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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어적 특성을 가진 한국어는 명사 뒤에는 그 문장의 격이나 의미를 지

시하는 조사를 붙여야 하고 서술어 뒤에는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부사형 어미, 

관형사 여미 등을 붙여야 한다. 이러한 교착어적 특성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을 사

용하는 데에 많은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루마니아어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어의 여러 조사 중에서 ‘-이/가’, ‘-은/는’, ‘-을/를’은 한국어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본고에서는 주어를 표시하는 자리에 오는 조사 ‘-이/가’, ‘-은/는’과 목적어를

표시하는 자리에 오는 조사 ‘-을/를’을 중심으로, 루마니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

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논의해 보고

자 한다. 

‘-이/가’와 ‘-은/는’은 한국어에서 주어를 표시하는 자리에 오는 문법형태

소이다. 이들은 조사의 분류상 각각 주격조사와 보조사로 분류되지만, 그 의미 기

능의 차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국어학자간에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들 조사의 정확한 사용에 있어서는 모국어 화자에게도 어렵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목적어를 표시하는 조사로 사용되는 문법형태소 ‘-을/를’는 그

의미기능이 일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역시 주어를 표시하는 조사와 마찬

가지로 이에 대응하는 조사가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에게는 그 습득에 많

은 어려움이 따른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언어 체계를 가진 목표어의 문법구조

를 이해하고 그 형태와 의미기능을 올바로 파악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이러한 문법적인 지식의 습

득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가’, ‘-은/는’, ‘-을/를’ 역시 한국어의 기초적인 문



법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습득하려는 학습자의 노력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육자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노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

는 일이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한다면, 교육자는 학습자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 이외에도 교실 안

에서 학습자가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작업 중의 하나는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어 학습에 적

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루마니아어의 경우에는 명사의 어형 변화를 통한 격

표지 실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 조사의 의미기능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루마니아어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루마

니아어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주어와 목적어를 표지하는 조사의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