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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자어권 학습자와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한자어 어휘
의 오류 양상을 살피고 대조분석적 관점에서 한자 어휘의 오류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언어 습득 연구에 있어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국어의 전이 현상
은 외국어 학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습에 방해가 되기
도 한다. 따라서 대조분석적 관점에서의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의
어려움을 예측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져 왔다. 보통 학습자의 목표
언어와 모국어의 차이가 클수록 학습자가 느끼는 학습에의 어려움은 크다고 가정하며 따라
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교육에 앞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학습자의 한자 어휘 학습을 이에 적용하여 한자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한자 어휘를 학
습하는 데 있어서 모국어의 전이 현상으로 인한 오류가 발견되는지 확인하는 일은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한자 어휘 학습에 있어 한자어권 학습자와 비한자어권 학
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 그 특징을 밝히고, 학습자들의 산출 과제에서 발견되는 오류들을
분석하여 모국어 전이 현상이 한자어권 학습자의 한자 어휘 학습에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자어권 학습자와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한자 어휘 사용에는 차이가 있는가?
2) 한자어권 학습자의 한자 어휘 사용의 오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중 모국어의
전이 현상으로 인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습에서의 대조분석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통제된 자
유 작문과제 자료의 수집을 통해 사용 양상에서의 특징과 오류의 유형을 세분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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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대조분석 가설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 CA)은 외국어 교육에의 활용이
라는 측면에서 큰 효용성을 가진다. 대조분석 이론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미 모국어의 체계를
습득하고 있으므로 이후의 모든 외국어 학습은 모국어라는 필터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보
았다. 이러한 대조분석의 기본 논리에 의하면 외국어 학습 시 모국어의 전이 현상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긍정적 전이로 이어지기도 하고 부정적 전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학
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대조분석을 통해 외국어 학습 시 발생 가능한 어려움을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학습 상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때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클수록 부정적 전이가 일어나 학습자들
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도 클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대조분석 가설은 이후 예측적 견해인 강한 견해와 설명적 견해인 약한 견해로 분
리되었다(Brown 2007: 248-9). 대조분석 가설의 강한 견해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학
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점을 근거로 하여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예측할 수 있고 새
로운 언어습관을 형성시킴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고, 언어 대조표를 통해 학습에서의 어
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Fries

&

Lado

1945;

Stockwell,

Bowen

&Martin1965). 반면 약한 견해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는 학습
자의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Ronald Wardhaugh,
1970). 이후 약한 견해는 강한 견해에서 말하는 예측이 실패한 것임을 밝혀 더욱 신뢰를
얻게 되며 오류분석(error analysis)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2. 난이도 위계(Hierachy of Difficult)
초기 대조분석 이론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 언어 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학습은
쉽게 이루어지며 차이가 클수록 학습자는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예측을

정교화하기

위해

Stockwell&Bowen(1965)은 구조주의에 기초하여 발음 학습의 난이도를 위계화하였다. 이
때의 난이도 위계는 영어학습자의 스페인어 문법 학습에 나타나는 난이도를 고려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나 어느 언어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표1>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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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tockwell&Bowen(1965)의 난이도 위계
어려움의 유형

L1

1

분열(Split)

x

2
3

새로운 유형(new)
부재 범주(absent)

4

융합(Coalesced)

∅
x
x

5

대응(Correspondence)

y
x

L2
x
y
x
∅
x
x

이 난이도 위계는 초기의 대조분석 가설의 주장과 비교하여 볼 때 학습의 난이도를 단순
히 이분법적으로 주장한 것에서 발전하여 두 언어의 특성을 구조적인 원인에 따라 체계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제2언어 학습자가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위계화 작업을 통해 학습에서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특정 항목의 학습
난이도를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숫자가 적을수록 학습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았으며 5단계는 모국어와 목표 언어 간에 차이점이 전혀 없이 동일한 것을 의
미한다. 4단계는 모국어에서 여러 개의 항목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목표 언어에서는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이다. 3단계는 모국어의 한 항목이 목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며, 2단
계는 학습자의 모국어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공통점이 없어 목표
어에서 새롭게 학습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1단계는 모국어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나타나지만 목표어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져 새로운 구별법을 배워야 하는 경
우를 뜻한다.
난이도 위계의 구분을 대조분석 가설의 이론에 접목하여 보면 5단계는 두 언어 간의 완
전한 일대일 대응으로 인해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며, 1단계는 부정적 전이,
즉 학습자의 모국어가 목표어 학습에 부정적 전이를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이 난이
도 위계를 어떠한 두 언어 간의 대조에도 적용가능하며 이것은 대조분석 절차의 예측 단계
를 더욱 객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Brown, 1994:272).
이후 Stockwell&Bowen(1965)는 문법적 난이도에 대해서도 16단계의 위계를 설정하였는
데 그중 중심이 되는 것을 간추린 것이 바로 <표 2>의 Prator(1967)가 설정한 6단계의
난이도 위계70)이다.

