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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터키에서 한국어 교육은 대학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에 앙카라 대학에 한국어문학과의 설립으로 시작한 
한국어 교육은 2000년에 에르지예스 대학에 한국어문학과의 
설립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터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 교육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터키어와 한국어를 형태적 요소인 조사를 
상호 대조하여 터키인 학습자를 위한 조사 교육에 대해 언급하겠다.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모국어 구조가 학습 목표어인 외국어와 
차이가 있을 때 학습자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비슷한 것은 학습이 용이하지만 구조적으로 다른 요소를 
학습하는 것은 어렵다. 대조 분석은 실제 언어 교육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터키 학생들에게 새로운 언어인 한국어의 습관을 형성해 주는 데 
있어 두 언어간의 차이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터키어와 한국어의 형태 구조를 대조하여 두 언어의 
차이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현재 한국어와 터키어의 대조 연구는 기초 단계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이들 대조 연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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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에서의 한국학 교육 
 
에르지예스 대학 한국어문학과는 2000년에 설립되었고, 

2003년부터 학생을 선발하여 금년에 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현재 교원수는 총 6명이고 학생수는 전체 118명이다. 정원수는 
25명이지만 매년 30여 명이 한국어문학과를 지원한다. 금년에 31명이 
입학하였고 휴학한 3명의 학생이 복학하였다.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는 134학점에 언어와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문화, 한글 컴퓨터 등의 과목들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것이 한국어교육과 나아가 한국 
문화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08년부터 한국어문학과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와 한국학 
대학원을 희망하는 터키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 당국은 터키 고등 교육 기관에 2008년 2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 한국학 대학원 교과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어문학과 도서실은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약 4,500여 권의 한국학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는 
인문대학에서 과 단위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또한 위성 방송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 방송(Arirang tv)을 시청할 수 있다. 한국대사관에서 
기증한 한글 컴퓨터 1대와 학과에서 자체 확보한 2대의 컴퓨터로 
학과 도서실에서 한글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과 교역을 하는 터키의 무역회사, 터키 주재 
한국회사, 여행사, 항공사 등에서 일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에 종사하려는 학생 또한 많다. 그리고 
번역가, 통역가를 장례의 희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들은 
한국에 우수한 교육 기관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한국어문학과에서 사용되는 주교재는 금년에 교류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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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터키에서 출간된 <Korece 1, 2, 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발간한 교재 <한국어 1-4>이다. 이외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나 고려 대학교, 서강 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 등의 교재를 보충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수와 교원수를 
제시하면 다음 표1과 2와 같다. 그리고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학년별 학과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1>  에르지예스 대학 한국어문학과 교원수 (2007년 현재) 

교원 직위 교원 수 

조교수 1 

전임강사 1 

시간 강사 2 

한국인 객원교수 2 

 
 

<표 2> 당대학 한국어문학과 학생수 (2007년 현재) 

학년 학생수 

1 32명(복학1명) 

2 32명(복학 1명) 

3 29명(복학 2명) 

4 25명 

총 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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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한국어문학과 학년별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문법 4 문법 4 문법 4 문법 2

읽기 4 읽기 4 작문 2 작문 2

말하기 2 말하기 4 말하기 4 한국문학 2

쓰기 2 듣기 2 어휘와 
한자 

4 한자 2

듣기 2 한국사 2 한국학 
입문 

2 한국사상 2

아시아와 
한국문화

2한국문화 2 한글 
컴퓨터 

2 한국문학 2

논문 
연구론 

2

 
3. 터키어와 한국어의 조사 대조 분석  
 
터키어는 형태상 교착어로 분리되며 계통상으로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교착어는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에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태소가 붙어서 각 어절의 문법 기능을 결정한다. 터키어 
형태소의 결합 구조가 한국어의 그것만큼 복잡하지 않지만 비슷한 
구조들도 존재한다.  

