표시한다. 주어와 목적어는 모두 다 서술어를 머리어(head)
로 하는데 주어는 서술어의 지정어가 되고, 목적어는 보충어가 된다(김원경, 
2009:39-41). 

블레이크(Blake,1998)에서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격 표시를 나누었다. 첫 번째,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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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의존하여 격이 표시되는 방법, 두 번째, 전치사나 후치사에 의존하여 격을 표시
하는 방법, 세 번째, 어순에 의하여 격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많은 언어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격 현상들에 의하여 많은 언어들이 이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정하기 보다는 
어느 한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고 다른 방법을 부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여 
격을 나타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의 격 범주는 ‘위치에 의한 격’과 ‘굴절에 의
한 격’, ‘전치사에 의한 격’으로 분류된다. 영어를 위치에 의한 격 표시로 보는 경우 영어
의 주된 격 표시 방법은 어순에 의존한 것이며, 대명사는 굴절이라는 기제에 의하여 해
당 구조에 적합한 격 형태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명사나 고유 명사 등은 전치사를 통해
서도 격을 표시한다. 영어의 대명사가 굴절형으로 나타나지만 어순이 자유롭게 쓰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보다 ‘위치’가 더 주된 격 표시 기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원경, 
2009:47). 중국어의 격 범주는 ‘위치에 의한 격’ 또한 무표로 실현되기도 한다. 

한 언어 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격을 표시할 수 있다. 격을 표시하는 방법 중 구조
격을 표시하는 방법은 형태와 통사론적 기제에 의해 표시된다. 본유격들은 이와 달리 별
도의 기제에 의해 표시된다. 어떤 언어에서의 본유격이 다른 언어에서는 구조격으로 분
류될 수도 있다. 한 언어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위치에 의해 분류된다면 그 언어는 어순
에 의해 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격 기능을 표시하기 위한 다른 기제는 전치사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주어와 목적어가 조사와 결합해 격 기능을 나타내
는 현상에 의한 언어는 격 표지 언어에 해당된다. 

김원경(2009)에서 형태격(Morphological)은 통사적 구조나 형태적 표지에 의해 격을 
표시하는 방법이라 하고, 의미격(Semantic)은 논항의 의미 기능을 통해 격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형태격을 ‘구조격’과 ‘본유격’으로, ‘구조격’을 ‘목적격, 
속격, 주격’으로, 본유격은 ‘부사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형태격을 ‘목적격, 
속격, 주격, 부사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형태격을 표시하는 형태로는 ‘가, 를, 의, 에, 
로, 와’가 있는데 이 중 ‘가, 를, 의’는 구조격 조사이고, ‘에, 로, 와’는 본유격 조사에 해
당된다. 

민현식(1982나)은 한 조사 형태의 많은 격 기능과 한 격 기능에 동원되는 많은 조사류
의 문제로 인하여 격과 조사 형태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보면 주격 ‘이/가’라고 하는 것도 주격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며 목적격, 보격의 
기능도 표시되는 1형태인데도 불구하고 3격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1) ‘물이 맑다.’와 같은 경우에는 ‘이’가 주격조사의 기능으로, (2) ‘물이 먹고 싶다.’와 
같은 경우에는 ‘이’가 목적격 조사의 기능으로, (3) ‘물이 된다.’와 같은 경우에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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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격 조사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민수(1995)에서 한국어격조사를 ‘주격, 속격, 목적격, 구격, 여격, 공격, 호격, 술격 

조사’로 나누었고, 권재일(1992)에서는 격조사를 ‘주격, 목적격, 부사격, 관형격, 호격 
조사’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김원경, 2009:66). 학교 문법에서의 격조사는 ‘주격, 목적
격, 서술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조사’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한국어는 격 표지에 의존하여 격을 표현하는 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어에서는 격을 표현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조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조사는 문장 내에서 특정한 격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격조사와 명사의 어휘적 
의미를 표시하는 한정 기능을 가지는 보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립국어교육원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격을 ‘문장 내에서 체언이나 체언의 역할을 하는 말이 서술어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주시경(1910)은 영어의 ‘Case(격)’을 한국말로 
해당되는 ‘듬’이라고 설명하였고, 문법 기능 즉 문장 성분을 바탕으로 하여 듬(격)을 ‘임
이듬(주격)’, ‘씀이듬(목적격)’, ‘남이듬(서술격)’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요소는 단어이지만 단어만을 나열
하여 문장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서는 문장을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가 조사이다. 조사는 문장 내에서 앞의 체언인 문장성분에 붙
어 다른 문장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 부여해 주는 요소이다. 조사는 단어
이지만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요소이다. 

한국어는 격 표지에 의존하여 격을 표현하는 언어로 분류된다. 격을 표시해 주는 기능
을 지니고 있는 문법 형태는 조사이다. 조사는 문장 내에서 특정한 격을 표시하는 기능
을 지니는 격조사와 명사의 어휘적 의미를 표시하는 한정 기능을 지니는 보조사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2.3.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

한국어는 격 표지에 의존하여 격을 표현하는 언어로 분류된다. 격을 표시해 주는 기능
을 지니고 있는 문법 형태는 조사이다. 조사는 문장 내에서 특정한 격을 표시하는 기능
을 지니는 격조사와 명사의 어휘적 의미를 표시하는 한정 기능을 지니는 보조사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라오어에서는 한국어처럼 따로 격 표지가 존재하지 않지만 영어처럼 어순에 
의해 무표지 ‘ø’격과 격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전치사를 통해 문장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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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격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라오어의 무표지 ‘ø’격과 격을 나타낼 수 있는 
격 표현인 전치사를 살펴보고 한국어 격조사와 비교 대조하고자 한다.15) 

2.3.1. 어순에 의한 격 실현 방식

앞서 밝혔듯이 라오어의 어순은 격을 나타내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한 문장 안의 어
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격이 결정된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36) 가. ຂ້ອຍ ກິນ ເຂ້ົາ      나는 밥을 먹는다.
           나/먹다/밥
       가‘. *ເຂ້ົາ ກິນ ຂ້ອຍ      *밥은 나를 먹는다.
            밥/먹다/나
  
       나. ໝາ ກັດ ແມວ        개가 고양이를 물었다.
          개/물었다/고양이
       나‘. ແມວ ກັດ ໝາ.        고양이가 개를 물었다. 
          고양이/물었다/개

(36가)에서처럼 어휘의 형태 변화 없이 주어와 목적어를 서로 위치만 바꿔 보면, (43
가‘)처럼 ‘ເຂ້ົາ ກິນ ຂ້ອຍ’가 되고, 이는 ‘밥은 나를 먹는다’의 비문이 되었다. 또는 (43나)
에서 ‘ໝາ ກັດ ແມວ’는 ‘개가 고양이를 물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ແມວ’와 ‘ໝາ’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43나‘)처럼 ‘ແມວ ກັດ ໝາ’가 되고, ‘고양이가 개를 물었다’라는 의
미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오어의 어순은 격을 나타내는 방식 중에서 중요한 요소이
다. 

다음으로, 부치사 어순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37)  ແມ່ ໃຫ້ ເງິນ ແກ່ ຂ້ອຍ    어머니는 나에게 돈을 주셨다

15) 라오어의 어순과 전치사를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관련되지 않을 수 
있으나 후에 한국어와 라오어에 관하여 연구하는 후자 연구에게 의의가 있으리라 보는 관점
으로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에 관하여 연구하는 논문이 전무하기 때문에 모든 
한국어와 라오어에 관련된 것은 최초의 논문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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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주다/돈/에게/나

예문 (44)에서는 ‘ແມ່ ໃຫ້ ເງິນ ແກ່ ຂ້ອຍ’는 ‘어머니는 나에게 돈을 주셨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ແກ່’는 행위 대상이 되는 ‘ຂ້ອຍ’ 앞에 쓰인다. 이는 간접 목적어에 해당
된 ‘ຂ້ອຍ’ 앞에 나타난 ‘ແກ່’는 전치사이다. 라오어 부치사 어순은 명사 앞에 나타난 전
치사가 있다. 

형용사와 명사 어순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38)  ຄົນ ງາມ => * ງາມ ຄົນ         예쁜 사람
        사람/예쁘다 

예문 (45)에서는 ‘예쁜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명사 ‘ຄົນ’이 앞에 오고 
형용사 ‘ງາມ’이 뒤에 온다.  두 개 단어의 위치를 바꾸면 비문이 된다. 

명사와 속격 어순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39)  ລົດ ຂອງ ຂ້ອຍ              나의 자동차이다 
     자동차/의/ 나

예문 (39)에서는 ‘ລົດ ຂອງ ຂ້ອຍ’는 ‘나의 자동차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소유격 조
사는 소유주 앞에 온다. 이는 영어의 전치사 ‘of’와 비슷하다. 

수식어와 피수식어 어순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40)  ງາມ ຫລາຍ                아주 예쁘다. 
     예쁘다/아주

(40)는 ‘아주 예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형용사 ‘ຫລາຍ’가 형용사 ‘ງາມ’를 
수식하고 있다. 형용사 ‘ຫລາຍ’는 수식사가 되며 형용사 ‘ງາມ’는 피수식사가 된다. 

라오어는 형용사와 명사 어순, 명사와 속격 어순, 수식어와 피수식어 어순의 경우는 
주로 앞에 오는 성분이 주성분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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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전치사에 의한 격 실현 방식

라오어 현재 문법(2000:49,50,51)16)에서 라오어의 전치사는 기능적으로 문장 내에서 
명사와 명사, 명사와 대명사, 명사와 동사,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 주며, 이들의 의미를 
수식하거나 더 명확하게 일정한 관계를 표시해 준다. 푸미워옹위짓(Phoumi 
VONGVICHITH, 1967:42)에서 라오어의 전치사는 문장들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며 이들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표시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라오어의 전치사는 다른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앞에 붙어 쓰여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해주고 더욱 분명한 의미를 나타낸다. 선행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후행하는 
문장이나 단어와 관계를 연결하여 어떠한 구실을 나타내 주는 요소이다. 주로 [장소], 
[방향], [목적], [시간], [수단]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관련되어 나타낸다. 

   (41)  ລາວ ໄປ ໂຮງຮຽນ ດ້ວຍ ລົດຈັກ        그는 오토바이로 학교에 간다.
       그 사람/가다/학교/으로/오토바이

예문 (41)의 ‘ລາວ ໄປ ໂຮງຮຽນ ດ້ວຍ ລົດຈັກ’는 한국어의 ‘그는 오토바이로 학교에 간
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전치사 ‘ດ້ວຍ’가 
붙어 쓰인다. 한국어와 반대로 [수단]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명사가 쓰인다. 이에 따라서 
라오어는 ‘전치사+도구’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는 ‘도구+ 후치사’
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라오어의 전치사의 대표적인 용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전치사 범위에
서도 모든 항목을 문법적으로 한국어의 격조사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
응할 수 있는 항목만을 살펴보겠다. 

가. 소유주

소유주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ຂອງ[khɔ:ŋ] ,ແຫ່ງ[hɛŋ]’가 있는데 이 중에 ‘ຂອງ
[khɔ:ŋ]’가 더 보편적이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인다. ‘ແຫ່ງ[hɛŋ]’는 주로 공식적인 공
문,  노래 가사, 시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일반적인 글에서는 덜 사용된다. 

16)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2000:49,50,51), ໄວຍາກອນລາວປະຈຸບັນ ພາກ II ວະຈີ
ວິພາກ : 라오어 현대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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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가. ສຽງຄໍ ຂອງ ລາວ ດີ            그의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의/그/ 좋다
        나. ຫໍພິພິດທະພັນ ແຫ່ງ ຊາດລາວ  라오스 국립ø 도서관
           도서관/의/라오스 국립

(49가)에서 전치사 ‘ຂອງ’는 명사 ‘ລາວ’ 앞에 붙어 쓰여, ‘ສຽງຄໍ ’와 연결되어  ‘ລາວ’
가  ‘ສຽງຄໍ’의 소유주임을 표시해 준다. (49나)에서 ‘ແຫ່ງ’는 공식적인 글에서 사용되는
데 명사 ‘ຊາດລາວ’ 앞에 쓰여 ‘ຫໍພິພິດທະພັນ’와의 관계를 표시해주고 수식 기능을 하고 
있으며, ‘ຊາດລາວ’가 ‘ຫໍພິພິດທະພັນ’의 소유주임을 나타내고 있다. 

나. 장소 및 방향

전치사 중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ທ່ີ, ໃນ, ຢູ່,  ທາງ, ນອກ, ພາຍໃນ, ພາຍນອ
ກ, ໃຕ້, ເທິງ, ເໜຶອ, ບົນ, ຮິມ, ແຄມ, ແປະ ໃກ້, ມ່ໍ, ຂອກ, ແຈ, ຈົນເຖິງ, ເຖິງ, ຮອດ, ກະທ່ັງ, 
ຈົນ’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의 요소
는 ‘ທ່ີ, ໃນ, ຢູ່, ຢູ່ທ່ີ, ທາງ, ນອກ, ພາຍໃນ, ພາຍນອກ’가 있고, [특정한 위치나 자리]를 나
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의 요소는 ‘ແຈ,  ທາງ, ກ້ອງ, ລຸ່ມ, ແຈ,  ທາງ, ກ້ອງ, ລຸ່ມ’ 등이 있
고, [거리 간격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는 ‘ແປະ, ໃກ,້ ໄກ, ມ’່ໍ 등이 있고, [출발점]을 나타
내는 대표적인 전치사의 요소는 ‘ແຕ່, ຈາກ, ຕ້ັງແຕ່’ 등이 있다. 그리고 [장소의 한계점이
나 범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는 ‘ຈົນເຖິງ, ເຖິງ, ຮອດ, ກະທ່ັງ, ຈົນ’ 등이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 라오어 현대 문법, 2000:49:50:51, 참고). 

   (43) 가. ພ່ໍນາ ຄົນ ນ້ັນ ອາໄສ ຢູ່(ທ່ີ) ຊົນນະບົດ    농부는 농촌에 살고 있다. 
           농부 / 그 /살다 /에 / 농촌/ 
       나. ຖົງ ຢູ່ ເທິງ ຕ່ັງ           가방이 의자 위에 있다
          가방/ 있다/ 에/ 의자/ 
    
(43가)에서 ‘ຢູ່ທ່ີ’는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ຊົນນະບົດ’ 명사 앞에 놓여 쓰이며, (50

나)에서 ‘ເທິງ’은 [특정한 위치나 자리]를 나타내는 ‘의자’ 명사 앞에 놓여 쓰인 것을 보면 
특정한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차이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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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 대상

비교할 때 사용되는 라오어의 대표적인 전치사는 ‘ກັບ, ເຫມືອນ, ຄ້າຍຄື, ເທ່ົາ, ກ່ວາ’ 등
이 있다. 대표적인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44) 가. ຂ້ອຍ ມັກ ລະດູບານໃຫມ່ ກວ່າ ລະດູຫນາວ  나는 겨울보다 봄을 더 좋아하다
            나/ 좋아하다/ 봄/ 보다/ 겨울 
       나. ສາວ ຄົນນ້ັນ ງາມ ເຫມືອນ ນາງ ງາມ      그 여자는 미인처럼 예쁘다
            그 여자 / 예쁘다 /처럼 / 미인 
       
(44가)에서는 전치사 ‘ກວ່າ’는 비교 대상인 ‘ລະດູບານໃຫມ່’와 ‘ລະດູຫນາວ’를 좋아한 

정도의 차이점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한국어 ‘보다(더)’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대
응될 수 있는 전치사의 소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ມັກ’(좋아하다) 동사를 수식해주
고 비교대상이 되는 명사 앞에 쓰인다. 어순 구조는 ‘비교내용+ ກວ່າ + 비교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3나)에서 전치사 ‘ເຫມືອນ’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전치사이다. 구조는 ‘피비교항+ ເຫມືອນ+ 비교항+ 비교내용 기준’으로 구성
되어 있고, 한국어로 ‘같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라. 도구/수단/원료/재료/방법

라오어의 전치사 중에서 [도구], [수단], [방법], [원료], [재료]를 나타내어 사용되는 대
표적인 요소는 'ດ້ວຍ, ໂດຍ'가 있다. ‘도구/수단/원료/재료/방법’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쓰인다. 주로 ‘무엇을 사용하다/이용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45)  ກິນ ເຂ້ົາ ດ້ວຍ ໄມ້ທູ່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먹다/밥/ 로/ 젓가락 
       
(45)에서 ‘ດ້ວຍ’는 ‘젓가락’ 앞에 붙여 쓰이며, ‘ໄມ້ທູ (젓가락່)’이 ‘ກິນ(먹는다)’ 행위의 

[도구]가 됨을 표시해주고 있다. 

마. 수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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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에서 주어의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
표적인 전치사는 ‘ແກ່, ແດ່, ຕ່ໍ, ເພ່ືອ, ສໍາລັບ, ສະເພາະ, ຈໍາເພາະ’ 등이 있다. 대표적인 예
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45) ແມ່ ໃຫ້ ຄວາມຮັກ ທ່ີອົບອຸ່ນ ແກ່ຂ້ອຍ     엄마가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셨다.
        엄마/주다/ 사랑/따뜻한/ 나/에게/ 

(45)의 예문에서 본 바와 같이 ‘ແກ່’는 주어 ‘엄마’의 ‘사랑을 주다는 행위’를 받는 대
상이 되는 ‘나’ 앞에 붙어 쓰이며, 주어의 행위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을 나타내 준다.

바. 관계 대상

관계 대상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전치사는 ‘ກ່ຽວກັບ’가 있다. ‘ກ່ຽວກັບ’는 어떤 주어의 
행위 대상을 중심으로 표시해 준다. 주어의 행위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쓰인
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46) ຂ້ອຍ ຮຽນ ກ່ຽວກັບ ວັນນະຄະດີ ເກົາຫລີ    나는 한국 문학에 대하여 배운다.
         나/ 배우다/에 대하여/문학/ 한국
       
(46)의 예문을 보면 ‘ກ່ຽວກັບ’는 ‘ວັນນະຄະດີເກົາຫລີ(한국문학)’ 앞에 놓여 쓰이는데 이

는 배운다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낸다. 

사. 시간

시간과 관련된 라오어의 대표적인 전치사는 ‘ຕອນ, ເມ່ືອ, ໃນ, ຈົນ, ຈົນເຖິງ, ກ່ອນ, ຕ້ັງແ
ຕ່, ແຕ່’ 등이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특정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ຕອນ, ເມ່ືອ, ໃ
ນ’, 어떤 일이 시작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ຕ້ັງແຕ່, ແຕ່’,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의 한계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 ຈົນ, ຈົນເຖິງ, ຮອດ, ຈົນຮອດ’ 등이 있다. 대표적인 예
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47)  가. ລາວ ເລ່ີມ ເຮັດວຽກ ແຕ່ 6 ໂມງ ເຊ້ົາ.  그는 6시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 시작하다/ 일하다/부터/ 6시/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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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ລາວ ເຮັດວຽກ ຈົນຮອດ 12ໂມງ ກາງຄືນ. 그는 밤 12시까지 일한다.
             그/일하다/ 까지/ 12시/ 밤
        
(47가)에서 ‘ແຕ່’는 ‘ເລ່ີມ ເຮັດວຽກ(일 시작하다)’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 붙어 

‘시작 시간’의 의미로 쓰인다. (55나)에서는 ‘ຈົນຮອດ’는 ‘ເຮັດວຽກ(일하다)’의 시간을 나
타내는 표현 앞에 놓여 일하는 ‘시간의 한계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2.4. 한국어와 라오어의 격조사 대조

학교문법에서 조사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처럼 문장 속에서의 성분을 나타내는 격조
사, 문장 속에서 문장성분의 의미를 더해 주거나 제한해 줌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리고 
문장 속에서 낱말과 낱말을 연결해주는 접속조사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허용, 
2005:212, 213). 

 

조사

격조사

주격 조사  이/가, 에서, 께서
목적격 조사 을/를  
서술격 조사 이다
호격 조사 아/야
보격 조사 이/가
관형격 조사  의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 한테, 께, 보다, 처럼, 만큼, 

와/과, 으로 등

보조사
은/는/ㄴ, 만, 도, 조차, 이나/나, 

이나마/ 나마 등
접속 조사 와/ 과, 하고, (이)랑 등

<표 13> 학교문법에서 제시한 한국어 격조사

학교문법에서 격(格, case)조사는 문장 속에서 앞의 체언에 붙어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이다. 한국어 격조사는 문장 성분인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보
어, 독립어, 서술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 조사, 관형격조사, 
보격 조사, 호격조사(독립어), 서술격 조사 7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남기심·고영근,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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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격조사를 구조격조사와 의미격조사로 나누기도 한다. 구조격조사는 주격, 관형격, 
목적격 조사처럼 어휘적 의미 없이 통사적인 구조에 의해 주어지는 표지이고, 의미격조
사는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부류들이라 한다(구본관 외, 2015:194). 

본 장에서는 한국어의 격 조사와 대응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의 격 표
현에 관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라오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다. 한국어에는 문장 내에서 각 성분과 결합하여 격을 나타내도록 표시해주
는 격 표지가 존재한다. 즉,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어로 하여금 기능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 주격조사, 목적어로 하여금 기능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 목적격 조사, 관
형어로 하여금 기능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 관형격조사, 보어로 하여금 기능할 수 있
도록 부여해 주는 보격, 호칭이나 누군가를 부르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 호
격조사, 서술어로 하여금 기능하도록 부여해 주는 서술격 조사, 부사어로 하여금 기능하
도록 부여해 주는 부사격 조사가 있다. 반면에 라오어에서는 한국어처럼 모든 문장 성분
과 결합하여 사용된 격 표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통사적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격 
표현을 가지고 있다. 즉, 어순에 의해 무표지 ‘ø’와 전치사에 의해 한국어 격 표지에 대
응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하여 본 장에서 양어의 격 표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비교 대조하는데 
2가지 방법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라오어의 어순에 의해서 무표지 ‘ø’
격으로 한국어 격 표지에 대응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치사에 의해 한국어 격 표지
에 대응되는 격 표현을 통해서 양어를 비교·대조하고자 한다. 라오어의 무표지 ‘ø’와 어
순에 의해 한국어의 주격, 목적격, 보격, 호격 조사와 격 실현 방식을 통하여 비교하는 
것, 라오어의 전치사와 격 표현에 의해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비교·대조하기로 한다.  아
래의 <표 14>은 한국어 격 표지와 라오어의 격 표현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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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격조사의 의미 및 격 표지 라오어 전치사 의미 및 격 표현

주격  이/가, 에서, 께서 ø
목적격 을/를  ø
보격 이/가(되다, 아니다) ø
호격 아/야  ø

서술격  이다    ແມ່ນ 
관형격  의  ‘ຂອງ, ແຫ່ງ

부사격 

장소 에, 에서 ຢູ່, ‘ທ່ີ
상대 에게, 한테, 께, 에 ໃຫ້, ແກ່, ເພ່ືອ, ສໍາຫລັບ, ແດ່
비교 보다, 처럼, 만큼 ກ່ວາ, ເຫມືອນ, ເທ່ົາ
공동 와/과 ກັບ
방향 에, (으)로, 에게 ທາງ, ໃນ

출발점 부터, 에서 ແຕ່, ຕ້ັງແຕ, ຈາກ
한계점 까지 ເຖິງ, ຮອດ, ຫາ
시간 에 ເມ່ືອ,  ຕອນ, ເວລາ 

도구/ 수단 (으)로 ດ້ວຍ, ໂດຍ,   

<표 14> 한국어 격조사와 라오어의 표현 비교

2.4.1. 주격 조사

한국어 주격 조사는 ‘이/가’, ‘께서’, ‘에서’가 있다. 그러나 라오어에는 형태적으로 격 
표지가 없지만 어순에 의해 격을 실현한다. 한국어 격 조사와 라오어의 무표지 ‘ø’ 격으
로 격 실현 방식을 비교·대조해 보고자 한다. 

(48) 가. 꽃(이17)) 핀다.                     
           ດອກໄມ (ø)້ ບານ 
            꽃(ø) / 핀다. 
       나. 아버지께서 주무셨습니다.       
            ພ່ໍ(ø) ນອນ ແລ້ວ
          아버지(ø)/자다/벌써(과거시제)

17) 주격 조사 ‘이/가’는 구어체에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문어체의 경우에는 문법적 절차에 
따라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께서’는 주어로서
의 격을 나타내는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장 내에서 생략이 허용되지 않다. 그
리고 주어가 단체나 기관인 경우에는 ‘에서’의 생략이 불가능하다(허용, 2005: 216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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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ລັດຖະບານ(ø) ລາຍງານ ວ່າ ຫຍັງ?
            정부(ø)/ 발표하다/ ~라고/무엇

(48)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주체가 되는 말 뒤에 붙어 사용
되는 주격 조사 ‘이/가’ 형태가 있는데 어순 구조는 ‘주어(이/가)+동사’로 구성되어 있
다. 주격 조사 ‘이’는 ‘꽃’이 주어로 기능하도록 ‘꽃’과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56나)에
서도 마찬가지로 주격 조사 ‘께서’는 높여야 되는 주체인 ‘아버지’가 주어로 기능하도록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56다)에서는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정부’와 결합하여 주
어로 기능하도록 표시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서 라오어 문장에서는 한국어의 주격 조사 
‘이/가’와 달리 형태적이나 가시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어순에 의해 통사적인 의미 
기능을 무표지 ‘ø’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문장 성분이 ‘주어+서술어’의 두 성분
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양어의 문장 어순도 동일하다. 

2.4.2. 목적격 조사

한국어에는 목적격 조사 ‘을/를’가 있다. 목저격 조사 ‘을/를’은 문장 속에서 어떤 행
위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 목적격 조사도 주격 
조사와 마찬가지로 라오어에는 형태적으로 격 표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무표지 ‘ø’격
으로 또는 어순에 의해 격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시를 통하여 양어의 격 실현 방식을 비
교·대조해보고자 한다.

   (49) 가. 물(을) 마셨다.            
           ດ່ືມ(ø) ນ້ໍາ ແລ້ວ
           마시다/(ø)물/~었
       나. 뉴스(를) 봤다.            
          ເບ່ິງ (ø)ຂ່າວ ແລ້ວ
          보다/(ø)뉴스/~았
       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ຂ້ອຍ (ø)ຮັກ ພ່ໍແມ່ 
          나/사랑하다/(ø)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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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격 조사 ‘을/를’은 선행 명사와 함께 쓰여 그 명사
를 목적어로 기능하도록 표시해 주고 있다. 한국어는 ‘목적어(을/를)+동사’의 어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어체에서 목적격 조사 ‘을/를’을 생략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라오어에
서는 문어체이든 구어체이든 목적격 조사 ‘을/를’과 같은 격 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만 목적어를 나타내는 말은 항상 동사 뒤에 놓여 쓰인다. 라오어는 ‘동사+목적어/주어+
동사+목적어’의 어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 뒤에 나타난 그 말이 목적어로 기능한
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어는 격 표지로 격을 나타내고 있지만 라오어는 어
순에 의해 무표지 ‘ø’격으로 격을 나타내고 있다.

2.4.3. 부사격 조사

라오어에서는 한국어의 격조사에 일대일로 대응할 수 있는 격 표지가 존재하지 않지
만 품사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라오어의 전치사가 한국어의 격조사 중에 부사격 조사와 
의미 기능적 공통점이 있다. 