70) 전이(transfer), 합체(coalescence), 구별부족(underdifferentiation), 재해석(reinterpretation), 과잉구별
(overdifferentiation), 분리(split)라는 용어는 Brown, H. D(2009, 이흥수 외 공역)의 용어 번역을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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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rator(1967)의 난이도 위계
난이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유형
전이
(transfer)
합체

해석
대조되는 두 개별 언어간의 차이점이 없음
모국어의 두 항목이 목표어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Coalescence)
구별부족

합쳐짐
모국어의 항목이 목표어에 없음

(Under-differentiation)
재해석

모국어에 있는 항목이 목표어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Rein terpretation)
과잉구별

나타나는 것
모국어에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공통점이 거의 없는

(Over-differentiation)
분리

새로운 항목을 목표어에서 학습하는 경우
모국어에서 하나의 항목이 목표어에서는 둘이나 그

(Split)

이상인 경우

prator의 난이도 위계 이론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모국어와 목표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학습하기가 쉽고 차이가 큰 항목의 학습은 어렵다는 기본적은 틀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분류를 통해 언어 간 대조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분류 기준이 명확하여 어느 언어 간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용성이 뛰어나 지금까지도 대조분석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분석 가설은 모국어가 다른 학습자 집단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며 대조분석을 통해 예측되었던 오류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
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국어와의 차이를 극복하면 목표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 연구에서 여전
히 대조분석 가설은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Ellis(1994:308)는 학습자가 느끼는 어
려움의 정도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차이의 정도에 따라 설명가능하고, 어려움은 실제
로 오류 그 자체에서 드러나므로 어려움이 클수록 오류는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보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후 나타나는 대조분석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모국어에서 기인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한자어권 학습자들이 한자 어휘를 학습할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측하여 유형화하고 비한자어권 학습자와의 사용 양상 비교를 통해 이
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한자어권 학습자와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한자어권 학습자의 어휘 사용에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학습자의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한자어권 학습자와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어휘 사용 양상에
는 차이가 있으며,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경우 한자어권 학습자보다 한자어 어휘 사용에 있
어 오류가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분
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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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참여자 정보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권 한국어 학습자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비한자어권 학습자 집단을
설정하였다.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국적은 태국, 미국, 독일 등 한자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로 한정하였으며, 일본어나 중국어 등 한자어권 언어의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 역시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들은 사설기관, 국내 대학 부설 언어
교육원 등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실시된 한국어 능력시험Ⅱ급을 취득
한 중·고급 학습자들이다. 연구 대상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 실험 참여자 정보
한자어권 학습자
국적
숙달도
한국어

비한자어권 학습자
태국(7명), 미국(8명),

일본(25명)

독일(3명)
파키스탄(1명), 미얀마(6명),
한국어 능력시험 Ⅱ급
1년 이상

학습기간

3.2. 연구 자료 수집 방법
한자어권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에게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작문
과제의 내용은 크게 1) 설명 및 묘사하기 2) 자유 작문 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번 유형은 총 20문항으로 학습자들에게 동일한 그림을 제시하여 상황 설명 및 묘사를
하게 하였다.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묘사 혹은 설명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어휘 사용 환경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분량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2번 유형은
총 5문항으로 학습자들에게 주제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쓰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자어권 학습자 25명, 비한자어권 학습자 25명이 생산한 문어
텍스트 자료가 구축되었으며 수집된 자료의 어절 수, 조사를 제외한 실질어휘의 토큰
(token) 수와 타입(type) 수는 다음과 같다.
<표 4> 자료의 구성
한자어권 학습자
비한자어권 학습자

어절 수(개)
21,453
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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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수(개)
15,270
18,324

타입 수(개)
1,120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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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4.1. 한자 어휘 사용 양상 분석
학습자의 한자 어휘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작문에 나타난 한자 어휘와 고유 어휘
의 사용 양상을 살펴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전체 작문의 어휘 타입 수를 기준으
로 학습자의 한자 어휘 사용과 고유 어휘 사용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아래의 <표 5>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한자 어휘와 고유 어휘 사용량
한자어권 학습자
비한자어권 학습자