남기심·고영근(1989: 93)은 ‘조사를 자립성이 있는 단어 또는 
어절에 붙어서, 그 말이 다른 말과 맺는 관계를 표시하거나 혹은 어떤 
뜻을 더해 주는 품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에는 격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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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조사, 보조사가 있다1. 
한국어와 터키어는 조사가 발달된 언어들이다. 한국어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터키어에는 그러한 분류가 
없다. 두 언어의 격조사 분류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의 보조사는 터키어에서 부사로 분류되어 띄어 쓰인다. 
한국어와 터키어의 조사를 대조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어와 터키어의 격조사 대조 

종류 한국어 형태 터키어 형태 

주격 조사 
-이/-가, -에서, -

께서 
(Ø) 

목적격 조사 -을/-를 -(n)İ 

보격 조사 -이/-가 (Ø) 

서술격 조사 -이다 *(-imEk) 

관형격 조사 -의 -im/(n)İn 

여격 

조사 
 -에(게), -한테 -(y/n)E, 

처격 

조사 

-에,-에서, -에게서, 

한테서 
-DEn, -DE 부사격 

조격 

조사 
-으로 -(y)LE, iLE 

호격 조사 -아/-야/-이여 (Ø) 

접속 조사  -와/-과 ve, ile 

보조사 -은/-는, -도, -만, **sadece, de, bile, -e 

                                                 
1) 원래 터키어 문법에는 조사와 어미를 ‘ek’이라는 이름 하에 조사를 ‘hal 

eki’, 어미를 ‘yapım eki ve çekim eki’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전통 한국어 문법을 기준으로 하여 대조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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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까지, 

-마저, -부터, -

마다, -(이)야, -

(이)나 

kadar, her, veya, -den 

itibaren 

등 

   *보조동사처럼 쓰임.  **부사 
 
3.1. 격조사  
 
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체언에 붙어 그 말의 다른 말에 대한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곧 체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한다. 
한국어의 격조사는 주격, 목적격, 관형격, 서술격, 보격, 부사격, 
호격의 7격이 있다. 터키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나는 격조사에 대한 
대조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주격 조사  
한국어 주격조사 {-이/-가}는 한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해 주는 

조사이다. 또한 존칭 체언에는 {-께서}가 오기도 한다. 주격조사는 
어떤 명사구가 그 문장의 주어임을 가리켜 주는 기능을 한다. 
<예1>에서 볼 수 있듯이 터키어에는 주격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1> ㄱ. 바람이 분다.  Rüzgar(∅)2 esiyor.  

       ㄴ. 사장님께서 가신다.  Patron(∅) gidiyor.  
       ㄷ.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 Çocuklar(∅) okula gidiyor.  
       ㄹ. 박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까?  
       Bak Hoca(∅) bizzat siz mi yaptınız? 
터키어에서는 ‘있다’와 ‘없다’나 ‘어렵다’ 등의 형용사 다음에 

                                                 
2 ) ‘(∅)’를 조사가 터키어에 없음을 특별히 표현하기 위한 표시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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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쓰이지 않는다. 특히 소유를 나타내는 형용사 ‘있다’, ‘없다’, 
‘많다’, 그리고 ‘심심하다’, ‘중요하다’, ‘아프다’ 등의 형용사 앞에서 
주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나 자동사인 일부 
용언에는 <예2>에서 볼 수 있듯이 터키어에서 조사를 사용하지 않다.  
<예2> ㄱ. 학교에 학생이 많다. Okulda öğrenci(∅) çok..  

       ㄴ.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프다.  
             Uyuyamadığım için başım(∅) ağrıyor. 
 
㉯ 목적격 조사  
{-을/를}은 목적격조사, 즉 어떤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가리켜 

주는 격조사이다. 목적격조사는 선행하는 명사구가 목적어임을 
표시한다. 특정 서술어에 대해 한국어에서는 목적격으로 실현되는 
것이 터키어에서는 목적격뿐만 아니라 여격 조사나 처격 조사로도 
실현된다. <예3>의 (ㄱ~ㄷ)은 두 언어의 목적격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3> ㄱ.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Geçen insanlara bakıyorum. 
           (*지나가는 사람들에 보고 있다). (여격)  
       ㄴ.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Yarından itibaren diyete başlıyorum. 
         (*내일에서부터 다이어트에 시작한다). (여격)  
       ㄷ. 우리 누나는 개를 무서워한다. 
            Ablam köpekten korkar 
          (*우리 누나는 개에서 무서워한다). (처격) 
또한 한국어에서는 방향이나 처소, 그리고 동반을 나타내는 말을 

목적격 조사를 붙여 목적어로 표현하는 일도 있으나, ‘주다, 가다, 
만나다, 다니다, 닮다...’등 극히 제한된 서술어에 한한다. 그러나 
터키어에서는 <예4>의 (ㄴ)과 (ㄹ)에서 볼 수 있듯이 ‘-를 만나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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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예4> ㄱ. 나는 오늘 철수와 만났다.  Bugün Çolsuyla görüştüm. 