한국어와 라오어에서 통사적 기능을 하는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와 라오어의 전치사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15>와 같다.18) 

한국어 부사격 조사의 의미 및 격 표시 라오어 전치사의 의미 및 격 표현

부사
격 

장소 에, 에서 ຢູ່, ‘ທ່ີ
상대 에게, 한테, 께, 에 ໃຫ້, ແກ່, ເພ່ືອ, ສໍາຫລັບ, ແດ່
비교 보다, 처럼, 만큼 ກ່ວາ, ເຫມືອນ, ເທ່ົາ
공동 와/과 ກັບ
방향 에, (으)로, 에게 ທາງ, ໃນ

출발점 부터, 에서 ແຕ່, ຕ້ັງແຕ, ຈາກ
한계점 까지 ເຖິງ, ຮອດ, ຫາ
시간 에, (으)로 ເມ່ືອ,  ຕອນ, ເວລາ 

도구/ 수단 (으)로 ດ້ວຍ, ໂດຍ,   

<표 15>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라오어 전치사 비교 

18)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라오어 전치사를 비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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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하는 전치사가 
많이 있지만 일대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라오스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사격 조사의 정
확한 의미를 파악한 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부사격 조사를 모국어로 의미를 
번역하여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 ‘에’와 라오어 전치사

부사격 조사 ‘에’는 어떤 명사 뒤에 붙어 결합해 쓰이느냐에 따라, 또한 어떤 서술어가 
같이 쓰이느냐에 따라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달라진다. 주로 낙착점, 원인, 범위, 시간, 
대상, 방향, 첨가 등의 의미를 나타내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에 관
하여 다 다루지 않고 라오어 전치사가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부만
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소
장소를 나타내거나 장소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는 ‘에’를 들 수 있다. 

‘에’는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곳이나 처소
를 나타낸다. 사람이나 사물이 그 곳이나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무정명
사 뒤에 놓여 쓰이는데, 대부분 ‘있다, 없다, 계시다, 체류하다, 머무르다, 살다, 앉다, 눕
다, 놓다, 쓰다, 걸다, 넣다, 붙이다, 찍다, 많다, 적다’ 등과 같은 표현과 같이 사용된다. 

라오어 전치사는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와 가장 유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
인 표현은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50)  가. 나는 기숙사에 있다.         
             ຂ້ອຍ(ø) ຢູ່ ຫໍພັກ
             나(ø) /에 있다/ 기숙사
         나. 오늘 도서관에 학생들이 많다  
             ມ້ືນ້ີ ຢູ່ ຫໍ ສະ ໝຸດ ນັກ ຮຽນ(ø) ຫລາຍ
             오늘/에/ 도서관/ 학생(ø)/많다

(50가, 나)에서처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의 의미 기능과 비슷한 라오어 전치사는 
‘ຢູ່[u:]’가 있는데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쓰인다. 그리고 ‘ຢູ່[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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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와 ‘있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에 있다’와 대응된다.

② 원인
부사격 조사 ‘에’는 어떠한 현상에서 이유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

로 단순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는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반 원인을 나타낼 때 ‘로’와 바꾸어서 사용해도 가능하다.

   (51) 가. 애기가 천둥소리에 깼다.   
           ເດັກນ້ອຍ ຕ່ືນ ເພາະ ສຽງຟ້າຮ້ອງ
           애기/깨다/에/ 천둥소리/
       나. 내 신발이 비에 젖었다.    
           ເກີບ ຂ້ອຍ(ø) ປຽກ ຍ້ອນ ຝົນ
           내 신발(ø)/ 젖다/ 에/ 비/

(51)에서는 어떤 이유나 원인으로 인하여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에’가 사
용되는데, 이러한 상황과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 ‘에’처럼 사용될 수 있는 라오어 표현
은 ‘ຍ້ອນ...(ຈ່ືງ), ເພາະ...(ຈ່ືງ)’이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 부사격 조
사에 대응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라오어의 표현은 대부분 전치사이지만 원인이나 이
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에서는 일부 접속사 ‘ຍ້ອນ...(ຈ່ືງ), ເພາະ...(ຈ່ືງ)’이 ‘에’와 대응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접속조사는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연결어미도 대응할 수 있는 의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지 않
기로 한다. 

     
③ 이동· 진행 방향
부사격 조사 ‘에’는 어디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목적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

어 쓰이는 경우는 주로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다, 오다, 다니다, 도착하다’ 등과 
같이 사용한다. 

   (52) 가. 여동생은 회사에 다닙니다.        
            ນ້ອງສາວ(ø) ຖ້ຽວເຮັດວຽກ ຢູ່(ທ່ີ) ບໍລິສັ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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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ø) / 다니다 / 에 / 회사/
        나. 여동생은 방금 공항에 도착했다.   
            ນ້ອງສາວ ຫາກໍ ຮອດ(ທ່ີ) ເຮືອນ
            여동생/ 방금  /왔다 / 집에 /
        다. 그는 방금 공항에 왔다.           
            ລາວ(ø) ຫາກໍ ຮອດ (ທ່ີ)ສະຫນາມບິນ
            그 사람(ø) /방금 / 도착하다/(에) 공항/

(52)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쓰이는 ‘에’와 대응할 수 있는 라오어 전
치사는 ‘ຢູ່(ທ່ີ)[u(thi)]’가 있는데 이러한 이동의 목적지인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 쓰일 
수 있지만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라오어는 어순에 의해 격 표현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치사를 생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  

④ 시간
부사격 조사 ‘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쓰여 어떠한 행위나 동작, 사건, 상

태가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시간을 나타내는 ‘어제, 오늘, 
내일, 이제, 지금, 방금, 아까, 이따가’ 등과 같은 말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53) 가. 한국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  
           ຢູ່ເກົາຫລີ (ຕອນ) ລະດູຫນາວ ຫິມະ(ø) ຕົກ ຫລາຍ 
           에/한국/ 에 /겨울 / 눈(ø) / 내리다 /많이
       나. 나는 매일 저녁 8시에 운동한다.   
           ຕອນແລງ ທຸກມ້ື ເວລາ 8 ໂມງ ຂ້ອຍ(ø) ອອກກໍາລັງກາຍ
            저녁 /매일/ 에/ 8시/ 나(ø)/ 운동하다
       다. 내일 오후에 수업이 있다.         
           ມ້ືອ່ືນ ເວລາ ຕອນບາ່ຍ ມີ ຊ່ົວໂມງຮຽນ
            내일/ 에/ 오후/ 있다 / (ø)수업

한국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부사격 조사 ‘에’가 사용되어 ‘때, 동안, 어떤 시간’
의 의미를 표시해준다. 한국어 ‘에’에 대응할 수 있는 라오어의 전치사는 ‘ ເມ່ືອ,  ຕອນ, 
ເວລາ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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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상
부사격 조사 ‘에’는 어떤 행위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과 어떤 작용이 일어나

는 대상 등의 뜻을 나타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또한 다른 많은 용법도 지니고 있다. 다음
의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54) 가. 그는 대학교 도서관에 책을 기증했다.      
           ລາວ(ø) ບໍລິຈາກ ປ້ືມ ໃຫ້ແກ່ ຫໍສະໝຸດ ໂຮງຮຽນ
           그(ø) / 기증하다 /책 / 에 /   도서관  / 학교
        나. 할머니는 매일 꽃에 물을 주었다.           
            ແມ່ເຖ້ົາ(ø) ຫົດ ນໍາ້ ໃຫ້ ດອກໄມ້ ທຸກມ້ື
             할머니(ø)/주다/ 물/에/ 꽃/ 매일 

(54)의 ‘에’는 어떤 것을 받는 주체를 나타내는 말 뒤에 놓여 쓰이며 ‘무엇을 받는 대
상’이라는 의미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주다, 바치다, 기증하다, 대다’ 등과 같은 서술
어와 함께 쓰여 받는 대상이 무정명사일 때 또는 단체일 때 사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에 대응되는 라오어 전치사는 ‘(ໃຫ້)ແກ່’가 있다. 그리고  라오어
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ໃຫ້)ແກ່’가 ‘주다, 기증하다, 바치다’등과 같은 서술어와 함
께 사용된다. 

   (54) 가. 우리 형은 책을 쓰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ອ້າຍຂ້ອຍ ມົກມຸ່ນ ກັບການ  ຂຽນປ້ືມ
            우리 형(ø)/열중하다/에/책/쓰다
        나.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미소에 매혹되었다.  
            ພະເອກ(ø) ຫລົງສະເນ່ (ນໍາ) ຮ້ອຍຍິມ ຂອງ ນາງເອກ
            남자주인공(ø)/매혹되다/(에)/미소/의/여자주인공

(54)의 ‘에’는 어떤 행위자의 행위가 영향을 주는 대상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무엇
을 대상’으로 삼아 의미를 나타내거나 관계를 표시해준다. 일반적으로 ‘미치다, 빠지다, 
매혹하다, 열중하다’등과 같은 서술어와 함께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에’에 대응되는 라오어의 전치사는 ‘ກັບ’ 또는 ‘ກັບການ+ 동사’와 ‘ກັບຄວາມ+형용사’
의 형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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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가. 젖은 옷이 강한 햇볕에 말랐다.      
           ເສ້ືອທ່ີປຽກ ແຫ້ງ ດ້ວຍ ແດດກ້າ ແລ້ວ
           젖은 옷(ø)/말리다/ 에/ 강한 햇볕/었(벌써)
       나. 나는 끓인 물에 고기를 데쳐 먹었다. 
           ລວກ ຊ້ິນ  ດ້ວຍ ນ້ໍາທ່ີຟົດແລ້ວ ກິນ
           데치다/고기/ 에/ 끓인 물/었/먹다

(54)의 ‘에’는 어떤 행위나 상태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도구를 통해 격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 ‘무엇을 사용하여’라는 의미를 표시한다. 이는 라오어에서 전치사 ‘ດ້ວຍ’ 및 
‘ໂດຍ’와 대응이 가능하다. 

⑥ 첨가
부사격 조사 ‘에’는 무엇으로 더 추가함을 받는 명사 뒤에 붙어 함께 사용되어 ‘무엇을 

더해짐’을 나타내 주는 의미 기능을 표시해 준다. 

   (55) 가. 커피에 설탕을 조금 넣었다. 
           ໃສ່ ນ້ໍາຕານ ລົງໃນ ກາ ກາເຟ ຫນ້ອຍຫນ່ືງ
           넣다/ 설탕(ø)/ 에/ 커피/ 조금
        나. 1에 1을 더하다.           
            1ບວກ ກັບ1
           1/더하다/에/1

(56)의 ‘에’는 ‘첨가’의 의미 기능으로 사용되는데 라오어의 이에 대응될 수 있는 표현
은 ‘ໃນ’와 ‘ກັບ’이 있다. (65가)에서 나타난 상황에서는 ‘ໃນ’가 ‘에’에 대응되는 의미 기
능을 지니고 있지만, (65나)에서 수학적인 의미 기능을 표시하는 상황에서는  ‘ກັບ’이 대
응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에’와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기준, 비교, 단위
부사격 조사 ‘에’는 어떤 기준을 토대로, 그 기준점이 되는 말 뒤에 붙어 쓰이며, ‘그 

기준을 통해 어떤 것과 비교해’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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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가.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십니까?  
           ອອກກໍາລັງກາຍ ຈັກ ຄ້ັງ ຕ່ໍ ຫນ່ືງ ອາທິດ 
           운동하다/ 몇 / 번 / 에 / 일주일
       나. 밥은 빵보다 건강에 더 좋다.  
           ເຂ້ົາ ດີ ຕ່ໍ ສຸຂະພາບ ກ່ວາ ເຂ້ົາຈ່ີ
           밥/좋다/에 /건강/ 보다/ 빵
       다. 이 사과는 한 개에 1000원이다. 
           ໝາກແອ໋ບເປ່ີນ ຫນ່ວຍ ລະ 1000 ວອນ
           사과(ø)/ 한 개 / 에 / 1000 원

(57)의 ‘에’는 선행 명사 ‘일주일, 한 개, 건강’이 기준이나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표시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에 대응될 수 있는 표현은 전
치사 ‘ຕ່ໍ, ລະ, ກັບ’이 있다. (57가)에서는 [기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라오어
에서는 전치사 ‘ຕ່ໍ’가 대응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 (57나)는 [비교]의 의미
를 나타내고 있는데 라오어 전치사 ‘ຕ່ໍ’가 이에 대응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 
(57다)에서는 [단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표시해주고 있는 ‘에’에 대응될 수 있는 
라오어 전치사는 ‘ກັບ’이다. 

⑧ 자격
부사격 조사 ‘에’는 어떤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뽑히다, 임명되다, 취임하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
러한 상황에서는 ‘으로’로 바꾸어 사용해도 가능하다. 

   (58) 가. 그가 언어 교육원 원장에 뽑혔다.        
           ລາວຖຶກເລືອກ ເປັນ ຫົວຫນ້າສູນພາສາ 
           그 사람(ø)/ 뽑히다/에/ 원장/ 언어교육원
       나. 누가 인문학대학 학장에 임명되었습니까? 
           ໃຜ(ø) ຖຶກແຕ່ງຕ້ັງ ເປັນ ຄະນະບໍດີ ຄະນະມະນຸດສາດ?
           누구(ø)/임명되다/에/ 학장/ 인문학대학

(58)의 ‘에’는 사람의 어떤 자격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
응되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의 표현은 ‘ເປັ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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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서’와 라오어 전치사

부사격 조사 ‘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장소, 
출발점, 비교, 이유, 배경’ 등으로 분류되어 사용된다. 

① 장소
부사격 조사 ‘에서’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거나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쓰인다. 

   (59) 가.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ວານນ້ີ ຮຽນ ໜັງສຶ ຢູ່(ທ່ີ) ຫໍສະໝຸດ
           어제/공부하다/에서/ 도서관
        나. 나는 매일 집에서 밥을 먹는다.    
           ຂ້ອຍ ກິນ ເຂ້ົາ ຢູ່ ເຮືອນ ທຸກມ້ື
           나(ø)/먹다/에서/ 집/ 매일     

(59가, 나)의 ‘에서’는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쓰이며, 앞의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의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나 위치를 나타낸다. 이때 ‘에
서’의 의미 및 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라오어의 전치사는 ‘ຢູ່ທ່ີ[u:thi]’가 있다. 그러나 ‘ຢູ່
ທ່ີ[u:thi]’는 주어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쓰인다. (59가, 나)에
서처럼 볼 수 있듯이 ‘ທ່ີ[thi]’를 생략해서 오직 ‘ຢູ່[u:]’만 써도 의미는 달라지지는 않다. 
다만 강조할 때 ‘ທ່ີ[thi]’와 같이 붙어 쓸 수 있는 것뿐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의미 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라오어 전치사는 ‘ຢູ່
[u:]’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② 출발점 
부사격 조사 ‘에서’는 장소, 시간,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출발

점, 시작점, 근원, 출처’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 

   (60) 가. 9시에 부산에서 출발했다.  
           ໄດ້ອອກ ຈາກ ພູຊານ ເວລາ 9 ໂມງເຊ້ົ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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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했다/ 부산/ 에 / 9시/ 오전
       나. 그는 미국에서 왔다.       
           ລາວ ມາ ຈາກ ອາເມລິກາ
          그 사람/왔다/에서/ 미국

(60)의 ‘에서’는 ‘공간적인 출발점, 출처’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상황에서 ‘에서’에 
대응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는 라오어의 표현은 전치사 ‘ຈາກ’이 있다. ‘ຈາກ’
은 공간적인 거리로 ‘어디에서 나오다’와 ‘어디에서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
기도 한다. ‘서술어+ ຈາກ+ 장소’의 구성으로 사용된다.  

③ 근거·이유
부사격 조사 ‘에서’는 근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쓰이는데 어떤 행위의 

근거나 이유가 됨을 표시해 준다. 그 근거나 이유로 인해 후행절에서 어떤 동작이나 행
위가 이루어진다. 이때 ‘로’와 ‘에’로 바꿔도 가능하다. 

   (62) 가.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ຂ້ອຍ ເຮັດວຽກ ຫນັກ ຍ້ອນ ຄວາມຮັກ ຄອບຄົວ
             나/일하다/ 열심히/에서/ 사랑/ 가족
       나. 그는 빚을 갚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  
            ລາວ ຫາເງິນ ຍ້ອນ ສະຖານະ ທ່ີຕ້ອງໄດ້ ໃຊ້ຫນ້ີ
             그 사람/돈/벌다/에서/입장/갚아야 되다/빚

(62)의 부사격 조사 ‘에서’는 ‘어떤 근거로 인하여, 어떤 동기로 인하여, 어떤 원인으
로 하여’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표시한다. (62가)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유나 동
기가 되어 후행절의 ‘열심히 일한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62나)에서는 빚을 갚아야 된다
는 입장이 원인이 되어  ‘돈을 벌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상황에서는 ‘에서’와 대
응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는 라오어의 표현은 접속조사에 포함된 ‘ຍ້ອນ, ເພາ
ະ’이 있다. 

④ 비교
부사격 조사 ‘에서’는 어떤 비교의 기준이 되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에 비교 하여’

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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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가. 이 상황에서 더 좋은 방법이 없다.             
            ໃນ ສະຖານະການ ແບບນ້ີ ບ່ໍມີ ວິທີ(ø) ທ່ີດີ ກ່ວານ້ີ
            에서/상황/이/ 없다/ 방법(ø)/ 좋다/ 더
        나. 그 선수는 평균 표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ນັກກິລາ ຄົນນ້ັນ ບ່ໍແຕ່ກຕ່າງ ຈາກ ມາດຕະຖານ ຫລາຍ
             선수/그/ 떨러지지 않다/에서/ 표준/ 많이

(63가)의 ‘에서’는 선행 단어 ‘이 상황’에 의해 기준을 비교하고, (62나-다)의 ‘에서’는 
선행 단어 ‘표준’에 의해 기준을 비교해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대응될 수 있는 의미 기
능을 지니는 라오어 표현은 전치사 ‘ໃນ, ກ່ວາ, ຈາກ’이 있다. ‘ໃນ’는 (63가)의 ‘에서’에 
대응될 수 있고, ‘ກ່ວາ, ຈາກ’는 (63나)의 부사격 조사 ‘에서’에 대응할 수 있다.  

다. ‘(으)로’와 라오어 전치사

부사격 조사 ‘로’도 다른 부사격 조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예문을 통해서 제시하겠다. 

① 수단, 도구, 재료
도구, 수단, 재료, 원료를 나타내거나 이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 ‘로’를 들 

수 있다. ‘로’는 어떤 것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나 재료, 또한 무엇을 할 때 수단, 도구
를 나타낼 때 쓰이는데 ‘(으)로써’의 형태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로 ‘(으)로’가 더 
일반화가 된다.

   (64) 가. 나는 매일 버스로 학교에 가요.  
           ຂ້ອຍ(ø)  ໄປ  ໂຮງຮຽນ ດ້ວຍ  ລົດເມ
           나(ø) /가다 / 학교 /  로  /버스
       나. 칼로 수박을 잘랐다.           
           ຜ່າ ໝາກໂມ ດ້ວຍ ມີດ
           자르다/수박(ø)/로/ 칼

(64가-나)의 ‘로’는 수단이 도구가 되는 재료, 원료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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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4)의 부사격 조사 ‘에서’는 ‘~이용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라오어의 ‘ດ້ວຍ’[du:ai]전치사가 ‘로’에 대응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
다. 도구나 수단 등을 나타내 주는 명사 앞에 쓰인다. 

② 방향
부사격 조사 ‘(으)로’는 이동의 방향과 목적지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데 그 

목적지는 지정된 목적지로 되기도 하고, 지정되지 않은 방향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65) 가. 이 버스는 낙성대 쪽으로 간다.       
            ລົດເມຄັນ ນ້ີ ໄປ ທາງ ນັກຊອງແດ
            이 버스/ 가다/쪽으로/낙성대
       나. 운동할 겸 매일 계단으로 갔다.       
           ໄປ ທາງຂ້ັນໄດ ທຸກມ້ື ທັງເປັນ ການອອກກໍາລັງກາຍ
            가다/ 계단/ 매일/ 겸/ 운동하다
       다. 방금 2번 버스가 기숙사로 지나갔다.  
          ມ້ືກ້ີ ລົດເມ 2 ກາຍໄປ ທາງຫໍພັກແລ້ວ 
          방금/ 2번 버스/ 지나갔다

(65)의 부사격 조사 ‘에서’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기능하는데 ‘ ~(으)로 향하
여’의 의미를 나타낸다. 주로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까지 이동의 의미를 지니는 서술어‘ 
가다, 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지나가다’ 등과 같은 단어와 함께 쓰이며, 또한 일반적
으로 ‘~의 쪽으로’의 형태로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서 ‘에서’에 대응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의 표현은 ‘ທາງ, ເບ້ືອງ’이 있다. 전치사 ‘ທາງ, ເບ້ືອງ’는 
‘쪽’이라는 의미가 내포되기도 한다. 

③ 변화
부사격 조사 ‘로’는 명사 뒤에 붙어 사용되는데 그 명사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거나 

어떤 새로운 상태나 형태로 변화됨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으로 표시한다. 주로 ‘바꾸다, 
변화되다, 변하다, 달라지다’ 등과 같은 서술어와 함께 사용된다. 

   (66) 가.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은 5년을 4년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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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ຢູ່ໂຮງຮຽນພວກເຮົາ ຫລັກສູດປໍຕີ 5ປີ ປ່ຽນ ເປັນ 4ປີ 
            우리 대학교(ø)/ 학사과정/ 5년/ 바꾸다 /로 /4년
        나. 가을 날씨가 갑자기 겨울 날씨로 변했다.         
           ອາກາດ ລະດູໃບໄມ້ຫລ່ົນ ປ່ຽນເປັນ ອາກາດລະດູໜາວ
            날씨(ø)/ 가을/ 변하다/ 로/ 날씨/ 겨울

(66가)에서는 ‘학사과정이 4년으로 변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66나)에서는 ‘가을 날
씨가 겨울 날씨로 변화되었다’는 의미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때 한국어 부사격 조
사 ‘로’에 대응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닌 라오어의 표현은 ‘ເປັນ’이다.   

④ 자격
부사격 조사 ‘(으)로’는 어떤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는 명사와 함께 사

용되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표시해 준다. 앞에 온 단어가 종성이 자음이면 ‘(으)로’
를 사용하고 모음으로 끝나면 ‘로’를 쓴다. 또한 ‘(으)로서’의 형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67) 가. 그는 영어 강사로 학원에서 강의해 본적이 있다.  
           ລາວ ເປັນ ອາຈານ ພາສາອັງ ເຄີຍ ສອນຢູ່ ສະຖາບັນ
           그 사람/강사/영어/적이 있다/강의하다/ 학원
       나. 국민들은 그를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로 삼는다.   
           ປະຊາຊົນ ຖືເອົາ ລາວ ເປັນນັກກິລາ ທິມຊາດດີເລີດ 
           국민(ø)/사랑하다/그(ø)/로/선수/국가대표/훌륭하다
   
(67)의 ‘(으)로’는 자격, 신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자격, 신분을 지니고 있

는~’의 의미 기능을 표시해 준다. 주로 ‘삼다, 손꼽다, 부르다, 뽑다, 태어나다’ 등과 같
은 어떤 자격이나 신분에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서술어와 함께 사용된 경향이 있다. 이
러한 경우에서 ‘(으)로’에 대응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의 표현은 ‘ເປັນ’이
다. ‘ເປັນ’는 한국어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의미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지니므로 이에도 
대응되기도 한다. 

⑤ 원인
부사격 조사 ‘로’는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데 ‘사고, 사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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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현상’ 등과 같은 말에 붙어 사용되어 ‘~ 인하여, ~ 때문에, ~원인이 되어’의 의미를 
표시해 준다. 

   (68) 가. 올해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 사람이 감소되었다.  
            ປີນ້ີ ຄົນ ຕາຍ ຍ້ອນ ອຸປະຕິເຫດ ລົດຈັກຫລຸດລົງ
             금년/사람(ø)/죽다/로/사고/오토바이
       나. 메르스로 많은 학교에서 휴강했다.               
           ຫລາຍໂຮງຮຽນ ພັກຮຽນ ຍ້ອນພະຍາດເມຣສ
           많다/학교(ø)/휴강하다/로/메르스 (Mers)
    
(68)의 부삭격 조사 ‘로’는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이 되도록 표시해 준다. (79가)에서

는 사고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감소되었다는 의미를 표시해 주었다. (79나)에서는 병으
로 인하여 많은 학교에서 휴강하게 되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한국
어 부사격 조사 ‘(으)로’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 표현은 ‘ຍ້ອນ’이다. 위의 
예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⑥ 시간
부사격 조사 ‘(으)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데 어떤 행동이 일어나

는 시간을 강조하거나 시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69). 가. 내일 오후로 야구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ການແຂ່ງຂັນເບສບອນ ແມ່ນ ຈະເລ່ີມຕາມ ເວລາຕອນບ່າຍມ້ືອ່ືນ
             경기 / 야구 / 이다 /~을 것이다./시작되다/에/오후/ 내일

(69)의 ‘(으)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행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표시해 
‘그 때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 ‘(으)로’에 대응될 수 있는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의 표현은 ‘ໂດຍ, ຕອນ, ໂດຍເວລາ/ຕາມເວລາ’이 있다. 또한 어떤 때는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고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않다. 

라. ‘에게’와 라오어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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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격 대상
부사격 조사 ‘에게’는 주어의 어떤 행위나 영향을 주고받는 대상, 어떤 감정이나 느낌

을 주고받는 대상, 또한 어떤 비교의 대상 등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된다. 

   (70) 가. 어머니는 동생에게 돈을 주셨다.                     
           ແມ່ ໃຫ້ ເງິນ ແກ່ ນ້ອງ
           어머니/주다/에게/동생
        나. 자기 가족들에게 실망시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ບ່ໍມີໃຜ ຢາກ ໃຫ້ ຄອບຄົວຕົວເອງ ຜິດຫວັງ
            없다/사람/원하다/에게/가족/자신/실망
        다. 그는 한국 친구에게 한국말을 배웠다.                 
            ລາວ ຮຽນ ພາສາເກົາຫລີ ນໍາໝູ່ເກົາຫລີ
            그 사감/배우다/한국말/한국친구
        라. 이 신발이 나에게 좀 크다.                          
            ເກີບ ຄູ່ນ້ີ ໃຫຍ່ ໜ້ອຍໜ່ຶງ ສໍາຫລັບ ຂ້ອຍ 
            신발/이/크다/조금/에게/나

(70가)의 ‘에게’는 문장 내에서 주어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명사 뒤에 붙어 쓴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주다, 가다, 가르치다, 말하다, 알리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쓴다. 또는 행
위를 주는 명사 뒤에 붙어 쓰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다, 받다, 얻다, 당하다’ 등
의 동사와 함께 쓰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사격 조사 ‘에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미 기
능을 가지고 있는 라오어의 표현은 전치사 ‘ແກ່[kɛ:]’가 있다. (70나)의 ‘에게’에 대응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의 표현은 ‘ໃຫ້’가 있다. (70다)의 ‘에’에 대응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의 표현은 전치사 ‘ນໍາ’이다. (70라)의 ‘에게’에 대응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의 표현은 ‘ສໍາຫລັບ’가 있다. 여격 대상이 되는 상황
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라오어의 표현은 몇 가
지 있다. 첫째, 예문 (70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에 오는 명사가 어떠한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경우에 ‘ແກ່’가 대응할 수 있고, 둘째, (70나)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에 오는 명사가 어떠한 행위의 영향을 주는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ນໍາ, ກັບ, ໃຫ’이 대응할 수 있고, 셋째, 위의 (71다)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에 오는 명사나 말이 어떠한 느낌을 주는 대상, 또한 어떠한 감정을 갖게 하는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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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ຕ່ໍ, ກັບ’가 대응할 수 있다. 넷째, 위의 (71라)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에 오는 명사나 사람이 비교와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ສໍາຫລັບ’이 대응할 수 
있다. 