한자 어휘(%)
64.7%
58.2%

고유 어휘(%)
35.3%
41.8%

합계(%)
100%
100%

<표 5>의 결과를 보면 총 어휘량 대비 한자어 어휘와 고유어 어휘의 사용량에 있어서는
한자어권 학습자와 비한자어권 학습자 간 큰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과제
유형1과 같이 통제된 글쓰기를 실시한 결과 그 세부적인 측면에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세부적인 예는 아래의 (1)과 같다.
(1) ㄱ. 학교에 갈 때마다 음악을 듣는다.
등교를 하는 길에는 항상 음악을 듣는다.
ㄴ. 이 여자는 비행기가 3시간 늦게 도착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비행기가 3시간 연착되었다고 안내를 들었다.
ㄷ. 소포를 보내려고 신청서를 쓰고 있어요.
소포를 보내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한자어권 학습자)
(한자어권 학습자)
(비한자어권 학습자)
(한자어권 학습자)
(비한자어권 학습자)
(한자어권 학습자)

동일한 그림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제에서 한자어권 학습자의 경우 ‘한자 어휘’에 ‘하다’를
결합하여 문장의 용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한자어권 학습자에 비해 약 1.5배 가량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학습자의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자 어휘의 의미를
발음만으로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가 이해어휘를 표현어휘로 전환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한자어권의 한국어 학습자를 인터뷰한 결과 학습
자들의 대부분은 한자 어휘를 암기하는 것이 고유 어휘를 암기하는 것보다 쉽게 느껴진다
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모국어와 유사한 표현의 경우 자연스럽게
한자 어휘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지적으로 한자어권의 학습자가 한자
어휘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더욱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한자어권 학
습자와의 사후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경우 반복적으
로 사용되는 한자어의 경우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이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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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학습자의 어휘 학습 단계에 비추어 보아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의 (1)예와 같이
대응되는 의미의 한자어와 고유어 쌍을 분류하여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의 등급을 살펴본
결과는 <표8>의 내용과 같다.
<표 6> 고유 어휘에 대응하는 한자 어휘의 등급
등급

초급

사용어휘

가다
늦다

(굵은 글씨는
한자어권 학습자의
사용 어휘)

중급

고급

등급 외
단어

등교하다
연착하다

도착하다
쓰다

작성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한자어권 학습자가 비한자어권 학습자와 비교하였을 때 한자
어휘를 표현 어휘로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2. 한자 어휘 오류 양상 분석
다음은 학습자의 작문 과제에 나타난 어휘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어휘의 오류를 대
조적으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한 어휘의 핵심의미와 주변의미에서 생각해볼 수 있으나 핵심
의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음운의 유사성, 철자 오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형태적 오류는
제외하고 의미적 혼동에 의해 나타나는 오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7> 작문 과제에 나타난 어휘 오류 양상
한자어권 학습자
비한자어권 학습자

오류 수(개)
187
133

한자 어휘(%)
65%
54%

고유 어휘(%)
35%
46%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오류의 전체 개수는 320개로 전체 토큰 대비 2%의 오류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오류를 한자 어휘와 고유 어휘로 구분하여 전체 오류 대비 비율을 살펴본
결과 변별적인 차이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경우 한자 어휘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비추어보아 전체 한자 어휘 사용에 대비하여 살
펴보았다. 그 결과 한자어권 학습자의 한자 어휘 사용 오류는 48%,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한자 어휘 사용 오류는 38%로 약간의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자어권
학습자의 경우 한자 어휘 사용의 오류에 있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가? 모국어에서 기인
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살펴본 prator(1965)의 기준에 따라 오류를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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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전이(transfer)
전이(transfer)는 두 언어 사이에 서로 다르거나 대조되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한
다. 이러한 전이의 예로는 동형동의어형의 단어들이 이에 속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형
동의어형의 단어들이 전이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2) ㄱ. 건강(健康), 복제(複製) 등
ㄴ. 品切れ(품절品切), 組み立て(조립,組立) 등

모국어 간 전이 현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오류의 예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작문 자료에서
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71)

4.2.2. 합체(coalescence)
그 다음 유형은 합체(coalescence)로서 모국어의 두 항목이 목표어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는 모국어에서의 구분을 목표어에서는 무시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시는 (3)과 같다.
(3)

L1
適確(적확)

L2
↘
확실(確実)

