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언어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에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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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언어 습득 과정에서 알생하는 오류는 판정에 따라 부정적이고 피해야 

하는 것으로 올 수도 있지안 매우 유용하고 가지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 

오후순 단순히 우연한 실수로 딸생하는 경우도 있지안1 옥표 언어 자체의 

구조적 륙징이나 학습자의 전략에서 나오기도 한다{김진우 'ðJJ2) 즉， 언 

어 습득 과정에 나타냐는 오류는 언어의 어떤 요소가 보다 보면적인지， 

학슴자가 언어를 습득해 갈 때 어떤 선릭에나 절차를 가지는지에 대한 중 

거를제공할수있다 

• 이 연구는 세 g대학표 국어교육연구소와 국쩌한국언어문화학회 하외이대 한국학생 

터가 X동 주최한=년 한국어요육 국재*낯회의 언어 융득 이온 빛 다운화 이온 

야 한국어교싹’ 온회의ImJ.103I)얘시 안요한 내용ξ→ 수정 보안한 것잉 

.. 얻g대학교 11국"육문채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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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언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훈석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휠 수 있올 것이다 하나는 대조 용석 71설에 의한 것이고 다은 하냐 

는 중간언어 이론에 의한 것이다 대조 분석 가절(Con띠stive A1때y~s 

HYJαæsi， ιrlJ， l!li7; st따%에 & Brown, læJ)은 대조언어학적 연구 앙 

엄을 저2언어 교육에 겁옥한 이돈으로 학습자의 모어가 저C언어 학습에 

영~을 미치게 되므로 학습자의 모어와 쳐 2언어를 대조 분석함으로써 학 

습자들이 나타내는 오류를 여 쟁}고 그 왼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조 훈석 가설올 택한 연구자을은 학습자의 모어에 존재하는 요소틀이 

저 2언어에 전이(σ1II1Sfer)된다고 믿고 외국어 ξk습 과정에 나타냐는 오류 

는 주로 학습의 정r얘 요인이 되는 부정쩍 전이인 간성(jnterfereoce)에 의 

해 양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제2언어 습득에서 보이는 오류 현상이 단순히 학습자의 모어로 

부터의 건이라고 보기 어려훈 현상들이 말견되연서 대조분석에 의한 오 

류의 예측기놓성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지년 대조 분석 연구에 

대한 대안으로 ‘중간언어unκ:rlan밍age)’의 개념이 퉁장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새로운 판정이 제시되었다 중간언어란 대체로 제2 

언어 핵않자가 습득 과정 중 어느 한 시접에서 구축하고 있는 그 언어의 

구조적인 규칙세계라고 힐 수 있다 중간언어의 중요한 특징은 불완션하 

고 유홍적인 상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어나 옥표언어에 없는 어떤 일 

정한 패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 중간언어 이론에서는 제2언어 학 

습자가 습득한 목표언어 자세를 독립적인 존재로 보며， 학습 과정어 서 발 

생하는 오류도 학습자가 목표언어에 대한 학습자 나릅의 가설융 시험해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필연척이고 긍갱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II 예원 등어 영어당 애우는 중학어 요어 아자의 경우 자신등의 오어에 존재하지 앙는 
영어의 정잔사용 사용안 얘 thi，와 강옹 지시대영시을 일잔되게 사용한대야기영 

aJ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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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언어 연구책품 재언어 학습자가 습득 환경의 >1<> 1와 모국어 배 

경의 치이에도 풀구하고 보연적인 발달 단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01러한 

정이 학습자의 중간어가 언어보연성에 의해 지애흘 받는다는 중거라고 

주장한다 Coori( 1웠)는 인약 학습자의 모어가 목표어 자질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보연적 경향과 일치하는 옥표어 자질은 그형지 않은 자질보 

다 더 쉽게 습득칠 것이며 보연성의 연구가 저 2언어 습득 분야에 있어서 

설영력을 중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중간언어 이론올 비풋하여 언어의 보면성에 주옥하는 논의에서는 유아 

의 오국어(제1언어) 습득과 제2언어 습득 과갱이 툴 다 언어의 보면 규칙 

과 관련왼다고 보고 저2언어 습득 과정과 오￥1 습득 과정의 유사성올 

찾는 데 노력이 집중되었다 그 컬파1 구이어를 중심으로 ~~져 제1언어 습 

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응용 현상 가용데 일부는 제R언어 습득 과정에서 

도 나타난다는 것이 &핵졌다 가령1 챔군단순화 풍의 현뚫윤 저 2언 

어 습득파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대Sato， 

1004; Han업，:r뼈) 이 같은 제1언어 습득과 져2언어 습득 과정에서 보이 

는 유시성옹 습득 과갱에서 앙생'1는 오류가 제1언어 또는 져잉언어 습득 

과정의 어느 한쪽에얀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언어의 보연적인 특정에 기 

인한다는것올알해준다 

이제까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훈。t어 서 이루어진 요류 연구는 대 

부분 학습자들이 산출한 오류를 제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냉안올 마 

련6운 데 치중되어 왔다 중간언어 연구라고 해도 실제적인 언어 사용에 

입각해서 학습자들의 울완전한 언어틀이 가지는 규칙성이나 보연성올 찾 

으려는 시도는 찾。}보기 어렵다 오국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 대한 

연구 경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최근에 와서 유아 언어에 대한 종 

직 관찰올 흉한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파정 연구 결과등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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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제l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이 어 