  
② 범위
부사격 조사 ‘에게’는 어떤 소유나 이동의 목적지가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된다. 또한 앞에 오는 말이 무엇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표시하기도 한다. 

   (71) 가. 너의 가방은 나에게 있다.                
           ກະເປົາຂອງເຈ້ົາ ຢູ່ ກັບ ຂ້ອຍ
           네 가방/있다/에게/나
       나. 우리 동생은 주말마다 친구에게 놀러 간다. 
           ນ້ອງຂ້ອຍໄປຫລ້ິນ ນໍາ ໝູ່ ທຸກທ້າຍອາທິດ
           나의 동생/놀러가다/에게/친구/주말마다
       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ບັນຫານ້ີ ບ່ໍແມ່ນ ບັນຫາ ງ່າຍ ສໍາຫລັບ ພວກເຮົາ
           문제/이/ 아니다/문제/쉽다/에게/우리

(71가)의 ‘에게’는 가방을 가지고 있다는 대상인 것을 나타내는 ‘나’라는 말 뒤에 붙어 
쓰인다. 이는 가방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을 표시해 준다. 이러한 경우에서 한국어 부사
격 조사 ‘에게’에 대응할 수 있는 라오어의 표현은 전치사 ‘ນໍາ, ກັບ’이다. (71나)의 ‘에
게’는 앞의 오는 말이 어떤 이동의 목적지 또한 어떤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다. 주로 ‘가
다, 오다’와 같은 이동의 의미를 지니는 서술어와 함께 사용된 경향이 있다. ‘친구에게 
놀러 간다.’에서처럼 행위의 진행 목적지임을 나타내는 ‘친구’라는 말 뒤에 붙어 표시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게’에 대응할 수 있는 라오어의 표현은 전치사 ‘ຫາ’가 있
다. (71다)의 예문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에게’는 어떤 상태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
체에 붙어 쓰인다. 이때는 상태나 어떤 느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렵다, 쉽다, 필요하
다’ 등과 같은 서술어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서 ‘에게’에 대응
할 수 있는 라오어의 표현은 ‘ສໍາຫລັບ’가 있다. 

③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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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격 조사 ‘에게’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대상인 명사와 함께 사용되
며 주로 피동사와 사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다.

   (72) 가. 내 손이 벌에게 물려서 많이 부었다.  
           ມື ພອງ ຫລາຍ ເພາະ ຖືກ ເຜ້ີງ ດັນ 
           손/붓다/많이/아서/에게/물리다/                      
       나. 엄마가 동생에게 약을 먹게 하였다.   
           ແມ ່ໃຫ້ ນ້ອງ ກິນ ຢາ
           엄마/에게/동생/먹다/약

(72가)의 예문에서처럼 부사격 조사 ‘에게’는 피동문에서 어떤 행위자를 나타내는 말
과 함께 쓰여 의미를 표시해준다. 이때는 피동사 ‘잡히다, 입히다, 빼앗기다, 물리다, 밟
히다’ 등과 함께 쓰인다. 이러한 경우에서 ‘에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는 라오
어의 표현은 ‘ຖືກ’이 해당된다. 또한 ‘ຖືກ’는 한국어처럼 피동접미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피동문에서는 조동사 ‘ຖືກ’을 사용한다. (72나)의 ‘에게’는 사동문에서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을 받는 대상이 되는 말 뒤에 쓰여 ‘누구로 하여금’의 의미를 나타내
는 기능을 표시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가지는 
라오어의 표현은 ‘ໃຫ້’가 해당된다. 

마. ‘부터’와 라오어 전치사

부사격 조사 ‘부터’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같이 사용되어 시간의 시작점이 됨을 표
시해 준다. 

   (73) 가. 내일부터 운동을 하기로 했다.            
            ຕ້ັງແຕ່ ມ້ືອ່ືນ ວ່າຈະ ອອກກໍາລັງກາຍ
            부터/내일/~기로 하다/운동하다
       나. 그는 주말마다 8시부터 9시까지 운동한다. 
          ທຸກທ້າຍ ອາທິດ ລາວ ອອກກໍາລັງກາຍ ແຕ່ 8ໂມງ ຫາ 9ໂມງ 
           마다/주말/그 사람/ 운동하다/부터/8시/까지/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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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가)의 ‘부터’는 시간을 나타내는 ‘내일’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 ‘운동을 하는 시
작점’은 ‘내일’이라는 의미를 표시해 주고 있다. 또한 (73나)에서처럼 어떤 행동이나 행
위가 일어나는 시작점과 끝나는 시간의 범위를 표시할 때는 ‘~부터~까지’의 형태로 사용
된다. 이러한 경우에서 ‘부터’에 대응될 수 있는 라오어의 표현은 ‘ຕ້ັງແຕ່’가 있다. 전치
사 ‘ຕ້ັງແຕ່’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의 시작점을 표시해 
준다.  

   
바. ‘까지’와 라오어 전치사

부사격 조사 ‘까지’는 어떤 범위나 한계의 끝점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공
간적인 범위, 시간의 범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74) 가.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ຕ້ອງ ສ່ົງ ບົດລາຍງານ ຮອດມ້ືອ່ືນ
            꼭/제출하다/보고서/까지/내일
       나. 그는 주말마다 8시부터 9시까지 운동한다. 
           ທຸກທ້າຍ ອາທິດ ລາວ ອອກກໍາລັງກາຍ ແຕ່ 8ໂມງຫາ 9ໂມງ 
            마다/주말/그 사람/ 운동하다/부터/8시/까지/9시
       다. 과제는 10쪽까지 하면 된다.             
           ວຽກບ້ານ ເຮັດ ຮອດ ຫນ້າທີ 10
            과제/하다/까지/쪽/10

(73가)의 ‘까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내일’과 함께 사용되어 시간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일으키는 시간적 범위의 끝점을 표시해 주고 있다. (73나)의 ‘까
지’는 ‘운동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내는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 문장 내
에서 ‘~부터 ~까지’의 구성으로 사용된다. (73다)의 ‘까지’는 과제를 해야 하는 범위의 
‘10쪽’의 한계점을 표시해 주고 있다. 부사격 조사 ‘까지’에 대응될 수 있는 기능을 지니
는 라오어의 표현은 전치사 ‘ຮອດ, ຫາ, ຈົນຮອດ, ຈົນເຖິງ’이다. 

사. ‘만큼’과 라오어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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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격 조사 ‘만큼’은 어떤 정도의 비교되는 기준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사용
되어 어떠한 기준 비교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의 정도의 차이점이 크게 없을 때나 또한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 부정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비교 대상 + 비교 기준의 
대상 + 만큼 + 비교 내용’의 구성으로 쓰인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용
법을 살펴볼 수 있다.  

   (73) 가. 나는 땅과 하늘만큼 부모님을 사랑한다.      
            ຂ້ອຍ(ø) ຮັກ ພ່ໍແມ່ ເທ່ົາຟ້າ ກັບ ດິນ
             나(ø)/사랑하다/부모/만큼/하늘/과/땅
       나. 우리 동생은 너의 동생만큼 키가 크지 않았다. 
           ນ້ອງ ຂອງ ຂ້ອຍ ບ່ໍໃຫຍ່ ເທ່ົານ້ອງ ຂອງເຈ້ົາ
           동생/의/나/지 않다/크다/만큼 /동생/의/너

(73가)의 ‘만큼’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하늘’과 ‘땅’의 정도와 비슷한 정
도의 의미를 표시해 주고 있다. (73)의 ‘만큼’은 ‘우리 동생의 키 정도’는 ‘너의 동생의 
키 정도’와 비슷하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내어 부정문에서 사용한 예문이다. 이러한 경우
에서 ‘만큼’에 대응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의 표현은 전치사 ‘ເທ່ົາກັບ, ເທົ່
າ’이다. 

아. ‘보다’와 라오어 전치사

부사격 조사 ‘보다’는 비교 기준의 대상이 되는 말과 결합하여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더욱, 덜, 더, 훨씬’ 등과 같은 부사어와 함께 사용되어 비교 내용이 더 확장된다. ‘비교 
대상+ 비교 기준 대상+ 보다+ 비교 내용’의 구조로 사용된다. 

   (74) 가. 그는 남동생보다 키가 작다.   
        ລາວ ຮູບຮ່າງ ຕ່ໍາ ກວ່າ ນ້ອງຊາຍ
        그사람(ø)/키/작다/보다/남동생                        
       나. 비행기가 기차보다 더 빠르다. 
            ຍົນ ໄວ ກ່ວາ ລົດໄຟ 
           비행기(ø)/빠르다/ 보다/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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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가)의 ‘보다’는 비교 기준 대상이 되는 ‘남동생’이라는 말 뒤에 붙어 사용되어 남동
생의 키가 ‘그 사람’의 키와 비교하면 더 크다는 의미를 표시해 주고 있다. (74나)의 ‘보
다’는 비교 기준 대상이 되는 ‘기차’라는 말과 결합되어 쓰이는데 비행기의 속도가 기차
의 속도와 비교하면 더 빠르다는 의미를 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부사격 조
사 ‘보다’에 대응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의 표현은 전치사 ‘ກວ່າ’이다. 이
는 ‘비교 대상+ 비교 내용+ ກວ່າ+ 비교 기준 대상’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자. ‘와/과’와 라오어 전치사

부사격 조사 ‘와/과’는 공동이나 동등비교 대상이 되는 명사와 함께 쓰인다. 더 구체
적으로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75) 가. 나는 어제 친구와 같이 저녁을 먹었다. 
           ຂ້ອຍ ກິນ ເຂ້ົາແລງ ກັບ ຫມູ່ ວານນ້ີ 
            나(ø)/먹다/저녁/와/ 친구/어제
       나. 그는 형과 얼굴이 비슷하다.           
           ລາວ ໜ້າຕາ ຄ້າຍຄື ກັບ ອ້າຍ
           그 사람(ø)/얼굴/비슷하다/과/형

부사격 조사 ‘와/과’는 (75가)의 예문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동일한 동작이나 
행위를 같이 하는 대상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여 ‘나하고 친구는 어제 저녁을 함께 먹었
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같이, 함께’와 같이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 (75나)의 ‘와/과’는 비교 대상이 되는 ‘형’과 함께 결합되어 ‘그 사람의 얼굴이 형
의 얼굴이 비슷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주로 ‘같다, 비슷하다, 유사
하다, 다르다’ 등과 같은 서술어와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위에서 대표적인 예문이나 ‘와
/과’의 용법을 살펴보면 이에 대응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의 표현은 전치
사 ‘ກັບ’이다. 

차. ‘처럼’과 라오어 전치사

부사격 조사 ‘처럼’은 어떤 비교 기준 대상이 되는 말과 함께 결합하여 사용되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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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비교 기준 대상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표시해 준다. 

   (76) 가. 나는 형처럼 수영을 잘 하고 싶다.  
           ຂ້ອຍ ຢາກ ລອຍນ້ໍາ ເກ່ັງ ເໝືອນກັບ ອ້າຍ
            나(ø)/고 싶다/수영하다/잘하다/처럼/너
       나. 그 여자는 인형처럼 얼굴이 귀엽다. 
           ຜູ້ຍີງຄົນ ນ້ັນ ໜ້າຕາ ໜ້າຮັກ ຄ້າຍກັບ ຕຸກກະຕາ
            그 여자(ø)/얼굴(ø) /귀엽다/처럼/인형

(76가)의 ‘처럼’은 ‘나의 수영 실력’과 ‘형의 수영 실력’을 비유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
하여 ‘형’이라는 비교 기준 대상과 결합하여 사용되어 ‘형이 수영을 잘하는데 나도 형의 
수준 정도 수영을 하고 싶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76나)의 ‘처럼’은 ‘그 여자’와 ‘인형’
의 얼굴을 비유하는 의미 기능을 하는데 ‘그 여자의 귀여움은 인형의 귀여움과 같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의하면 ‘처럼’에 대응될 수 있는 라오어의 표현은 전치사 ‘ເໝືອນ
ກັບ, ຄ້າຍກັບ’이다. 부사격 조사 ‘처럼’의 용법은 ‘ 비교 대상+ 비교 기준 대상+처럼+ 비
교 되는 내용’의 구성으로 되며, 라오어의 전치사 ‘ເໝືອນກັບ, ຄ້າຍກັບ’은 ‘ 비교 대상+ 
ເໝືອນກັບ/ຄ້າຍກັບ+비교 기준 대상+ 비교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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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라오스인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 양상 

1. 오류 분석 이론과 자료 분석 절차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가 격조사를 쓸 때 어떤 오류를 생산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라오스인 학습자가 산출한 자료를 수집하고 오류의 판정과 
분류 기준에 따라 오류 양상을 분석하여 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고자 한다. 본 연
구의 학습자의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초·중급 학습자의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정문과 오류문·사용 빈도·오류·오류율을 분류표로 정리)

↓

오류 양상 및 원인 분석

 <표 16> 오류 분석 절차

 

1.1. 오류 분석 이론

이인숙(1985)에 의하면 언어교육에서 학습자가 저지른 오류는 실수(mistake)와 오류
(error)로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다. 언어 수행 상에서 유발한 일시적인 잘못을 실수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실수는 학습자가 언어를 표출할 때 그 표현에 관하여 알고 있으나 우
연히 발생되는 경우이다. 오류는 잠재 능력에서부터 나타난 잘못을 뜻한다. 정리하면 오
류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원칙이나 규칙에서 벗어나 나타내는 경우이다. 1950
년 이전 오류 분석 연구는 대조 분석 연구보다 활발하지 못했고 많이 없었으나 그 후로
부터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가 늘어났다. 오류 분석은 언어 학습자들이 표출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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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고 오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난이도를 판정하는 것이다. 브라운(Brown, 1980: 
168)은 제2 언어 교육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사나 연구자들은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운(Brown, 1994), 리차드(Richards, 1974), 셀린커(Selinker, 1974), 코더
(Corder, 1971) 등 많은 연구자들이 오류의 원인에 관하여 다양한 학설을 제시해 왔는
데,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언어 간 간섭 오류(interlingual 
interference), 언어 내적 간섭 오류(intralingual interference), 그 외의 오류 원인은 
교과 과정이나 교재, 교사 등 학습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와 사회적 상황에 의해
서 발생한 오류이다. 테일러(Taylor, 1975)는 학습자의 목표 언어의 수준이 고급단계로 
올라갈수록 언어 간 간섭이 감소하고 언어 내 간섭이 증가한다고 언급하였다(허용·김선
정, 2014:10-12).

이정희(2003:62)에서 오류 분석(error analysis)이란 오류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 기
준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하여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 오류가 나타나는 빈도수에 따라서 
난이도를 추정하는 이론이라 한다. 학습자들이 일으키는 오류를 판정할 때 정확히 구별
해야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자료 선
정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생성하는 ‘오류(error)’와 ‘실수(mistake)’를 분류하는 작업이 
어려운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오류를 구별할 때 어떤 주관으로 보느냐에 따
라 자료에 나타난 오류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허용·김선정(2014:13)에서도 오류 분석의 한계점에 관하여 제시한 것이 있다. 첫째, 
오류를 분석하는 기준과 교수법, 개인적인 주관, 분석자에 따라 범주가 다를 수 있고, 객
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주의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오류가 없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댜양한 문장을 구사하여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몇 가지 유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활동에 집중하여 학습의 범위를 국한시키고 나아가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키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오류의 빈도에 따라 명확히 난이도를 설정하는 데에 문
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오류의 빈도가 높다고 해서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도 없고, 또는 
오류의 빈도가 낮다고 해서 난이도가 낮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넷째, 이해 자료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고 표현 자료의 과잉 강조가 일어날 수 있다. 언어는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모든 영역은 중
요한 것이다. 오류 분석은 오류의 원인을 파악할 때 학습자의 실수와 회피에 관해서는 
밝혀줄 수 없다는 점이나 오류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 단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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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의 오류 양상만을 설명해 줄 뿐이며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은 증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1.2. 오류의 판정과 분류 기준

학습자의 자료 수집 방법에 이어서 학습자의 자료를 분석할 때 필요한 오류의 판정과 
분류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정 기준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
다. 무엇을 오류로 분류할 것인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판정 기준과 학습자에 따라서 오류를 분석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판정의 객관적
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다. 

코더(Corder,1981)는 제2 언어 학습자들의 자료에서 오류를 밝히기 위해서는 문장의 
해석과 목표어로 재구성이 가능하고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라면 그 문장을 오류문으
로 정하고 연구 대상의 문장으로 선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구성한 문장과 학습자의 
산출된 원 문장의 다른 점을 서술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의 모
국어를 통해 번역 형식을 사용해서 오류의 원인이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
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듈레이 외(Dulay, Burt & Krashen, 1982)에서 제기한 오류의 분류(Surface 
Strategy Taxonomy) 형식에 의하면 ‘누락(Omission)’, ‘첨가(Addition)’, ‘오형태
(Misformation)’, ‘오순서(Misordering)’로 분류하였고, 에설튼(Etherton,1977)에서
도 마찬가지로 문법 요소별로 비슷한 오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기한 바 있는데 관
사와 전치사에 관해서는 오류 ‘누락된 것 (Omitted)’, ‘불필요하지만 삽입된 것
(unnecessary but inserted)’, ‘잘못된 사용(wrong one used)’으로 분류하였다(이은
경, 1999:18). 

고석주(2004:229-250)에서는 조사 오류를 ‘조사의 생략’, ‘조사의 대치’, ‘조사의 첨
가’, ‘조사의 형태 오류’, ‘조사의 환언 오류’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누락 오류는 조사
가 없는 언어권 학습자의 경우에 흔히 일으키는 오류이고, 초급 학습자부터 고급 학습자
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치 오류는 조사의 의미 기능에 익숙하지 
못해 발생하며, 조사 오류 유형 중에서 초급 학습자부터 고급 학습자까지 가장 많이 일으
키는 오류이기도 하다. 첨가 오류는 과잉 적용된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하며, 학습자들이 
특별한 용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라고 하였다. 특히 초급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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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일으키는 오류라고 하였다. 형태오류는 음운적으로 두 가지의 이형태를 지니는 조사
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형태를 사용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여 혼용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발음을 구별하지 못해서 혼용한 경우가 있다. 환언오류는 조사의 용법을 알고 있지 
못한 학습자가 다른 의미적 표현을 사용하여 조사의 의미를 대신하는 경우이다. 

 오류 판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문법성(Grammaticality)’과 ‘수용가능성
(Acceptability)’에 의하여 기준을 선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민진영, 2002:22, 이서현, 
2009:7, 이은경, 1999:15). 라이온스(Lyons,1977)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문법성’은 
의미와 형태적으로 완성된 언어형식을 갖춘 현상이다. ‘수용가능성’은 혼동하기 쉬운 용
어이며 언어적 요인 외의 요소가 개입된 문맥 내에서도 자연스러운 경우를 일컫는 용어
로서, 화용적 차원을 아우르는 의미이다(이은경, 1999:4). 커널과 스웨인(Canale & 
Swanin,1980)에서 문법성은 의사소통 능력(Grammatical competence)과 같은 개념인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이라고 언급하였다(민진영, 2002:22).   

이정희(2003:69)에서도 마찬가지로 문법성(Grammaticality)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면서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완성된 형식을 갖춘 경우라면 문법성을 지
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 
구조 안에서의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위에서 
다룬 여러 견해를 반영하여 ‘문법성(Grammaticality)’과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의 기준에 의하여 오류 판정 기준을 삼겠다. 한국어는 구어체에서 조사를 생략해도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어체에서는 문법 규칙을 따라 사
용해야 하므로 격조사를 격 문법 규칙대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
들은 한국어 격조사를 사용할 때 문법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산출된 자료에 나타난 격조사의 오류 양상을 분
석하기 위하여 오류의 판정과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루겠다. 

첫째, 학습자들이 구어체처럼 격 조사를 사용해야 할 위치에 쓰지 않거나 생략한 경우
가 나타나면 오류로 삼는다. 

둘째, 격조사의 의미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거나 문장 내에서 격조사와 서술어
의 호응관계가 이상하거나 어색한 경우가 나타나면 오류로 본다. 

셋째, 실수인지 아닌지를 따로 예외로 삼지 않고 잘못된 경우는 오류로 본다. 
넷째, 격조사와 관련되어 나타난 잘못된 문장을 격조사의 오류로 본다. 
다섯째, 번역 테스트는 모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은 문장은 무효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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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더(Corder, 1981:23)는 오류 분석의 방법에 관하여 5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
① 언어분석용 자료를 선정한다. 
② 표본자료에 나타난 오류를 식별한다. 
③ 오류를 분류한다. 
④ 오류를 설명한다. 
⑤ 오류를 평가한다.

이정희(2003:74-77)에서는 오류 분석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오류 분석과 학습자들의 전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류문과 정문을 
모두 다 입력한다. 각 범주별 총 사용회수와 오류율 등을 판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므
로 모든 문장들을 입력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둘째, 정문과 오류문을 구별한다. 어떤 문장에서 오류가 의심된다면 대상 자료로 선정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맥락 등 글과 관련된 것을 판정해야 하는 모든 오류도 포함시킨다.

셋째, 오류문을 정문으로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학습자들 오류의 
원인과 오류가 구분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으나 필요한 과정이라 한다. 

넷째, 오류를 음운, 문법, 단어, 기타 등으로 세분화하고 빈도를 밝혀 분류표를 작성하
는데 맞는 것의 개수와 오류의 개수를 같이 기록한다. 조사와 어미, 시제, 높임법, 보조 
용언, 어순은 형태·통사론적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라 제시한다. 

다섯째, 각각의 오류를 그 원인과 유형에 의해 분류한다. 오류문으로 판정된 문장들을 
추출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오류는 어절 단위를 통해 그 유형을 분류한다. 

오류 분석 기준에 관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류의 분류를 ‘누
락 오류’, ‘대치 오류’, ‘첨가 오류’로 나누고 오류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19)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조사 교육 방안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이 세 가지 오
류 유형에 의하여 분류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오류 유형
에 따르기로 한다. 오류 유형별 오류 판정 기준과 세부 오류 유형 표시 방식은 다음의 
<표 17>과 같다 .

19) 고석주(2004)에서 제시한 누락 오류, 대치 오류, 첨가 오류 유형을 재인용하여 오류 분
석 기준으로 삼고 형태 오류 유형을 생략한 것은 예비실험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음운적으로 나타난 형태 오류가 없으므로 본 실험에서 학습자의 자료를 분석할 때 음운
적 형태 오류 유형 기준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격조사를 교육할 때 기본적으로 형
태를 교육해야 하고 음운적으로 형태 오류 빈도가 높지 않아도 교육해야 하는 요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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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 오류 판정의 기준 오류 표시 방식20)

(LC → RI)

누락 격조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올바른 표현(LC) → ø(RI)

대치 올바른 격조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격조사를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표현(LC) → 잘못된 표현(RI)

첨가 격조사를 쓰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 
격조사를 사용하는 경우 ø(LC) → 잘못된 표현(RI)

<표 17> 오류 유형별 판정의 기준 및 오류 표시 방식

예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격조사’를 ‘*’로, ‘올바른 격조사’를 ‘ü ’로 표시하
는 방식으로 한다. 아래 예문과 같다. 

   (77) 가. 격조사 ‘이’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쓰지 않은 경우 <누락>
           저는 매일 수업*Ø(ü이) 좀 있습니다.
           
        나. 올바른 격조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격조사를 쓴 경우 <대치>
           친구*가(ü를) 많이 사귀었다. 
          
        다. 격조사를 쓰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 쓴 경우 <첨가>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üØ) 한국어학과 4학년학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희(2003:74~77)에서 다룬 오류 분류 절차와 기준을 인용하여 격조
사 오류 분석을 수행한다. 즉, (1) 정문과 오류문을 구별한다. (2) 오류문을 정문으로 수
정한다. (3) 오류를 세분화하고 빈도를 확인하여 분류표를 작성한다. 이 때 정(正)의 개
수와 오(誤)의 개수를 함께 기록한다. (4) 각각의 오류를 그 원인과 유형에 따라 분류한
다. 이의 오류 분석의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자료를 검토
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65명의 학습자가 산출한 자유 작문에서 나타난 모든 격조사와  문
법성 판단 테스트 및 번역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모든 문장을 엑셀(Microsoft Excel 
program 2010)에 입력하고 격조사가 사용된 빈도, 오류 빈도, 오류율을 정리하였다.

20) 잘못된 격조사‘RI’를 사용할 때 올바른 격조사‘LC’로 고치는 경우 ‘LC→RI’로 표시한다. 
'C': Correct/L: left 'I': Incorrect/ 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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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오스인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 양상

본 절에서는 본 실험의 결과에 따라 라오스인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과제별로 나타난 오류를 살펴본 후에 각 격조사의 구체적인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오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과제별 오류 양상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는 문장 내에서 조사의 쓰임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때 한국어 조사는 한국어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문법 요소이므로 초급부터 
학습해야 된다. 격조사는 문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법 요소일수록 한국어 학습자
들에게도 더욱 명확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하
기 위하여 학습자가 어떤 유형의 오류를 주로 범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인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 양상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 번역 판단 테스트 그리고 
자유 작문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 양상을 나누어서 살피기로 한다. 우선 문항이 일치된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 양상을 살피고, 다음으로 문항이 일치된 번역 테스
트에서 나타난 오류 빈도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산출한 자유 작문에서 나타
난 격조사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1.1.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 양상

코더(Corder,196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류는 대상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허용·김선정, 2013:11). 학습자의 오류가 중
요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떤 오류를 나타내는지와 오류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학습자의 오류 분석과 오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습자들
이 생산한 자료를 오류의 판정과 오류 분류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제시하도록 한다. 앞
서 언급한 바처럼 본 연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문항이 
일치된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격조사의 오류 양상을 먼저 살피기로 한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테스트 중의 하나이며 학습자가 문법 규칙에 관한 지식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
구에서는 예비 실험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인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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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를 중심으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을 구성하여 수행하였
다. 오류 유형별로 나타난 격조사의 오류 빈도 중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주격 조사 ‘이/가’의 5문항, 목적격 조사 ‘을/를’의 5문항,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는 각각 5문항으로 설정하여 객관식 2개의 격조사를 선택한 형식으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은 올바른 격조사와 잘못된 격
조사 2개 중 올바른 격조사를 잘 선택하여 사용할 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기 때문에 대치 오류밖에 나타나지 않았고, 누락 오류와 첨가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을 설정하여 수행한 목적은 학습자의 격조사와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서술어에 속한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려는 목적과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 빈도와 양
상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1) 격조사별 오류 양상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라오스인 학습자의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전체적인 오류 양상은 아래의 <표 18>과 <그림 2>
과 같다. 

격조사 오류 빈도(A) 사용횟수(B) 오류율(A/B)(%)
주격 조사 이/가 116 325 35.7 

목적격 조사 을/를 161 325 49.5  

부사격 조사 에 112 325 34.5  
에서 128 325 39.4  

<표 18>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격조사별 전체 오류 빈도 및 오류율(%)

<그림 2>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격조사 전체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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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문법성 판단성 테스트에서는 목적격 조사의 오류율
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1) 목적격 조사 외에,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 모두에
서, 오류율이 30%가 웃도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라오스인 학
습자들이 한국어의 조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라오스
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적절한 교육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학년별 오류 양상

다음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학년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을 살펴보고자 한
다. 학년별로 나타난 각 격조사의 오류 빈도 및 오류율을, 주격 조사‘이/가’, 목적격 조
사‘을/를’, 부사격 조사 ‘에/에서’의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9>과 같다. 

