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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교착어적 특성을 가진 한국어는 명사 뒤에는 그 문장의 격이나 의미를 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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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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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어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기초적이

면서 중요한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어를 표시하는 자리

에 오는 조사 ‘-이/가’, ‘-은/는’을 중심으로, 루마니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가’와 ‘-은/는’은 한국어에서 주어를 표시하는 자리에 오는 문법형태소이다. 이들은

조사의 분류상 각각 주격조사와 보조사로 분류되지만, 그 의미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는 오

랫동안 국어학자간에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들 조사의 정확한 사용에 있어서

는 모국어 화자에게도 어렵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언어 체계를 가진 목표어의 문법구조를 이해

하고 그 형태와 의미기능을 올바로 파악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이러한 문법적인 지식의 습득은 필수적인 것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이/가’,‘-은/는’역시 한국어의 기초적인 문법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습득하려는 학습자의 노력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육자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노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한다면, 교육자는 학습자의 노력을 이끌어 내

는 것 이외에도 교실 안에서 학습자가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육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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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

는 것이다. 루마니아어의 경우에는 명사의 어형 변화를 통한 격 표지 실현이라는 특징을 가

지고 있는데,
1

이것은 한국어 조사의 의미기능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루마니아어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루마니아어 모어 화자 한국

어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표지하는 조사의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다.

  2. 연구방법

  외국어 학습자 중에서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외국어 문법 체계를 모국어의 문법 체계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때 소위 ‘전이’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전이’는 이전의

지식이나 경험이 이후의 학습에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긍정적인 전이’와 ‘부

정적인 전이’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이전의 지식이 이후의 과제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섭’으로 불리어 지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 모국어의 간섭은 목표

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 있

어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 모국어의 활

용여부는 ‘간섭’에 의한 ‘오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과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한

                                        
1

루마니아어의 명사 어형 변화를 통한 격 표지 실현을 ‘격어미’나  ‘곡용어미’라고 한다. 루마니아어는

라틴어의 격변화를 상실한 다른 대부분의 로망스어와는 다르게 ‘주격/목적격’, ‘속격/여격’의 2격 체

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주격, 목적격, 속격, 여격, 호격으로 5개나 남아

있는데 호격은 거의 사멸되었고 주격/목적격, 속격/여격의 변화형이 같아져서 형태론적으로는 2개

만 남은 셈이다. 이것은 루마니아어가 로망스어 중에는 유일하게 동로망스어군에 속하면서 서로망

스어군에 속한 주요 로망스어(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과는 이질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어 교육 방안과 관련하여 학습자 모국어의 ‘긍정적인 전이’에 대한 관심은 지

금까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학습자 모국어와 한국어 간에 일부 문법적으로 유사한 항목이 있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의 활용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도 학습 단계가 올

라 갈수록 그러한 모국어의 지식이 오히려 학습자가 목표어를 내재화하는 과정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학습자 모국어의 활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루마니아어 역시 인도·유럽어족의 하나인 로망스어군에 속하는 언어로

분류되지만 라틴어의 격변화를 상실한 다른 대부분의 로망스어와는 다르게 ‘주격/목적격’, 

‘속격/여격’의 2격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루마니아어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다른 언어

권 사용자들보다는 루마니아어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어의 격 표지

실현에 대해 낯설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 실현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루마니아어의 격 표지 실현과 관련된 문법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교육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고자 한 것이

다. 한국어의 여러 조사 중에서 특히 ‘-이/가’와 ‘-은/는’의 오류는 초급이나 중급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급 단계의 학습자에게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

을 고려할 때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초급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단순히 서술적인 설명에 치우치기

보다는 종합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단계별 교육 과정을 간략히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지단계이다. 이 단계는 본고에서 가장 중점을 둔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한국

어에서 주어 자리에 오는 조사는 ‘-이/가’와 ‘-은/는’이 와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루마니아어에서 격 표지를 위해 사용되는 명사 어형 변화형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어에서 ‘-이/가’와 ‘-은/

는’은 그 의미 기능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문법 지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두 번째는 학습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가’, ‘-은/는’을 문법 항목으로 인식한 학생

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습득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

이/가’, ‘-은/는’이 사용되는 환경이 학생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이들이 사용되는 환경을 먼저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다시 구체적인 예

