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誤醫(l)와 誤譯分析의 意義

文

(英語敎育科)

龍

Child: My teacher holded the baby rabbits and we patted them.

Mother: Did you say your teacher held the baby rabbits?

Child: Yes.

Mother: What did you say she did?

Child: She kolded the baby rabbits and we patted them‘

Mother: Did you say she held them tightly?

Child: No, she holded them loosely.

Child aged 4 years (2)

1,

傳統的 o로야 어학교사들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저지르는 error를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 사질이다. 말하자연 error는 linguistic sin이 었다.

이런 發想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error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막도록 최션을 다하여야

한다〉는 命題도 정립했다. 그리고 이런 命題란 경험있는 교사들에게는 하나의 상식이었다.

한때 최선의 외국어교수법￡로勳짧되었던 the audio-lingual method의 핵심이 되는 pattern

practice만 해도 이 technique는 학습자로 부터 오직 바람직한 反應만을 유도해내고 그것을

彈化시켜줌￡로써 학습사항을 습관화시킨다는行動主義心理學的學習理論이 근거가 되었었

다.

하기는 경 험있는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저 지르는 잘못을 바람직하지 않는 것￡로 여 71 기
는 하었지만 또 한펀 error란 어쩔 수 없이 저지려지기 마련이라는 것， 이런 error는 학습

자가 어떤 사항에 약하고 수엽의 현장에서 어떤 점이 더 강조되어야하나블 示俊해준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었다.

주로 영국과 구라파에서 뿌리를 내렸었던 이른바 common error analysis라는 이릅유로

불리우는 誤짧分析은 이런 교사들의 良識있는 經驗主義를 反映한 것이었다.

(l) r誤짧」란 말윤 error의 對應語로 쓴 말이 다. 그러나 교실에 서 의 error의 對應語는 〈잘옷된 것〉

또는 〈흘린 것〉이어서， r誤짧」란 낱말은 아직은 좀 생소하게 들린다. 불만인대로 이 글에서는

error란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Clark and Clark; Psychology aχd Laηguage (1977),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에서
引用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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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학숨자들이 저지르는 error와 관련해서 이 common error analysis가 주로 미국에

서 주장되었던 對照、分析 理論과 대립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audio-lingual method의 특정의 하나이기도 한) 對照、分析 理論은 어

떤 특정한 모국어의 배경이 특정한 외국어의 습득의 難易性에 영향을 미친다는 推論에서

출발한 이 론이 다. 이 이폰은 외국어 습득자가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error도 이 요국어란

배경이 委因이 된다고 주장을 한다. 이 이론은 또한 복표언어와 모국어의 차이가 클 수록

학습상의 難點이 증대하며 따라서 error가 頻發한다고도 示俊하였다•.

지금까지 위 에 적은 것은 error나 error分析에 대 한 지 난 날의 一般的 見解와 理論的 根

據의 擺親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現今에 이르러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error의 擺念이나 意義， 또는 error에

대한 태도와 error分析의 方向은 여 려 가지로 변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變化의 원인과 내용을 論述하며 이와 같은 취세폴 근거로 위에서 개

관한 일반적 견해나 이론적 근거에 批判을 가하고， error에 대한 우리외 바람직한 태도와

error分析의 바람직 한 方法과 方向을 示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단적오로 error의 意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언어〈모국어)슬득에 대한 이

론이 진전을 보이자， 외국어 학습이론이 민감하게 그 영향을 받아드렸기 때문이다‘

Skinner를 중심으로 한 행 동주의 심 리 학적 언어습득 이론의 代案.E..로 등장한 認知王義的

언어습득이론에 따른다면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助兒는 그가 선천척오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假稱 LAD (1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filter로 삼아서 그가 접촉하기

마련인 그의 주위의 成人들의 말(言語資料)로부터 言語規則을 뽑아내기 시작한다. 이 「規

則」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때의 「規則」은 「假說」이라는 이름으로

고쳐도 좋다. 경우에 따라서 이 가설은 그대로 확인이 되어서 규칙드로 정 립되기도 하고

수정이나 세분화의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이 글의 첫머리에 내세운 네살 난 어린아이의 언

어활동을 例證한 인용문은 동사의 과거형은 원형에 oed를 붙인다는 이 아이가 도달한 하나

의 가설을 드러내주는 증거의 하나이 다. 成人의 눈우로 볼 때 holded는 분명 히 하나의 error

이다. 그러나 반면에 holded는 이 켜린아이의 머리속에 씩- 튼 규칙의 소산이요， 그렇게 싹

튼 이 규칙은 언어습득이 模做이 아념을 나타내주는 한펀 인간의 언어사용이 創造的입을

업증해준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holded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假說」의 設定作業

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鼓舞的인 현상오로 받아드려서 좋다.