격조사 학년
오류 빈도

(A)
사용횟수

(B)
오류율(%)

(A/B)

주격 
조사

이/가
2학년 37 115 32.2  
3학년 38 110 34.5  
4학년 41 100 41.0  

목적격 
조사

을/를
2학년 62 115 53.9  
3학년 52 110 47.3  
4학년 47 100 47.0  

부사격 
조사

에
2학년 41 115 35.7  
3학년 33 110 30.0  
4학년 38 100 38.0  

에서
2학년 48 115 41.7  
3학년 39 110 35.5  
4학년 41 100 41.0  

<표 19>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학년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21) 이는 라오어와 한국어의 격 표시 실현 방식의 차이에 의한 간섭효과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
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오류 양상과 원인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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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에서 학년 별 오류율만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학년별 격조사 오류율(%)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이 학년 간에 동일한 문항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오스인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는 한국어의 숙달도가 올라감
에 따라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주격 조사 ‘이/가’의 경우는, 2학년이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였고, 반대로 4학년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목적격 조
사 ‘을/를’의 경우에도 3학년과 4학년의 오류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경우에도 4학년의 오류율이 3학년의 오류율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격조사 사용은 고학년이 되어도 여전히 혼동
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주격 조사 ‘이
/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3) 오류 유형별 오류 양상

다음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격조사의 오류 유형별 오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주격 조사 ‘이/가’의 오류, 목적격 조사 ‘을/를’의 오류,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
의 오류 순으로 살피기로 한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 별 격조사의 
오류 빈도와 오류율은 다음의 <표 20>와 같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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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 오류 유형
(LC → RI)

 오류빈도
(A)

사용횟수
(B)

오류율(%)
(A/B)22)

주격 
조사

이/가
대치 이/가 → 을/를 116 325 35.7 
누락 이/가 → Ø - - -
첨가 Ø → 이/가 - - -

목적격 
조사

을/를
대치 을/를 → 에 161 325 49.5  
누락 을/를 → Ø - - -
첨가 Ø → 을/를 - - -

부사격 
조사

에
대치

에 → 을/를 87 325 26.8 
에 → 에서 25 325 7.7 

누락 에 → Ø - - -
첨가 Ø → 에 - - -

에서
대치 에서 → 에 128 325 39.4 
누락 에서 → Ø - - -
첨가 Ø → 에서 - - -

<표 20>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별 빈도 및 오류율(%) 

위의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격 조사의 오류 유형별 오류는 대치 오류만 나
타났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은 올바른 격조사와 잘못된 격조사 2개 중 올바른 격
조사를 선택하는 문항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누락 오류와 첨가 오류 유형이 없다. ‘이/가 
→ 을/를’ 오류만이 나타났고 35.7%를 차지하였다. ‘이/가 → Ø’ 오류와 ‘Ø → 이/가’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목적격 조사 ‘을/를’의 오류 유형별 오류는 ‘을/를 → 에’ 오류가 49.5%를 차지하였
다. ‘을/를 → Ø’ 오류와 ‘Ø → 을/를’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사격 조사 ‘에’의 세부 오류 유형별 오류는 ‘에 → 을/를’ 오류가 26.8%를 차지하였
고, ‘에 → 에서’ 오류는 7.7%를 기록하였다. 

부사격 조사 ‘에서’의 세부 오류 유형별 오류는 ‘에서 → 에’ 오류가 39.4%로 나타났
다. ‘에서 → Ø ’ 오류와 ‘Ø →에서’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22) 오류 유형별 나타난 오류율은,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총 사용횟수 325회 중에서 나타난 ‘을
/를→에’ 대치 오류의 빈도 161회를 오류율로 계산한다. ‘Sum(주격 조사의 오류 빈도 
’161‘/ 주격 조사 총 사용 빈도 ’325‘)*10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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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 양상

번역 테스트는 모국어와 한국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
어 간 간섭을 확인하기 위하여 라오어의 문장 어순과 전치사가 나타난 문장을 위주로 번
역 테스트 10문항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한국어 격조사와 라오어 전치사가 비슷
한 의미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대일로 대응할 수 없는 문법 요소이기 때문에 발
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문항이다.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는 보통 격
조사를 사용할 때 일대일로 라오어의 전치사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라오어의 10문장을 구성하여 번역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라
오스인 한국어 학습자가 라오어의 전치사가 나타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모국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파악하려는 목적이며, 라오어가 어순에 의하여 격을 나타
낼 때 한국어로의 번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오류를 일으키는지를 판단하고 오
류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테스트이다.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격조사 오류 양상은 격조사 별 오류 양상, 학년 별 오류 빈도 양상, 오류 유형 별 오류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격조사별 오류 양상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라오스인 학습자의 주격 조사(이/가), 목적격 조사(을/를), 부
사격 조사 ‘에’ 및 ‘에서’의 전체적 오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외에 부사격 조사 ‘에
게’의 오류 양상도 살피기로 한다. 부사격 조사 ‘에게’의 오류 양상을 살피는 것은 ‘에게’
가 라오어 전치사와 관련된 오류일 뿐만 아니라 ‘에’와 ‘에게’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격조사 오류빈도
(A)

사용횟수
(B)

오류율(%)
(A/B)

주격 조사 이/가 24 260 9.2  
목적격 조사 을/를 37 195 19.0  

부사격 조사
에 207 390 53.1  

에서 5 65 7.7  
에게 16 65 24.6  

<표 21>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격조사의 전체 오류 빈도 및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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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격조사별 전체 오류율(%)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번역 테스트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의 오류율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사격 조사 ‘에게’의 오류율이 24.6%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차지하였다. 부사격 조사 ‘에서’의 오류율이 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부사격 조사 ‘에’나 ‘에게’의 오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라오스
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를 사용하는 데에 모국어의 전치사
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전치사 ‘ຢູ່[u]’, ‘ແກ່ [kɛ]’의 간섭으로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를 보여준다.   

2) 학년별 오류 양상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학년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을 살피고자 한다. 주격 조사 ‘이
/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순으로 살피기로 한다. 학년별
로 나타난 각 격조사의 오류 빈도 및 오류율은 다음의 <표 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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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 학년 오류 빈도
(A)

사용횟수
(B)

오류율(%)
(A/B)

주격 
조사

이/가
2학년 7 92 7.6  
3학년 2 88 2.3  
4학년 15 80 18.8  

목적격 
조사

을/를
2학년 13 69 18.8  
3학년 13 66 19.7  
4학년 11 60 18.3  

부사격 
조사

에
2학년 75 138 54.3  
3학년 75 132 56.8  
4학년 57 120 47.5  

에서
2학년 - 23 - 
3학년 3 22 13.6  
4학년 2 20 10.0  

에게
2학년 6 23 26.1  
3학년 3 22 13.6  
4학년 7 20 35.0  

<표 22>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학년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그림 5>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학년별 각 격조사의 오류율(%) 

위의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2학년이 가장 높은 오류 빈도를 기
록하였다. 

번역 테스트의 문항도 학년 간에 동일한 문항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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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수 있듯이, 라오스인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는 한국어의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부사격 조사 ‘에’의 오류율 외에는 4학년의 오류율이 
다른 학년의 오류율보다 더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즉, 주격 조사 ‘이/가’의 경우는, 
4학년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고, 반대로 3학년과 2학년이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였
다. 목적격 조사 ‘을/를’의 경우에도 오류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나 4학년이 2,3학년
보다 더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부사격 조사 ‘에게’의 경우에도 2,3학년의 오
류율이 4학년의 오류율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격조사의 오류 양상을 통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고학년에 올라감에도 불
구하고 조사의 이해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
자들이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3) 오류 유형별 오류 양상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각 격조사의 세부 오류 유형별 오류를 살피고자 한다. 주격 
조사 ‘이/가’의 오류, 목적격 조사 ‘을/를’의 오류,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오류 순
으로 살피기로 한다.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학년별 및 격조사별 세부 오류 유형 빈도는 다음의 <표 23>
과 같다. 

격조사 오류 유형
(LC → RI)

오류 빈도
(A) 

사용횟수
(B)

오류율(%)
(A/B)

주격 
조사

이/가
대치 이/가 → 을/를 19

260
7.3

이/가 → 에게 3 1.2
누락 이/가 → Ø 2 0.8
첨가 Ø → 이/가 - -

목적격 
조사

을/를
대치

을/를 → 에 21

195

10.8
을/를 → 이/가 7 3.6
을/를 → 에서 3 1.5

누락 을/를 → Ø 4 2.1
첨가 Ø → 을/를 5 2.6

부사격 
조사

에 대치
에 → 을/를 3

390
0.8

에 → 으로 1 0.3

<표 23>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별 빈도 및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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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격 조사 ‘이/가’의 세부 오류 유형별 오류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가 → 을
/를’의 오류율은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적격 조사 ‘을/를’의 세부 오류 유형별 오류율은 ‘을/를 → 에’의 오류율이 10.8%
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부사격 조사 ‘에’의 세부 오류 유형별 오류율은 위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 → 에서’의 오류율이 24.4%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에 → 에게’
의 오류율이 13.6%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차지하였다. 부사격 조사 ‘에서’의 세부 오류 
유형별 오류율은 ‘에서 → 에’의 오류율이 6.2%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부사격 
조사 ‘에게’의 오류율은 ‘에게 → 이/가’의 오율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에게 → 에’의 오류율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차지하였다. 

번역 테스트에서는 세부 오류 유형별 나타난 오류는 평균적으로 ‘에 → 에서’의 오류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에 → 에게’ 오류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혼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3. 자유 작문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 양상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유 작문 테스트에서는 라오스국립대학교 학생 2·3·4학년의 중간 
시험지를 수집하였다. 학년별 본 쓰기 시험 ‘주제’는 학습 기간이 다르고 학습하는 한국

에 → 이/가 1 0.3
에 → 은/는 1 0.3
에 → 에서 95 24.4
에 → 에게 53 13.6

누락 에 → Ø 41 10.5
첨가 Ø → 에 2 0.5

에서
대치 에서 → 에 4

65
6.2

에서 → 을/를 1 1.5
누락 에서 → Ø - -
첨가 Ø → 에서 - -

에게
대치

에게 → 을/를 3

65

4.6
에게 → 은/는 4 6.2
에게 → 이/가 5 7.7
에게 → 에 4 6.2

누락 에게 → Ø - -
참기 Ø → 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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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법 표현 등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각각 학년 수준에 적합한 주제로 제
시하였다. 그리고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치른 시험은 학교에서 이미 배웠던 문법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쓰기 시험을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자유 작문 테스트는 그간 배운 문법을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하도록 유
도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말에서 조사를 사용하는 양상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자유 작문에서 나타난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오류 빈도를 위주로 살피고자 한다. 전체 사용횟수·오류 빈도·오류
율(%), 학년별로 나타난 각 격조사의 오류 빈도, 세부 유형별 나타난 오류 빈도의 순으
로 살피기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격조사별 오류 양상

자유 작문에서 나타난 각 격조사별 전체의 오류 양상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격 조사 ‘이/가’의 전체 오류,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 부사격 조사 ‘에
서’의 전체적인 오류 양상은 다음의 <표 24>와 <그림 6>과 같다.  

격조사 오류 빈도(A)  사용횟수(B) 오류율(A/B))(%)
주격 조사 이/가 28 148 18.9 

목적격 조사 을/를 54 336 16.1 

부사격 조사
에 35 201 17.4 

에서 18 88 20.5 

<표 24> 자유 작문에서 나타난 격조사별 전체 오류 양상

<그림 6> 격조사 별 전체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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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 작문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서’의 오류율
이 20.5%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나 모든 격조사의 오류율이 16%와 20% 사이의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자유 작문에서 나타난 격조사 별 오류율이 다른 과제에서 나타난 
오류율과 비교하면 30%를 넘지 않지만 자유 작문에서는 학습자들은 자기 자신이 초급
부터 학습했던 격조사들인 만큼 잘 이해하고 아는 격조사만을 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오류율이 15%를 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한국어의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 쓰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오류가 발생
하는 구체적인 오류 원인은 다음 절에서 밝히고자 한다. 

2) 학년별 오류 양상

다음은 자유 작문에서 나타난 학년별 오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순으로 살피기로 한다. 자유 작문 테
스트에서 나타난 격조사 오류 빈도는 아래의 <표 25>와 같다. 

격조사 학년
오류 빈도

(A)
사용횟수

(B)
오류율(%)

(A/B)

주격 
조사

이/가
2학년 9 46 19.6  
3학년 11 62 17.7  
4학년 8 40 20.0  

목적격 
조사

을/를
2학년 16 145 11.0  
3학년 17 93 18.3  
4학년 21 98 21.4  

부사격 
조사

에
2학년 22 124 17.7  
3학년 5 58 8.6  
4학년 8 19 42.1  

에서
2학년 8 42 19.0  
3학년 2 10 20.0  
4학년 9 36 25.0  

<표 25> 작문에서 나타난 학년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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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유 작문에서 나타난 학년별 격조사의 오류율(%)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라오스인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는 한국어의 숙달도가 올
라감에도 불구하고 격조사의 쓰임에 있어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부
사격 조사 ‘에’의 경우는, 4학년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목적격 조사 ‘을/를’과 
부사격 조사 ‘에서’의 경우에도 2학년과 3학년의 오류율이 4학년의 오류율보다 낮게 나
타났고, 반대로 4학년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주격 조사 ‘이/가’의 경우에는 
모든 학년의 오류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더 높은 학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류율이 감소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한국어의 숙달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오
류율이 더 증가된 것이다. 라오스인의 한국어 격조사 사용은 학년에 관계없이 여전히 혼
동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주격 조사 ‘이/
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오류 유형별 오류 양상

자유 작문 테스트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오류율 중 부사격 조사 ‘에’의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유 작문에서 나
타나는 격조사의 오류 유형별 오류 양상은 다음의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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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격조사 ‘이/가’의 오류 유형별 나타나는 
격조사 오류는 ‘이/가 →을/를’의 오류율이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적격 조사
의 오류 유형별 오류율은 ‘을/를 → Ø’이 5.4%로 가장 높게 기록되었다. 부사격 조사 

격조사 오류 유형
(LC → RI)

 오류 빈도
(A)

사용횟수
(B)

오류율(%)
(A/B)

주
격 
조
사 

이/가
대치

이/가 → 을/를 15

148

10.1 
이/가 → 에서 1 0.7 
이/가 → 에 1 0.7 
이/가 → 은/는 4 2.7 

누락 이/가 → Ø 6 4.1 
첨가 Ø → 이/가 1 0.7 

목
적
격 
조
사 

을/를
대치

을/를 → 이/가 15

336

4.5 
을/를 → 에 4 1.2  
을/를 → 에게 1 0.3  
을/를 → (으)로 2 0.6  
을/를 → 은/는 6 1.8  

누락 을/를 → Ø 18 5.4 
첨가 Ø → 을/를 8 2.4  

부
사
격  
조
사

에
대치

에 → 이/가 2

201

1.0
에 → 에서 10 5.0
에 → 까지 1 0.5
에 → 을/를 2 1.0
에 → 은/는 1 0.5

누락 에 → Ø 8 4.0
첨가 Ø → 에 11 5.5

에서
대치

에서 → 으로 1

88

1.1
에서 → 에 10 11.4

누락 에서 → Ø 3 2.3
첨가 Ø → 에서 5 5.7

<표 26> 작문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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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오류 유형별 오류율은 ‘Ø → 에’와 ‘에 →에서’ 각각 5.5%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사격 조사 ‘에서’의 오류 유형별 오류율은 ‘에서 → 에’가 11.4%로 가장 높
게 기록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주격 조사 ‘이/가’와 목적격 조사 ‘을/를’의 쓰임
에 대하여 혼동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
를 더욱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격조사의 유사점이나 차
이점을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2.2. 격조사별 구체적인 오류 양상

본 절에서는 세 가지의 테스트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학습
자의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IV장에서 한국어 격조사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각 격조사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는데 주격 조사 ‘이/가’의 오류 양상, 목적격 
조사 ‘을/를’의 오류 양상,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오류 양상의 순으로 살피기로 한
다. 

격조사별 구체적인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 과제에서 나타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27>과 <그림 8>와 같다. 

오류 유형
(LC → RI)

오류 빈도
(A)

사용횟수
(B)

오류율(%)
(A/B)

대치

에서 → 에 142 478 29.7 

을/를 → 에 186 856 21.7 

이/가 → 을/를 150 733 20.5 

에 → 에서 130 916 14.2 

누락 에 → Ø 49 916 5.3 

첨가 Ø → 을/를 13 856 1.5 

<표 27> 평균적으로 각 격조사의 가장 높은 오류 빈도 및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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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라오스인 학습자의 격조사 전체적인 오류율(%) 

위의 <그림 8>에서 보는 바처럼 세 과제에서 나타난 오류는 평균적으로 대치 오류가 
가장 높은 오류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누락 오류가 높은 오류율을 나타냈고, 첨가 
오류는 가장 낮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세 과제에서 나타난 모든 오류를 합친 전체 평균 오류율은 ‘에서 → 에’의 대치 오류
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을/를 → 에’의 대치 오류가 21.7%로 높게 
나타났다. 누락 오류는 부사격 조사 ‘에 → Ø’의 누락 오류가 5.3%로 가장 높게 기록하
였고, 첨가 오류는 ‘Ø →을/를’의 첨가 오류가 1.5%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나타난 오류는 부사격 조사 ‘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혼동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격조사는 부사격 조
사 ‘에’로 보인다. 이는 부사격 조사 ‘에’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
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더 구체적인 오류 양상은 다음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시 정리하면 오류 유형별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차지하는 오류 양상은 다음의 <표 
28>과 같다. 

오류 유형(LC → RI) 오류율(%)

대치 에서 → 에 29.7 

누락 에 → Ø 5.3 

첨가 Ø → 을/를 1.5 

<표 28> 오류 유형별 가장 높은 오류율을 차지한 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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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체 대치 오류는 부사격 조사 ‘에서’를 부사격 조사 ‘에’로 대치한 오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사격 조사 ‘에서’를 써야 되는 위치에 부사격 조사 ‘에’를 대신 사
용하여 오류를 일으킨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
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전체 누락 오류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의 누락 오류가 가장 높은 오류율을 차지
하였다.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해야 되는 자리에 쓰지 않고 생략하여 오류를 일으킨 현
상이다. 이러한 오류 현상을 통하여 조사가 존재하지 않은 라오어의 간섭으로 인하여 누
락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라오어의 동사는 아무 조사를 요구하지 않아
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동사를 라오어 동사처럼 
조사를 무시하고 의미만을 생각하여 문장을 생산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격조사를 생
략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셋째, 첨가 오류는 목적격 조사 ‘을/를’의 첨가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쓰면 안 되는 자리에 써서 오류를 일으킨 현상인데 학습
자가 목적격 조사 ‘을/를’을 과잉 적용한 경우이다. 

아래의 <표 29>에서 오류 유형별 나타난 대표적인 오류 양상을 정리한 예문을 볼 수 
있다. 

오류 유형
(LC → RI) 예문

① 대치 ‘에서 → 에’

가. 메콩강*에(ü에서) 수영할 수 있다.(w-SY2)
나. 제 동생은 은행*에(ü에서) 일을 해요.(t-SY3-4)
다. 한국어학과*에(ü에서) 공부한 지 4년이 되었다. 
(w-SY4)

② 누락 ‘에 → Ø’

가. 날마다 여섯 시*Ø(ü에) 일어나요.(w-SY3)
나. 나는 한국*Ø(ü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를 
배웠다.(w-SY4)
다. 지금 비엔티안*Ø(ü에) 도착합니다.(t-SY2·3·4)

③ 첨가 ‘Ø → 을/를’
가. 한국어를*(üØ) 전공이다.(w-SY4)
나. 지금*을(üØ) 한국어를 잘못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요.(w-SY2)

<표 29> 전체적인 유형별로 가장 높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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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주격 조사 ‘이/가’오류 양상
 
주격 조사 ‘이/가’를 다른 격조사로 대치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예문을 통하여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① ‘이/가 → 을/를’ 대치 오류 양상
‘이/가 → 을/를’ 대치 오류는 주격 조사 ‘이/가’를 사용해야 되는 자리에 목적격 조

사 ‘을/를’을 대신 사용한 경우이다.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 양상은 다
음과 같이 볼 수 있다. 

   (78) 가. 친구*를(ü가) 많이 있습니다.(w-SY4)
       나. 청다정이라는 친한 친구*를(ü가) 생겼다.(w-SY3)
       다. 오전 수업*을(ü이) 끝난 후에 친구와 같이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간

다.(w-SY2)
       라. 나는 축구*를(ü가) 제일 싫어요.(g-SY2·3·4)
       마.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를(ü가) 부럽다.(g-SY2·3·4)
  
(78)의 예문은 주격 조사 ‘이/가’를 목적격 조사 ‘을/를’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현상이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문장 속에서 주어가 되는 명사 뒤에 어떤 조사를 붙여 사용
해야 할지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서술어 앞에 나타난 명사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78가)의 예문은 ‘친구가 많이 있다’와 같은 문장으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를 많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썼다. 이는 ‘있다’라는 서술어의 정확한 의미 기능을 파
악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로 예상된다. (81나~마)의 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문
장에서 ‘친구, 친한 친구, 수업, 축구,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라는 명사 뒤에 주격 조사 
‘이/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한국어 서술어의 품사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오
류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8나)에서는 ‘친한 친구가 생겼다’라는 문장을 써야 되는데 학습자가 ‘생기다’라는 동
사 앞에 나타나는 ‘친한 친구’ 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써서 오류를 일으켰다. 이는 
‘생기다’라는 동사를 타동사로 보아 주격 조사 ‘이/가’를 선택하여 쓰지 않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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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이라는 말 뒤에 주격 조사 ‘이/가’를 써야 되는데 학습
자가 목적격 조사 ‘을/를’로 대치하여 오류를 일으키는 것은 ‘끝나다’라는 동사를 타동사
로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동사 ‘끝나다’의 경우에는 라오어에서 타동사로 쓰이지만 
한국어는 ‘자동사’로 쓰이고 있으며 또한 한국어의 ‘끝나다’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끝
내다’라는 타동사가 있다. 이 두 단어 ‘끝나다’와 ‘끝내다’를 라오어에서는 두 개 다 타동
사로 쓰기 때문에 학습자들도 ‘끝나다’ 동사를 자동사로 보지 않고 타동사로 보아 ‘수업’
이라는 명사 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하였다.  

(78라~마)에서는 ‘축구’와 ‘친구’라는 명사 뒤에 주격 조사 ‘이/가’를 쓰는 것이 맞는
데 학습자가 목적격 조사 ‘을/를’로 대치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싫다’와 ‘부럽다’라는 단
어를 형용사로 보지 않고 타동사로 보아 이의 앞에 나타나는 명사 뒤에 목적격 조사 ‘을
/를’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싫다’의 경우에는 라오어에서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학습
자가 이를 라오어의 타동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은 한국어 어휘의 
품사에 대하여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원인은 한
국어와 라오어의 동사를 같은 개념으로 보아 한국어의 동사를 라오어의 동사처럼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
로도 볼 수 있다.23)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서술어의 종류나 품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② ‘이/가 → 은/는’ 대치 오류 양상
‘이/가 → 은/는’ 대치 오류는 문장 내에서 주어로서의 자격을 지닐 수 있도록 주격 

조사 ‘이/가’를 써야 하는데 조사 ‘은/는’을 대신 사용한 경우이다. 주격 조사 ‘이/가’를 
조사 ‘은/는’으로 대치하여 나타난 오류는 작문에서만 나타났다. 번역 테스트와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79) 가. 나는 전공*은(ü이) 한국어라서 한국에 한번 가고 싶다.(w-SY4)
       나. 작년에 한국 선생님*은(ü이) 와 있었다.(w-SY3)  
    

2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품사와 모국어의 동사와 한국어의 동사의 같
은 개념으로 보아 주격 조사 ‘이/가’를 목적격 조사 ‘을/를’로 대치하는 경우가 있다(권미림, 
201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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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의 예문에서는 학습자가 조사 ‘은/는’과 격조사 ‘이/가’의 의미 기능을 구별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82가)에서는 앞에 오는 ‘전공’이라는 명사를 지정
하거나 강조할 때는 ‘이’를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의 차이점이나 
의미 기능을 혼동하고 구분하지 못해 초급에서 배웠던 ‘N은/는 N입니다’의 구조만을 생
각하여 ‘이/가’를 ‘은/는’으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9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라는 명사 뒤에 ‘이’를 붙어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
구하고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의 문법적인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주격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의 차이점을 구분하
지 못하기 때문에 ‘이/가’와 ‘은/는’의 문법적인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익힐 수 있도록 정
확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③ ‘이/가 → 에’ 대치 오류 양상
‘이/가 → 에’ 대치 오류는 주격 조사 ‘이/가’를 사용해야 되는 위치에 부사격 조사 

‘에’를 대신 사용한 경우이다. 높은 급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저학년 학습자보다 오류
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80) 가. 날마다 학교*에(ü가) 끝난 후에 운동을 하고 방에 혼자 있다.(w-SY4)

(80)의 예문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를 ‘끝나다’의 앞에 오는 ‘학교’라는 명사 뒤에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부사격 조사 ‘에’로 대치하여 사용하였다. 장소를 나타나내는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붙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학습자가 ‘끝나다’ 동사
를 라오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끝나다’를 ‘자동사’라는 개념이나 의미 기능 특
성을 무시하고 ‘장소’를 나타내는 ‘학교’라는 명사에만 초점을 맞추어 부사격 조사 ‘에’
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가 → 에서’ 대칭 오류 양상
‘이/가 → 에서’ 대치 오류는 주격 조사 ‘이/가’를 사용해야 되는 자리에 부사격 조사 

‘에서’를 대신 쓰는 경우이다. 다음 예문을 통하여 오류 양상을 살피고 오류 원인을 밝히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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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가. 나는 기숙사*에서(ü가) 좋은데 너무 시끄럽다.(w-SY4)

(81)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기숙사’라는 명사 뒤에 주격 조사 ‘이/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부사격 조사 ‘에서’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라오어의 문장을 번역하
여 쓰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라오어에서는 맞는 문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학
습자가 주격 조사 ‘이/가’와 ‘좋다’ 형용사의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것을 무시하고 ‘장소’
를 나타내는 ‘기숙사’라는 명사 뒤에 라오어의 ‘ຢູ່[u]’ 전치사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하는 
부사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였다. 