確実(확실)

↗

4.2.3. 구별부족(Underdifferentiation),
구별부족이란 모국어의 항목이 목표어에 없는 경우이다. 아래의 예는 『표준국어대사전』
에는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다른 단어 또는 표현으로 순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경
우에 따라서는 사용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4)

L1

L2

即応(즉응)

→

바로 응함, 즉시 응함

本日(본일)

→

오늘

今年(금년)

→

올해

71) 전이로 인한 의미적 오류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발음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오류는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의 차이만을 오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추후 음운적 요소와 의미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연
구가 후속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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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해석(Reinterpretation)
재해석이란 모국어에 있는 항목이 목표어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5)

L1
勘定(감정)

L2
→

계산(計算)

(6) ① 한자가 첨가 또는 누락된 단어
客層(객층)

→

고객층(顧客層)

② 한자어의 내부 구성이 다른 단어
他出(타출)

→

출타(出他)

熱発(열발)

→

발열(發熱)

(5)의 예와 같이 목표 언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 어휘를 모국어의 영향으로 사용하
거나 (6)과 같이 한자가 첨가 또는 누락되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한자어의 내부
구성이 달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학습자는 오류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2.5 과잉구별 (Over-differentiation)
과잉구별이란 모국어에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공통점이 거의 없는 새로운 항목의 경우를
뜻한다.
(7)

L1

L2

遠慮
用意

(7)의

遠慮의 경우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의 뜻은 사양, 겸손, 거리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나 한국어에서는 이 한자 어휘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사전적인 뜻은 ‘먼 앞일까지
미리 잘 헤아려 생각함,멀리 떨어져서 근심하거나 걱정함.’으로 학습자의 모국어와 접점을
찾을 수 없다. ‘用意’는 학습자의 모국어에서의 뜻은 ‘조심하거나 주의함’의 의미로 사용되나
한국어에서는 위의 예와 같이 이 한자 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사전에서의 의미는 ‘어
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뜻’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학습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학습자는 본인이 원하는 뜻의 한국어 단어를 적절
히 찾지 못했을 때 모국어 지식에 의존하여 음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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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분리(Split)
분리란 모국어에서 하나의 항목이 목표어에서는 둘이나 그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8)

L1
保存(보존)

L2
→

보관(保管)
저장(貯藏)
보전(保全)

일본어의 한자 어휘인 保存(보존)의 경우 문맥에 따라서 한국어의 저장, 보관, 보전의 의
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학습자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각각의 문맥에 동일한 어휘를 대치
함으로 오류가 생겼다.
4장에서는 Prator의 난이도 위계의 기준으로 사용된 모국어와의 세부적 차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모국어에 나타나는 한자 어휘의 오류를 살펴보았다. 학습자 오류의 회피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난이도 위계화까지 발전시킬 수는 없었으나 학습자 모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오류의 원인과 세부적인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권 학습자와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한자어 어휘의
오류 양상을 살피고 대조분석적 관점에서 한자 어휘의 오류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제된 작문을 실시하여 학습자의 한자 어휘 사용 양상의 특징과 한자어권 학습
자의 한자 어휘 오류에 나타나는 특징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비한자어권 학습자와 비교되는 사용 양상의 특징으로는 비한자어권 학습자에 비
해 한자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명사+하다’구성의 결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때의 ‘명사’는 학습자의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자어권 학습자는 더욱 빈
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분석의 결과 학습자는 prator의 난이도 위계에서 설정한 유형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부적으로 한자 어휘의 구성에 따라 그 세부 유형을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 한자 어휘 교수 및 학습 시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한 교수 내용
과 학습 전략에의 시사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류 유형의 설정에 있어 비한자어권 학습자와의 비교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이어져 한자 어휘 학습에 있어 모국어가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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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손평효(부산대)
이 논문은 한국어 학습자, 그 가운데 한자(어)권 학습자와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글쓰기
에 나타나는 한자어 사용의 양상과 오류 등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한자(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논문에 조금이라
도 도움이 될까 하는 의견 몇 가지 첨부해 보았습니다.

1. <연구 목적>에서의 문제
-논문의 <연구 목적>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자어권 학습자와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한자어 어휘의 오류 양상을
살피고 대조분석적 관점에서 한자 어휘의 오류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한자 어휘 학습에 있어 한자어권 학습자와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 그 특징을 밝히고, 학습자들의 산출 과제에서 발견되는 오류들을 분석하여 모국어 전이 현상
이 한자어권 학습자의 한자 어휘 학습에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자어권 학습자와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한자 어휘 사용에는 차이가 있는가?
2) 한자어권 학습자의 한자 어휘 사용의 오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중 모국어의 전이 현상으로

인

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가?