이렇게 볼 때 holded로 대표되는 종류의 error는 결코 linguistic sin이 될 수가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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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error는 언어습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기까지 하다. 본래가 error란 알고 있는 규

칙을 범했을 때 해당시킬수 있는 어휘이다. 위에서 여러번 언급했던 holded는 成A의 경우

는 error겠지 만， 네살 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며 그가 알고 있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되풀이가 되지만 그 나름대로의 규칙의 소산인 것이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error의 意義가 再哈味되가 시작한 것은 이렇게 언어(모국어)습득

의 과정과 관련되어 浮刻된 error의 개념이 외국어 습득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推

論의 결과이다 (3) 그리고 사실 외 국어 학습자가 저지르는 error가 그 나름대로의 규칙의

소산안 것은 분명하다 (4)

이렇게 본다면 error分析의 方向도 마땅히 랄라진다.

외국어 학습자가 어떤 error플 저질렀을 때 곁￡로 도러난 그 error를 그 짜리에서 수정

해주는 일은 쉽다. 그러나 그렇게 수정해준다고 그 error가 당장에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error는 번먼히 再發한다. 이 글의 앞머리에 링 l用했던 holded가 그런 것처럼.

error가 어떤 규칙의 소산이라면 論理的오로 error의 철저한 購正은 학습자가 어렇게 해

서 그런 규칙을 갖게 되었는가의 究明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해서 구명된 규칙자

체를 교정해줄 때 error는 〈根治〉될 수·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학습자가 그런 규칙을

갖게 되었는가〉의 구명은 교사로하여금 그가 〈어떻게 가료쳤기에 학습자가 그런 규칙을 갖

게 되었는가〉 하는 수엽과정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방

향에 따른 error分析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택하기 마련인 학습의

원칙과 특정한 학줍자에 의하야 택하여지는 학습의 흉흥領(learning strategy) 에 대한 이해를

深化시켜줌으로써 더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도 해 줄 것이다.

또 위에서 지적한 학습의 원칙과 학습의 요령에 대한 관찰은 외국어 습득이론에 직접적

인 공헌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 기 에 서 error分析의 실용적 효용과 이 흔적 가치블 발견할 수가 있다.

어쩌면 或者는 아무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모국어의 경우와 달리 ‘우리가 error를 굽

謂하는 경우란 일단 교사가 가르쳤던 사항을 학습자가 블리는 경우를 전제로 할 터이니，

이 런 경우 학습자가 저지르는 error는 〈合法的〉으로 error라고 말할 수 있고 linguistic sin

￡로 뮤정할 수 있다고 말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모국어이건 외국어이건 언어습

득-자가 귀안오로 들어오는 言語資料를 input로 삼아서 output로 「규칙」을 뽑아낸다고 할

때， 成人이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말 전부가， 그리고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 교사가 그에게

(3) S. Pit Corder의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1967)는 이와 같은 推論을 제시한 最

初의 論文의 하나이다.

(4) 中級청도의 외국어교실에서 어학교사들은 곧찰 그까 새로운 문법 사실 한가치블 설명할 때 그

러한 사실에 적용훨 수 없는 다른 규칙을 근거로 외국어 학습자가 反論을 제기하고 자기의 주

장이 옳응을 우겨래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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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주는 말이 그대로 전부 input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동사의 과거형이란 원형에 oed를 붙인다는 가젤에 도달한 어느 단계의 어린아이는 이 글

의 첫머리의 引用文에서의 예가 그러듯이 부모가 아무리 held란 말을 되풀이 해주어도 그

말이 holded로만 들리는 것이다 (5) 외국어 학숨자의 경우에도 교사가 어떤 규칙을 가르쳤

대서 그것이 학습자에게 반드시 內在化하는 것은 아니다. 그 규칙이 內在化하기 위해서는

그 규칙을 규칙으로 받아드릴만한 下位段階에 속하는 다른 규칙이 內在化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렇게 볼 때 수업의 현장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전부가 반드시 규칙을 內在化하는 input

가 되지는 않는다는 推論은 교수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 즉 우리는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과 규칙의 內在化에 도움이 되는 input의 偏差를 학숨자가 어떤 사항을 배우

고도 저지르는 error에 서 찾을 수 있고 이 error를 통해서 교사는 그가 가르치는 내용의 순

서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터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도 error分析의 效用을 찾을 수

있다.