(81)와 같은 문장을 쓰는 것은 모국어 전치사 ‘ ຢູ່[u] ’의 간섭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따라 라오어의 전치사 ‘ຢູ່[u]’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서’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일대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는 것과 라오어의 전치사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⑤ ‘이/가 → 에게’ 대치 오류 양상
주격 조사 ‘이/가 → 에게’ 대치 오류는 주격 조사 ‘이/가’를 사용해야 되는 자리에 부

사격 조사 ‘에게’를 대치하여 사용하는 오류이다.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예문을 다음
과 같이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하여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82) 가. 날마다 부모님*에게(ü이) 집에 있어요.(t-SY2·3·4)

(82)의 예문에서는 학습자가 ‘날마다 부모님이 집에 있다’라는 문장을 쓰려고 했지만 
라오어의 문장에는 ‘부모님’이라는 명사 뒤에 아무 조사가 없이 어순에 따라 쓰면 되지
만 한국어에서는 문장 성분을 파악하여 격조사를 써야 되는데 학습자들은 라오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조사를 써야 할지 혼란하여 주격 조사 ‘이/가’를 써야 하는 자
리에 부사격 조사 ‘에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라오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하되 원어와 목표어의 문법 규칙
에 따라 써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⑥‘이/가 → Ø ’ 누락 오류 양상
주격 조사의 ‘이/가 → Ø ’의 누락 오류는 주격 조사 문장 내에서 앞의 명사 뒤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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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조사 ‘이/가’를 써야 하는데 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83) 가. 요즘 바쁘고 숙제*ø(ü가) 많이 있지만 피곤하지 않습니다.(w-SY4)
        나. 반 친구*Ø(ü가) 많이 신났다.(w-SY3)
        다. 저는 매일 수업*Ø(ü이) 좀 있습니다.(w-SY2)

(83)의 예문에서는 ‘숙제’, ‘반 친구’, ‘수업’과 같은 명사 뒤에 주격 조사 ‘이/가’를 써
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 양상이다. 구어체에서는 맞는 문장으로 
볼 수 있으나 자유로운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85)의 예문에서는 문어체임에도 불
구하고 주격 조사 ‘이/가’를 생략하므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어 오류문으로 분류하였
다. 

(83)의 예문을 보면 라오스인 학습자가 주격 조사 ‘이/가’를 문장 성격에 따라 파악하
여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국어에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조
사를 구사할 때 조사를 무시하고 모국어를 쓰는 습관의 간섭으로 누락 오류를 일으킨 경
우로 볼 수도 있고, 한국어의 구어체와 문어체의 특성에 대하여 구별하지 못하므로 오류
가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와 같은 경우에는 격조사나 한국어 문법
규칙에 따라 습관이 되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목표어를 문법 규칙적으로 배
우고 산출하면 후에 장기적으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을뿐더러 더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
사소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⑦‘Ø → 이/가’ 첨가 오류 양상
‘Ø → 이/가’ 첨가 오류는 주격 조사 ‘이/가’를 쓰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 써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Ø → 이/가’오류 양상은 작문 테스트에서만 나타났고 번역과 문법
성 판단 테스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84) 장래 희망은 나는 한국회사에서 일*이(üØ) 취직하는 것이다.(w-SY4)
   
(84)의 예문을 보면 학습자가 ‘장래 희망은 나는 한국회사에 취직하는 것이다.’라는 문

장을 쓰려고 했으나 모국어의 문장을 번역하여 ‘장래 희망은 나는 한국회사에서 일이 취
직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의 문장 구
조나 문장 성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오류를 생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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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목적격 조사 ‘을/를’ 오류 양상

다음은 목저격 조사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치 오류 양상, 누락 오류 양상, 
첨가 오류 양상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을/를 → 이/가’ 대치 오류 양상
‘을/를 → 이/가’ 대치 오류는 문장 안에서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되는 위

치에 주격 조사 ‘이/가’를 대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라오
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을 살피고자 한다.  

   (85)  가. 친구*가(ü를) 많이 사귀었다.(w-SY4)
        나. 한국 친구*가(ü를) 다 다시 만나면 좋겠다.(w-SY3)
        다. 저는 한국 가사*가(ü를) 정말 좋아합니다.(w-SY2)
        라. 당신은 고등학교*가(ü를) 졸업했어요?(t-SY2·3·4)

(85)의 예문에서는 학습자가 한국어 ‘사귀다’, ‘만나다’, ‘좋아하다’, ‘졸업하다’와 같은 
타동사들의 의미와 기능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 타동사들이 취하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장 성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문장을 
생산하기 때문에 잘못된 격조사를 대치하여 오류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5가)의 예문에서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라는 문장을 쓰려고 했으나 ‘사귀다’가 
‘친구’라는 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격 조사 ‘이/가’를 붙여 사용하여 
‘*친구가 많이 사귀었다’ 비문이 되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은 학습자가 ‘사귀다’ 
타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여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하는 ‘친구’ 뒤에 주격 조사 ‘이/가’를 대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85나)의 예문에서는 ‘만나다’ 타동사가 ‘한국 친구’라는 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하고 있
기 때문에 ‘한국 친구’ 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만나다’ 
동사를 주동사로 판단하지 못하고 ‘좋다’ 형용사에 초점을 맞추어 주격 조사 ‘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85다)의 예문에서는 ‘좋아하다’ 동사는 ‘가사’라는 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학습자가 ‘가사’ 명사 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주격 주사 ‘이/가’로 대치하
여 사용하는 것은 ‘좋아하다’ 동사에 초점을 맞추어 격조사를 사용하지 않아 명사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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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어 잘못된 격조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85라)의 예문에서는 ‘졸업하다’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고등학교’라는 말 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주격 주사 ‘이/가’로 대치하였다. 학습자
가 ‘졸업하다’ 타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데다가 모국어와 한
국어의 어순이 다르므로 문장 성분을 구별하지 못하여 어디에 초점을 두어 격조사를 사
용해야 할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의 문
장 구조 차이점이나 동사 분류에 대한 것도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예문 (85)에서 ‘을/를 → 이/가’ 오류를 보면 다음과 같이 오류 원인을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모국어와 한국어의 문장구조나 문장 성분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 부
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어 서술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타동사, 자
동사, 형용사 그리고 어느 것이 주동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을/를 → 에’ 대치 오류 양상
‘을/를 → 에’ 대치 오류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하는 위치에 부사격 조사 

‘에’를 대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문을 통하여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을 살피고자 한다. 

   (86) 가. 나는 대학교*에(ü를) 졸업한 후에 취직할 것이다.(w-SY4)
       나. 그 관광지*에(ü을) 한번 구경해야 한다.(t-SY2·3·4)
       다. 저하고 친구 같이 춤을 연습하고 교실*에(ü을) 청소해요.(w-SY2)
       라. 나는 언제나 그 추억*에(ü을) 생각한다. (w-SY3) 

(86)의 예문은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부사격 조사 ‘에’로 대치하여 범하는 것은 학습
자가 목적격 조사 ‘을/를’과 부가격 조사 ‘에’가 요구하는 서술어를 구별하지 못하여 ‘장
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붙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86가)의 예문에서는 ‘졸업하다’ 타동사가 ‘대학교’를 목적어로 요구하기 때문에 목적
격 조사 ‘을/를’을 써야 되는데 학습자가 ‘졸업하다’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
하지 못하여 오류를 일으켰다. (100나)에서는 ‘구경하다’ 타동사가 ‘그 관광지’를 목적어
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구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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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여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쓰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100다)의 예문에서는 ‘청소하다’가 ‘교실’을 목적
어로 요구하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교실’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붙어 과잉 적용하였
다. 

(86다~라)의 예문에서는 ‘생각하다’가 ‘추억’이라는 말을 목적어로 요구하는데도 불구
하고 학습자가 ‘청소하다’ 타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여 부사격 
조사 ‘에’로 대치하여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6가~다)와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문장 성
분과 서술어를 구별하여 격조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장 성분을 어
느 하나에만 초점을 두어 생각하여 격조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소’를 나타내
는 명사라면 주성분이 되는 서술어의 특성을 무시하고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부사격 조
사 ‘에’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였다.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보면 ‘을/를 → 에’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
는 양어의 격 실현 방식이나 문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는 조사에 
의하여 격을 나타내는 반면에 라오어에는 어순과 전치사에 의하여 격을 나타낸다. 한국
어에서는 조사가 서술어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라오어에서는 전치사가 명사에 의하여 결
정되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에’를 쓰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언어의 격 실현 방식이나 조사와 전치사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③ ‘을/를 → 은/는’ 대치 오류 양상
‘을/를 → 은/는’ 대치 오류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하는 위치에 ‘은/는’을 

대신 사용한 경우이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87) 가. 돈*은(ü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다.(w-SY4) 
       나. 춤*은(ü을) 추는 모습과 노래하는 비투비를 기억하고 있다.(w-SY3) 
  
(87가)의 예문에서는 ‘벌다’ 타동사가 ‘돈’이라는 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하기 때문에 목

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문장의 상황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
하지 못하므로 보조사 ‘은/는’을 대치하여 오류를 일으킨 것이다. (89나)에서도 마찬가
지로 ‘추다’ 타동사가 ‘춤’이라는 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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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는’으로 대치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습자가 같은 문장 내에 나타난 문

장 성분의 관계를 잘 구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격조사를 취하는 것이 많다. 
 

④ ‘을/를 → (으)로’ 대치 오류 양상
‘을/를 → (으)로’ 대치 오류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하는 위치에 부사격 

조사 ‘(으)로’를 대신 사용하는 오류를 말한다. 다음과 같이 예문을 볼 수 있다. 

   (88) 매일 저는 학교에 오토바이*로(ü를) 타고 가요.(w-SY2)

(88)의 예문에서는 ‘타다’ 타동사가 ‘오토바이’라는 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하므로 목적
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타고 가다’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여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으)로’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가 ‘N을/를 타고 가다’의 문형과 ‘N으로 가다’
를 같은 문형으로 보아 ‘*오토바이로 타고 가다’라는 문장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오류를 범하는 것은 결합된 동사가 나타날 때 어느 것이 주동사이고 어느 것이 보조
용언인지를 구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격조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⑤ ‘을/를 → 에서’ 대치 오류 양상
‘을/를 → 에서’ 대치 오류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써야 되는 자리에 부사격 조사 

‘에서’를 대치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김호정 외(2010:6)에서 제시하였듯이 학
습자가 높은 급으로 올라갈수록 조사의 대치 오류를 다른 오류 유형보다 더 많이 범하는 
경향이 있고 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다고 하였다. 라오스인 학습자도 마찬가지로 ‘을/
를 → 에서’ 대치 오류는 저학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오히려 고학년에서만 나타났
다. 라오스인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89) 고등학교*에서(ü를) 졸업했어요?(t-SY4 )

(89)의 예문에서는 서술어 ‘졸업하다’가 ‘고등학교’를 목적어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
고 학습자가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부사격 조사 ‘에서’로 대치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
다.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고등학교에서 졸업했어요?’라는 문장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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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학습자가 ‘졸업하다’ 타동사에 대하여 명확하게 학습하지 못하여 ‘졸업하다’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로 보아 앞에 오는 장소명사에 ‘에서’를 쓰는 것으로 볼 수도 있
다.24) 학습자의 모국어 차원에서 보면 ‘고등학교에서 졸업했어요?’와 같은 문장은 부사
격 조사 ‘에서’가 라오어의 전치사 ‘ຈາກ[ʨa:k]’과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라오어의 전치사 ‘ຈາກ[ʨa:k]’의 의미를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서’와 
일대일로 번역하여 문장을 생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는 학습자가 영어의 전치사 
‘from’처럼 부사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부사
격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사에 따라 사용이 결정되지만 라오어의 전치사는 명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학습자들이 모국어 전치사를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일대일로 번역하여 
문장을 만든 경우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에게 라오어의 전치사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된다. 

⑥ ‘을/를 → 에게’ 대치 오류 양상
‘을/를 → 에게’ 대치 오류는 ‘을/를’을 사용해야 하는 위치에 ‘에게’를 대신 사용한 

경우이다. 다음 예문을 통하여 오류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90) 돈은 많이 벌고 다른 사람*에게(ü을) 도와주고 싶다.(w-SY4) 

(90)의 예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다’에서 ‘돕다’ 서술어가 ‘사람’을 ‘목적어’
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게’로 
대치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주동사 ‘돕다’와 보조용언 ‘주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도와주다’ 파생동사가 ‘다른 사람’을 목적어로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부사격 조사 ‘에게’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하는 라오어의 ‘ແກ[kɛ]່’전치사의 의미를 번역
하여 문장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라오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다’
와 같은 문장을 맞는 문장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기 해서는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와 라오어의 전치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라오어 전치사의 의미를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의 의미로 일대일로 대응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도록 하고 한국

24) 2017년 4월 16일에 ‘고등학교에서 졸업했어요?’에 대하여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인
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에서’를 쓰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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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조사는 동사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⑦ ‘을/를 → Ø’ 누락 오류 양상
‘을/를 → Ø’ 누락 오류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되는데 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예문과 같이 볼 수 있다. 

   (91) 가. 한국어*Ø(ü를) 배우기 때문에 한국영화를 좋아한다.(w-SY4)
        나. 그 일*Ø(ü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생긴

다는 것을 배웠다.(w-SY3)
        다. 그 다음에 한국영화*ø(ü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습니다.(w-SY2) 

(91가)의 예문에서는 자유 작문 테스트에서 나타난 문장이다. 문법적으로 ‘배우다’ 타
동사는 목적어로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어’라는 명사 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붙여 
사용해야 되는데 쓰지 않으므로 문법적으로 어색하기 때문에 문어체에서는 오류 문장으
로 분류될 수 있다.

(91나)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하다’ 타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문법적으
로 ‘그 일’이라는 명사 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붙여 써야 되는데 모국어에 없는 문
법 요소여서 구어체에서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중요성이 없어 보여 무시하므로 문
어체에서도 쓰지 않으려는 습관이 되어 발생한 오류로 볼 수 있다. 

(91다)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보다’ 타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
화’라는 명사 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붙여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구어
체에서는 수용가능하고 모국어에 없는 문법 요소이므로 중요성이 없어 보여 생략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92)의 예문에서는 문법 규칙에 따라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되는데 생략하였으므로 문어체에서는 문법적으로 부자연스럽고 틀린 문장으로 분류한
다. 모국어에 없는 문법 요소에 무관심하고 목적격 조사 ‘을/를’의 적절한 쓰임을 알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구어체에서는 수용가능한 문장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라도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고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문법 규칙에 따
라 구사할 필요가 있고 문법 규칙에 따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⑧ ‘Ø → 을/를’ 첨가 오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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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격 조사 ‘ Ø → 을/를’ 첨가 오류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쓰면 안 되는 자리에 
쓰는 경우이다.  더 구체적인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92) 가. 한국어를*(üØ) 전공이다.(w-SY4)
        나. 지금*을(üØ) 한국어를 잘못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w-SY2)
        다. 지금*을(üØ) 한국에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t-SY2·4)
    
(92)의 예문에서는 ‘한국어’라는 말 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쓰면 안 되는데 첨가

하여 비문이 되었다. 학습자가 ‘전공이다’를 ‘전공하다’ 서술어처럼 보아 앞에 오는 ‘한
국어’라는 말을 목적어로 보고 목적격 조사 ‘을/를’ 과잉 적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문
장에서 나타난 서술어를 분류하지 못하므로 오류를 범하였다. 

(92나, 다)의 예문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을 쓰므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목적격 조사 ‘을/를’의 의미 기능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
여 과잉 적용함으로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2.3.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

다음은 부사격 조사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사격 조사 ‘에’를 살펴보
고 부사격 조사 ‘에서’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부사격 조사 ‘에’의 오류 양상

부사격 조사 ‘에’의 오류는 번역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더 구체
적이 오류 양상은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에 → 에서’ 대치 오류 양상
‘에 → 에서’ 대치 오류는 부사격 조사 ‘에’를 써야 하는 위치에 부사격 조사 ‘에서’를 

대신 사용한 경우이다. 

   (93) 가. 공항*에서(ü에) 취직하기 너무 어렵다.(w-SY4)
        나. 지금 도서관*에서(ü에) 사람이 많습니다. (t-SY3)
        다. 지금 한국*에서(ü에) 날씨가 추워요.(t-SY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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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의 예문에서는 ‘공항’이라는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붙여 사용해야 되는
데 학습자가 ‘취직하다’ 동사에 잘 이해하지 못한 면도 있는데다가 이를 다른 일반 동사
와 같은 성격으로 보고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부사격 조사 ‘에서’를 쓰
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와 같은 형식으로 ‘취직하다’ 동
사도 ‘어디에서 취직하다’와 같은 문장을 생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93나, 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
에 부사격 조사를 무조건 ‘에서’를 쓰는 경향도 있으며, 문장을 생산할 때 서술어에 초점
을 두어 파악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명사에만 초점을 두어 사용하므로 알맞은 
격조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93나)에서는 ‘많다’ 형용사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여 ‘에’를 써야 되지만 학습자들은 
장소를 나타내는 ‘도서관’이라는 명사에만 초점을 두어 부사격 조사 ‘에’를 부사격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93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춥다’라는 형용사에 초점을 맞추어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
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한국’이라는 고유 명사에만 초점을 두어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
하는 대신에 부사격 조사 ‘에서’로 대치하여 사용하였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나 ‘에서’의 명확한 의미 기능이나 용법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모국어의 전치사 용법처럼 명사에 의하여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라오어의 전치사 ‘ຢູ່[u]’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지니는 부사격 조
사 ‘에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07)과 같은 문장은 라오어에서는 
맞는 문장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② ‘에 → 을/를’ 대치 오류 양상
‘에 → 을/를’ 대치 오류는 ‘에’를 사용해야 하는 위치에 ‘을/를’을 대신 사용한 경우

이다. 이는 라오스인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이다.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
류 양상은 다음 예문과 같이 볼 수 있다. 

   (94) 가. 지금 위앙짠*을(ü에) 도착합니다.(t-SY4)
        나. 우리는 앞자리*를(ü에) 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w-SY3)
        다. 나는 대학교 시험*을(ü에) 합격했다.(w-SY2)

(94가)의 예문에서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위앙짠’이라는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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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도착하다’ 동사가 요구하는 격조사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하
여 ‘도착하다’ 동사가 다른 동사처럼 목적격 조사 ‘을/를’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목적격 조사 ‘을/를’을 썼다.   

(94나)의 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앉다’ 동사를 다른 동사처럼 쓰고 있다. (108다)의 
예문에서는 ‘합격하다’가 목적격 조사 ‘을/를’을 요구하는 것이 알맞은 것으로 보아 목적
격 조사 ‘을/를’을 써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94)의 예문에서는 ‘앉다’, ‘도착하다’, ‘합격하다’ 동사가 요구하는 격조사의 종류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또는 학습자가 기
존에 학습했던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 구조에 의하여 문장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주어(은/는)+목적어(을/를)+ 서술어’의 구조가 있는데 학습자가 이러한 
문장 구조에 따라 격조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동사 앞에 나오는 명사에 목적
격 조사 ‘을/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25)

③ ‘에 → 이/가’ 대치 오류 양상
‘에 → 이/가’ 대치 오류는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해야 되는 자리에 ‘이/가’를 대신 

사용한 경우이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오류 양상을 볼 수 있다. 

   (95) 가. 시험 시간*이(ü에) 우리 학생들은 특히 조용했다.(w-SY3)
        나. 책을 가방*이(ü에) 넣으세요.(t-SY2-3-4)

 (95가)의 예문에서는 ‘시험 시간’ 선행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붙여 써야 되는
데 학습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표시해주는 부사격 조사 ‘에’의 의미 기능을 정확
히 습득되지 못하여 주격 조사 ‘이/가’로 대치한 것으로 보인다. 

(95나)에서는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인데 학습자가 ‘가방에 책을 넣으세요.’ 문
장을 쓰려고 했으나 라오어에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어순도 한국어와 다르므로 
라오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알맞은 격조사를 선택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로 볼 
수 있다. 

25) 2017년 4월 16일에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목적격 조사 ‘을/
를’을 동사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알맞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그렇기 때
문에 동사 앞에 나타나는 명사 뒤에 무조건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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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에 → 은/는’ 대치 오류 양상
‘에 → 은/는’ 대치 오류는 ‘에’를 써야 되는 자리에 ‘은/는’을 대신 쓴 경우이다. 학습

자가 범한 오류문은 다음과 같다. 

(96) 여기*는(ü에) 앉으세요.(t-SY2)

(96)은 주체의 행위 ‘앉다’가 미치는 작은 지점의 공간을 나타내는 ‘여기’라는 말과 부
사격 조사 ‘에’를 결합해서 문장을 써야 되는데 라오어의 문장을 한국어의 문장으로 번
역할 때 알맞은 격조사를 파악하여 쓰지 못하므로 오류를 일으켰다. 

⑤ ‘에 → 에게’ 대치 오류 양상
‘에 → 에게’ 대치 오류는 ‘에’를 앞에 오는 체언과 함께 붙어 사용해야 하는데 ‘에게’

로 대치하여 사용한 상황이다. ‘에 → 에게’ 오류는 2학년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97) 그는 우리대학교*에게(ü에) 돈을 주었다.(t-SY2-3-4)
    
(97)의 예문에서는 받는 대상이 되는 ‘우리대학교’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써야 

되는데 학습자가 부사격 조사 ‘에’와 ‘에게’의 용법을 구별하지 못한 까닭에 라오어의 문
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할 때 알맞은 부사격 조사를 쓰지 못한다. ‘그는 우리대학교
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문장을 보면 학습자가 라오어의 전치사 ‘ແກ່[kɛ:]’를 ‘에게’로 일
대일 번역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라오어에서는 유정명사나 무정명사를 구별하
지 않고 동일한 전치사 ‘ແກ່[kɛ:]’를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대상이 되는 무정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쓰고 유정명사인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 ‘에게’를 사용해야 한다
는 확실히 습득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⑥‘에 → Ø’누락 오류 양상
다음은 부사격 조사 ‘에 → Ø’ 오류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에 → Ø’ 오류는 번역 

테스트에서 많이 나타난 오류 중의 하나이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오류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98) 가. 날마다 여섯 시*Ø(ü에) 일어나요.(w-S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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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한국*Ø(ü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를 배웠다.(w-SY4)
         다. 지금 비엔티안*Ø(ü에) 도착합니다.(t-SY2·3·4)

(98가)의 예문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결합하여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98나)에서는 ‘관심이 많다’ 서술구가 ‘한국’이
라는 고유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므로 비문이 된다. (98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착하다’ 동사가 부사격 조사 ‘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
를 나타내는 ‘비엔티안’이라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 ‘에’를 쓰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였
다. 학습자가 모국어의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한 문장인데 모국어인 라오어에는 
부사격 조사 없이 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부사격 조사를 쓰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은 학습자의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오류 양상
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98)와 같은 문장은 라오어에서는 맞는 문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한국어 문장을 산출할 때 모국어의 간섭으로 부사격 조사 ‘에’를 쓰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⑦ ‘Ø → 에’첨가 오류 양상
부사격 조사 ‘Ø → 에’ 첨가 오류는 ‘에’를 쓰면 안 되는 자리에 써서 발생한 오류이

다. 구체적인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99) 가. 너는 고등학교*에(üØ)를 졸업했어요?(t-SY2·4)
       나. 내일*에(ü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w-SY4) 
       다. 아침마다*에(üØ) 저는 일찍 일어났다.(w-SY2)
       라. 매년*에(üØ) 크리스마스가 되면.(w-SY3)

(99가)의 예문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고등학교’뒤에 부사격 조사 ‘에’와 목적격 조
사 ‘을/를’을 같이 함께 붙여 사용하여 비문이 되었다. 

(99나~라)의 예문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붙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부사격 조사 ‘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여 쓰인 조사이지만 (백봉
자, 1999:368)에서 제시하였듯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서 다 부사격 조사 ‘에’를 
붙여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대표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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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오늘, 내일, 모레, 어제, 등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시간 명사를 분별하지 않고 
시간 명사이라면 부사격 조사 ‘에’를 붙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부사격 조사 ‘에’와 시
간을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여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을 구별하여 쓰는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2) 부사격 조사‘에서’오류 양상

다음은 부사격 조사 ‘에서’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부사격 조사 ‘에서’의 대
치 오류는 ‘에서 → 에’ 대치 오류와 ‘에서 → 을/를’ 대치 오류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오류 양상은 다음의 예과 같다.  

① ‘에서 → 에’ 대치 오류 양상
‘에서 → 에’ 대치 오류는 부사격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되는 자리에 부사격 조사 

‘에’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100) 가. 나는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에(ü에서) 공부한 지 4년이 되었다. 
(w-SY4)

        나. 매컹 강*에(ü에서) 수영할 수 있다.(w-SY2)
        다. 제 동생은 은행*에(ü에서) 일을 해요.(t-SY3-4)

(100)에서는 ‘공부하다’, ‘수영하다’, ‘일하다’ 동사가 부사격 조사 ‘에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학습자가 부사격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라오어의 ‘ຢູ່[u]’ 전치사가 ‘에서’ 및 
‘에’와 비슷한 의미 기능이 있지만 일대일로 번역하여 쓸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하고 모국
어처럼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라오어 전치사 ‘ຢູ່’의 간섭으로 발생한 오류로 
볼 수 있다. 

② ‘에서 → 을/를’ 대치 오류 양상
‘에서 → 을/를’ 대치 오류는 부사격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되는 자리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대신 사용한 경우이다. 다음 예문과 같이 볼 수 있다.
 

   (101) 가. 제 여동생은 은행*을(ü에서) 일해요(t-S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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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의 예문에서는 ‘제 동생은 은행에서 일해요’와 같은 문장으로 써야 되지만 ‘일하
다’의 동사 앞에 ‘은행’이라는 명사를 목적어로 보고 목적격 조사‘을/를’을 써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한국어의 동사와 라오어의 동사 특성을 차별하지 않고 같은 체계로 보므로 
격조사를 사용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오스인 한국
어 학습자가 오류를 일으킨 원인 중의 하나는 한국어 서술어나 어휘 품사를 분별하지 못
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확실히 습독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③ ‘에서 → Ø’ 누락 오류 양상
부사격 조사 ‘에서 → Ø’ 누락 오류는 낮은 빈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부사

격 조사 ‘에서’의 누락 오류는 ‘에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쓰지 않은 경우이다. 아래 예문
과 같이 볼 수 있다.

   (101)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ø(ü에서) 한국말을 공부한다. 
         (w-SY2-4)

(114)의 예문에서는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한국말을 공부한다.’라는 문장
을 쓰려고 했으나 부사격 조사 ‘에서’를 어느 위치에 붙여 쓰면 적절한지를 혼동하므로 
‘한국말을 공부한다.’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한국어학과’ 명사 뒤에 부
사격 조사 ‘에서’를 써야 되는데 잘못된 위치에 부사격 조사 ‘에서’를 써서 오류가 발생
한 것이다.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과 한국말을 공부한다.’라는 문장을 보면 모
국어의 전치사 ‘ຢູ່[u]’의 영향으로 부사격 조사 ‘에서’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왜
냐하면 라오스에서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복합명사와 결합하여 쓸 때 종
속 명사나 소속 명사 중의 어느 위치에서나 써도 맞는 문장이다. 

④ ‘Ø → 에서’ 첨가 오류 양상
‘Ø →에서’ 첨가 오류는 부사격 조사 ‘에서’를 쓰면 안 되는 자리에 첨가하여 쓰는 경

우이다. 학습자의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02)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üØ) 한국어학과 4학년학생이다.(w-SY4)

(102)는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4학년학생이다’라는 문장으로 쓰려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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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에서’의 의미 기능을 구별하지 못해서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4학년학생이다’라는 
문장을 써서 비문이 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이다’ 서술격 조사를 분별하지 못하여 ‘라오
스국립대학교’라는 고유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서’를 첨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모
국어의 문장 용법 인식의 간섭으로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과 4학년학생이다.’라
는 문장을 산출한 것이다. 라오어에서는 맞는 문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3. 라오스인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의 원인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제 2언어 학습자의 오류 원인에 대하여 정리한 (이정희, 
2003:84)에 의하면 셀린커(Selinker, 1974:121)는 언어 학습 과정에서 언어학적·심리
학적인 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오류 원인을 제기하였다.