       ㄴ. 나는 오늘 철수를 만났다.  *Bugün Çolsuyu görüştüm. 
       ㄷ. 어디에 가니?     Nereye gidiyorsun?  
       ㄹ. 어디를 가니?     *Nereyi gidiyorsun? 
서술어에 대해 한국어에서는 목적격으로 실현되는 것이 

터키어에서는 여격 조사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를 
보다’/‘-E3 bak-(-에 보-)’, -를 시작하-/-E başla-(-에 시작-), -를 도와 주-
/-E yardım etmek(에 도와주다), -를 졸업하-/DEn mezun ol-(-에서 
졸업하-), -을/를 좋아하-/DEn hoşlan-(-에(게)서 좋아하-)이 그것이다.  

특정 서술어에 대해 한국어에서는 목적격으로 실현되는 것이 
터키어에서는 목적격뿐만이 아니라 여격 조사나 처격 조사로 
실현되기도 한다. 

한국어의 조사는 동사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주다’ 동사는 
“{-에게} {-을/-를} 주다”라는 틀을 갖는다.  

 
㉰ 관형격 조사  
선행하는 체언으로 하여금 후행하는 체언에 대해 관형어가 되게 

하는 기능을 띤다. 터키어에는 두 명사를 보다 큰 명사구로 묶을 때 
관형격(im)과 동시에 소유어미가 사용된다.  
<예5> ㄱ. 이것이 나의 책이다.  

             Bu benim kitabım.  
       ㄴ. 이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  
             Bu benim okuduğum kitaptır. (*이것은 나의 읽은 책이다.) 

                                                 
3) 터키어의 모음조화로 인해, ‘İ’는 {i, ı, u, ü}를, ‘E’는 {e, a}를 그리고 

자음조화로 인해 ‘D’는 {d, t}를 뜻한다.  예를 들어, ev-e, okul-a, ev-i, 

okul-u, ev-de, haya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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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나는 너를 위해 이 모자를 샀다.  
            Senin için bu şapkayı aldım. (*너의 위해 이 모자를 샀다.) 
위의 예문 <5ㄴ>과 같이 터키어에서는 관계문의 주어의 경우 

관형격이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주격이 사용된다. 또한 
터키어에는 관형격이 동반, 수단, 목적, 비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사들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ile({-와/과}, 동반), için(위해서, 
목적), gibi(처럼, 비교), kadar(만큼, 비교)등이 있다. 결국 터키어의 
소유격+부사의 문장구조가 한국어로 옮겨질 때에는 목적격+부사의 
형태로 바뀌어지는데 예4의 ‘ㄷ’는 그러한 현상이다. 

 
㉱ 부사격 조사 
선행하는 체언이 부사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부사격으로는 

처소격-낙착점(여격), 처소격 출발점 (처격), 처소격-(지향점), 도구격, 
비교격, 변성(變成)격 등이 있는데 터키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사격은 처소격-낙착점, (여격)과 처소격-출발점 (처격)이다.  

부사격 중 {-에}는 처소, 지향점, 시점, 시간적 범위(단위), 공간적 
범위, 원인 등을 나타낸다. 또한 ‘때문에’, ‘대신에’, ‘-에 대해서’, ‘-에 
따라’ 등과 같이 관용구의 구성에서도 쓰인다(이해영, 2003: 266). 
부사격 조사들은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지니는데 두 언어의 부사격을 
대조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처소격-낙착점, (여격)  
한국어 여격조사, 즉 {-에게/께/한테/더러}는 유정 명사와만 

통합되는 제약을 받는다. 그런데 터키어 여격조사 {-(y/n)E}는 명사의 
유정성(+animate)에 관계없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방향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에}는 무정성(-animate)의 명사 뒤에만 붙는다. 

다음 예문들을 대조해보면 터키어에서는 {-에게}가 하는 일은 {-
에}가 하는 일과 구분되지 않는다. 이 것을 <예6>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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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6> ㄱ. 회사에 전화했다.      Şirkete telefon ettim. 
       ㄴ. 동생에게  전화했다. Kardeşime telefon ettim. 
 
② 처소격-출발점 (처격) 
{-에}는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반면 {-에서}는 움직임이 있는 

동사와 함께 쓰인다. 터키어에서는 두 경우에 <예7>과 같이 모두 {-
DE}처격을 쓴다. 또한 한국어의 {-에서}는 처소(출발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가 붙은 {-에게서}, {-한테서}와 {-로부터}가 여기에 
속한다. <예8>에서 이러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예7> ㄱ. 나는 지금 집에 있다.   Ben şimdi evdeyim. 