떤 유사성올 지니는가흘 말웅과 형태의 측연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앞선 연구 절파에 보고원 한국 유아의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어 

떠한 중간언어척 욕정이 판찰되는지 얄아보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 

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O.}상낀파 비교 조영하기로 한다 

n 말융요류률통해 본한국어 습득과정 

l 모쾌 습득 괴정의 알음 특정 

모국어흘 습득하는 과정 중에 있는 팎딸은 한정원 조옴 능력으로 인 

히여 성인 언어와는 다른 얄화응을 산출한다 이때 산출되는 발화응은 어 

떤 경우에는 목표옹과 거의 관계블 찾。}올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기 

도 하지안， 어떤 경우에는 얘우 세계적이고 규칙적인 %냉올 나타낸다 

이 절에서는 유아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 보이는 말옹 오류 가용데 규칙 

성올 보이는 몇 가지 사헤를 살펴보기로 한다 

11 모국어 승득 괴엠의 발응 특징 딘순'K무표적 구조 지횡)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관장되는 여러 발옹 현샘을은 성인 언어에서 딸 

견되는 융용 연동 l상식과 얘우 유사하며 그 적용 벙위어 서만 차이흘 보이 

는 경우가 많다 즉， 성인언어에 보면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진 유표성 

2) 여기서 보인 외국인 학슴자의 한국이 오퓨는 (인용 자료잔 제외하고)~앙대한X 균 
쩨어학원 한국어 캉급 시힘융 옹혜 수씌인 젓이다 킨냉 오좌는 수호 잉기와 안하기 

시엉에서 형태 오i순 쓰기 시험 걸파애서 악'1‘1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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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믿딸이 언어 습득 초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객패이 있다 

에næ & Srrolensky09;)3)가 제안한 최적 이흔에 의하연 제약은 크게 

유표성 제익빼rl<e:뼈s constraint)과 충실성 제앤f빼fulæss oonstrai띠) 

의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유표성 제약은 옵성적1 또는 옴용형태적 이유 

에서 출역형이 우표척인 구조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반연， 충실성 저 일i은 

입역형의 형태를 출역영에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제믿에다 화자는 

조융의 연의성을 지헝냥}므로 발용하기 곤란한 옹의 배영이 나타니는 경 

우 기저형의 형태를 일부 변화시키게 외고 반연에 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는 출역형과 입역형이 가능한 한 일치해야 하므로 유표성 제약과 충설성 

제의i은 상호 대럽과 충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적이론의 설영이다 한 

예로 Ftkkert(l쨌L 영)에서는 네덜란드어 습득 과정에서 파열응 외의 목 

표옹이 파열옴으로 실현되거나 탈학되는 현상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러 

한 현상은 유표성 제약에 속하는 옴절두융공명성(00엉 었1Ority) 제약이 

다은 모든 제약올 지배하는 것으로 설영왼다 

제약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최적 이론은 이와 같이 제약 

의 적용 절파가 다%벤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발달이 진앵핑에 

따라 제약의 효과가 억제되는 현상올 잘 설영해 준다 아똥이 성인과 같 

이 복장한 구조를 생산해 내지 옷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언어 습득 초기에 

는 유표성 제익에 충실성 제익댄 지배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이 

다〈αααÈSÌkan， l!ffi Barlovι 1!B7; F잉ter， 1!B7; Tesar & Srrolen약<\" 1993) 

즉1 융운 발달 과정은 유표성 제익f을 최우선 순위에 우는 단계에서 정차 

위만가능한 하위 재약으로 퉁급이 조정되는 과정으로 왈 수 있다 

한국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서도 이와 같이 유표적 구조를 피하고 무표 

적 구조를 지향하는 경향을 찾。냉- 수 있다 깅태경 안마리(없씨)에서는 

유아의 한국어 습득 과정어 서 조옴 위치가 다른 지옴이 연속하는 경우에 

한 얀뭘 다은 자음과 같은 조옴위치를 강는 옴으로 대치하거나 탈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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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현^J-을 제시한 바 있다 

(I) a [mmrn,J (영영) 15개월 

üorrmù (앙알) 21개원 

Ikoob.ù (공쭈) zl개원 

b. [t;'if t;'if] (찍찍) 18개월 

U<ant;"cx.)k'anι뼈l (깡총깡총) Zl7H휠 

[mH,] (늑대) 1I개월 

IMI‘C에 (걱정) m개훨 

c. Dónt;"il (깅치) zl개월 

O<ant:'때] (껍씩) 잉개월 

Iι에àl (침대) 24개윌 

üMI"o1 (영소) 1I개월 

연속한 두 X 옹의 조옴위치 자질올 일치시키는 위치 동화 현상은 성인 

언어에서도 판창되는 현상으후 치경옴-Od뿐융， 치경옴-연구개읍， 양순옴 

-연구개옹이 연속한 환경에서 선앵 자옴이 후행 지음의 조옴 위치에 동 

화되는 것이 일안척이대신벌!sll뼈11 ， 받괴따<1<01， 강7싸때gi]) 그러나 

이동의 경우에는 그러한 위치 동화의 적용 환경 외에도 (l)에서 보이듯이 

연구개웅양순옴， 연구개웅치경옵， 양순옴-치경음이 연속하는 환경에서 

까지 폭넓게 풍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옹 초용 위치가 다른 2냉이 연속.)-는 경우에 한 자응을 