① 모국어(the native language)
② 교육과정 (training procedure)
③ 교육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the learner's approach to the materials)
④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자의 접근 (the learner's approach 

communicating with native speakers)
⑤ 목표어 규칙의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of target language rules)

브라운(Brown, 1994), 리차드(Richards, 1974), 코더(Corder, 1971) 등 많은 연구
자들이 오류의 원인에 관하여 다양한 학설을 제시해 왔는데,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언어 간 간섭 오류(interlingual interference), 언어 내적 간섭 
오류(intralingual interference), 그 외의 오류 원인은 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사 등 학
습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와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오류이다. 많은 학자들
이 제시한 바와 같이 오류의 원인에는 크게 언어 내적 간섭, 언어 간 간섭, 교육과정 등
이 있는데, 양상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에 근거하면, 한국어와 라오어의 격조사 실현 방
식의 차이에 기인한 간섭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 원인에 초점을 두고 라오스인 학습
자의 격조사 오류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격조사 오류의 원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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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라오어 전치사의 간섭으로 나타나는 오류 
둘째, 서술어의 품사 차이에 기인한 오류
셋째,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논항)의 격 차이에 기인한 오류

첫째,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라오어의 전치사의 간섭으로 나타나는 오류’는, 한국어
의 부사격 조사와 라오어의 전치사가 의미와 기능은 유사하지만 문장 내에서 쓰이는 방
식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라오어의  ‘ຢູ່[u]‘와 
이에 대응될 수 있는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 에서’ 그리고 서술어 ‘있다’가 함께 결합
한 ‘-에 있다’와의 혼동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둘째, ‘서술어의 품사 차이에 기인한 오류’는, 한국어와 라오어에서 서술어의 위치에 
올 수 있는 단어의 품사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즉, 한국어의 경우는 
서술어의 위치에 동사와 형용사 모두 올 수 있는 반면, 라오어의 경우는 서술어의 위치
에 동사만 올 수 있다. 더욱이,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로 분류된 단어가 라오어에서는 동
사로 분류된 경우도 있어 라오스인 학습자에게 혼동을 준다. 한 예로, 한국어에서는 ‘싫
다’가 형용사이지만 라오어에서는 동사로 분류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싫다’를 동사로 착
각하여 ‘N을/를 V'의 문형에 대입하여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의 격 차이에 기인한 오류’는, 한국어와 라오어에서 동일
하게 동사로 분류된 단어이면서 의미도 동일하지만, 그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 즉 논항의 
격이 양 언어간에 차이가 남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이 오류는 라오스인 학습자
들이 한국어 문장을 생성할 때, 한국어의 문장을 그들이 모국어인 라오어에 입각해서 일
대일 번역하는 식으로 표현함으로 발생하는 오류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합격
하다’, ‘취직하다’, ‘지원하다’ 등과 같은 동사를 들 수 있다. 

2.3.1.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라오어 전치사 차이에 기인한 오류

외국어 학습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가 유사점과 차이점이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많은 학자가 지정하였듯이 모국어가 목표어와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면 
긍정적인 전이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유사점이 적으면 부정적인 전이가 많이 
방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대표적으로 크라센(krashen)는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목표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부족하면 모국어에서의 기존 지식에 의존하여 학습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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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그리고 브라운(Brown, 2000:224)에서는 언어 간 전이는 제2 언어 학습 초
기 단계에 언어 간 전이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오드린(Odlin, 1989)에서
는 긍정 전이와 부정 전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언어적 공통성과 차이점이 영향을 미
쳐 일어나는 오류 항목을 통하여 학습자가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부정적 
전이도 긍정적 전이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정희, 2003:89). 

브라운(Brown, 2000:96)에서는 전이, 과잉일반화, 간섭의 관계에 대하여 제시한 바
에 의하면 전이는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나누었다. 다시 부정적 전이는 과잉일반화와 간
섭으로 나누었다. 제임스(James, 1998:185-187)에서는 언어 내적 요인들을 잘못된 유
추, 오분석, 불완전한 규칙의적용과 형태소의 과잉 사용, 공기 제약의 무시, 과잉 적용, 
과잉 일반화를 오류 발생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많은 학자가 지적하였듯이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점이 많으면 부정적 전이가 크다고 
하였다. II 장에서 정리한 한국어의 격 실현 방식과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을 보면 양언
어의 큰 차이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부사격 조사가 라오어의 전치사와의 비
슷한 의미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대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러나 라오스인 학습
자들은 한국어 부사격 조사를 라오어 전치사와 일대일로 번역하여 문장을 형성하는 경향
이 있다.26)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조사를 사용할 때 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국어 격조사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학
습자들이 격조사에 대하여 명확히 습득될 수 있도록 명확한 인식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초급부터 학습해야 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인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하는 라오어 전치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명확히 교육해 줄 필요가 있다.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의미 기능과 비슷한 의미 기능을 지니는 모국어의 전치사
의 영향으로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를 잘못 활용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부사
격 조사 ‘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장소, 시간, 원인, 방향 등의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뿐더러 모국어의 전치사와 일대일로 번역하여 쓰는 습관이 있다. 다
시 말하자면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및 ‘에서’와 라오어 전치사의 차이점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여 모국어의 지식을 바탕으로 격조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26) 2017년 4월 16일에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에 대하여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격조사를 사용할 때 라오
어의 전치사로 번역해서 쓰고 있다. 이를 통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라오어의 전치사의 차이의 간섭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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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앞서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오류 원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라오어의 전치사의 간섭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라오어 전치사를 들면  ‘ຢູ່[u]‘, ’ຈາກ[ja:k]’, ‘ແກ່[kɛ]’가 있다. 

   (103) 가. 지금 도서관*에서(ü에) 사람이 많습니다.(t-SY3)
         나. 지금 한국*에서(ü에) 날씨가 추워요.(t-SY2·3·4) 
         다. 고등학교*에서(ü를) 졸업했어요?(t-SY4)
         라. 그는 우리 대학교*에게(ü에) 돈을 주었다.(t-SY2·3·4) 

(103가)의 예문에서는 ‘많다’ 형용사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여 ‘에’를 사용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서’를 써야 된다는 경우만을 생각하므로 올바른 격조사를 선택하지 못한다. 학
습자들이 ‘도서관’이라는 명사에만 초점을 두어 부사격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부사
격 조사 ‘에’나 ‘에서’의 특징이나 의미 기능을 익히지 못하여 모국어의 전치사 ‘ຢູ່[u]’와 
일대일로 번역하여 사용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라오어에서 맞
는 문장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103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춥다’라는 형용사에 초점을 맞추어 부사격 조사 ‘에’를 사
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장소를 나타내는 ‘한국’이라는 고유 명사에만 초점을 두어 부사
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였다. 오류 양상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
자들은 라오어 전치사와 비슷한 기능을 지니는 부사격 조사 ‘에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때 부사격 조사 ‘에’나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부사격 조사 ‘에서’를 쓰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라오어의 전치사가 부
사격 조사 ‘에’와 ‘에서’를 사용할 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오어 전치사를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의 <그림 9>과 같다. 

<그림 9> 라오어 전치사와 한국어 격조사 유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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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일한 라오어 전치사 ‘ຢູ່[u]’가 한국어 부사격 조
사 ‘에’, ‘에서’와 형용사 ‘있다’ 및 ‘에 있다’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을 보면 라오어의 전치사 ‘ຢູ່[u]’가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를 사용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나 ‘에서’를 교육할 때 유의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103다)의 예문에서는 학습자가 한국어의 동사 ‘졸업하다’의 특징이나 의미 기능을 정
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모국어의 문장 형식처럼 ‘고등학교에서 졸업했어요?’를 알맞은 문
장으로 파악하여 오류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서술어 ‘졸업하다’가 ‘고등학교’를 목적
어로 요구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부사격 조사 ‘에서’로 대치하여 사용하였다. 학습자
가 모국어의 전치사 ‘ຈາກ[ja:k]’과 영어의 전치사 ‘from’처럼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
용하는 대신에 부사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아래
의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서’가 라오어 전치사‘ຈາກ[ja:k]’
과 비슷한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림 10>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서’와 라오어 전치사 유사점 

위의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사격 조사 ‘에서’가 라오어의 전치사 ‘ຈາກ
[ja:k]’과 ‘ຢູ່[u]’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전치사와 같
은 의미 기능을 지닌다고 해서 번역하여 쓰려는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습자
들에게 유의하도록 가르쳐 줘야 한다. 

(103라)의 예문에서는 받는 대상이 되는 ‘우리대학교’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쓰
는 것이 맞는데 학습자가 부사격 조사 ‘에게’로 대치하였다. ‘그는 우리대학교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문장을 보면 학습자가 라오어의 전치사 ‘ແກ່[kɛ]’를 ‘에게’로 번역하여 문장
을 형성한 것이다. 이 문장은 라오어에서는 맞는 문장으로 본다. 왜냐하면 라오어에서는 
유정명사나 무정명사를 차별 없이 동일한 전치사 ‘ແກ່[kɛ]’를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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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되는 무정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쓰고 유정명사인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 
‘에게’를 쓴다. ‘그는 우리 대학교에게 돈을 주었다’는 라오어의 전치사의 간섭으로 인하
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부사
격 조사 ‘에’, ‘에게’와 라오어 전치사 ‘ແກ່[kɛ]’의 의미 기능을 비교해볼 수 있다. 

<그림 11> 한국어 부사격 조사‘에/에게’와 라오어의 전치사 ‘ແກ່[kɛ]’유사점

2.3.2. 서술어의 품사 차이에 기인한 오류

서술어의 품사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격조사를 선택하여 사용할 때도 큰 영향을 끼치
고 있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서술어의 품사에 대하여 분류하지 못한 것을 다음
과 같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격조사는 서술어에 따라 결정되는 문법 항목이기 때문
에 한국어의 서술어를 분류하지 못하면 잘못된 격조사를 대치하거나 격조사를 생략하기 
쉽다. 이에 따라 격조사를 정확하게 쓰기 위하여 서술어의 종류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인 학습자가 범한 오류 양상에서 나타난 서술어를 라오어 서술어와 비교해 보
기로 한다. 다음 <그림 12>과 같다. 

<그림 12> 한국어와 라오어의 서술어 구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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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로 쓰이지만 라오
어에서는 타동사로 쓰이고 있다. 또는 어떤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자동사로 쓰이고 있으
나 라오어에서는 타동사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단어는 양어에서 타동사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즉, 한국어의 ‘싫다’와 ‘싫어하다’는 의미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서
술어의 품사로 분리되어 있다. 전자는 ‘형용사’로 구분되고 후자는 ‘타동사’로 구분되어 
있다. 이외에도 ‘끝내다’와 ‘끝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미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서술어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전자는 ‘타동사’로 쓰이고 후자는 ‘자동사’로 쓰이고 있
다. 다시 정리하면 ‘싫다’와 ‘싫어하다’는 짝의 단어이면서도 ‘끝내다’와 ‘끝나다’ 짝의 
단어와 달리 분류되어 있다. 전자 짝 단어의 경우는 ‘형용사’와 ‘타동사’로 쓰이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짝 단어는 ‘타동사’와 ‘자동사’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학습
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서 인식하도록 설명해 주어야 된다. 이러한 서술어의 품사 체계를 
확실히 학습하지 못하면 격조사를 쓰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서술어의 품사를 구분하지 못하여 오류를 일으키는 예
문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몇 동사 단어를 들면 ‘끝나다’, ‘싫다’, ‘부럽다’가 있다. 

(104) 가. 오전 수업*을(ü이) 끝난 후에 친구와 같이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간다.
          (w-SY2)
     나. 나는 축구*를(ü가) 제일 싫어요.(g-SY2·3·4)
     다.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를(ü가) 부럽다.(g-SY2·3·4)
    
(104가)의 예문에서는 ‘수업’이라는 말 뒤에 주격 조사 ‘이/가’를 붙여 사용해야 되는 

자리인데  학습자가 목적격 조사 ‘을/를’로 대치하여 썼다. 동사 ‘끝나다’의 경우에는 라
오어에서 타동사로 쓰이지만 한국어는 ‘자동사’로 쓰이고 있다. 또한 한국어의 ‘끝나다’
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끝내다’라는 타동사가 있다. 이 두 단어 ‘끝나다’와 ‘끝내다’를 
라오어에서는 두 개 다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학습자들도 ‘끝나다’ 동사를 자동사로 
보지 않고 타동사로 보아 ‘수업’이라는 명사 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붙여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104나, 다)에서는 ‘축구’와 ‘친구’라는 명사 뒤에 주격 조사 ‘이/가’를 쓰는 것이 맞는
데 학습자가 목적격 조사 ‘을/를’로 대치하였다. 이는 ‘싫다’와 ‘부럽다’라는 단어를 형용
사로 보지 않고 타동사로 보기 때문이다. ‘싫다’의 경우에는 라오어에서 타동사로 쓰이
지만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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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어와 라오어의 서술어의 품
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분류할 수 있도록 인식을 하게 교육해야 된다. 

아래의 <표 30>은 서술어의 위치에 올 수 있는 단어들 중에,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품
사를 혼동할 수 있는 단어의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보여준다. 

 

한국어 라오어

단어 품사 단어 품사

싫다 형용사 ຊັງ [sa:ŋ] (타)동사
싫어하다 (타)동사
부럽다 형용사 ອິດສາ [itsa:] (타)동사

부러워하다 (타)동사
끝나다 (자)동사 ຈົບ/ເລີກ [job/lək] (자, 타)동사
끝내다 (타)동사
그립다 형용사 ຄິດຮອດ[khit hɔt] (타)동사그리워하다 (타)동사

<표 30>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품사를 혼동할 수 있는 형용사-동사 쌍

위의 <표 30>에서 보는 바처럼, 한국어의 서술어의 품사는 라오어와 달리 동일한 의
미를 가진 짝 단어가 있는데 라오어에서는 한 단어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서술어의 품
사를 구분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격조사를 사용하는 데
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한국어 격조사는 개별적으로 쓸 수 없고 서술어와 
같이 사용해야 되고 어떤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이느냐에 결정되기 때문에 
격조사를 제시할 때 서술어의 품사에 속하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도 구분할 수 있도
록 교육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2.3.3.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논항)의 격 차이에 기인한 오류

앞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습자들이 대치 오류를 다른 오류 유형보다 많이 범하였다. 
오류 유형별로 나타난 대치 오류의 경우, 학습자들이 각각의 격조사들이 어울리는 서술
어의 종류나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누락 오류의 경우, 겹문장과 같이 긴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이 출현할 
때 격조사를 어느 위치에 넣어야 하지 판단하지 못해 생략한 경우도 있고, 또 한국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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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가 같이 쓰이는 서술어의 종류나 품사를 혼동하고 그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
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27) 

본 절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밝히기
로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격조사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는 동사와 결합되는 대상(논항)의 조사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평소에 
흔히 많이 쓰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못한 동사들과 결합하는 논항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기존에 학습되었던 격조사나 평소에 많이 쓰인 격조사를 과잉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 앞서 학습자들의 대표적인 오류 양상을 들면 아래의 예문과 같다. 

   (105)  가. 나는 대학교 시험*을(ü에) 합격했다.(g-SY2·3·4)
          나. 공항*에서(ü에) 취직하기 너무 어렵다.(w-SY4)
          다. 나는 대학교*에(ü를) 졸업한 후에 취직할 것이다?(t-SY4)
          라. 나는 한국*Ø(ü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를 배웠다.(w-SY4)

(105가)의 예문에서는 ‘합격하다’ 동사가 어떤 격조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기는커녕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주어(은/는)+목적어(을/를)+ 서술어’의 구조만을 
생각하여 동사 앞에 나오는 명사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05나)예문에서는 학습자가 ‘취직하다’ 동사에 잘 이해하지 못한 면도 있는데다가 이
를 다른 일반 동사와 같은 성격으로 보고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부사격 
조사 ‘에서’를 쓰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와 같은 형식으
로 ‘취직하다’ 동사도 ‘어디에서 취직하다’와 같은 문장을 생산한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
다. 다시 말하자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흔히 자주 쓰지 않은 동사 단어들을 사용할 때 
어느 격조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직하다’
라는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격조사와 같이 쓸 수 있지를 판단하지 못하므로 올
바른 격조사와 결합하여 쓰지 못하고 있다. 

(105다)의 경우 ‘졸업하다’가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대학교’를 목적어로 요구하고 있
는데 학습자가 이러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장소’를 나타내는 ‘대학교’라는 단어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한 것이다. 

(105라)의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라오어에서 맞는 문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한국어 문
장을 산출할 때 모국어의 간섭으로 부사격 조사 ‘에’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오어

27) 2017년 1월 16일에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인터뷰
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조사에 대해 격조사가 요구하는 서술어의 종류나 의미 기능을 구
별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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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심이 많다’ 서술어절과 달리 앞에 나타나는 명사에 조사 없이 써도 의미를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국어 서술절 ‘관심이 많다’를 라오어 동사처럼 생각하
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에’를 생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3>은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의 격에 대한 라오스인 학습자의 인식을 보
여준다. 

<그림 13>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의 격에 대한 인식 

위의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원하다, 합격하다, 취직하다’와 결
합하는 대상에는 격조사 ‘에’가 붙어야 하지만,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단순히 이들 동
사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로 생각하여 ‘에서’를 붙이거나, 동사의 목적어로 생각하
여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붙이는 오류를 자주 범한 것이다. 즉, 한국어의 동사와 결
합하는 대상(논항)의 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어에서 ‘지원하다, 합격하다, 취직하다’와 같은 동사에 목적지를 나타내는 부
사격 조사 ‘에’가 결합하는 것은, 이들 동사 안에 내재된 개념 안에 ‘이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령 ‘삼성에 취직하다’의 경우, 한국인 원어민 화자는 취직
한 회사인 ‘삼성’을 하나의 목적지로 인식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론적 설명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보다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지원하다, 합격하다, 취직하다’와 같은 동사에 왜 목적격 조사 
‘을/를’이 아닌 부사격 조사‘에’가 붙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법적인 명확한 설명이 제
공되기 어려운 이러한 경우는 인지 의미론적인 이런 장황한 설명보다 ‘격조사 + 동
사’의 덩어리나 연어를 활용하여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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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 방안

본 장에서는, III 장에서 분석한 라오스인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을 
토대로, 격조사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라
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토대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격조
사의 교육 실제를 다루고자 한다. 

앞서 III장의 오류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격조
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어와 모국어인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의 확연한 차이에 기인한다. 한국어는 교착어, 첨가어로서 문장 내에서 단
어 뒤에 조사가 붙어서 문장 내의 격을 실현하는 반면, 라오어의 경우는 고립어로서 한
국어의 조사에 해당한 문법적 기능어가 존재하지 않고, 어순 즉 단어의 배열 순서로 문
장 성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라오어는 단어의 품사 체계에 있어서도 한국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
오어의 품사 체계가 한국어로 문장을 생성할 때 부정적인 간섭을 일으켜 오류 발생의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예로, 같은 의미의 동사일지라도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이 한국어와 라오어가 상이한 것에서 부정적인 간섭을 일으켜 오류를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누락 오류가 높은 오류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첨가 오류는 가장 낮게 나
타났다. 

1. 한국어 격조사 교육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교육 방안을 개선해 보고자 한다.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 목표는 학습자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교육 방법이
나 내용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본다. 더불어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우선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다. 즉, 학습자들이 어떤 오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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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틀이다. 
민현식(2008:278)에서는 언어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 설정 단계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목표는 목적28)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학습자들의 격조사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라
오스인 학습자들을 위하여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
다. 

III 장에서 정리한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보면 명확하고 적절하게 쓰지 못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격조사 오류를 범하는 대표적인 양
상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 및 ‘에서’와 대응되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라오어의 
전치사의 간섭으로 인하여 나타난 오류가 있다.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 및 ‘에서’는 
라오어의 전치사 ‘ຢູ່ [u]’, ‘ແກ່[kɛ]’가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대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 
및 ‘에서’는 라오어의 전치사 ‘ຢູ່ [u]’, ‘ແກ່[kɛ]’ 등과 일대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하여 이들을 일대일로 번역하여 문장을 형성하므로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라오어의 전치사 ‘ຢູ່ [u]’의 간섭으로 인하여 부사격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되는 
위치에 부사격 조사 ‘에’를 대치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해야 되는 
위치에 부사격 조사 ‘에서’를 대치하여 사용한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둘째, 양 언어 서술어의 품사 차이의 간섭으로 인하여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라
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보면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쉬운 문장을 생성하는데도 불구
하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서술어 단어
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 단어를 라오어의 동사처
럼 구분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미가 동일한 짝 동사 단어
의 경우에서 쉬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대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즉, ‘끝나다’와 
‘끝내다’는 라오어에서는 동일한 단어로 쓰인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끝나다’를 자동사
로, ‘끝내다’를 타동사로 구분한다. 이러한 서술어의 차이에 기인한 대치 오류가 많이 나
타났다. 예로 보여 주면 주격 조사 ‘이/가’를 목적격 조사 ‘을/를’로 대치한 오류가 나타
난 현상이 있는가 하면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되는 위치에 주격 조사 ‘이/가’
로 대치하여 오류가 일어난 현상이 있다.  

28) 민현식(2008:279)에서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여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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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논항)의 격 차이의 간섭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숙지하지 못한 동사 단어를 사용할 때 많이 나
타난 오류이다. 학습자들은 동사 단어를 학습할 때 결합되는 대상인 격조사를 함께 학습
하는 경우가 없다. 주로 동사 단어를 별도로 학습하고 의미만을 파악하여 모국어의 동사 
단어와 일대일로 번역하여 쓰는 것이 대부분이며,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 격조사를 같이 
학습하지 못하므로 문장을 형성할 때 어떤 격조사와 결합하여 사용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여 기존에 학습했던 지식에 의존하여 문장을 생성하여 오류를 일으키기 쉽
다. 특히, 성격이 독특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지 못하는 동사나 다의성을 지니는 동
사 단어들을 의미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원하다, 합격하다, 취
직하다’와 같은 동사들이 있다. 이러한 동사들은 단순히 다른 일반적인 단어처럼 학습하
는 것보다 어떤 격조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표현으로 제시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이 격조사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자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오류 발생의 원인들은 라오스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의 조사를 바르
게 사용하도록 교육시키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
로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의 구체적인 격조사 교육 목표를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와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의 차이를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부사격 조사의 경우에서는 라오어의 전치사와 대응할 수 있는 의
미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대일로 번역하여 대응할 수 없다는 면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하고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구분하여 사용할 줄 안다. 

② 양 언어의 서술어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고 통사적 제약에 대하여 적절한 격
조사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서술어의 문법 정보를 이해하고,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논항)을 구분할 수 있
고 명확한 문장을 형성할 수 있다. 

이상의 교육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교육 내
용과 교육 방법을 설정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은 다음 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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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격조사 교육의 내용

본 절에서는 한국어 격조사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II 장에서 정리한 양 언어의 격 실현 방식의 차이점이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라오스인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III 장에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양 언어의 문법 체계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므로 오류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통하여 한국어의 격조사 교육 내용을 설정할 것이다.

2.1.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라오어 전치사 대조를 통한 이해 교육 내용

II 장에서 정리한 한국어의 격 실현 방식과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을 살펴본 바와 같이 
양 언어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자가 지적하였듯이 모국어와 목표어
의 차이점이 많으면 부정적 전이가 크고 차이점이 적으면 부정적 전이도 적다고 하였다. 
한국어 격조사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조사가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격조사에 대하여 명확히 습득할 필요가 있다. III 장에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격조사에 대하
여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모국어 사용 습관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후치사 방식의 격 표지인 조사에 따라 격을 실현하는 언어이지
만, 라오어는 무표지 ‘ø’ 격으로 격을 실현한 방식과 전치사에 의하여 격을 실현하는 방
식이 있다. 한국어의 격조사와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을 비교·대조한 결과를 보면 전체
적으로 큰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 ‘에
서’, ‘에게’과 같은 경우에는 라오어의 전치사와 의미 기능을 비슷하게 나타내는 현상이 
있다. 라오어의 전치사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는 유사한 점이 있을
지라도 일대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 및 원
인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라오어 전치사의 간섭으로 오
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정리한 부분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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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부사격 조사 라오어 전치사

장소 에, 에서 ຢູ່, ‘ທີ່
상대 에게, 한테, 께, 에 ໃຫ້, ແກ່, ເພື່ອ, ສໍາຫລັບ, ແດ່
방향 에, (으)로, 에게 ທາງ, ໃນ

출발점 에서 ແຕ່, ຕ້ັງແຕ, ຈາກ
시간 에 ເມື່ອ,  ຕອນ, ເວລາ 

<표 31>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라오어의 전치사 

위의 <표 3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와 유
사점을 가진 라오어 전치사 ‘ຢູ່[u]’, ‘ຈາກ[ja:k]’, ‘ແກ່[kɛ:]’가 있다. 라오스인 학습자들
이 이 유사점을 가지고 일대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를 
쓰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유사점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서는 처음부터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라오어의 전치사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의 유
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를 제시할 때 모국어 전치사 대조를 통하여 설명해 주면 후에 
이러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고 적절한 격조사를 선택하여 쓸 수 있다고 본다. 많은 학자
도 지적하였듯이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점을 익히면 목표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큰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사격 조사 ‘에, 에서’와 ‘ຢູ່[u]’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보
여주고 익힐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준다. 

 

<그림 14>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와 라오어 전치사 ‘ຢູ[່u]’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라오어 전치사 ‘ຢູ່[u]’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 ‘에
서’ 뿐만 아니라 형용사 ‘있다’까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조해서 가르쳐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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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유사점 및 차이점을 확실히 습득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 내
용을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라오어 전치사 ‘ແກ່
[kɛ]’가 라오스인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5>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부사격 조사 ‘에, 에게’와 전치사 ‘ແກ່[kɛ]’가 완전히 일대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러나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유사한 점고 차이점을 익숙하지 않는데다가 올바르
게 습득되지 못한 까닭에 단순한 문장을 생성할 때도 오류를 일으키는 현상이 있다.

<그림 15>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게’와 라오어의 전치사 ‘ແກ່[kɛ]'

위의 <그림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 라오어 전치사 ‘ແກ່[kɛ]’가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에게’의 의미 기능이 유사한 점이 있다. 아울러 부사격 조사 ‘에’는 
전치사 ‘ແກ່[kɛ]’와만 유사한 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치사 ‘ຢູ່[u]’와도 유사한 점이 있
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16> 부사격 조사 ‘에’와 라오어 전치사 ‘ແກ່[kɛ], ຢູ່[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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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사격 조사가 많은 라오어의 전치사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하
면 라오어의 전치사 하나가 많은 한국어 격조사와 어휘와 유사한 점도 있다. 이러한 다
용적인 유사한 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학습자들이 한국어 격조사를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고 모국어의 전치사의 간섭으로 인하여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대조하여 확실히 학습하는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본 절에서는 라오어의 전치사의 간섭으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격조사 교육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와 라오어 전치사 ‘ຢູ່[u]’, ‘ຈາກ
[ja:k]’, ‘ແກ່[kɛ:]’의 대조를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익히도록 교육 내용으로 제안하
고자 한다. 

대표적인 양 언어의 격 실현 방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에서와 같다.  
 

한국어 격조사 라오어 격 실현 방식

주

격 

1. 꽃이 핀다. 
2. 아버지께서 주무셨습니다. 

예문을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
서는 주격 조사 ‘이/가, 에서, 께
서’를 통하여 격을 나태고 있다.

1. ດອກໄມ້ (ø) ບານ 
2. ພ່ໍ(ø) ນອນ ແລ້ວ
라오어에서는 라오어의 무표지 ‘ø’격

으로 어순을 통해 한국어의 ‘꽃이 핀다.’
라는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목

적

격

3. 물(을) 마셨다. 
한국어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를’
에 의하여 격을 나타내고 있다. 

3. ດ່ືມ(ø) ນ້ໍາ   ແລ້ວ
무표지‘ø’격으로 또는 어순에 의해 격

을 나타낸다.