문을 통해 확인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활용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오류의 유형별 비중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즉, 학생별로 비중 있게 나타나

는 오류의 유형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

이 범하기 쉬운 오류의 빈도를 최소화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3.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육방안

  3.1. 인지단계를 위한 교육과정

  기존에 한국어 조사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 중의 하나는

‘-이/가’와 ‘-은/는’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주격 조사인 ‘-이/가’와 보조사인

‘-은/는’이 선행하는 명사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결합여부에 따라 미묘한

의미 차이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이/가’와 ‘-은/는’

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마니아어 모어 화자 학습자의 경우에는 먼저 루마니아어의 주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명

사 변이형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의 ‘-이/가’와 ‘-은/는’이 가진 문법적 기능을 좀 더 분명

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와 루마니아어의 주격형 비교>

루마니아어 한국어

유형 명사 변이형 명사 주격형



제1유형
stea/perdeasaltea/c

arte/universitate/fe

meie

steaua/perdeaua

/cartea/universit

atea/femeiea

별/커튼/책/대학

/여자

별이(은)/커튼이(은)/책이

(은)/대학이(은)/여자가

(는

제2유형

codru/ardei/cadou/b

unic/unchi/profesor/

scriitor

codrul/ardeiul/ca

doul/bunicul/unc

hiul/profesorul/s

criitorul

숲/고추/선물/할

아버지/삼촌/교

수/예술가/닭

숲이(은)/사자가(는)/고추

가(는)/선물이(은)/할아버

지가(는)/삼촌이(은)/교수

가(는)/예술가(는)

제3유형
frate/cȃine/peşte/pe

rete/castravete/iepu

re/munte

fratele/cȃinele/p

estele/peretele/c

astravetele/iepur

ele/muntele

형/개/물고기/벽

/오이/토끼/산

형이(은)/개가(는)/물고기

가(는)/벽이(은)/오이가

(는)/토끼가(는)/산이(은)

  위 <표 1>에 제시된 예들은 루마니아어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경우에 나타나는 변이

형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주격형을 비교한 것이다. 루마니아어에서 주어의 자리에 나타

나는 명사의 변이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명사의 단수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1유형은 명사의 끝음절이 ‘-ea’, ‘-a’, ‘-e’로 끝나는 경우에 ‘-(u)a’가 첨가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제2유형은 명사의 기본형이 모음 ‘-u’나 ‘-i’로 끝나는 경우와 자음 ‘r’, ‘-c’, ‘-m’, 

‘-o’로 끝나는 경우에 ‘-(u)l’이 첨가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3유형은 명사 중에 남성형으

로 분류되는 것 중에 ‘-e’로 끝나는 것에 -le’이 첨가되어 실현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 즉 제1유형의 ‘-(u)a’, 제2유형의 ‘-(u)l’, 제3유형의 ‘-le’은 한국

어의 조사 ‘-이/가’, ‘-은/는’과 마찬가지로 명사에 첨가되어 주어임을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주격형이 실현된 문장의 비교>

루마니아어 한국어

주격형 N+((u)a/-(u)l/-le) N+(-이/가 or -은/는)

예문

Steaua străluceşte 별이(은) 빛나다

Cartea este interesantă 책이(은) 재미있다

Codrul este des 숲이(은) 울창하다

Profesorul este faimoasă 교수가(는) 유명하다.



Fratele meu este inteligent 형이(은) 똑똑하다

                                              

  위 <표 2>의 내용은 앞서 논의한 내용을 학습자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루마니

아어의 문장과 한국어의 문장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루마니아어의

명사 단수형이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 명사에 ‘-(u)a, -(u)l, -le’이 결합하는 형태가 한

국어에서는 조사 ‘-이/가’나 ‘-은/는’과 결합한 형태에 대응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한국어의 주격 표지는 기본적으로 ‘-이/가’나 ‘-은/

는’이 결합되어 실현되어야 하고, 루마니아어에서 선행 명사가 남성형이나 여성형에 따라

변이형이 달라지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가’나 ‘-는’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나 ‘-은’이 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가’와 ‘-은/는’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가’와 ‘-은/는’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가’와 ‘-은/