다른 자용과 같은 조옹위치를 갖는 옴으로 대치함으로써 유표적인 구조 

를 피하고 죠옴을 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왼다 연속한 두 자옴의 조 

옴위치를 일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유표성 제익i은 성인 언어에서도 찾아 

지는 언어 보면적 제"1이다 그러나 성인 언어에서는 이러한 유표성 제약 

이 연구개옴이 다른 옴으효 대치휠 정도호 강력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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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옴 위치률 일치시키려는 유표성 제>1이 존재하기는 하되， 연구개옹의 

조융 위치를 유지하라는 충실성 제9니써1 엘혀 효과를 딸휘하고 있지 옷하 

다 유아의 정우에는 이러한 유표성 저 짝1 다른 오은 충실성 제일i을 지 

배합으로 인해 조옴 위치 동화 현상올 성인에 비해 보다 확대하여 적용하 

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외에도 언어 습득 초기 단계에 무표적 구조를 선호5)'는 예로 융절 

딸폐쇄읍의 탈락을틀수있다 

(낀 Iα'"''εl 
[.애，' .에P'W'oJ 

(보라색) 

(칙칙폭폭) 

안3새 

인3세 

특정 용절융의 이습득에 의한 달약t유음이나 마찬옴 날락)의 경우툴 

제외하앞 옹절말 위치어 서 탈릭5뜯 옴은 폐쇄옴인 경우가 않다 유음이 

나 마찰옴의 경우에는 옴절 내 위치에 무관하게 탈락히는 반앞 연구개폐 

쇄음은 음절알 위치에서안 탕락한나 안3세 무렵의 。많은 옹절 초 위치 

에 나오는 /1/은 제대로 안용하연서(예 기차)， 옹정 앙 위치에서 만 유독 

/1/을 탈꽉히는 일이 혼하다 이것은 옹설 알옴으로 연구개폐쇄옴이 선 

호되지 않는다는 유표성 제믿에 기인하는 것으호 보인다3) 

이려한 현상은 모두 발응이 어려운 구조를 발옴이 쉬용 구조로 전환하 

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의미 식혈을 쉽게 하려는 형태론적 요 

구를 희생하교 얄옵 연의를 따르는 옹운온적 요구(유표성 제약)를 상위 

에둔결과로볼수있다 

3) 용정앙 위치얘서 폐쇄용.'1- ~l피"sj-:는 현상윤 언어호연적으호 관샅씬나 M:Carthv & 
A1æe(19J3 얘서는 옹섣암 써%온 비옹으오 한정되며 후앵 예쇄용이나 아양음과 동 

기판움이어야 한냐는 용신앙용제앤Cab-ûnl: A o:.m 띠t'm1R. is a π"'-
10 [，뻐váng ~ (1" af이C>t" 융 채 ‘ 1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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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국어 습득 과정의 알음 륙징 훈련 전이 

아동의 분절옴 습득 과정올 보연L 두 옵소 간의 연별이 전혀 안 되던 

상태에서 변별이 완전해지는 상태로 이뺑하는 시기에 한 옵소가 다른 옴 

소로 일정하게 바뀌는 일냉iet적 대치가 두드러진다 즉， 두 개의 옴을 완 

전히 혼용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연멸하는 것도 아닌 하냐의 옴으로 

용엉f하려는 시도가 발견된다 이러한 일방향적 대치는 어떤 옴이 아동의 

응용 체계에서 연별적인 기능을 하는 하나의 옵소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때에 해당 융의 변별적 자질을 두드러지게 인식하거나 해당 옹의 조옴 방 

식올 연습~l'는 과정에서 이를 다른 융에 확대~1-는 훈련 전이 현상으로 보 

인다 

24개월 이전 한국 유아의 발화 자료에서 명옴과 경융， 경옴과 격옴， 평 

음과 격옴이 서로 대치되는 현상은 얘우 흔하게 발견왼다 즉， 알성유형 

에 따은 지음의 분류는 2껴개월 이전의 이동에게는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가명， ‘공1올 I꽁]으로 발옴하는 것과 짙이 영옴올 경옴으호 딸융 

하는가 하연， ‘아빠’를 [아바]로 알용하는 것과 같이 경융올 영옴으로 대치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잉개윌 이전의 아동의 발화에서 명옴과 경용， 명 

옹과 격용1 정융과 격옴이 양방향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사질은 이 시기 

。똥이 발성유형과 판련한 자질올 연별적 자켈로 인식하지 옷하고 있고， 

따라서 아동의 융소 체계에 명옴， 경옴1 격용의 구별이 아직 안 되어 있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을 시사해 준다 