부

사

격 

장
소

4. 나는 기숙사에 있다.
5. 나는 매일 집에서 밥을 먹
는다. 

한국어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대표적인 ‘에, 
에서’를   들 수 있다. 

4.ຂ້ອຍ(ø) ຢູ່ ຫໍພັກ
5.ຂ້ອຍ ກິນ   ເຂ້ົາ ຢູ່ ເຮືອນ ທຸກມື້
라오어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ຢູ່, ທ່ີ’가 있는데 ‘에, 에서’와 일대일로 
대응할 수 없다. 라오어의 전치사 ‘ຢູ່’가 
서술어의 의미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표 32> 한국어와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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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술어의 품사 차이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III 장에서 학습자의 오류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한국
어의 격조사를 쓸 때 서술어의 품사를 분별하지 못한 까닭에 오류를 일으킨 경우가 많

대
상

6. 그는 대학교 도서관에 책을 
기증했다. 

‘에’는 행위이나 상대에 영향
을 미치는 대상과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대상 등의 뜻을 나타
내 준다. 앞에 오는 말이 유정
명사인 경우에 ‘에게’로 사용
한다. 

6. ລາວ(ø) ບໍລິຈາກ ປ້ືມ ໃຫ້ແກ່   ຫໍສະ
ໝຸດ ໂຮງຮຽນ

이러한 경우에서 라오어에는 (ໃຫ້)ແກ່
를 사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
러나 라오어 전치사의 특성은 무정명사
인 경경에도 같은 전치사를 사용해도 가
능하다. 

방
향

7.여동생은 방금 공항에 도착
했다. 

부사격 조사 ‘에’는 어디의 방
향으로 이동하는 목적지 장소
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쓰인다. 

7.ນ້ອງສາວ ຫາກໍ ຮອດ(ທ່ີ) ເຮືອນ 
라오어에서는 전치사 ‘ທ່ີ’를 사용하지

만 생략해도 가능하다. 

출
발
점

8. 그는 미국에서 왔다. 
부사격 조사 ‘에서’는 ‘출발점, 
시작점, 근원, 출처’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 

8. ລາວ ມາ ຈາກ ອາເມລິກາ
라오어에서는 전치사 ‘ຈາກ’를 사용하

여 출발점이나 시작점 등의 의미를 나타
내 준다. 그러나 일대일로 대응이 불가능
하다.  

시
간

9. 내일 오후에 수업이 있다. 

한국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부사격 조사 ‘에’가 사용
된다. ‘때, 동안, 어떤 시간’의 
의미를 표시해준다. 

9.ມ້ືອ່ືນ (ເວລາ) ຕອນບາ່ຍ ມີ ຊ່ົວໂມງຮ
ຽນ

한국어 ‘에’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하
는 전치사는 ‘ ເມ່ືອ, ຕອນ, ເວລາ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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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서술어의 개념이나 어휘 품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제
시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 서술어의 개념은 라오어의 서술어의 품사를 분
류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 통사적으로 서술어가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법 항목 중의 하나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격조사는 자동사나 타동사, 
형용사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는 라오어와 한국어는 많은 면에서 
문법 체계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전공하는 라오스인 학습
자들이 이러한 서술어의 개념이나 문법 체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서술어의 품사를 라오어의 품사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
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어의 서술어의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의 동사, 
형용사를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 형용사의 구분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의 동사, 형용사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어 유일한 의미를 지니는 서술어의 경우에서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타
동사로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싫다’와 ‘싫어하다’는 의미는 같지만 같은 동사가 
아니다. 이러한 서술어의 품사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격조사를 사용하는 데에 큰 영
향을 미치기 십상이다. 

현재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술어의 품사에 대한 설명이 없고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를 제시하는 방법에서는 ‘N을/를 V-ㅂ/습니다.’, ‘N
이/가 A -ㅂ/습니다’의 유형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표 33>과 같다. 

단원 격조사 제시 방법 예문

2과 이것
은 시계입
니까? 

보격 조사
이/가(아니
다) 

N 이/가 아닙니다. (N is not N)
Notes: the particle marks the  
 subject of sentence when 
the subjects ends with a 
vowel. the alternative form 
‘이’, on the other hand, is 
added to nouns ending with a 
consonant. 

① 아니요, 시계가 아닙니
다. / No, it is not a 
watch. 
② 아니요, 운동화가 아닙
니다. / No, they are 
not sneakers. 

3과 안녕
하 십 니
까? 

목 적 격 
조사

을/를 

을/를- Object particle 
- N은/는 N을/를 V-ㅂ니다./    
     N V N

①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
니다. (I study Korean)
② 윌슨은 밥을 먹습니다.  

<표 33> 교재에서의 격조사 제시 방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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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은/는 N을/를 V-습니다./    
     N V N
Notes:을/를 is a particle   that 
marks the object of a verb.

  (wilson eats his 
meal)

4과 여기
는 어디입
니까? 

부사격 조
사
에서(장소)

에서 / in, at
-N은/는 N에서 N을/를 V-ㅂ니
다./습니다./ N V N at(in)   N
Notes:을/를 are noun   
particles that marks the 
object of a sentence. 을 is 
used after a syllable that 
ends with a consonant.를 on 
the other hand come after a 
syllable that ends with vowel. 
-에서 is a particle that 
indicates the place where the 
action in the verb phrase 
takes place. 

①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we learn Korea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② 영숙 씨는 교실에서 책
을 읽습니다./ 
 Youngsook is reading 
a book in a 
classroom. 

5과 식당
에 가십니
까?

부사격 조
사
에(방향)

에 / to 
- N은/는 N에 갑니다./갑니까?
N go to N(N is going to N)
-N은/는 N에 옵니다./ 옵니까?
N come to N(N is coming to N)
Notes: 에/에서 As discussed in  
the previous lesson, 에서
indicates the place where the 
action in the verb phrase 
takes place. 에, on the other 
hand, is an adverbial suffix 
that denotes destination when 
it is followed by movement. 

① 저는 학교에 갑니다./  
      I'm going to 
school
② 윌슨 씨는 한국에 옵니
다./
  Mr. Wilson coming 
to   Korea.

6과 오늘
은 날씨가 

주격 조사
이/가

N이/가 A -ㅂ니다/습니다.    N 
be N

① 날씨가 따뜻합니다./
    it's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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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
까? 

-N이/가 A -비니까?/습니까?/
  be N A?
-N이/가 A -지 않습니다./ 
  N be not A
-N이/가 어떻습니까?/How be 
N?
-(N은/는) N이/가 A -ㅂ니다/습
니다. N N be A?
Notes: A mentioned in Unit 2, 
이/가 are particles used 
mainly to mark the subject of 
a sentence. 이 is added to 
nouns  ending with a 
consonant, 가 on other hand, 
is used  after nouns ending 
with a vowel. 

② 이것이 좋습니까?/
   is this good?
③ 날씨가 덥지 않습니
다./     It is not hot
④ 날씨가 어떻습니까?/
How is the weather?
⑤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
까?/ is it cold today?

7과 오늘
은 무슨 
요일입니
까? 

부사격 조
사
에 (시간) 

N에 / preposition of time 

① 우리는 수요일에 도서
관에 갑니다. /we go to 
the library on 
Wednesday. 

8과 내 방
은 3층에 
있어요.

부사격 조
사
에 (장소)

-N은/는 N에 있어요. /         
  N be Prep(preposition) N

-N은/는 N에 없어요. /         
  here be no N prep N

- N 엽[위, 아래, 앞]에 /pre N

① 내 방은 3층에 있어
요./ My room is on 
the third floor. 
② 냉장고는 내 방에 없어
요. /there is no 
refrigerator in my 
room.
③ 침대 위에 모자가 있어
요./ on the top of the 
bed there is a cap. 

10과 어
디에서 오
셨어요?

부사격 조
사
에서(출발
점)

에서 /from
- N에서 오다/ to come from N

① 어디에서 오셨어요?/ 
where are from? 

12과 이 
사과는 한 

부사격 조
사

에/per ① 사과 한 개에 얼마입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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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서술어의 품사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없으며, 오직 
격조사에 대한 설명만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 격조사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서술어의 
품사도 함께 제시하여 확실히 학습해야 하는 교육이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형용사’, ‘동사’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격조사를 사용하는 
데에 오류를 발생시키기 쉽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 방법 서술어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서술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l N이/가 A 
l N을/를 V

① 싫다 
② 싫어하다 
③ 부럽다
④ 그립다

=> 나는 축구가 싫다
=> 나는 축구를 싫어하다
=> 나는 친구가 부럽다
=> 부모님이 그립다

=> *나는 축구를 싫다. 
=> *나는 축구가 싫어하다.
=> *나는 친구를 부럽다
=> *나는 부모님을 그립다

<표 34> 서술어의 품사 습득의 필요성에 대한 예 

위의 <표 3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품사를 구분할 수 있는 지
식이 없으면 잘못된 격조사를 선택하여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그림 17> 한국어와 라오어의 서술어의 차이 

개에 얼마
예요? 에(단위) - N에 얼마입니까? /           

      How much is one N
How much is one of 
these apples?

27과 겨울 
방학에 무
엇을 하시
겠어요?

주격 조사
께서(높임)

께서/ Subject marker
- N께서(는) 
  N+ honorific topic particle 

① 부모님께서 오셨어요. 
 my parents have 
ar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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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에서 정리한 동사, 형용사의 단어를 통하여 한국어의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
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사, 형용사의 구분이 다르므로 라오스인 학습
자들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격조사를 학습하는 과정
에서 ‘N을/를 V-ㅂ/습니다.’, ‘N이/가 A -ㅂ/습니다.’의 유형으로 제시하되 한국어의 
서술어의 품사도 같이 교육해 주어야 된다. 특히, 의미가 동일한 단어끼리 짝을 지어 형용
사, 타동사, 자동사로 구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사’, ‘형용사’ 단어를 선정하는 기준은 학습자의 수준에 나타난 단어를 선정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짝의 단어로 쓰이고 라오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 대상
의 단어들을 위주로 선정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서술어의 품사의 차이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의 <표 35>와 같은 동사, 형용사의 단어들과 같다. 

한국어 라오어
단어 품사 단어 품사

싫다 형용사 ຊັງ [sa:ŋ] (타)동사싫어하다 (타)동사
부럽다 형용사 ອິດສາ [itsa:] (타)동사부러워하다 (타)동사
끝나다 (자)동사 ຈົບ/ເລີກ [job/lək] (자, 타)동사끝내다 (타)동사
그립다 형용사 ຄິດຮອດ[khit hɔt] (타)동사그리워하다 (타)동사

<표 35> 선정 기준 대상 형용사-동사 쌍

위의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조사를 제시할 때 서술어의 품사에 대해
서도 같이 설명해 주는 것이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을뿐더러 오류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3. 서술어와 결합하는 대상(논항)의 격 차이 이해 교육 내용

오류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보면 학습자가 격조사와 서술어의 관련성을 명확히 이
해하지 못할뿐더러 통사적 문형을 파악하지 못하여 앞의 체언에만 초점을 두어 격조
사를 쓰려는 경향이 있다.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 양상에 의하면 모국어의 문
장을 목표어의 문장으로 번역할 때 원어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으나 목표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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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문법 형태를 명확하게 분별하
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 원인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전달하
려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문법 항목을 명
확히 파악하여 문장을 형성하면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동사 단어들을 들면 아래의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서술어와 결합하는 대상 ‘에’ 교육

위의 <그림 18>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쓸 수 있는 동사 단어들인데 의미
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들도 있는가하면 없는 단어들도 있다. 예를 들면 ‘살다, 
걸다, 도착하다’와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부사격 조사 ‘에’를 설명해 줄 수 있으나 
‘취직하다, 합격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부사격 조사 ‘에’와 함께 쓰는 것에 대하여 의미
적인 용법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보면 격조사를 제시하는 과정
에서 격조사 별도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격조
사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격조사만을 별도로 설명하는 것보다 서술어와 결합하여 한 어휘
의 덩어리로 묶어서 교육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의미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술어와 결합 대상 격조사와 같이 
묶어서 하나의 어휘로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정확히 습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오
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 및 오류 원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격조사+동사’의 문형 구
성 이해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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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예문
「격조사 + 동사」의 덩어리 형태 교육 

l [에 + 합격하다]
l [에 + 취직하다] 
l [을/를 + 졸업하다]
l [이/가 + 가다]
l [을/를 + 가다]
l [이/가 + 생기다]

=> 토픽 시험 6급에 합격했다. 
=> 삼성회사에 취직했다. 
=> 대학교를 졸업했다. 
=> 이해가 가다. 
=> 여행을 가다.
=> 곰팡이가 생겼다. 

<표 36>서술어와 결합하는 대상(논항) 이해 교육  

고경태(2007, 2008)에서는 제시한 격조사 교육에 대하여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
다. 첫 번째 격조사는 개별 의미 교수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 이유도 첫 번째 
이유와 관련되면서 격조사는 통사적으로 다른 문법 요소나 어휘 요소와 더불어 ‘담화·화
용적 기능 단위’가 될 수 있도록 묶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문장에서 
동사도 격조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담화 내에서 실현하기 
어렵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고경태(2008)는 한국어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휘적 
덩어리(lexical chunk)로서의 패턴(pattern) 교육을 제안하였는데 대규모 말뭉치를 통
해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을 통하여 한국어 동사 102개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한국어 동사 교육 패턴을 선정하였다(고경태, 2008)  

3.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의 실제
 
수업 모형은 수업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 수업 단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외국어 학

습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알려진 모형은 소언베리(Thornbury, 1999)에서 제시한 
PPP 모형과 TTT 모형이 있다. 

PPP 모형은 바른 언어 사례를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여 바른 언어 자료를 자
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모형이라고 한다(민현식, 2005, 2008 ). PPP 모형
은 ‘제시(Presentation) → 연습(Practice) → 생성(Production)’ 세 단계로 나눈다. 
PPP 모형은 의미 중심의 의사소통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모형이다. 유창성보다 정확성에 
초점을 두는 학습 방법이다. 그리고 PPP 모형 외에도 소언베리(Thornbury, 199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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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제 모형인 TTT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TTT 모형은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과제를 제시하여 과제 해결형 언어 습득을 하도록 지도하는 모형이라고 한다. TTT 모형
은 과제1 (task1) - 교수 활동(teach) - 과제 2(task2)의 단계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얼(Ur, 1996, 2002:84)에서는 7단계의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
면서 문법 범주를 심화하여 익히도록 하였다(민현식, 2005). 그가 제시한 7단계의 교수 
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문법 구조 인지 단계(awareness)
② 조건 제시 연습(controlled drills)
③ 의미 있는 문장 만들기 연습(meaningful drills)
④ 조건에 따라 의미 있는 문장 만들기 연습(guided, meaningful drills)
⑤ 자유 작문(free sentence-composition) 
⑥ 짧은 담화 구성하기(discourse composition)
⑦ 자유 담화(free discourse)

루이스(M. Lewis, 1999)는 귀납적인 접근 방법에 중심을 두어 OHE 교수 학습 모형
을 제시하였다. 관찰 및 이해 (Observe) → 발견 및 제시(Hypothesis) → 시도 및 사용
(Experiment)의 세 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OHE 수업 모형은 담화 내에서 학습
자가 이미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단어, 표현, 상황 맥락과 모르는 새로운 문법 구조, 의
미를 관찰하고 그 문장 의미와 문법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학습자가 학습 자료를 통해 
학습 내용을 인지하는 관찰 단계를 거쳐 스스로 발견한 의미 기능과 사용 방법을 분석한
다. 학습자가 발견한 문법 규칙을 활용하여 새로운 언어 표현이나 문장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OHE 모형은 학습자에게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한다. 또한 이 수업 모형은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따르고 언어 사용과 유창성에 초점을 
둔 수업 모형이다(강혜옥, 2006). 김낙복(2005)은 OHE 모형이 어휘의 본질과 역할, 텍
스트에서 어휘 항목의 의식적 주목, 언어의 뭉칫말화를 강조한다고 하였다. 이는 형태 
초점 접근 방법과 비슷한 면이 있다. 즉 학습자에게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의식할 
수 있도록 상황 맥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비슷하다. 

외국어 교육 과정에서 교수 모형은 다양한 모형이 있다. 각 수업 모형이 서로 특징을 
지니고 있다. OHE 교수 모형은 어휘와 그가 구성하는 통사적 구성을 뭉칫말화하여 제시
한다는 점에서 격조사 문법 요소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업 모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OHE 교수 모형 단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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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이해 단계 1
(Observe) 

⇩

l 격조사가 나타난 텍스트를 제시하여 문법 정보를 관찰하도
록 유도한다.
l 관찰을 통하여 격조사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발견 및 제시 단계 2
(Hypothesis)

⇩

l 한국어 부사격 조사(에/에서)와 라오어의 전치사( ຢູ່[u])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문법규칙을 발견하도록 한다. 
l 서술어의 품사 구분하고 올바른 격조사와 결합하는 문법 
규칙을 발견하도록 한다. 
l 동사와 결합되는 대상 격조사를 찾고 문법 규칙을 발견하
도록 한다. 
l 격조사의 의미 기능을 재확인하고 습득되도록 한다. 

시도 및 사용 단계 3
(Experiment) l 격조사를 사용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관찰 및 이해(Observation) → 발견 및 제시
(Hypothesis) → 시도 및 사용(Experiment)의 세 단계의 교수 모형을 따라 한국어 격
조사 교육을 수행하기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앞서의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격조사 교육의 실제를 수행하기로 한다. 

첫째, 부사격 조사 ‘에, 에서’교육의 실제 
둘째, 서술어의 품사 구분에 따른 격조사 교육의 실제. 
셋째, 문형으로서 「격조사 + 동사」의 덩어리 형태 교육의 실제

구체적인 격조사의 실제 교육 모형은 다음과 같다. 

3.1. 부사격 조사 ‘에, 에서’ 교육의 실제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에서 나타난 오류를 보면,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오류가 빈번했다. 이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라오어의 경우에는 전치사인 ‘ຢູ່[u]’ 하나인 반면, 한국어에는 ‘에’와 ‘에서’ 두 개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 있다’와 ‘에서 V’의 예에서 ‘에’와 ‘에서’의 대치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왜냐하면, 이 두 경우 모두 라오어로는 ‘ຢູ່[u]’로 번역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라오어 전치사 ‘ຢູ່[u]’와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대조 언어학적



- 134 -

인 이해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에와 에서의 오류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 양상을 토대로, OHE 교
수 모형에 따라 교육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찰 및 이해 단계(Observation)

관찰 및 이해 단계에서는, ‘에’와 ‘에서’가 동시에 포함된 텍스트를 통해 각각의 쓰임
과 사용을 학습자 스스로 관찰하고 발견해 내게 함으로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내재된 규
칙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초급 수준에서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를 학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의 
한 예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게임을 해요. 
집에 밥이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커피숍에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요 
운동장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가) 텍스트는 ‘N에 있다’ 류(많다, 많이 있다, 적다, 없다 등)와 ‘N에서 V' 류의 문형
을 연쇄적으로 반복 제시하는 구조화된 입력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해당 조사에 
밑줄을 긋거나 진하게 표시하여 입력을 강화해 줌으로, 학습자들에 부사격 조사의 형태
에 초점을 두도록 유도한다. 

(나) 그런 다음, 학습자들에게 입력 자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N에 있다’와 ‘N에
서 V'의 동일한 형태로 반복된 질문을 답하게 한다. 질문을 할 때는 부사격 조사 부분에
서 음성과 억양을 높여 말함으로 그 부분에 유념해서 대답하도록 유도한다. 

  교사: 어디에(↗) 컴퓨터가 있어요?
  학생: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교사: 어디에서(↗) 게임을 해요?
  학생: 집에서 게임을 해요. 

이 반복된 질문의 응답을 통해, 이동의 목적지에는 ‘에’를 쓰고, 동사의 동작이 일어나
는 장소에는 ‘에서’를 쓴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암시적으로 습득하도록 유도한다. 



- 135 -

2) 발견 및 제시 단계(Hypothesis)

발견 단계에서는 관찰 및 이해 단계에서보다 명시적으로 ‘에’와 ‘에서’의 쓰임을 구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 

 (가) 라오어를 한국어로 간단한 번역 과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에’와 ‘에서’의 오
류를 유도함으로 라오어의 전치사 ‘ຢູ່[u]’가 한국어에서는 ‘에’와 ‘에서’ 두 가지로 번역
될 수 있음을 학습자 스스로가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다음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세요. 
① ມີປຶ້ມຫລາຍຢູ່ຫໍສະຫມຸດ, ຂ້ອຍຈຶ່ງອ່ານປື້ມ ຢູ່ຫໍສະຫມຸດ
  [............................................................................................]
② ຢູ່ ເດີ່ນ ກິລາ ມີຫມູ່ຫລາຍ, ຈຶ່ງໄດ້ ເຕະບານ ຢູ່ ເດີ່ນ ກິລາ
  [............................................................................................]

(나) 제시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학습자가 관찰, 이해, 발견한 것을 교사가 명시적인 
설명을 통해 짧고 간략하게 정리해 줌으로 그들이 스스로 세운 문법적인 가정들이 바른 
것인지를 확인하고 확정하게 한다. 

‘에’와 ‘에서’의 의미 기능

N(장소)에 있다/없다,... N(장소)에서 V

l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는 ‘있다’를 비롯하여 ‘없다, 계시다’ 
등과 함께 쓰인다.  

l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는 ‘많다, 적다’ 등과 같은 형용사와도 
함께 쓰일 수 있다. 

l 작은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선행 명사와 
쓰인 경우에서는 ‘쓰다, 앉다, 걸다, 눕다, 
붙다, 찍다, 뜨다’ 등과 같은 동작동사와 함
께 쓰인다. 

l 사람이나 사물의 행위나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인다. 

l 주로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거시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붙어 
쓰인다.

l ‘에’, ‘에서’와 다 같이 쓸 수 있는 동사가 있다. ‘살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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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에’와 ‘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설명해 준다. 주어가 존재하
는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에’를 쓰고 주어가 행동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에서’를 사용한다. 

(다)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가 라오어의 전치사 ‘ຢູ່[u]’와 유사한 점을 명확히 설명
해 준다. 

그리고 부사격 조사 ‘에’가 라오어 전치사 ‘ແກ່[kɛ]’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하는 경우
도 보여준다. 주어의 행위 대상이 되는 무정명사 뒤에 ‘에’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을 설명해 준다. 더불어 라오어 전치사와 대응할 수 있으나 완전히 일대일로 대응이 불
가능한 것을 알려준다. 

(라) 앞서 제시한 문법적 규칙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텍스트에서 장
소 명사 뒤의 (    ) 알맞은 ‘에’나 ‘에서’를 쓰도록 한다. 

교실에(     )복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실(     )서류를 복사해요. 
기숙(     )밥이 없어요. 그래서 식당(     ) 밥을 먹어요. 
연구실(      ) 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실(      ) 책을 읽어요.  
집에(      )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집(      ) 커피를 마셔요 
커피숍(      )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커피숍(      ) 친구를 만나요. 

(마) ‘에’와 ‘에서’를 올바르게 쓰지 못한 문장을 찾아보는 활동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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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에 컴퓨터가 있어요. 
② 오늘은 학생식당에서 중국음식이 없어요. 
③ 도서관에서 책이 많이 있어요.  
④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요. 
⑤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많아요. 
⑥ 그는 우리 대학교 도서관에 책을 주었다.

(바) 질문의 답을 확인하여 이유를 물어보고 대상 문법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주고 마
무리를 한다. 

3) 시도 및 사용(Experiment)

이 단계에서는 대상 문법을 사용하여 앞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가) 주어진 단어를 바탕으로 ‘에’와 ‘에서’를 활용하여 대화문을 형성하도록 한다.

파이툰: 아누룬 씨 토요일에 뭐할 거예요?
아누룬: 저는 .........................................(도서관, 시험공부)
파이툰: 토요일 저녁 ........................(아이텍, 김현식 가수 콘서트, 있다, 같이 가다)
아누룬: 그래? 그러면 지금 빨리 공부하고 저녁에 콘서트를 같이 봐요. 

(나) 자유 담화 활동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격조사와 서술어를 사용하여 맞는 문장을 만들도록 한다. 학

습자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수업했던 문법 표현과 ‘에/에서’를 사용하여 글쓰기를 하도
록 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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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술어의 품사 구분에 따른 격조사 교육의 실제

이것은 초급 수준에서 이미 학습한 문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인 학습자들
이 격조사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서술어의 위치에 있는 용언의 품사를 잘못 파악하기 때
문이다. 앞의 교육 내용에서도 제시한 바 있듯이 라오어에서는 한 품사로 분류된 한 단
어로 존재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형용사와 동사, 또는 자동사와 타동사와 같이 두 단어
로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 격조사는 서술어에 따라 결정되는 문법 항목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서술
어를 분류하지 못하면 잘못된 격조사를 대치하거나 격조사를 생략하기 쉽다. 

교재에서는 ‘N을/를 V’, ‘N이/가 A’의 구조로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술어의 품사 
구분하지 못하여 주격 조사 ‘이/가’를 목적격 조사 ‘을/를’로 대치한 경구가 있다. 대표
적인 예를 들면 ‘수업을 끝나다’와 ‘비엔티안 도착했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에 따라 격
조사를 정확하게 쓰기 위하여 서술어의 종류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오류 
양상을 토대로, OHE 교수 모형에 따라 교육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관찰 및 이해 단계(Observation)

관찰 및 이해 단계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포함된 텍스트를 통해 각각의 쓰임과 
사용을 학습자 스스로 관찰하고 발견해 내게 함으로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내재된 규칙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초급 수준에서 부사격 조사 ‘동사’와 ‘형용사’를 학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의 한 예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오늘은 오후 4시 반에 수업이 끝난다. 그래서 일찍 집에 갈 수 있다. 
나는 오늘 과제를 빨리 끝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축구가 싫다. 그러나 분쑤안은 배구를 싫어한다. 
씬쑤다는 남자 친구를 그리워한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이 그립다.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가 부럽다. 그러나 싸이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가) 텍스트는 ‘N이/가 A’ 타동사, 형용사(끝나다, 싫다, 부럽다, 그립다 등)와 ‘N에서 
V' 타동사(싫어하다, 부러워하다, 그리워하다’의 문형을 파악하여 반복 제시하는 구조화
된 입력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해당 서술어에 밑줄을 긋거나 진하게 표시하여 입
력을 강화해 줌으로, 학습자들에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의 형태에 초점을 두도록 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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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 다음, 학습자들에게 입력 자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N이/가 A, N이/
가 자동사’와 ‘N을/를 타동사'의 동일한 형태로 반복된 질문을 답하게 한다. 

  교사: 선생님이 매일 네 시에 수업을 끝내요?
  학생: 아니요, 매일 4시 반에 수업이 끝나요. 
  교사: 그 사람은 무엇을 싫어해요?
  학생: 그는 축구를 싫어해요. 
  교사: 선생님은 배구가 싫어요. 

이 반복된 질문의 응답을 통해, 자동사나 타동사, 형용사에 따라 ‘격조사’를 쓴다는 것
이 결된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암시적으로 습득하도록 유도한다.  

2) 발견 및 제시 단계(Hypothesis)

발견 단계에서는 관찰 및 이해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타동사’, ‘형용사’와 ‘자동사’가 
어떤 격조사와 함께 쓰이는지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

(가) 담화에서 ‘N 이/가 자동사’와 ‘N이/가 형용사’, ‘N을/를 타동사’의 문형으로서 
구조를 알려준다. 특히 학습할 대상 짝의 서술어 단어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준다. 
더불어 모국어의 서술어와 대조를 통하여 차이점을 알려준다. 