는’에서 나타나는 오류 현상은 초급이나 중급단계는 물론이고 고급 단계에 있는 학습자에게

서도 쉽게 발견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교수자가

초급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에

상대적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방안은 단편적인 특징 제시나 그 의미 차이

의 제시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의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루마니아어 모어 화자

학습자에게 좀 더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논의된 것과 양자를 비

교 분석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양자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된 의미기능을 종합적으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가’는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 어떤 상황이나 동작의 ‘주체’와 관련되어 있으



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보를 선택하거나 지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어떤 주어진 상

황 속에서 그 성질이 유일하여 특정하거나 외부의 자극(소리, 질문)에 자발적으로 반응을

하는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체’, ‘신정보’, ‘특정성’, ‘자발성’의 용

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은/는’이 주어 자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이나 진리의 내용과 함

께 쓰이거나 다른 요소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제’, ‘구정

보’, ‘사실이나 진리’, ‘대조’의 용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이/가’와 ‘-은/는’의 의미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문장

을 같이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가’와 ‘-은/

는’이 사용된 한국어 문장에 대응할 수 있는 루마니아어 표현이나 문맥을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정리한 ‘-이/가’와 ‘-은/는’이 가진 모든 의미 기능을 그대로 루마니아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부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루마니아어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이/가’가 사용된 한국어 문장과 루마니아어 문장 비교>

한국어 루마니아어

1) 오늘 저녁은 나는 낸다.

    오늘 저녁은 내가 낸다.

La întâlnirea din seara asta eu o sã plătesc

La întâlnirea din seara asta chair eu o sã plătesc

2) 알렉산드라는 집에 가요.

   알렉산드라가 집에 가요.

Alexandra merge acasa

Chair Alexandra merge acasa 

3) 레비는 똑똑하다

(학생들 중에서) 레비가 똑똑하다.  

levi e destept

(Dintre studenti) levi e destept

4) 사과는 싸다

(과일 중에서) 사과가 싸다.

mar e ieftin

(Dintre fructe) mar e ieftin

  위 <표 3>은 ‘-이/가’의 여러 의미 중에서 ‘자발성’과 ‘특정성’의 의미를 가진 한국어 문장

에 대응할 수 있는 루마니아어 표현을 제시해 본 것이다. 예문 중 1)과 2)의 한국어 문장



에 사용된 ‘-이/가’는 주어의 ‘자발성’의 의미를, 3)과 4)의 한국어 문장에 사용된 ‘-이/가’

는 상대적으로 ‘특정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문장에 대응하는 루

마니아 문장에서 사용된 ‘chiar’는 기본적으로 ‘강조’나 ‘확인’을, ‘dintre’는 ‘-중에’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통해 ‘chiar’와 ‘dintre’가 사용된 문장이 ‘이/가’가 사용된 한국

어 문장의 의미에 대응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표 4, -은/는’이 사용된 한국어 문장과 루마니아어 문장 비교>

한국어 루마니아어

1) 도시의 생활은 복잡하지만 시골

의 생활은 단순하다.

Viaţa în oraş este complicată, însă Viaţa la ţară

este liniştită

2) 마리아의 머리는 금발이지만 미

루나의 머리는 검다.

Maria are părul blond, însă Miruna are părul 

negru.

3) 엄마는 자상하지만 아빠는 엄격

하다.
Mama e grijulie, însă tata e strict/sever.

4) 서울의 인구는 많지만 부쿠레슈

티의 인구는 적다.

Populaţia Seulului este mare, însă populaţia 

Bucureştiului este mică.

  위의 <표 4>에서 제시된 한국어 문장에 사용된 ‘-은/는’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

다. 아울러 이들 문장에 대응할 수 있는 루마니아어 표현을 함께 제시하였다. 루마니아어

‘îns ’ă는 ‘그렇지만’, ‘한편으로’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에 해당된다. 물론 1)의 한국어 문장을

‘도시의 생활이 복잡하지만 시골의 생활이 단순하다’로, 2)의 한국어 문장은 ‘마리아의 머리

가 금발이지만 미루나의 머리가 검다’로, 3)과 4)의 문장은 각각 ‘엄마가 자상하지만 아빠가

엄격하다’, ‘서울의 인구가 많지만 부쿠레슈티의 인구가 적다’와 같이 ‘-은/는’ 대신에 ‘-이/

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비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 문장을 비교하고 그 차이에 중점을