그런데 24개월에서 <lJ7H웰 사이에는 이러한 양방향의 대치가 줄어들고 

대신 펑옴이 경옹으로 대치되거나 격웅이 경옴으호 대치되는 비율이 눈 

에 띄게 높아지는 경호i이 있다 얀미리 김태경l:mll에서는 생후 12개월 

에서 15개훨 말화원 유.0]- 언어의 훈절옴 대치 비율을 조사한 결파.24-;9 

개월 사이에 평응/경옴/격응 사이에 양앙향의 대치가 줄어드는 대신명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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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옴으로 대치되거나 격옹이 경옴으로 대치되는 비율이 눈에 크게 높 

아진다는 시질을 보고한 바 있다 

<1i1> 암성유엉에 따른 운절을 대치 인도외 상대인되묘떼리 김태경 2(03) 

용훈대옹 
12-17개월 18-Z37H영 24-21개월 :1)-];개원 

(성인언이유4앤어) 

영옴 경옹 씨 (Ji42%) 21 (Zi짧6J 7l (1없쨌삶 aJ(앓X했，) 

겸용 영옹 17 (32，않% 10 (ll 쨌짜 1 (-이 1 (1.679θ 

격용 경응 (3 (없짧~ 18 (al_ :n (21.<;%) 11 (18.짧Q 

경용 격용 5 (9.<l%J 12 ul짧~ 4 (l5I9“ o (0.00%) 

영옹 져옹 1 (UW찌 15 m.α>%) 。( .α'fU) zl ((ilαYKJ 

끽용 영용 3 (5.ffi'Jω 12 U164%) 2 (1 얀"" 1 (1.6'핑에 

〈표1>을 보연 24-:!17ß윌 사이에 다른 융이 경옴으호 대치되는 비율이 

일시척으로 높아졌다가 $개훨 。1후에는 그러한 대치가 출어드는 것을 

확인항 수 있다 평응이나 격옴올 아동이 경음으로 대치하여 말옹한 사혜 

를 구체적으호 보이연 다옴과 같다 

(3) a ["，’Aπ] (얘엘에) 257H월 

[OOP’d깅l (할아버지) Z77~훨 

[P'd (배) 2씨개훨 

[1ò'i{Jgr,..] (정그러워) g개월 

[1’이，"1 (당) g개월 

[t'ut’MtziJ (두더지) æ7H원 

b. [k’^p"] (컵) 24개월 

[túTITIll;'씨피 (엉아치명) 'ZI개월 

[,,' ,01<"1 (치약) æ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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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잭) 28개월 

[ap'udzjJ (아프지) 287H원 

[k'에 (촬) 28개훨 

[p'iaπ 1 (피아노j 287H월 

[lÕit’uJ (식탁) ;5개월 

[31과 같은 알옴 오류를 나타낸 대상자틀이 명옴이나 격옴올 산출융 옥 

록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불 매 (31에 제시왼 알융 오류가 단순히 

조옴의 난이도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즉， 이전에 ’배， 두더지’ 둥 

영옴을 제대로 발융하던 유。벌이 갑자기 과도하게 경옴융 사용히여 명 

옵올 경옴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치가 일어나는 이유 

는 경융의 조융이 영융의 조융보다디 용이해셔가아니아경융의 조용앙 

식올 연습하는 과갱에서 해당 옴의 조옴 방식을 다른 옴에까지 격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lî7H월 이후에는 경옹파 다른 옹이 서로 대치되는 현상 

이 정차줄어든다 

요컨대 옴운 변별 능력이 지속적으로 망달하는 단계에 있는 아동은 처 

옴으로 도입원 옴소의 산출올 학습히는 과정에서 해당옹의 조옹 땅식올 

다른 용의 조용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일이 있다 위에서 용 것처령 욕정 

시기에 경옴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두드러지는 것도 해당 아동의 융훈 체 

계에 새로 연입왼 경옴을 융소로 안정시키는 과정으로 생각왼다 새로 습 

득원 옴운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아동의 읍운 체계 안에 보다 확실하게 

자리 장게 왼다 

2 제2언어링의 효댁어 학읍 고엠에 니E나는 일음 오량}의 비교 

저Q언어 습득의 난이도가 모국어와 옥표어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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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대조분석 가설의 입장과 달리， 유표성 차이 가설α~ 

DiffEre1tiaJ Hypothesis: Eckrrnn, 19771에서는 제2언어 습득 과정에 모국어 

와 목표어와의 차이도 영향을 미i 지만1 그것안으로는 울충분하고 유표 

성올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국어와 목표어의 구조적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도 무조건 배우기 어려용 것은 아니며， 모국어와 옥표어가 

다흔 양상으호 나타나는 부분어 서 유표적 구조가 무표적 구조에 비해 습 

득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표성 '\<>1 가결을 지지하는 연구 성과로 없lisle(l!!Jl 1나 

llemJn(l!ÐJ)을 틀 수 있다 carli뼈1!!J1l에서는 스페인 모어 화Z 플 대상 

으로 영어의 어두자옴군 산출에 관해 실험한 결과j 자옴군 회피를 위해 

모옴을 삽입하는 현상의 발생 빈도가 선앵어의 말옴에 따라 달라졌옴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뼈예l쨌)어 서는 에트남어 모어 화'1흘 대상으로 

영어의 융결초와 옴절알에 나타나는 자옹군의 수를 태스트한 결과에서 

옴절딸 자응산출이 해당지옴군의 유표성에 따라달라지는것을확인한 

바있다 

저잉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도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파 