말할 것 없이 error가 규척의 소산이략고 하지만 모든 error를 우촉건 규칙의 소산으록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기 때문에 error分析운 규칙의 소산인 體系的인 error와 非體系的인 error를 가려내

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體系的인 error(systematic error)는 반복해서 이 러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훌測도 가

능하다. 앞서 여 러먼 인용한 holded類의 error는 모국어 습득의 경우뿐더려 외국어로서 영

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번벤히 일어나는 體系的인 error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體;系%的

인 ertl야7가} 생기는 원인은 holded7가} 바로 그러듯이 「規則의 鍵大適用J (over-generalization)

이다. 실상인즉 이 over-generalization은 모국어의 경우이건 외국어의 경우이건 모든 언어

습득자가 언어습득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택하는 학습원칙이요 手段方便이다. 언어습득

과정에 있어 over-generalization의 원칙이 하나의 〈生得的〉인 학습의 원칙.5l-로 나타나는 이

유는 이 over-generalization이 그만큼 언어사용을 경제적￡로 시켜주며， 언어의 완전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표回路아닌 握짧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e)

(5) 다음과 같은 例도 있다. (McNeill,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F.Smith & G.A. Miller
(Eds.) the Genesis of Laη:guage， M.I.T, press, 1966)

Child; Nobody don’t like me.
Mother: No. say “nobody likes me."
Child: Nobody don’t likeme. (eight repetitions of this dialogue)
Mother: No. Now listen carefully; .say “nobody likes me."
Child: Oh! Nobody don’t likes me.

(6) 학습자의 업 장에서 뿐만 아니 라 교사도 수엽의 현장에서 특히 초기 단계에서 는 over-genera
lization의 방법을 태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렴으로써 의도척은 아닐망청 학습자의 systematic
error흘 조장하고 있는 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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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系的인 error가 생기는t또t하나의 原因으로는 모국어 요소의 轉移(transfer)를 들 수

있다.

또는 실제에 있어

외국어의 어떤 요소

모국어와 목표언어의 구조의 차이가 크면 클 수록 모국어의 요소가 否定的인 영항을 미

친다는 당초의 對照分析의 이론은 이제는 그것을 그대로 援用하기에는 너무나 素朴한 이론

이 되어버리고 있다.

아마도 모국어 요소의 轉移는 학숨자가 아직 완전히 좁득하지 못한

를 그 요소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모국어의 요소로 메꾸는 경우，

서는 어떻든 학숨자가 그가 익히려는 어떤 외국어의 요소가 그가 이비 알고 있는 모국어의

體系的인

「母國語 몇素의 轉移」로

저지르는 어떤 특정한나누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학숨자가

요소와 동일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일어나리라. (文龍 1978)

이 와 같이 體系的안 error의 二大 原因을 「規則의 據大適用」과

error로 이 두 원인가운데 어느 쪽에서 由來했는가를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error가 있는

정이다. 가령 다음 (1)은 over-generalization의 결과이고， (2)는 轉移가 원인인듯한데 (3)

은 어느 쪽일까?

1. *1 don’t know where is he. (>Where is he?)

2. ￥He entered to the room. (>그는 방에 들어 갔다. )

3. .*1 want that you go.

(3)은 「規則의 據大適用」과 「轉移」가 이중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

다면 (3)은 (3)대 로 示俊하는 바가 크다. 종래의 對照分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중의

이외에， 외하나는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는

국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외국어의 dynamic한 성격을 들 수 있다. 즉 외국어 숨득자가 새

로운 사항을 배우는 경우 그는 모국어 지식은 물론 그가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배워온 외

미치는 그러한 모국어와 외

설명해줄 수 있는 error는 한정된 것이지만

그렇다면 모국어로 부터의

일부를 차지할 뿐이 기 때 문에 對照分析이

국어를 총동원시켜 이용할 터인데， 새로운 학숨사항에 영향을

국어를 합친 지식은 특정한 시점에 따라 마땅히 다르다. 그러나 종래의 對照分析은 모든

학습자가 외국어에 대해서는 전연 백지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셈이었다 (7)

對照分析을 들먹 거 린 김 에 몇 마다 더 첨부한다면， 요지음의 對照、分析의 이론은 학습상

의 난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 후퇴해서 학습자가 저지르는 error의 왼인과

이유를 설명해주는데서 그 효용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轉移를 원인￡로하는 error는 질상 학습자가 저지르는 error의

(7) Taylor (1975) 는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모국어로 부터의 전이현상이 뚜렷하지만 학

습자의 수준이 향상되어 중급단계에 들어가면 over-generalization 이 훨씬 우세해진다는 실험보
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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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내에서 對照分析은 error分析의 일부의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8)

非體系的언 error는 말하자면"nonce(그 때만의 임시변통적인) error이 다.