두는 상황이라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은/는’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이와 같이 ‘-이/가’와 ‘-은/는’이 가진 모든 의미 차이를 그대로 루마니아어로 표현할 수



는 없지만, 일부 의미 차이를 루마니아어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면 루마니아어 모어 화

자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은 구별해서 사용해야 할 문법 항목이라는 것을 좀 더 쉽

게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2. 학습단계를 위한 교육과정

  앞서 인지단계를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어에서는 ‘-이/가’와 ‘-은/는’이

주어를 표지하는 문법 항목이라는 지식을 습득하였다. 아울러 ‘-이/가’와 ‘-은/는’은 그것이

가진 의미 기능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학습단계를 위한 교육과정은 ‘-이/가’와 ‘-은/는’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단계이며 전체 교

육과정 중에서 핵심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정 중의 하나는 ‘-이/가’와

‘-은/는’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물론이고

연구자의 수업을 통해 파악된 ‘-이/가’와 ‘-은/는’과 관련된 오류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첨가’, ‘생략’, ‘대치’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대치’의 오류 비중이 가장 크며 다

음으로는 ‘생략’, 마지막으로는 ‘첨가’이다. ‘대치’ 중에서도 ‘-이/가’를 ‘-은/는’으로, ‘-은/는’

을 ‘-이/가’로 사용하는 경우와 목적격 조사 ‘-을/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치’로 나타나는 오류의 비중을 낮추는 데에 교육과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이/가’의 사용 환경1>     <그림2, ‘-이/가’의 사용 환경2>



  위 <그림 1>과 <그림 2>는 앞서 언급한 ‘-이/가’의 의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일종의 ‘가상의 환경이거나 상황’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이/가’가 사용되는 환경을 단

순히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각적인 방법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앞서

의 논의에서 ‘-이/가’가 가진 의미 기능은 ‘주체’, ‘신정보’, ‘특정성’, ‘자발성’의 네 가지로 정

리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커다란 원은 가상으로 설정된 일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

에 존재하는 세 개의 원들은 각각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모임이다. 각각의

모임 안에는 모임의 목적을 공유하는 일정한 모양의 원들이 존재한다. 이들 원들 중에서 검

은색을 띤 원은 특정한 존재로, 회색을 띤 원은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존재로 설정하였다. 

한편, <그림 2>에 제시된 커다란 원 역시 일정한 환경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 안에 제시된

원형은 각각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존재이다.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정보를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검은색을 띤 여러 도형으로 표시하였다. 즉, 검은색을 띤 도형

은 상대방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이 각자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점차

상대방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게 되면 기존의 정보는 새로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

다. 

  

                               

<그림 3, ‘-은/는’의 사용 환경1>        <그림 4, ‘-은/는’의 사용 환경2>

  위 <그림 3>과 <그림 4>는 앞서 논의한 ‘-이/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는’의 의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일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그림 3>은 ‘-이/가’

의 경우와는 다르게 가상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실제의 사실이나 환경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그림 4>는 <그림 2>에서 제시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정보가 또 다른 한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앞서의 논의에서 정리한 ‘-은/는’이 가

진 의미 기능인 ‘주제’, ‘구정보’, ‘사실이나 진리’, ‘대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안 중

의 하나이다. 

  <그림 3>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의 일부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커다란 원은

태양계를 의미하고, 태양계의 일부를 ‘태양→수성→금성→지구→화성’의 순서대로 표시한 것

이다. 이것은 ‘-은/는’이 가진 의미 기능 중 ‘주제’와 ‘사실이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다. 반면에 <그림 4>는 ’구정보‘와 ’대조‘의 의미 기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설정

한 것이다. 

  3.3. 활용단계를 위한 교육과정

  앞서 ‘-이/가’와 ‘-은/는’에 대한 인지단계와 학습단계를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들

은 ‘-이/가’와 ‘-은/는’이 한국어에서 주어를 표지하는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 기능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문법적인 지식으

로 습득하였다. 마지막 과정인 활용단계를 위한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교육과정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 작업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쓴 작문을 분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가 실제로 쓰기 과정에서 범하는 ‘-이/가’와 ‘-은/는’의 오류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즉, 학생들의 오류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 제시

할 수 있다.