정에서 나타나는 말응 오류와 비슷한 사례를 찾。F올→ 수 있다 

1) 8연회} 힌상에 상응하는 ε택어 알응 학습 오류 

。값1서 살핀 유아의 조옴 일달 과정에서 조음 위치가 다른 두 자옹이 

연속하는 경우에 한 자옴올 다은 자옴과 같은 초옹 위치를 갖는 음으로 

대치하는 현상은 유..o}:가 특정 분절옴을 발옴하지 옷하거나 두 옴소의 변 

별올 하지 옷해서가 아니라 유표적인 구조를 꾀하고 발옴올 쉽게 하기 위 

한 것잉을 보았다 다옴은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조옹 

위치가 서로 다른 자응이 연속될 때 선행 자음을 후행 자융의 조융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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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시켜 말융한예이다 

(4) a [전톤걱] 전용적 〈일온〉 

[딴이이] '*영이 〈일본〉 

[스산스케 수상스켜 〈캐나다〉 

[연소에l 영소에 〈용도바〉 

b. [아흔당괴 。}픔당고 〈용공〉 

d망엉] 앙엉 〈중국〉 

(싫)는 연구개옵 /ri이 치경옴{ι ν) 또는 치경경구개옴없/ψ) 앞에서 

치경옹 /매로 대β1원 예이고 (4b1는 양순옴 /rrÝ이 치경옴 ψ 앞에서 역시 

치경옹 /nI.로 대치왼 예이다 (4<)는 /ψ이 양순옴 11>' 앞에서 OJ순 비옴 
/rrÝ로 대치원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조용위치 동화 현상은 다른 언어보다 일본어 묘어 화자에게서 

좀 더 자주 관살왼마 일본어 모어 회}재”게서 보이는 /L/파 /0/의 대치 

는 일온어 /μ。1 융절땅에서 ω。 1나 [oJ으로 변이되는 것에 의한 전。1일 

가놓성도 있다 그러나 박기영(때1 1에서 지적하였듯이1 일본어 모어 화자 

에게서 나타나는 위치 동화 오류가 후앵옴절 초성이 짱H옴인 경우에 더 

힐일하고 비용인 경우에는 잘 안 나타난디는 것을 올 때， 한국어 학습 과 

정에서 나타나는 위치동화 현상이 일본어 /λJ 옴 변이에 의한 션이 현상 

으로안 보기는 어렵다 일본어 외에 영어나 중국어 모어 화지에게서 나타 

나는 조옹위치 동화 사례 역시1 언어 전이 현상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용 

부분이다 

이 밖에 옹절 알옴 탈락 현상도 모든 자옴에 대해 동일하게 나타냐기 

보다 륙정 융소에 대해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양순임(때n 둥올 비롯 

.~져 중국어 모어 화자의 발옴 오츄” 대한 여러 연구에서는 옴절알에서 



제1언어와 찌2언어효셔외 한국어 슐흑 247 

다은 자옴에 비해 hi'이 더 자주 탈락하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5)[셰 "i 〈중국〉 

[야구] 약국 〈중국〉 

[항구j 한국 〈중국〉 

[까얀셰 까안색 〈중국〉 

[약서} 약속 〈중국〉 

[우뚜뚜카지안l 우쭉뚝하지안 〈중국〉 

[일쩌l 영쩍 〈중국〉 

위 예는 중국어 모어 화자가 옴절 말에서 ;，/을 탈락시키고 발옴한 예 

률 보인 것으혹 하나의 어휘 내에서 옴절말 비옴이나 유옴이 틸릭하지 

않고 유지된 것과 대비왼다 옹절딸 위치에서 예쇄옹←그 중에서도 연구개 

폐쇄옴-이 회피되는 현상은 한국 유아의 모국어 습득 과갱어 서도 올 수 

있다 Ill.l)<>l]서 제시되었듯이， 유<>}의 알옴 오류에서도 옴절땅 비융 탕 

략은 거의 관잘되지 않고 쩨쇄옵의 탈릭이 주를 이룬다이 

따라서 져~언어 습득과정에서 보이는 워지통화나 융절발 연구개폐쇄융 

탕락 현상들은 언어보연적 제일에 서 그 왼인올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4) 익영의 심사시는 중김에 안옹에서 양잉에 혜당하는 /，1'이 없다는 것융 근거로 중국 

인 ξ연자의 용성안/γ 안학 현상이 학습자 오학어의 영향에 의한 것으후 보。싸 
한다고 지객하였다 중국어가 개용;씬어애 속얻다는 시싣용 강안안 01. 이러한 융션 
일옹 당학 현상의 원인으포 중국인 야슴자 오국어의 영양용 완전히 얘제안 수는 었 

나 그러나 여이 융강얄옹 기운떼 /..，/，이 주호 fL딱한다는 생온 이러한 학습자 오국 
어의 영향안으호 성명되기 어허용 쭈용이다 이 경우에는 다흔 융정안용V닝.cj 등) 

애 비해 용잔얄/..，j:의 양용이 더 어엽기 때운애-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언어보연적 

이다- 용컸앙 j，j 강악이 더 영안석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q 즉 이러한 오류 