그런데 體系的인 error와 非體系的인 error중간에 분명 히 定立한 하나의 규칙의 소산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대서 전연 임시변통적인 것도 아닌 error를 발견할 수도 있다.

다음 예문에서의 冠詞의 용법아 그렇다.

4. When , car turned,...
The cyclist fell down.

Car ran over him. Cyclist was in great pain.

Public caught thecar driver.

The car driver was drunk. The crowd started to beat him.

After sometime police came.

They caught car driver. They did not helpthecyclist.

이 (4)의 예는 학습자가 명사앞에는 관사를 붙인다는 규칙을 아직 定立하지 뭇했음을 보

여주지만 그렇대서 그가 관사의 용법에 대해서 전연 백지가 아닌 것도 보여주고 있다.

Jain (l974)은 이 런 systematic error와 unsystematic error의 중간에 위 치 하는 error를

asystematic error라고 불러 다른 두 종류의 error와 대 럽 시 키고 있다. 같은 짧想이지 만

Corder(1973, 231)는 학습자가 systematic error를 저지르는 단계를 중심으로 그의 error의

발전단계블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었다.

(1) pre-systematic stage: : 이는 어떤 규칙의 존재를 막연히 의식하는· 정도의 단계를 말

한다. 그는 가끔 우연히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시키기도 한다.

(2) stage of systematic error: 지금까지 우리가 論한 바와 같은 systematic error를 범하

는 단계를 말한다.

(3) post-systemati<; error: 이 단계에 서도 학숨자는 흔히 error를 저 지 른다. 그러 나 단

계 (2)의 경우 학숨자가 error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error인 줄을 몰랐다면 단계 (3)에 서 의

그는 반드시 올바른 반응만을 보이지는 않지만 error를 저 지르고 나서는 그것이 error인 줄

을알고修正도할줄안다.

이 단계를 Corder는 다음과 같이 圖表化 시키고 있다.

(8) 對照分析(CA) 이 학습상의 난점 과 error의 據測을 자처 하고 , 냐섰을 해 우리 는 CA의 방법 이 나

CA에 서 원용하는 특정한 언어이폰에 짜라 據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이

제 실제 저지려진 error를 전제로 해서 CA를 행하는 경우는 전제가 된 실제의 error가 CA의

방향과 그 이론내용을 통제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理論」이란 항상 「寶際」에 적용되고 「賢

際」에서 feedback를 받음으로써 그 내용이 수정 • 강화된다. 즉 error分析은 CA의 방법이나 。l

흔내용을 실질적으로 彈化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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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ystematic
systematic
post-systematic

No
No
Yes

No
Yes
Yes

말할 것 없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移行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숨사

항에 따라 동일한 학습자가 처해있을 단계는 또한 여러가지로 다를 것이다.

體系的인 error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그에 앞서 어떻게 體系的인 error를 수집하느냐란

문제가 있다. 흔히 교실과 같은 統制펀 狀況에서는 학숨자는 그의 의사를 마음대로 자유로

히 표현·전달하지는 못하기 일쑤이고， 어떤 한청된 問項에서 골라 응탑이나 반용을 표시

하여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학습자가 올바른 규칙을 알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그의 반응은 random choice的인 성격의 것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그가 소유하고 있

는 규칙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결과는 非體系的 error로 나타난다. 즉 體系的 error

의 萬集과 分析은 학숨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흡게 그의 의사를 장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낸 (口頭){IF文 등의 言語資料를 대상A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 error分析에서 중요한 것은 漫흠性(covert) error의 確끓이다. covert error는

overt errore걷으로 나타난 error)와 대 렵되는 개 념 이 다. covert error와 overt error를 대 럽

시 켜 볼 때 우리는 common error analysis를 위 시 한 종래의 error分析이 나 對照分析이 당

초부터 겉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error만을 예측하거나 절명 또는 방지하려고 한 사질을 하

나의 중대한 缺點A로 지적 안할 수가 없다.

가령 「나는 春川에 간다」에 해당하는 영어블 교실밖의 상황에서 익히는 경우 학습자의

developmental sequence는 다음과 같이 나다날 볍 하다.

5. (1) ￥1 Chuchon go.

(2) *1 go Chunchon.

(3) I go to Chunchon ‘

「그는 방에 들어 갔다」의 developmental sequence는 다음과 같을 것이 다.