가. 논의의 목적/대상이 ‘한자어권 학습자’만인지, ‘비한자어권 학습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를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에 대한 선명한 구분/설명에 대한 언급은
미흡해 보입니다.
나. 만약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면, 위 2)의 경우는 ‘비한자어권’의 유형도 다루어서 둘을
대비시키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표2> 아래(본문 3쪽) “어느 언어에든 적용 가능하
다”를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 만약 한자어권 학습자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면, 왜 그러한가에 대한 세부적인 언
급이 있어야 하고 연구 목적에서 또렷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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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과 본문 연결 문제
논문의 앞쪽(2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둔 것은 본론에서의 논의와 연계시키기 위
함입니다. 그런데 본론에서의 논의를 보면, Prator(1967)의 연구 방법을 차용/적용해서 논
의한 것이 아니라, 다만 프라토의 항목만을 가져와서 기계적으로 펼쳐만 놓고 있다는 인상
이

강합니다.

Prator(1967)에서는

‘전이(transfer)-합체(Coalescence)-구별부족

(Under-differentiation)-재해석(Rein terpretation)-과잉구별(Over-differentiation)-분리
(Split)’이라는 6개의 항목을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위계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분석을 통해, Prator(1967)에서 제기하고 있는 항목 위계와 이
글에서의 논의가 얼마나 일치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상호 대비를 통해 나타
나는 문제점 등의 비판적인 논의가 전개될 때, 이론적 배경을 앞서 제시한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이론적 배경과 실제 논의가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개가 요구됩니다.

3. 내용에서의 문제1(6-7쪽)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오류의 전체 개수는 320개로 전체 토큰 대비 2%의 오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오류를 한자 어휘와 고유 어휘로 구분하여 전체 오류 대비 비율을 살펴본 결과 변별적인 차이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경우 한자 어휘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비추어보아 전체 한자 어휘 사용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자어권 학습자의 한자 어휘 사용
오류는 48%,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한자 어휘 사용 오류는 38%로 약간의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렇다면 한자어권 학습자의 경우 한자 어휘 사용의 오류에 있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가? 모
국어에서 기인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살펴본 prator(1965)의 기준에 따라 오류를 유형화하였
다.

1) 구분 기준에 대해 엄밀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체 토큰에서 어휘 오류가 차지하는 숫자(비율)
- 전체 한자어에서 한자어 오류가 차지하는 숫자(비율)
2) 비한자권 학습자에 대한 오류 정리는 불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 대비를 시키면 목적하는 바가 더욱 또렷해질 것
3) 한자 어휘 사용의 오류가 왜 비한자권 학습자(38%)보다 한자권 학습자(48%)가 더
높은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오류는 한자권 학습자가 더 적은 게 상식적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내용에서의 문제(2)
4.2. <한자 어휘 오류 양상 분석>에 나오는 예시들은 해당 어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해당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까지 나란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응관계를 쉬 수용/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5)는 ‘재해석’의 예인데, (5)의 예시만
으로는 ‘감정’이 ‘계산’으로 재해석되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8)은 ‘분리’의 예인
데, ‘보존’이 각각 ‘보관, 저장, 보전’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분리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
렵습니다. 예시 문장을 함께 언급한다면 훨씬 전개가 수월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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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1
勘定(감정)

(8)

L2
→

L1
保存(보존)

계산(計算)
L2

→

보관(保管)
저장(貯藏)
보전(保全)

5. 그 외
가. 발표 요지인 까닭이겠지만, 논의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시된 예들이 너무 적
다고 생각됩니다.
나. 용어 설정의 문제: ‘한자어권 학습자’보다 ‘한자권 학습자’가, ‘비한자어권 학습자’보다
‘비한자권 학습자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 교육쪽에서 따로 고정된
용어가 아니라면 고민해야 할 듯합니다.
다. <표3> 연구자 정보에서, ‘한자권 학습자’는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중국은 왜 포
함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순이 같은 일본어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중
국어 사용자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가능할 듯하기 때문에 필요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라. (예시6)에서 ‘누락된 어휘’ 예시 추가돼야 합니다.
마. 제목 수정 제안(한자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전제에서)
- 모국어의 전이 현상에 따른 한자권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 사용의 양상과 특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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