협상옹 모국이얘 없는 요소툴 캉에서도 보연적 경양'. 일치하는 요소(보다 우요직 

인 요소)에 비해 그형지 않온 요소(유표적인 요소}응 습득하'71가 더 어영다는 것용 
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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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 습득 과갱에서 늦게 나타나는 말음 구조는 언저 냐타냐는 발옴 구 

초에 비해 유표적이며， 깨언어 습득에 있어 어떤 항목의 숨득이 상대적 

으로 보다 어려용지의 기준올 마련힘써 있어 유표성을 고챙뜯 것이 도 

융올출수있다 

a 훈련 전이 힌{，，，세 상응하는 힌택매 일응 학습 오류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유。}가 륙정 분절응의 자정올 익히는 파정에서 

해당 자질을 다른 옴에까지 확대 척용하는 훈련 전이 현상ÕI과 유사한 예 

로 중국어 오어 화자의 용절알옴 울파 확대를 툴 수 있다 

1611잉 어] 있어 〈중국〉 

[올이] 옷이 〈중국〉 

[우엉이] 무엇이 〈중국〉 

[대학에서] 대학에서 〈중국〉 

[욕학딴] 복학할 〈일온〉 

중국어 오어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는 옴절알 울파 자옴을 

제대로 발융하지 뭇하고 탈락시키는 경우가 않다{예 ‘있고’[이고.]， ‘옷{외 

동) 그랴나 옴절알 울파 규칙을 학습한 이후에는 오히려 울파 규칙이 적 

용외는 환경이 아님에도 울구하고 불파 규칙올 적용하여 알읍하는 사헤 

가 상당 기간에 걸쳐 판찰된다 /λ， κ ..,/ 퉁의 분절융이 어두 위치에 

올 경우에는 해당 화자율이 이들 분절옴의 옴가대로 제대로 얼옴한다는 

5) 훈련 선이는 요사로꾸터 유도원 학숨 환경에서 안생하는 오류융 가리키는 용어포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온 논문애서는 언어 습특 파정얘서 나타나는 자양격인 연 

습용 용한 인시척인 오유용 포항하는 보다 잉옹 개념으로 샤용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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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율 김안l할 때， (6)과 같은 현상은 jAj이나 j--，j을 옴절 두옴으로 발옴하 

는 것이 어려워서가아니라옵절알 i댐의 울파를 연습하는 과정어서 과 

도하게 이 규칙을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읍절 우웅을 응절 알음처링 일융하는 현상은 학습의 초기 

단계에 나타났다가 비교적 일쩍 사라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훈 

련 전이로 보이는 지옴 울파 오류는 한국어의 융용 규칙올 습득하는 과갱 

에서 일어냐는 과도기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m 형태 오류를 통해 본 한국어 습득 과정 

l 모국어 습특 괴정의 형태 특징 

오국어 습득 과정 중 형태흔 발달은 학령기까지 계속되는 것으호 알혀 

져 있다 오쇄 습득 과정에서 유。똘은 스스로 세운 규칙을 토대로 발 

화률 생산해 낸다 유아는 규칙성을 배우는 한현 에외적인 것올 골라내 

야 한다 유아의 형태 오류 사례들은 성인의 언어에서처럼 정밀한 규칙화 

에는 이르시 옷했지안 유.o}의 언어 역시 나릉대로 일정한 원리를 지니고 

있웅올보여 준다 

11 모국어 승득 과정의 영태 특징 규칙의 과잉일반회 

영어 복수형의 습득 과정을 다룬 뼈1Ul이19:6)에서는 유아의 형태론 알 

달 과정을 다옴 네 가지 국연으로 나누어 설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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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어여형태소로 복수랄 나타내는 단계 two Jl.lWY, rrrre J1때V 

@ 복수 요지흉 사용하되， 자주 사용하는 욕수 단어에안 울이는 단계 

@ 복수 요지흥 과도하게 사용하는 단계 (oot‘ nwæs 

@ 규칙과 율규칙 복수형훌 용화하여 사용하는 안계 

하나의 복수 표지률 어올라지 않는 어휘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과영일반왜ova-gent:뻐때(0)의 일종이다 과영일반회란 흑갱 규칙을 원 

래의 적용 엉위보다 더 넓게 적용시커는 중간언어 현싱이다 이때， 규칙 

복수 표지률 과영일반화õf는 것에 비해 울규칙 복수형을 파영엘반화하는 

빈도는 비교적 낮은데， 이는 유~f가 울규칙형에 비해 규칙형올 선호한다 

는 것을 A싸한대Man:uξ 19331 

과잉일반화 현상은 영어의 과거 형태 습득 과정에서도 흔하셰 일건왼 

다 유。!는 ‘"'"" (，에， went' 풍의 형식올 습득한 이후에도 나중에 ‘-00' 표 

지가 습득되연 이를 융규칙 향써 적용하여 ‘'gocxV’161ted, f;에떠1(，비00'룡 

산출한대SterriJerger， 1933) 반대로 불규칙 통사의 과거형에 나타난 형식 

올 일반회하여 다른 동사에 작용하기도 한다 가령， α밍의 과거형이 sang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연， 매ng의 과거형을 brnng이라고 딸}는 오류를 보 