6. (1) *He (the) room entered.

(2) *He entered the room.

(3) *He entered to the room.

(4) He entered the room.

6(2)의 단계 에 나타나는 He entered the room은 독럽해 서 볼 때 는 문볍 에 맞는 문장이

지만 6(2)를 만들어낸 규칙이 5(2)를 만들어낸 규칙과 동일한 것일 때 6(2)는 6(4)와 달리

covert error의 좋은 예가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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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음 外國語 學習理論과의 관련하에서 close.-up이 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로 中間言語

(in terlanguage) 란 개념이 있다. r中間言語」는 말을 바꾼다면 외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외

국어를 말한다. 외국어 학습자가 中間言語를 사용함으로써 그의 의사전달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의 의사전달을 위한 方便은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내용을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시키는 方便이요， 또 하나는 그가 알고 있는

외국어 지식에 알맞게 내용을 변경 • 축소 • 단순화시키는 方便이다(文龍 1978). 前者의 方

便을 택할 때 외국어 학습자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외국어의 규칙을 據大 適用하기도 하

고， 모국어의 요소를 의식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쉬운 낱말과 구조를 써서 돌려 땀하기

(paraphrase and circumlocution)도 하고 다른 외국어를 借用하기도 하며 있지도 않은 낱말

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方便을 택할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많은 overt

error를 저지르게 된다. 그가 알고 있는 외국어 지식에 맞추어 發言內容을 조철하려는 後

者의 方便은 error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方便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方便

의 소산언 中間言語에 overt e.rror는 적다. 그러나 알고 있는 한정된 외국어 지식을 優先시

켜 내용을 조절하는 경우 그는 독립된 문장으로는 문법적이지만 前後文服이 맞지 않는 문

장이나 그가 본래 전달하고저 했던 의사와는 내용이 여러모로 다른 문장을 만들어 내는 수

가흔하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Tardi 1973) error가 없는 문창을 쓰려고 한 어느 외국어 학습자는 가

족 소풍을: 주제로 한 作文에서 얼마 멀지 않는 목적지에 부모는 비행기를 타고 갔고， 본인

은 (陸路인데도) 배를 이용했고， 누이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모두가 똑 같은 시간에 득적

지에 도착했다고 쓴 寶例가 있다. 문장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본다면 문볍적￡로 따질 해

플린 데가 없는 이런 작문은 covert error 투성이인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작문은 걷으로는 하나 하나가옳은 문장아지만意味와 결부된 狀況을 무시한 pattern practice

의 副塵物일 수도 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pattern practice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意味있는 狀況이 결부되어 야 하고， covert error의 餘地가 排除되어 야 하고 covert error의

有無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다음의 예는 어떨까?

7. The cat ran away.

이 (7)이 본래 나타내려고 한 륨意가1 다음 (8)일 때， (7)은 내용이 변경되었던 껴j인 소

풍이 주제가 된 작문과는 달라 내용이 축소 • 간소화된 것으로 論理上 (7)과 (8)과의 거리

가 크면 클 수록 우리는 covert error의 존재를 인청할 수가 있다.

8. The cat , frightened by the unusual noise, set off at a frantic pace miaowing

fu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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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경우의 covert error의 判別에는 客銀的인 종賞性 여부가 미요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가령 영어를 7-8년이 나 배운 대학생이 error가 없는 운장융 쓰기는 했A나 그

운장이 중학교 l학년 교과서에 나옴직한 낱말과 구운A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정도 차원

이 높을 그의 경험이 나 내면세계를 반영한 것ξ로는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의 운장에서

covert error를 찾아내야 한다. error가 없는 문장이 반드시 그 외 국어를 모국어로 삼는 사

랑들이 비슷한 문랙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문장과 等式關係를 갖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한펀 엄격하게 따진다면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옮깐다는 것은 native speaker의

경우에도 용이한 일이 아니 다. 論理的￡로는 이와 같은 covert error의 判定은 위에서 펀의

상 예를 들었던 대학생의 경우를 다시 예로 든다면， 이 대학생이 그런 내용을 모국어로는

어떻게 썼을가블 설정한 다음， 그 문장을 영어로 옮긴 문장과 대학생이 쓴 작문사이에서

발견되는 偏差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실제적￡로 외국어 습득자가 저지르는 이 covert

error의 정드를 결정하는 기술적 문제는 error分析에서 앞으로 다듬어져야할 주요한 課題가

되어서 마땅하다.