       ㄴ. 그는 집에서 자고 있다.  O evde uyuyor. 
<예8> ㄱ. 이 옷을 동대문에서 샀다.   
                  Bu elbiseyi Dongdemun’dan aldım. 

        ㄴ. 이 옷을 친구에게서 얻었어요. 
            Bu elbiseyi arkadaşımdan aldım. 
터키어에는 {-에/-에서}의 동작동사와 상태동사 구별이 없다. 

또한 시간 명사 뒤에 쓰이는 {-에}의 경우, 터키에서는 처격을 
나타내는 {-에서}가 쓰인다.  

 
③ 처소격-(지향점) {-(으)로} 

<예9>  어디로 가십니까?   Nereye gidiyorsunuz?  
‘어디로’의 {-로}는 처소(지향점)를 의미하는 것인데 {-(으)로}와 

그것이 붙은 {-에게로}, {-한테로} 및 {-에}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터키어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조사로 {-E} 여격만이 있다.  

 
 
④ 도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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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0>  ㄱ. 호도를 돌로 깼다.    Cevizi taş ile (taşla4) kırdım. 
         ㄴ. 그는 겨울에도 찬물로 세수를 한다.  
               O kışın da soğuk suyla elini yüzünü yıkar. 
 
⑤ 비교격  

<예11>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Ben de onun gibi düşündüm. 
위의 예문에서 ‘그와’는 비교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부류에는 {-처럼}, {-만큼}, {-보다} 등이 있다. 
 
⑥ 변성(變成)격  

<예12>  커피숖이 식당으로 바뀌었군!  
               Kafeterya lokantaya dönüşmüş! 

‘식당으로’의 {-으로}는 변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 보격조사 
한국어에는 선행하는 명사가 보어임을 표시하는 조사로서, 

형태는 주격조사와 같은 {-이/가}가 쓰인다. 터키어에는 보격조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예13ㄷ>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 ‘bir(하나)’을 쓸 
때도 있다.  
<예13> ㄱ.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야채이다. 
                    Domates meyva(∅) değil sebzedir. 

        ㄴ. 용호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한다. 
             Yongho öğretmen(∅) olmak istiyor. 
보격조사는 형태상으로는 주격조사 {-이/가}와 차이가 없다. 

서술격조사의 부정어인 형용사 ‘아니다’와 동사 ‘되다’의 지배를 받는 
{-이/가}가 보격조사이다. 

                                                 
4) ‘ile'는 {-(y)lE}의 형태로 실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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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격 조사 
선행하는 체언으로 하여금 호칭어임을 표시하는 조사로서 {-야/-

아}가 대표적으로 쓰인다. 한국어에는 높임의 등급에 따라 {-
아(야)/여} 등의 호격 조사가 있으나, 터키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터키어에는 한국어처럼 체언 뒤에 오는 호격조사가 없는 대신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접두사 ‘ya’가 체언 앞에 쓰여 호격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5. 
<예14>  ㄱ. 춘수야 너 어디 가니?   (Ya) Çunsu nereye gidiyorsun? 

         ㄴ. 춘희야 이리 좀 오너라.  (Ya) Çunhi, biraz buraya gel. 
 
㉴ 서술격 조사  
한국어에는 선행하는 체언이 서술어가 되도록 하는 조사는, {-

이다} 하나뿐이다.  
터키어에서는 한국어의 서술격 조사 대신에 일종의 조동사인 

접미동사 {-imek}이 사용된다. 따라서 터키어에서는 조동사 {-
imek}이 체언 뒤에 접미되어 활용되는데 6 과거 시제(past tense) 7 , 

                                                 
5 ) ‘ya’는 외래어의 영향으로 생성된 호격 의미의 접두사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터키어에는 호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없다. 

6) 터키어 접미동사 {-imek}의 인칭 구별:  

    1 인칭 단수 {-(y)İm},  복수 {-(y)İz},  

    2 인칭 단수 {-sİn},    복수 {-sİnİz},  

    3 인칭 단수 {Ø},      복수 {lEr}  

<예> ㄱ. Ben öğrenciyim. Biz öğrenciyiz.  

        나는 학생이다.   우리는 학생이다.  

     ㄴ. Sen öğrencisin. Siz öğrencisiniz 

         너는 학생이다.   너희는 학생이다. 

     ㄷ. O öğrenci-Ø    Onlar öğrenciler  

            그는 학생이다.      그들은 학생이다. 
7) 접미동사의 어간 + 과거 시제 예; öğrenci idi. 