이기도 한대~ :lX)1) 

한국어의 형태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논 가장 빈번한 오류는 울규칙 용 

언의 활용에서 특정 어미와의 경t에 나타나는 변형원 어간올 사용하지 

옷하거나， 이와 반대로 연형왼 어간 형태를 해당 동사의 활용 전처 에 확 

대 적용하는것이다 

(71 a 시끄러버(시끄러워) 

(8) a 귀여우다(귀영다1， 누우는〈능는) 

h 융른대(오흔대1， 알르겠대아르겠다1， 올리고(오르고1， 잘르는{자르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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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료는{누르는) 

c 혜러(하러 1， 좋아혜는데(종야하는데1， 깨끗앤(깨끗한1， 해는{하는1， 철 

해，*청하자1， 해지(하지1， 해혜(하래) 

(7)과 (8)은 어미의 종류에 따라 어간 형태를 교체하지 않고 해당 용언 

。1 단일한 어간을 취하는 것처렁 환용한 예틀이다 그 중에서도 (끼의 경 

우는 울규칙 용언의 어간 기본형을 모옴 어미 앞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 

고 (8)은 모옴 어미 앞어서 쓰이는 어간형올 자옴 어미 앞에서 잘옷 사용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형 외(m)에서는 (8)처엄 오옴 어미 앞에서 사 

용되는 어간 형태를 자융 어이 앞의 환경에까지 확대 샤용하는 것은 어미 

‘←아/어 활용형올 토대로 유아가 불규칙용언 어간의 기저형올 재구성했 

옴을 보여 준냐고 설영하었냐 즉" (8a1의 경우에는 ‘귀엽냐1 늄다 퉁의 

‘닝’울규칙 용언의 어간올 'X l:l~’어서 ‘X우←’로 재구성하였:i!， (lI:J)의 경우 

는 ‘모르다， 마르다 퉁 ‘르’율규칙 용언의 어간올 'X르-’에서 ‘X 2. 2-’로 재 

구성한 것이다 (&)의 경우논 ‘ Y울규칙 용엔"의 어간 ‘X하」를 'x해-’로 

재구성한 것으로 올 수 있다 이 경우는 어간과 어이 형태를 제대로 분리 

해내지 옷하고 어미를 포함한 형태를 어간으로 보아 다시 다른 어미를 정 

부하는 과소 분석(본절 2항 창조)의 현상도 항께 보이고 있다 

，'}아의 형태 습득 파정에서 어간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유아가 

어떤 활용형에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가와 판련이 깊다 우리가 실제 대 

화 상향에서 가장 않이 사용하는 어이는 서술 울옴 영령 청유에 두루 

쓰이는 ‘ 。ν어’ 형태이다n 유~l'틀은 자신이 틀은 말을 흥해 용언 활용의 

6) 학교운영어서는 이융 여’상규칙 용언으흐 지정한나 
끼 권재일I:IX)< ""π)에 따르띤 우리 구어애서 서숭문이 서숭어이 ←대라얘 의해 싣 

현되는 것온 4했8얘 윤과하l예 대우원ffi어%1이 엉용어이애 의혜 성현왼다 엉용어 

이 중어서도 ‘-아가 <1"",, ‘-지가 1Q64%윤 차지하는 것으호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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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되는 기저형올 유추해 내는데， 유아가 잉댁자로부터 가장 않이 듣 

는 말 역A] ι。V어 연결형이 기능성이 높다 가령1 유→。F는 o，}육자로부터 

‘바르-’에 ‘_01/어가 연결된 활용형 ‘θ런}’를 듣고 다른 규칙 활용 형태와 

동일한 빙씌으로 기본형을 유추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1 ‘역야 또는 ‘잡아 

둥의 할용형에서 ‘-oli어를 제외한 역-’， ‘갑-’이 각각의 기본형이 되듯이 

‘얄랴’어 서 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발2 -'을 어간의 기온형으로 인식 

했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본형에 ‘ (잉L대 (의E’ 웅의 어n까 걸 

t녕뼈 ‘양른대 얄릉’과 같은 완용형이 산출왼 것으로 올 수 있다8l 

요컨대 아동운 자신이 틀은 딸을 그대로 모뺑는 데 그치지 않고 여 

기서 냐픔대로 기저형올 유추해 내고 자신이 터득한 활용 규칙올 객용하 

여 휠용형을 산출해 낸다 유깅}의 용언 활용에 나타난 오류는 유아가 활 

용율 할 때 개별적 사헤 중싱이 아닌 규칙 중심으로 습득하고 이어서 에 

외적인 현상올 접차 습득한다는 언어 습득 과정의 특갱올 왈 수 있게 한 

마 이 과정에서 유아의 황용 셰계는 단군하고 지극히 규칙적인 데에서 

나아가 보다 복장하고 다.OJ"한 형태를 포함}는 것으호 발전한다 

규칙올 과잉일반화하는 사혜는 얘개모옴 j으1 삽입에서도 올 수 있다 

S} 성인흥 중애서도 르‘윤규찍용언이 단인한어간 영태윤 취하는 것시엄(에 놓프고 놓 

르지 눌르연 눌러서 풍H강화혀받 시링이 있으므호 해당 이동춘꺼 그러한 성인의 

앙화형올 얘웠융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려한 가능성온 거의 없다는 
것이 용 연구에서 대상 아용의 ￥모의 안화앵융 검토한 길」핀} 용해 맑혀졌다 대상 