하긴 error는 경 우에 따라서는 native speaker도 곧잘 저 지 른다. 이 경우란 話者가 이 야

기 도중에 이야기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또는 육체적으로 피로하거나 정신적￡로 압력

을 받을 때 블 말한다. 그러 나 이 럼 경우에도 native speaker는 스스로 자기가 error를 저 질

렀음을 자각할 수 있고 그 error를 수정할 줄도 안다. 즉 이 런 잘못은 그의 不完全한 言語

能力(competence)의 소산이 아니고 寶際上의 言語使用(performance)上의 잘못이다. error

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잘못〉은 mistake 또는 lapse(질수)라고도 불리운다.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도 그의 불알전한 competence으l 소산인 error와 performance으l

결과인 lapse는 精確한 error分析을 위해서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 나 native. speaker의 경우와 달리 error와 lapse가 다 같이 번번히 일어 나는 외국어

학숨자의 경우(마치 身體虛弱者가건강한 사람보다쉽게 피로하듯이 외국어 습득자는 native

speaker보다 lapse도 훨씬 쉽게 저지를 것이다)는 그 구벌이 결교 쉽지가 않다. 이 구벌을

위해서는 직첩 잘봇을 저지른 當事者에게 그 찰못을 인식하고 고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

어보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경우도 문제점은 있다.

가령 어느 학습자가 영어의 Irl즙을 교실에서 정확하께 발음했다 해서 그가 교질 밖에서

도 Irl륨을 정확하게 발음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교실 밖에서 Irl즙을 청확하게 발음하는

‘학습자는 교실에서도 아마 Irl흡을 정확하게 발음하겠지만.) 이런 경우 그가 교질밖에서

Irl흡을 정확하게 발음 안하는 것은 注意不足에서 요는 lapse라고 봄직 하지만， 어쩌면 그

가 Irl즙을 항상 정 확하게 발음 못하는 것은 練習不足의 탓일 수도 있다. 문법사항과 관련

시켜 보더략도 교실에서 I dφ0，1‘I，n'

밖에서는 싹깐I dφon'’t know 'who is he. e라}고 말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後者의 *1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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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who ishe.돈 과연 lapse알까 ? 또는 competence의 부족일까 ? 다시 말해서 그의 교

질안에서의 Idon’t know who hei';.와 교실밖에서의 ~ I· don't· know who is he.의 ”차이는

반드시 competence와 perfer，fiance의 차이 일까 ?

competence라 하치만 교질내에서의 competence와 교질밖에서의 competence가 반드시 

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9)

이 말은 error와 lapse를 나누기 에 앞서 假稱 learned competence와 acquired competence

를 나누어서 생각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假說을 成立시키는데 이 끌에서 이 假說에 대한 문

제는 앞으로의 課題로 미루기로 한다.

그 다음 error分析은 error으l 比훌에 관한 못제를 빠뜨릴 수 없다. error의 比重의 결정

문제는 一例로 교사가 error가 많은 학생의 作文을 수정해 주는 경우 어 떠한 error의 수정

이 가장 중요한가를 정하는데 킬강이가 되며， error가 많은 여러 학생의 착문을 상대적으

로 펑가하려고 할 때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을 제꽁해 줄 수 있는 점에서 일선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질용적인 효용을 갖는다.

Burt와 KiparskY(1975)는(error의 比重을 mistake의 階層이 란 말로 바꾸어) mistake의 階

層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고 있다.

<A와 B의 두 mistake가운데 A의 수청이 B의 수정보다 그 문창의 뜻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떤 A는 B보다 그 階層이 높다.>
이런 경우 B보다 A의 수정을 優先시켜야함은 물론이다. Burt와 Kiparsky는 복수의 節

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경우 하나의 節안에서의 mistake보다도 두 節의 連結에

관련된 mistake가 문장의 이해를 어 렵게 만든다는 假說을 세우고 前者를 local mistake로，

後者를 global mistake로 불렀다. Burt와 Kiparsky가 든 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9. rdidn’t like t∞k it , but my friend siiid that not take this b너s we arelate for

school.

밑줄 친 부분만을 문제삼는 경우 local error와 global f>rror를 각각 따로 수갱해보면 다

음과 같은 문장이 된다.