 -17-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9, 2008, Sofia 

불명확한 과거시제(evidential), 초월 시제(timeless/habitual), 
조건법(desiderative)에만 제한되어 쓰인다.  

한국어에는 서술격조사의 종결 어미에 높임의 등분이 있지만 
터어키어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  
<예15> ㄱ. 여기는 도서관이다.    Burası kütüphanedir.  

         ㄴ. 여기는 도서관이오.    Burası kütüphanedir.  
         ㄷ.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Burası kütüphanedir.  
         ㄹ. 여기는 도서관이네.    Burası kütüphanedir.(-ymiş)  
 
3.2. 접속조사  
 
터키어에는 접속조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역할을 접속사 ‘ve’가 

한다. 터키어에는 ‘ve’ 접속사가 문장에서 ‘그리고’ 역할을 하고 띄어 
쓰인다.  
<예16>  책읽기와 음식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Kitap okumayı ve yemek yapmayı seviyorum.  
동반격  

<예17>  우리는 동창들-과 함께 모교를 찾아갔습니다.  
           Eski sınıf arkadaşlarım-la beraber mezun olduğumuz  
           okulumuza gittik. 
<예17>의 ‘동창들과’의 {-과/와}는 동반의 뜻을 표시하는데 접속 

조사 {-하고}, {-(이)랑}도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 {-와/과 함께}를 
사용할 때 {-와/과}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3.3. 보조사  
 
한국어에서는 격조사와 접속조사 외에 {-은/는}, {-만}, {-도}, {-

뿐} 등의 보조사가 있다. 그러나 터키어에는 보조사가 존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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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 대신에 부사가 사용된다. 터키어에서 부사는 체언 뒤에 오는 
대신 따로 어휘 형태로 나타난다.  
<예18>  Dün kardeşim dahi gelmedi.   어제 내 동생조차도 오지 않았다. 

격조사와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보조사도 
조사의 범주에 넣는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격을 담당하지 않고, 
문법적 기능보다는 의미를 담당하며 명사 뒤에 뿐만 아니라 부사나 
몇몇 활용형 뒤, 심지어는 ‘하다’ 앞의 어근 뒤에도 연결된다. 이를 
격조사와 구분하여 보조사라 한다. 한국어 보조사에, {-은/는, -도, -만, 
-뿐,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마다, -(이)야, -(이)나}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보조사만을 다루기로 한다.  
 
㉮ 보조사 {-은/-는}  
한국어 보조사 {-은/-는}에 대응되는 것은 터키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보조사 {-은/-는}은 문장의 주제 또는 화제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그리고 문장의 맥락에 따라 대조와 강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특히 {-은/-는}이 명사 뒤에 쓰여 문장의 주어를 나타낼 때에는 조사 
{-이/-가}의 쓰임과 혼동될 때가 많다.  
<예19> ㄱ. 이 연필은 참 좋아요. Bu kurşunkalem gerçekten iyi. 

         ㄴ. 형은 공부하는데 동생이 늦게 들어왔어요. 
               Abi ders çalışıyor kardeşi eve geç geliyor. 
   
㉯ 보조사 {-만}과 {-도} 
{-만}은 여러 대상 중 유독 그것이 선택됨을 가리켜 주는 

보조사이다. 터키어에는 {-만}의 뜻을 가지고 있는 ‘sadece’는 
관형사이다. 즉 ‘sadece’는 한국어 관형사 ‘단’에 대응한다. 
<예20>  그날 철수만 왔다.  O gün sadece Çolsu geldi.  

{도}는 어떤 다른 것에 그것이 함께 포함됨을 뜻한다. 터키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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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도} 보조사 대신 접속사인 ‘dE’가 있는데 사용 범위가 
한국어보다 넓다. 그러나 터키어의 ‘dE’ 접속사가 띄어 쓰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ㄷ’의 문장처럼 {-도}를 띄어쓰기도 한다. 

 
4. 조사 학습 내용  
 
조사는 활용어미와 함께 한국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한재영 외, 2005, 404쪽). 터키 학습자들은 모든 조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데 활용도가 높은 조사부터 가르치고 터키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화용도가 높고 터키어와 차이는 조사 위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주격 조사{-이/가}와 보조사{-은/는}: 이 두 조사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시킨다8. 1급에서 각 조사가 자주 쓰이는 문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이다’ 문장에서는 대부분 {-은/는}은 쓰고, 

                                                 
8 ) {-이/가}, {-은/는}의 경우 {-이/가}가 주어와 관련하여 주격으로 

사용되며, {-은/는}  은 비교 대조와 관련되어 보조사로서 주제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런 대로 설명이 용이하다. 그러나 {-이/가}와 {-

은/는}의 용법을 외국인들이 이해하는 데는 그리 쉽지 않다. 그 이유는 {-

은/는}의 경우에 있어서 그 비교 대조의 대상이 표면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채 사용 시에 은연중에 깔려서 나타난다는 점이다.(서혁, 

1992). 