 

한국어 라오어

l N이/가 + 자동사/형용사
l N을/를 타동사 l N(ø)+ 서술어

N이/가 싫다 형용사 ຊັງ [sa:ŋ] (타)동사
N을/를 싫어하다 (타)동사
N이/가 부럽다 형용사 ອິດສາ [itsa:] (타)동사

N을/를 부러워하다 (타)동사
N이/가 끝나다 (자)동사 ຈົບ/ເລີກ [job/lək] (자, 타)동사
N을/를 끝내다 (타)동사
N이/가 그립다 형용사 ຄິດຮອດ[khit hɔt] (타)동사

N을/를 그리워하다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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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서 제시한 문법적 규칙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텍스트에서 (  
  ) 알맞은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의 단어를 쓰도록 한다. 

오후 4시 반에 수업이 (        ). 그리고 집에 간다. 
나는 오늘 과제를 빨리 (         ). 그래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축구가   (         ). 그러나 분쑤안은 배구를 (         ). 
씬쑤다는 남자 친구를 (           ). 그러나 나는 부모님이   (         ).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가 (       ). 그러나 싸이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       ). 

(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서술어의 품사를 구분하고 격조사를 결합하는 것을 익히
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위의 텍스트에서 밑줄 친 서술어 앞의 (      )에 알맞은 격조사를 
쓰도록 한다. 

오후 4시 반에 아르바이트(      )끝난다. 그리고 집에 간다. 
나는 오늘 보고서(      ) 끝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수영(     ) 싫다. 그러나 분쑤안은 배드민턴(       ) 싫어한다. 
씬쑤다는 엄마(      ) 그리워한다. 그러나 나는 조카(      ) 그립다.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       ) 부럽다. 그러나 싸이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     ) 부러
워한다. 

(라) 앞서 제시한 문법 항목 규칙을 확실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
여 틀린 문장과 맞는 문장을 선택하는 연습도 수행한다. 

① 매일 5시에 수업을 끝난다. 
② 나는 오늘 과제이 빨리 끝냈다. 
③ 분쑤안은 배구가 싫어한다. 
④ 씬쑤다는 남자 친구가 그리워한다. 
⑤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를 부럽다. 
⑥ 싸이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마) 질문의 답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고, 대상 문법 항목에 대하여 정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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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 및 사용(Experiment)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대상 문법 항목을 배웠던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적으
로 활용해 보도록 하는 단계이다. 

(가) 주어진 단어를 바탕으로 대화문을 형성하도록 한다. 

파이툰: 토요일에 뭐할 거예요?
아누룬: 저는 ..........................고, 운동할 거예요. (과제, 끝내다)
       파이툰은 뭐해요?
파이툰: .....................후에, 한국 드라마를 볼 거예요.(아르바이트, 끝나다)
아누룬: 그래요? 같이 운동할래요? 
파이툰: 무슨 운동이에요? 
아누룬: 농구예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서 토요일마다 농구를 해요.
파이툰: 저는 ............................(배드민턴,  좋다, 농구, 싫다)

(나) 자유 작문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격조사와 서술어를 사용하여 맞는 문장을 만들도록 한다. 학

습자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수업했던 대상 문법 항목과 대상 서술어의 단어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하도록 한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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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형으로서 「격조사 + 동사」의 덩어리 형태 교육의 실제 

라오스인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 양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의 동사 가운데는 
그 동사와 결합하는 격조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
이 있다. 이런 경우는, ‘격조사 + 동사’의 덩어리 형태로 교육하는 것이 격조사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격조사 + 동사’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은 자칫하면 암기해야 할 목록을 증가
시킴으로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습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교사
가 이를 목록의 형태로 단순 제시하기보다 학습자가 스스로가 구체적인 담화 맥락이 담
긴 예문을 통해, 해당 동사와 결합하는 격조사를 발견해 내게 하고, 그것을 새로운 상황
에 적용하여 자연스런 습득을 유도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도
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1) 관찰 및 이해 단계

관찰 및 이해 단계에서는,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 격조사가 포함된 텍스트를 통해 각
각의 격조사의 쓰임과 사용을 학습자 스스로 관찰하고 발견해 내게 함으로 학습자의 중
간언어에 내재된 규칙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초급 수준에서 부사격 조사 ‘동사’와 결합하는 대사 ‘격조사’를 학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의 한 예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분쑤안은 작년에 라오스국립대학교를 졸업했다.  지난달에는 토픽 시험을 봤는데, 
토픽 시험 6급에 합격했다. 지금은 라오스에 있는 한국 기업인 코라오에 취직하기 위
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분쑤안은 코라오어 회사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짬빠 관광 회
사에 지원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싸이가 분쑤안에게 ‘너는 이번 시험에 불합할 확
률이 낮다’라고 위로 해줬다. 

(가) 텍스트는 ‘동사’와 결합하는 문형으로서의 ‘격조사+ 동사’의 구조를 파악하여 반
복 제시하는 구조화된 입력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해당 동사에 밑줄을 긋거나 진
하게 표시하여 입력을 강화해 줌으로, 학습자들에게 ‘격조사+ 동사’의 문형으로서의 구
조 형태에 초점을 두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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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 다음, 학습자들에게 입력 자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격조사+ 동사’의 
문형으로서의 구조를 위주로 위의 글을 읽고, 밑줄 친 동사와 관련된 명사에 붙은 조사
가 무엇인지 쓰도록 한다.

 1) 졸업하다 --> 라오스국립대학(       )
 2) 취직하다 --> 코라오(       )
 3) 합격하다 --> 6급(        )
 4) 지원하다 --> 잠빠 회사(       )
 5) 불합격하다 --> 코라오 회사 시험 (       )

이 반복된 질문의 응답을 통해, 문형으로서의 ‘격조사+동사 (졸업하다, 취직하다, 합격
하다, 지원하다, 불합격하다 등’의 구조를  학습자들이 암시적으로 습득하도록 유도한다.  

2) 발견 및 제시 단계

발견 단계에서는 관찰 및 이해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문형으로서의 ‘격조사+동사’ 구조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

대상 문법 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 표현과 다의성을 지니는 
단어 표현을 위주로 선정하여 ‘격조사+동사’의 문형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쳐준다. 

(가) 담화에서 문형으로서의 ‘격조사+동사’ 구조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알려준다. 

‘격조사+동사’의 문형
l N을/를 졸업하다
l N에 취직하다
l N에 합격하다
l N에 지원하다
l N에/에서 불합격하다

(나) 일치된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
다. 



- 144 -

3) 시도 및 사용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대상 문법 항목을 배웠던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적으
로 활용해 보도록 하는 단계이다. 

(가) 앞서 쓴 질문의 답을 토대로, 괄호 안에 알맞은 조사를 쓰도록 한다. 

  1) 김태희는 서울대학교(   ) 졸업했습니다. 
  2) 짠사몬은 한국의 유명한 기업인 삼성(    ) 취직했습니다. 
  3) 분타위양은 라오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 시험(   ) 합격했습니다. 
  4) 파이툰은 공무원 시험(    ) 불합격했다.
  5) 우리 아버지는 회사(    )퇴직 신청을 하실 겁니다.  

(나) 위의 활동과 같이, 교사가 명시적으로 격조사+동사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기보다, 학습자 스스로가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올바른 조사 사용에 관한 지식을 배워
서 새로운 문장에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한국어의 격조사 사용의 자연스러운 습득을 유
도할 수 있다. 

(다) 배웠던 내용이나 문법 항목을 바탕으로 활용하여 졸업 이후 계획에 대해 글쓰기
를 하도록 하고 말하기 연습도 수행한다.  

나의 졸업 이후 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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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OHE 수업 모형은 담화 내에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 표현, 상황 맥락이나 모르는 새로운 문법 구조, 의미를 관찰하고 그 문장 의
미와 문법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학습자가 학습 자료를 통해 학습 내용을 인지하는 관
찰 단계를 거쳐 스스로 발견한 의미 기능과 사용 방법을 분석한다. 학습자가 발견한 문
법 규칙을 활용하여 새로운 언어 표현이나 문장을 시도해 볼 수 있다. OHE 교수 모형은 
학습자에게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 있다. 

본 장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따라서 OHE 교수 모형을 기준으로 라오
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담화 내에서 학습자가 알 
수 있는 단어와 아직 학습하지 못한 문법 정보 및 격조사의 형태적 구조를 관찰하게 하
고 그 문장의 문법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대상 격조사의 문
법 정보를 스스로 관찰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 단
계에서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부사격 조사 ‘에’ 및 ‘에서’와 모국어의 전치사 ‘ຢູ່[u]’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유의하여 확실하게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OHE 교수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라오스
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수 모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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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라오스인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고 오류를 많이 범하는 문법 항목 중의 
하나인 한국어 조사 가운데서 ‘주격(이/가), 목적격(을/를), 부사격 조사 (에/에서)’를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설정
하였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어 격조사와 라오어의 격 실현 방식을 비교·대조,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하여 교육 방안’을 연구 
주제로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주제를 따라 앞장에서 논의했
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결론을 마무리하고 자한다.

한국어와 라오어는 격을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많다.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후
치사 방식의 격 표지인 조사에 의하여 격을 나타내고 부분적으로 격 표지의 생략이 나타
나는 언어이지만, 라오어는 무표지 ‘ø’격과 전치사에 의하여 격을 나타낸다.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가’와 목적격 조사 ‘을/를’에 의하여 격을 나타내는 경우에서는 라오어에
서는 무표지 ‘ø’격인 어순을 통하여 격을 나타내고, 부사격 조사 ‘에/에서’와 같은 경우
에는 라오어의 전치사 ‘ຢູ່’가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하지만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양 언어의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오류 양상을 밝히기 위하여 현재 라오스 국립
대학교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2,3,4학년 학생 총 6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분류 기준은 ‘누락 오류’, ‘대치 오류’, ‘첨가 오류’의 세 가
지의 오류 유형에 따라 수행하였다. 본 실험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번역 테스트, 자유 
작문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모국어의 간섭
으로 인하여 나타난 오류가 많다. 오류 유형별로 나타난 오류는 대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누락 오류가 높게 나타났다. 첨가 오류는 가장 낮게 기록하였다.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은 크게 세 가지의 오류 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국어의 전치사의 간섭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둘째, 서술어의 차이에 기인한 오류. 
셋째,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의 격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한 오류가 그것이다. 전치사의 
간섭으로 나타난 오류는 대표적으로 부사격 조사 ‘에/에서’의 오류 양상을 들 수 있다. 
이는 라오어의 전치사 ‘ຢູ່[u]’와 ‘ແກ່[kɛ:]’의 간섭으로 부사격 조사 ‘에서’를 부사격 조사 
‘에’로 대치한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술어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오류는 대부
분 목적격 조사 ‘을/를’, 주격 조사 ‘이/가’의 대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 격조사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나타난 대표적인 오류는 주로 목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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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을/를’을 부사격 조사 ‘에’로 대치한 오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라오어와 한국어
의 격 실현 방식 차이점이 한국어 격조사를 사용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토대로, OHE(Observation  
관찰 및 이해 단계; Hypothesis 발견 및 제시 단계; Experiment 시도 및 사용) 교수 
모형에 따라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라오어의 전치사의 간섭으로 발생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오어 전치사 ‘ຢູ່
[u]’와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대조 언어학적인 이해를 학습자들에게 제공
해 주는 것이 ‘에’와 ‘에서’의 오류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술어의 품사 차이의 간섭으로 인하여 나타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어 격
조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N을/를 V-ㅂ/습니다.’, ‘N이/가 A -ㅂ/습니다.’의 유형으로 
제시하되 한국어의 서술어의 품사도 같이 교육해 주어야 된다. 특히, 의미가 동일한 단어
끼리 짝을 지어 형용사, 타동사, 자동사로 구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이 필
요하다고 본다. ‘동사’, ‘형용사’ 단어를 선정하는 기준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과 과
정에서의 단어를 선정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공기하는 단어로 쓰이고 라오어
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 단어들을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
다. 셋째, 동사와 결합하는 대상 격조사의 차이에 기인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격
조사+동사’의 덩어리의 구조를 통한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개별적으로 격조사의 의미 
기능에 대한 교육만을 하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개별 격조사를 의미적으로 설명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술어와 결합 대상 격조사와 같이 묶어서 하나의 어휘로 제
시해 주는 것이 더 명확히 습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주격, 목적격, 부사격 조사(에/에서)’를 중
심으로 교육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서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조사 연구는 라오어권 학습자보다 다른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어권 학습자와 베트남어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라오어권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하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본 연구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격조사 교육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 148 -

참고 문헌

<국내 논저>

강경민(2013),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서술어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현화 외(2003), 대조분석론: 한국어 스페인어 문형 대조를 바탕으로, 도서출판 역락
강혜옥(2005), 한국어 문법 교수를 위한 문법 의식 상승과제 설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

사논문
고경태(2007), 한국어 교육에서 패턴(pattern)으로서의 ‘격조사+동사’ 교육의 필요성, 

문법교육 6, 한국문법교육학회, pp.1-21
고경태(2008), 한국어 동사 교육 연구: 동사의 통사 및 의미 교육을 위한 패턴(pattern) 

선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명(2015), 한국어 조사에 관한 중간언어의 연구사적 분석: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연구

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석주 외 (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국립국어원 
권동석(2008), 조사 ‘이/가’의 의미 기능, 대구 대학교 국어교육, 나랏말쌈 22호
권미림(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대한 오류 분석과 교육 방안, 한양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낙복(2005), 연어 중심 영어 어휘 교수 학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낙훈(2008), 격조사의 문법 교육적 방안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덕근(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형 I, 도서출판 박이정
김미옥(1994), 한국어 학습에 나타난 오류 분석, 한국어 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33-244
김미영(2006),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 분석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우(201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다’ 구문 교육 연구: 학습자 오류 분석을 중심으

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하(1999), 한국어 격과 어순의 최소주의 문법, 한국문화사
김석기(2011), 부사격조사 교수 방안 연구 : ‘에, 에서, 로’를 중심으로, 국학연론총 8, 

택민국학연구원, pp.199-238
김수은(2013),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표현 수행양상 연구: 비교문화 화용론의 관



- 149 -

점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승희(2012),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분석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이영(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분석 및 교육 방안 연구 인하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유정(200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분석의 기준 연구, 한국어교육 16,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pp.45-75
김정숙·남기춘(2002),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분석과 교육 방법 : ‘이/

가’와 ‘은/는’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7-45
김정은·이소영(2004), 중간언어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을/를, 이/가, 

에, 에서’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4, 이중언어학회, pp.87-108
김호정·강남욱(2010),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습득 양상 연구(II), 국어국문학 156, 국어

국문학회, pp.5-41
남기심·고영근(1986), 제3판 표준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류미용(2011),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발음 오류 연구: 초급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레투짱(2014),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오류 

연구: 에, 에서’의 대치오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소령(2013), 중국어권 한국어 문법 교재의 격조사 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진영(2002),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현식(1982),현대 국어의 격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9, 국어연구소
민현식(2005),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제: 문법 교육의 표준화와 다양화의 과제, 국어교

육연구 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125-191
민현식(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261-334
박동호(2007), 한국어 특수조사 ‘이/가’와 ‘을/를’의 분석과 교육 방안‘, 한국외국어교육

학회 12, pp.381-402
박소영(2008),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사용 오류 분석과 교수 방안: 조사 ‘이/가’, 

‘을/를’ 그리고 ‘은/는’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붑파분숭(2008), 한국어와 라오스어의 품사특성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손유정(2005),한국어와 카자흐어의 대조를 통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방안, 한국외국어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150 -

스리잔 꾸마르(2012), 한국어와 힌디어 격조사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승용 외(2011),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 박이정
씨나롯 낫타완(2010), 한국어 부삭격 조사와 태국어 전치사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아마르자르갈(2011), 현대 한국어와 몽골어의 격조사 비교 및 교육 방안 연구: 몽골인 

한국어 오류 분석을 통하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아짜라 태차피차야팍디(2016),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의 교

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알레파이 멘나탈라(2013),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엄기철(2002), 한국어 조사 ‘이/가’, ‘을/를’의 기능과 의미 연구: 격조사의 설정 여부를 

주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현정(2011), 보조사 {는/은}과 주격조사 {가/이}의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국어 고급

단계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pp. 
189-213 

우형식(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이관규(2002), 학교 문법론, 월인
이서현(2009),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어미 사용에 나타난 오류 유형 분석-구어체를 중심

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1999),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나타난 오류 분석: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인숙(1985), 오류에 대한 두 관점: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이종은(2005),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의존용언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진은(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 결합 교육 방안 연구,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pp.401-425
이지훈(2011), 러시아어권 학습의 한국어 격조사 오류 분석 연구: 러시아어, 카자흐어, 

우즈벡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채용(2013), 의미역을 이용한 전치사의 분석과 지도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이훈호(2015), 한국어 오류 분석 연구의 동향 분석 연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연구 29-2, 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pp. 107-135



- 151 -

이해영 외(2005),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이희자·이종희(2008, 2010),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임명옥(2014), 한국어 격조사 사용에 관한 교육 방안 연구: 베트남 여성 결혼 이민자의 

쓰기 자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종청(2015), 보조용언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해도(2014),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치사 대조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서영(2015), 한국어 격조사의 기능 교육 연구: ‘이/가’와 ‘을/를’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단비(2017), 말레이시아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 교육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미영(2005),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왕문비(2011), 중국어권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 분석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원효빈(2016),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 산출을 통해 본 격조사 습득 양상 연구: 유형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규숙(1993), 외국어 교육에서 대조언어학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은경(2003), 한국어 학습자이 조사 ‘에’의 용법별 습득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주은경(200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생략 오류 분석과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콕지에바 율리야(2014), 타지기스탄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탁진영(2011),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폰자른쏨마이(2015), 라오스 현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구성 방안 연구, 배재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한명숙(2015), 한국어교육학: 영어 화자가 생성한 한국어 문장의 조사 오류 사례와 한국

어교육의 과제, 새국어교육 103, 한국국어교육학회, pp.255-281
허용·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허용(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홍진혁(2016),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두초성 장애음 발음 교육 연구, 이중언

어학 제64호, 이중언어학회, pp.279-326
Mammaddova Ulviyya(2014), 한국어와 아제르바이잔어 격 표지 대조, 연세대학교 석



- 152 -

사학위논문 
Phetnalone Inthavong(2016), 한국어 보조용언과 라오어 부용언 대조, 연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Subasinghage Chathurika(2010),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격조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hengdee Todsaporn(2016),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습득 양상에 관한 

연구: 부사격 조사 ‘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Trinh Thi Xuan Giang(2016),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에/에서’ 사용 

오류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외 논저>

Brown, H.D.(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Inc.

Laos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2009), ແບບຮຽນພາສາລາວຊ້ັນມັດທະຍົມສຶກສ
າປີທີ ຫ້າ :라오스 고등학교 2학년 라오어 교과서』

Laos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2000), ໄວຍາກອນລາວປະຈຸບັນ ພາກII ວະຈີວິ
ພາກ 

Phoumy Vongvichit(1967), ໄວຍາກອນລາວ ກະຊວງສຶກສາທິການແລະກິລາ
ພາກວໍໍິຊາພາສາລາວ-ສ່ືສານມວນຊົນ(2005), ພາສາລາວ ວິທະຍາໄລວິທະຍາສາດພືນຖານ

<한국어 교과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1권, 문진 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2권, 문진 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3권, 문진 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4권, 문진 미디어



- 153 -

부록

「설문지」

ສະບາຍດີ. ຂ້າພະເຈ້ົາທ້າວ ສົມມິດ ມິດດວງຕີ   ປະຈຸບັນກໍາລັງສຶກສາປະລິນຍາໂທ  
 ຢູ່ມະຫາວິທະຍາໄລ ເຊອູນ ສ.ເກົາຫລີ;   ຂໍຄວາມ ຊ່ວຍ ເຫລ່ືອ ຈາກບັນດາທ່ານທັງ
ຫລາຍຊ່ວຍຕອບບົດສອບຖາມ ດ່ັງລຸ່ມນ້ີ ຕາມຄວາມ ເຂ້ົາໃຈຂອງທ່ານ.   ເຊ່ິງ ຂ້າພະ
ເຈ້ົາ ຈະນໍາຂ້ໍມູນດ່ັງກ່າວ ໃຊ້ເຂ້ົາ ໃນການເຮັດບົດວິໄຈເພ່ືອນໍາ ໄປ ພັດທະນາການ ຮຽ
ນການສອນໄວຍາກອນ ພາສາເກົາຫລີໃຫ້ແກ່ນັກສຶກສາລາວຜູ້ທ່ີຮຽນພາສາເກົາຫລີ  
ແລະ ເພ່ືອ ການພັດທະນາ ຂ້ໍມູນກ່ຽວກັບພາສາເກົາຫລີແລະພາສາລາວ.   ຂໍຂອບໃ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 전공 석사
과정 솜밋입니다. 바쁜 중에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설문지는 한국어의 격조사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논문을 위한 자료
로만 활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ວັນທີ    ປີ 2017
ພາກວິຊາສຶກສາພາສາເກົາຫລີ   ຄະນະສຶກສາສາດ ມະຫາວິທະຍາໄລເຊອູນ

ສົມມິດ   ດວງຕີ 

1) 남 / 여        학년:              나이:                         

2) ລະດັບພາສາເກົາຫລີ (TOPIK):                  
3) ຮຽນນໍາອາຈານ(교사):  ຄົນລາວແລະເກົາຫລີ (   )
4) ປື້ມທີຮຽນ 교과서: _ _ _ _ _ _ _ __ ຫົວທີ 급___________

1. ຈ່ົງເລືອກເອົາຄໍາທີ່ເຫັນວ່າຖືກຕ້ອງຢູ່ໃນວົງເລັບ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제가 5살이었을 때 키우던 고양이(을/를, 이/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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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축구(이/가, 을/를) 제일 싫어요. 
3) 고향 친구(가, 을/를) 그리워요. 
4)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을/를, 이/가) 다가왔다. 
5)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을/를, 이/가) 부럽다.
6) 나는 여행하는 것(을/를, 에) 좋아해요.
7) 제비 동굴(에, 을/를) 한 번 보고 싶다.
8) 나는 2004년에 고등학교(을/를, 에) 졸업했다.
9) 가끔 학교(에, 을/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10)그 관광지 (에, 을/를) 한번 구경해야 한다.
11)파탓루앙 축제(을/를, 에) 사람이 많이 있다.
12) 짬빠싹(에서, 에) 있는 역사 관광지를 볼 수 있다.
13) 나는 대학교시험(을/를, 에) 합격했다.
14)지금 우리 회사(을/를, 에) 필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직원이다.
15)이 보약을 먹으면 어디(에, 을/를) 좋아요?
16)주말마다 친구와 같이 아이텍(에, 에서) 영화를 봅니다.
17)매컹 강(에서, 에) 수영할 수 있다.
18)올해 우리 학교(에서, 에)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릴 것이다.
19)오전 9시에 서울(에서, 에) 출발했다.
20)고마운 마음(에, 에서) 선물을 준비해드렸다. 

2.ຈົ່ງແປປະໂຫຍກດັ່ງລຸ່ມນີ້ເປັນພາສາເກົາຫລ ີ
(다음의 라오어 문장을 읽고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1) ພ່ໍແມ່ຂ້ອຍ ຢູ່ເຮືອນທຸກມື້ 
2) ດຽວນີ້ຢູ່ຫໍສະໝຸດຄົນຫລາຍ 
3) ນ້ອງສາວຂ້ອຍເຮັດວຽກຢູ່ ທະນາະຄານ 
4)  ເຊີນນັ່ງນີ້ 
5) ເຈົ້າຮຽນຈົບ ໂຮງຮຽນມໍປາຍແລ້ວ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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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ເອົາປື້ມໃສ່ກະເປົາໃຫ້ແດ່ 
7) ໂຈນ ຖືກ ຕໍາຫລວດຈັບ 
8) ດຽວນີ້ ຮອດ ທີ່ ວຽງຈັນແລ້ວ 
9) ດຽວນີ້ ຢູ່ເກົາຫລີ ອາກາດ ໜາວ ຫລາຍ 
10) ລາວ ໃຫ້ເງິນ ແກ່ ໂຮງຮຽນ ຂອງພວກເຮົ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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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ase Particles Education 
for Laotian Korean Learners

- focus on ‘이/가’, ‘을/를’, ‘에/에서’ - 

Sommith DUANGTY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for teaching method Korean language for Laotian learner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research on case particle of 
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for Laotian learners. a case particles in 
Korean is essentially a grammar item that have to learning from grammar 
elements level.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most difficult and error 
of 'subjective case particle, objective case particle, case particle 
adverbialisante' produced by Laotian Korean learner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look at the compare and contrast between the 
case particle of Korean language questionnaire and the case express of Lao 
language. Second, analyze the errors by revealing what kind of errors the 
Laotian Korean learners. Thir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rror 
patterns, searched the educational plan for Laotian Korean learners.

Korean case expression generally realize by a postposition of case mark 
and partly realize by omission of the case mark, Lao language case 
expression realize by the omission of the cover of non case mark, but 
appear is Represents by non case mark ‘ø’ and a preposition. The 
subjective case particle '이/가' and objective case particle '을/를' in Korean 
contrastive and Lao language non case mark ‘ø’ it is realize by the word 
order. and for the adverbialisante case particles ‘에/에서’ realize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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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ly as preposition ‘ຢູ່[u]’ in Lao, but it unavailable to contrastive by 
one to one. therefore, to confirmed Laotian Korean learners' case particles 
errors ba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Korean and Lao

In detail to confirm Laotian Korean learners' errors of case particles 
more efficient by judgment writing, grammar test and the translation test. 
The classification criteria ‘displacement error’, ‘missing error’, ‘Addition 
error’ performed according to three very different types of errors. Errors 
in analyzing student misagreements of the learners resulted in the highest 
record error is ‘displacement error’, next is ‘missing error’ and lower 
record errors is 'Addition error'.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the 
author of Laotian learners case particles errors. First, errors arising from 
the interference of the mother language preposition. Second, error due to 
differences in predicate. Third, error resulting from differences in the case 
particles of combined with the verb. 

This research critical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ing of case particles 
errors, for teaching methodology to prevent the case particles errors of 
Laotian Korean learners. First, to prevent errors resulting from 
interference of prepositions ‘ຢ ູ່ [u]’ in Lao language and Korean 
adverbialisante case particles ‘에/에서’ by contrastive language to 
understanding about the grammatical. Second, in the course of learning to 
prevent errors caused by the interference of the predicate, in process 
Korean to Laotian learners that teaching by present the syntaxes base on 
structure‘N 이/가 Verb’, ‘N을/를 Verb' but It should be provided as a type 
of predicate expression clearl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cognition process so that it can distinguish between the adjective and 
intransigence by pairing it with the same meani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word " verbs " and " adjectives " may also dictate the words in 
the textbooks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learner. In addition, for 
selection the predicate words for teaching case particles in Korean, we can 
select words combination the twin words in one of meaning, but in the 
same word in Lao language had no twin words responded with. Third, for 
errors due to differences of target case particles combining with the v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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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prevent and eliminate by teaching methodology of combine ‘case 
particles + verb’ structure. In addition, individually case particles limits 
could be if only education about the meaning of the functions and the 
drawing board because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individual case particles. 
should combined with the target case particles in tied with a verb 
vocabulary that can be learned more accurately.

Key words: case particles, case realization, contrast analysis, error 
analysis, Korean language education, Laotian learners, OHE model

Student Number: 2014-2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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