10. .:.th'll.t wedo n()tfak:ethls bus we will be lkfe for school.-localmista:ke가 수

청된문장

11. ... that ifnot take thisbus, weare late for school.-global mistake가 수정된 문장

(9) 여 기 서 말하는 두 competence는 이른바 linguistic corp.petetlce§- communicative competetl~e 흰 차

이를 염두에 두고한 말은 아니다. Krashen은 그의 한 論文(1976) 에 서 second language com
petence를 acquired competence와 learned competetlce로 나눈 假說을 제시하고 있다. 교실내에

서 體系的으로 〈배운〉 언어규칙이 learned competence를 이룬다면， 교실밖에서의 언어활용이

ac~uired competence블 조장해준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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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렇게 수정해 놓고 보면， 우리는 과연 globaliriis t'a:lfe’가 수청된 (11) 이 (0)보다도 이

해하기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단일 문장안에 서의 mistake의 階層은 어 떨까 ?

위 에 언급한 Burt와 Kiparsky처 럼 문장의 이해가능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다음 문장을

예로 들어보자.

12. 카He entered to the room.

13. ￥He asked the dictionary.

문장의 이해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때 (2)는 전치사블 誤用한 예이지만 speaker.9\
의도를 읽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러나 (3)은 (4)의 a.b.의 두 뜻을 가지묘로 운장 이

해 가능성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13)의 error의 比重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가있다.

14. a. He asked for the dictionary.

b. He consulted the dictionary.

그런데 이 error gravity에 관해서는 Carl James (1977)가 재미있는 實驗을 하고 있다.

그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error의 10개의 類型으로 時制， 否

定， 語))명， -致， 變形， 語童(名詞， 動詞， 形容詞， 前置詞)， 冠詞에 관한 50개항목의 잘못

된 문장을 골라， 이 문강을 20명의 native speaker와 20명 의 non-native speaker언 영 어교

사에게 제시하야 그 error의 比重을 0부터 5까지 의 숫자로 판정케 했다. (그려니까 5로 판

정된 error가 가장 比重이 큰 error가 되는 젓이다. )

이 實驗結果로 우리의 관샘을 끄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대체 적으로 non-native speaker가 native speaker보다 error에 대해서 렴離하다.

2. non-native speaker가 native speaker보다 比重을 1°(度) 크게 판정한 것의 例는 다음

과 잘다.

15. ￥'He disapPrOved my idea.(Re disapproved of my idea.)

*He laughed with my joke. (He laughed at my joke.)

*Iη London is foggy.(London is foggy.)

3. non-native speaker가 native speaker보다 比重을 2°(度) 크게 판정한 것의 例는 다음

과- 같다.

“ 16. *Christthen ascended into sky. (Heaven)

*She denied to help me. (ref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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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 taller than John isη’ t~ (i s)

*You must obey to the Law. (obey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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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tive speaker가 non-native speaker보다 比重올 lO(度) 크게 판정한 것의 例는 다용

과 같다.

17. *Did he wentto Paris?

훌He’s been killed in 1944.
용The head aches.

*He live this house.

*He come from London.

위의 (2) , (3) , (4)의 결과에 뚜렷하게 나타난바I non-native speaker가 문장의 이해를 左右

하는 요소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native speaker가 차라리 剩餘的

(redundant) 펼素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즉 앞서 mistake의 階層을

문장 이해 가능성과 연관시킨 立場과 이 때명의 native speaker의 反應(설사 이 反應이

native speaker의 대다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망정)은 判異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언어를 다른 언어와 구별시켜 특정한 언어랍게 만드는 요

소가 바로 剩餘的 흉흉素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剩餘的 愛素가 排除된 언어가 이른바 pidgin

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흔히 사람들이 (일종의 社會言語學的 心

理를 反映하야) 내용보다도 상대 방의 목소리 , 語法 및 표준어의 사용등 speech style로 그

의 교양과 품성과 출신성분 등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경우 pidgin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결코 자기와 同一視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한 20명의 native speaker의 반응은 이와 같은 모국어 내지 본인이 사용하는 방

언에 대한 차라리 감정적인 愛훌과 주관적인 태도윷 투러내는 社會言語學的 心理의 反映일

것이다‘

그렇다 하드라도 언어습득을 redundant feature가 빠진 간단한 구조로 부터 시작한 複雜

化(complexfication)의 과정A로 파악하고， 언어의 제 1차적 기능을 의사전달에 둔다면 error

의 比重의 결정은 역시 푼장의r의며/내지 理解度를 제 l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하고， 그 다

음 학숨자의 「水準」을 國數의 하나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rror가 언어습득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지만 error가운데는 샘겨나지 않아도 되는데

생겨놔e~r0t:도 있다. 학습자가 익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應答이나 反鷹을 강요당했을