예를 들어 터키 학생들은 ’나는 학생이다’보다 ’내가 학생이다’란 말을 쓴다. 

왜냐하면 {-이/가}를 주격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에 비교 대조의 {-

은/는}이 전혀 나타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서혁(1992)은 한국어의 조사 {-은/는}은 타인(他人)이나 타사물(他事物)이 
아닌 자신 혹은 이 물건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관심의 
초점을 제한하여 제시하는 화두(話頭)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에 ‘내가 학생이다’의 경우는 ’누가 학생이냐?’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정, 확인하는 것과 관련되는 
측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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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에는 {-이/가}가 온다고 설명할 수 있다.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 

<예시문>  

▹ 나는 학생이에요.  

▹ 내가 지금 집에 있어요.  

▹ 이것은 침대이에요.  

▹ 침대가 어디 있어요?  

▹ 침대가 방에 있어요.  

 

한국어의 주격 대신 터키어에는 소유격이 사용되는 예문:  

▹ 저는 그녀가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 그 옷은 값이 비싸요.   

▹ 우리 학교는 건물이 좋아요.  

 

한국어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경우 학생들이 혼동을 일으킨다. 

한국어의 보조사 대신 터키어에는 소유격이 사용된다. 

<예시문>  

▹ 서울은 인구가 많은데 이스탄불은 어때요?  

▹ 그는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 나는 그녀가 좋아요.  

▹ 그 아이는 사랑이 필요해요.  

▹ 동생은 배가 고파요.  

▹ 나는 기분이 좋아요.  

 

목적격 조사 : 목적격의 사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예문을 많이 

든다. 한국어 목적격이 터키어에서는 목적격, 여격, 탈격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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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  

▹ 그는 나를 보고 오라고 했어요.  

▹ 우리는 풀밭에 앉아 저녁놀을 보았어요.  

▹ 철수는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하기로 했어요.  

▹ 동생은 올해 석사를 시작했어요.  

 

부사격 조사  : {-에, -에게, -에서} 등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에}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동사와 함께 쓰일 때 

흔히 {-에}와 {-에서}의 혼동이 일어난다.  

{-에}는 직설적 동작 동사와 함께 쓰이는 반면 {-에서}는 

동작인 움직임이 있는 동사와 함께 쓰인다. 이 경우에 {-에}를 몇 

개의 기본적인 동사 군과 짝을 지어 연습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어 조사에는 생략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만 1급에서 생략을 

피해야 한다.  

{-에}와 {-에서} 처소. 소재지를 나타낼 때 : 존재동사와 함께 

<예시문>  

가 : 책상이 어디에 있어요?  

나 : 책상이 아래층에 있어요.  

 

가 : 아래층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나 : 아래층에서 요리하고 있어요.  

 

가 : 그 회사에 직원이 많아요?  

나 : 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30명이에요.  

 

‘하다’ 동사로 대치될 수 있는 ‘있다’에는 {-에} 대신 {-에서}가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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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사원에서 금요일마다 예배가 있어요.  

 

{-에}와 {-에게, -한테}  

<예시문>  

▹ 돈이 집에 있어요.  

▹ 돈이 어머니에게 있어요.  

 

▹ 학교에 전화했어요.  

▹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 사장님에게 물어보세요  

 

5. 결론  
 
외국어 교육과 학습에서 문법적 대조 분석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터키어의 조사를 
대조 분석하였다. 대조 분석을 통해 두 언어의 형태적 요소인 조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차이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와 터키어의 
조사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문들을 수집하였다.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학습시킬 때 
한국어의 구조를 정확하고, 자의적이며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 언어의 대조 연구가 
여러 면에서 많아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 언어의 조사만 대조 분석하였지만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기능의 효과적이고 정확한 사용을 
위하여서는 어휘와 문장구조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의 이해도 
언어기능의 지식만큼 중요하므로 한국의 문화적 대조 분석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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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하겠다. 
터키어와 한국어의 대조 연구가 많아지고 발전된다면, 

터키인뿐만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지스탄 등 투르크계어를 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인접국가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연구자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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