                                

             

                

                  <그림 5, ‘-이/가’와 ‘-은/는’의 오류에 대한 피드백 과정>  

         

  위 <그림 5>의 커다란 원은 한국어 작문을 제출한 학생을 의미하며 그 안에 존재하는 검

은색의 작은 원은 ‘-이/가’와 ‘-은/는’이 잘못 사용된 문장을 의미한다. 반면에 하얀색의 작

은 원은 정확히 사용된 문장을 의미하고 회색의 작은 원은 피드백을 통해 수정된 작문을 표

시한다. 한편, 직사각형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수자를 의미한다. 학생의 오류가 교수자에

의해 수정되어 학생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화살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때 피드백 과정

을 거쳐 학생에게 전달된 내용은 학생 스스로 오류의 원인을 인식하게 되면 회색의 원이 하

얀색의 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5> 의 내용을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피드백 과정의 구체적인 예문>

학생들의 작문에서 나타나는 ‘-이/가’와 ‘-

은/는’ 오류의 양상의 예
피드백 내용의 예

제1유

형

“아빠가 돈을 벌지만 엄마가 집에 있

어요”, “내가 콘스탄차에서 왔어요”

“아빠는 돈을 벌지만 엄마는 집에 있어요”(대

조), “나는 콘스탄차에서 왔어요”(주제)

제2유

형

“한국 음식 중에서 잡채는 제일 좋아

요”, “여러 계절 중에서 겨울은 나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한국 음식 중에서 잡채가 제일 좋아요”(특정), 

“여러 계절 중에서 겨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에요”(특정/주체)

제3유

형

“불국사와 석굴암이 구경하고 싶어

요”, 음악이 못 들으면 스트레스는 받

고 힘들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구경하고 싶어요”, 음악을

못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

    

  위 <표 5>에서는 앞서 <그림 5>에서 도식화한 ‘-이/가’와 ‘-은/는’의 오류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학생들이 제출한 작문에서 발췌한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1유형

과 제2유형에서 제시된 예문은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지 못

한 것들이다. 즉, 제1유형은 주어 자리에 ‘-은/는’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가’가 사용된

경우이고, 제2유형은 주어 자리에 ‘-이/가’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은/는’이 사용된

경우이다. 반면에, 제3유형은 목적격 조사 ‘-을/를’이 사용되어야 할 자리에 ‘-이/가’나 ‘-

은/는’이 사용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표 5>에서 제시한 예문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가’이 가지는 여러 의미 기능 중에서 ‘특정성’과 ‘-은/는’이 가지는 ‘대조

성’의 의미 기능은 양자를 구별하는 가장 두르러진 의미 차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오류 발

생 빈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루마니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에서 주격을

표지하는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여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특히 ‘-이/가’와 ‘-은/는’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학습은 매

우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어 수준이 고급 단계에 있는

학습자에게서도 ‘-이/가’와 ‘-은/는’의 사용과 관련된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교육 방안의 하나로 루마니아어에서 명사의 어형변화

로 실현되는 주격표지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즉, 루마니아어의 주격의 실현형

과 한국어의 주격의 실현형을 비교 제시하고, 이들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학습

자들이 한국어에서 차지하는 ‘-이/가’와 ‘-은/는’, 의 문법적인 지위와 기능을 충분히 인지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식단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학습단계와 활용단계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이/가’의 의미기능



으로는 ‘주체’, ‘신정보’, ‘특정성’, ‘자발성’을, ‘-은/는’의 의미기능으로는 ‘주제’, ‘구정보’, ‘사실

이나 진리’, ‘대조’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주격을 표지하는 ‘-이/가’와

‘-은/는’은 그 의미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이/가’와 ‘-은/는’의 의

미 기능에 대해서 단순한 서술적인 설명보다는 각 의미기능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여 이를 먼저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활용단계를 위한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직접 작성한 작문을 토대로 하여 교수자의 피드

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학습

자들의 작문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가’와 ‘-은/는’에서 나타나는 오

류의 경우에는 ‘대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오류 분석을 중심으

로 한 피드백 과정이 학습자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현장에서는 현지의 교육 환경에 맞는 교육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하며 그 방안 중의 하나는 현지어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

한 것이다. 이것은 교육 분야에 따라 현지어를 활용한 교육과정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앞으로 해외 현지사정에 맞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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