혜의 nonce error가 그렇고， 찰뭇 되었거나 그릇된 類推를 유발하기 쉬운 敎材나 교사의

절명이 이와 갈은 redundant error(10)의 원인이된다. O.βen이 란 영어의 단어는 분병히

(10) S. Pit Corder (1973)가 normal error와 짧立시켜 쓴 말. N<:mcyStenson (1 975)은 이 런 error를

induced error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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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란 뜻이 고， 우리 말의 「가끔」과 「자주」는 反意語의 관제를 갖건만， 많은 英韓解

典에는 often의 對魔語로 「가끔」과 「자주」가 똑같이 주어져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often

을 noW and then과 같은 의미블 갖는 것무로 誤解시켜 error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should와 must의 설명도 자칫하면 펼요없는 error를 만들어내기 쉽다. 無言劇的언 示範 o

로 Now I am looking' at the bag; now I am looking ihto the bag.란 문장을 배운 어느 학

생은 look at"'"'와 look 싫to"'"'의 차이를 顆察의 〈細密性〉의 차이로 받아드려 we looked at

the moon, but Armstrong looked into the moon.이 란 문장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Stenson

1975)

Error分析이 정말 교사에게 feed-back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생겨나지 않아

도 되었을 error와 생걱날 수 밖에 없는 error는 區分해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體系的인 error에 대해서도 한마디 첨부하여야겠다. 이 體系的

인 error는 모국어의 경우 불가피한 소산안 반면에 또한 過鍵的이어서 그런 error블 만들

어낸 規則은 안젠가는 修正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외국어의 경우 이 體系的인 error을 만

을어낸 규척은 그대로 化石化할 가능성이 있고 그가 저지른 體系的인 error는 化右化한 規

貝Jj의 소산일 수가 있다. 외국어 학숨자의 이른바 中間言語를 pidgin.으로 머울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듀칙의 化石化이다.

그렇다면 體系的인 error의 分析은 그 error플 만들어낸 규칙의 化石化 여부도 가려내야

할 것이 다. 규칙의 化石化 여부는 그의 中間言語의 잠재적 인 발전 가능정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3

Error는 결코 단순한 〈無識〉의 결과가 아니다. error를 저지른다는 것은 외국어를 모른다

는 증거요， error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외국어흘 찰 안다는 증거가 된다는 通念도 너무나

소빅-한 通念이 었다. 바로 error블 통해서만 우리는 학습자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갈필 수

있을 뿐더려 무엇을 알고 있는가도 살필 수가 있다.

그렇더라도 error가 言語習得에 있어서 차라리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주장은， 학숨자가 될

수 있는대로 error를 저 지르지 않도록 가르쳐 온 교사에게 당황감을 안겨 줄는지도 요른다.

그들은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능한 한 error블 권장하는 것이 좋단 말인가 하고 反間하기도

할것이다.

이와 갇은 일선교사의 〈實際的인〉 관점을 취해서 본다면 모국어 습퓨의 경우나 자연스러

운 환경에서 외국어가 숨득되는 移民의 경우나 외국어가 이른바 제2言語(second language)

의 구질을 하는 싱황에 있어서의 error와 體系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외국어 교질에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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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는 역시 동일하다고만 활 수는 없겠다. error가 규칙의 所塵이고， 體系的으로 그리고

段階的S로 규칙을 가르치는 곳이 외국어 교실이라면， 외국어 교실은 trial and error의 과

정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敎授품上의 유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하기 해푼이다.

그러나 error를 그저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수업절차는 언어의 자유롭고 1창의적인 활풍을

限止하며 학습자의 잠채력 언어능력을 확인할 킬을 막는다. 또한 이미 잘펴보았던 것 처렴

covert error를 助長하기도 한다.

이령게 볼 때 교질에서의 error는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點檢이 뒤따르도록 하되， 경

우에 따라서는 자유롭고 장의적인 언어확동을 조장하고 장재적 능력을 뻗쳐나갈 수 있도록

error란 언어능력 발전을 위한 다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사 스스료 확인하고 학습자

들에게도 이해시키는 융통성있는 二元的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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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ce of Errors and Error Analysis

Yong MOON

ABSTRACT

The recent new outlooks on ‘error’ and ‘error analysis' reflect changing views of

second-language acquisition, which assume that the process of language acquisition is

essentially the same for both first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hat a second

language learner’s errors are similar to those of· a child acquiring his first in that they

:are both systematic. Under these assumptions, this paper attempted to define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uses of error analysis. For error analysis tobe successful, it

is suggested, (1) systematic error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nonce errors, normal

<errors from redundant ones, and errors from mistakes or lapses , and (2) methods of

에l.stinguishing between them should be elaborated.

Problems arising from the identification of covert error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gravity of errors were also discus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