이용 4영 기용데 3영의 용모는 오두 프‘융규칙용언얘 대"겨 규냉애 맞는 안용 양상 
용 보였고( 동그압이 도대세 무슨 소련지 요료겠다 •• 영마도 오르겠너?“요거(이 
게 "1르연 야퍼(아파)’ 동}， 한 이용의 어어니안이 l 자 는’ 등의 어 "1 앙에서 

‘놓르-영아‘누프- 영융 수의적으포 쿄에하여 시용.sH=-- 양상용 보였대·영 "1 눌프고 
(누르고j 용게 •• 누르는 께 있냐 그;:0;11'. ~깅애 있는 나우도 찌르고(자르고) 악 그었 

어 •• 가위로 영르쉰자르는) 건데개이상형 외 :mJ} 따라서 여기시 나타난 이동을 

의 어간재구성 양상윤최소한 위 세 영의 대상자틀의 경우에- 성인 안화의 영향이 

라끄강1 어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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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모융 으1의 삽잉 조건은 어간 말옴이 ‘ g ’ 이외의 자녕옹이어야 하괴 

어미 두옴이 ' L , 근 0' 중 하냐로 시직r하여야 하며， ‘는’으로 시직r하는 ‘

는， 는데， 는지’와 종결의 ‘←냐니나네1 의 경우는 제외원다는 것 

이다 임유종 이필영(찌껴)에써는 3깨월 이상의 유치원 아동의 발화에 

서 매개모음 ‘으’ 상잉이 성인언어어 서 의 삽입 조건에 비해서 보다 폭넓 

게 적용되고 있는 것올 관장하였다 

(9) a 높으게(높게)， 싶으지(싱지)， 읽으재잉자1， 늦으재늦짜 겉으지(같지) 

h 읽으는{잉는')， 강으는{장는)， 융으는〈융논)， 잊으Lj(잊냐')， 작으네I(작네 

c 영으지(영지l 놓으자{놀자) 

d 옐으는(여는)， 울으는떼무는떼 안등으는{안드는) 

t 안을융(안을)， 툴용제툴게)， 웅으연(울연) 

(없의 에틀은 어간 알옹。1 ‘a ’ 이외의 자옹이랴는 정에서는 ‘으1 삽입 

조건에 부합하지안 어미가 'L, 2 , 디’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어이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이고 ((b)는 어미 두옴이 ‘ L , 2 , 0'으로 시ξi하기는 하지 

얀 얘개모음을 쓸 수 없는 특수한 어이에 해당f는’으로 시'f하는 어미나 

종결어이 ‘ 냐， 니나네’)한다 (!l;)는 어간 알융 조건과 어이 조건에 

모두 부~하지 않는 여 이 다 (!XI)는 어간얄융이 ‘a’이며 어미의 옹운 조건 

은 부합}지안， 특수 형태인 경우이고 (않)는 어간 알옴이 ‘E’인 경우이 

다 임유종 이휠영(:!:때)에 따르엎 (!l;)의 오류형이 가장 일쩍 시라지고 

그 다옴으호 (없) 유형이 A봐지며， ((b)와 (없) 유형이 가장 늦게까지 나 

타난다고한다 

위 사례를 볼 때， 언어 습득 초기에는 어간 딸옴이 자옴인 경우에 무조 

건 으’를 삽엽한다는 포항적인 규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위 논의는 종적 판향”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규칙의 정일화 순서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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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다소 조심스러우나) 가장 복잡한 조건에 해당하는 (~)와 (뼈의 

환경에서 오류형이 가장 늦게까지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악 말달이 진앵 

될수록 규칙의 적용 엉위를 정차로 종혀 나가는 경힐에 있응을 알 수 있 

다 

a 모국어 습득 괴멍의 형태 특징 과소 분석 

규칙의 과잉 일반화와 함께 유아의 형태 할용에서 보이는 또 다른 욕 

징은 파소 분석이다 단어를 규칙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형태 

소 단위로 정확하게 쪼갱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병주화할 수 있어야 한다 

파소 분석은 단어나 구절을 형태소로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여러 개의 형 

태소를 한 멍이로 보는 것이다 영어 숨득 파갱에서 “1 like j~tW멍끼 

과 같은 알화를 생성하는 것이 과소 용석의 예이대0‘."ì a:xJII 이 알화 
플 한 유..0]-:능 JUITll와 rq>!을 각각의 형태소로 보지 않고 J~rq>!률 하 

나의 동사로 간주하고 있다m 

다0.1'한 어미가 발달한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는 환용형에서 어간파 어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을 하나의 형태소 

처럽 간주하는 사례가 격지 않다 

해는 

(큰) 

(각지) 

(때리지 마) 

(하는) 

얘
 깨
 쩌
 씨
씨
 

001 건 
작아지 

때혀지마 

9J 피소 g석애 비해 드윤게 나타나키는 하지앙 과소 용석과 반대로 형태소융 지나지 
제 작게 나누는 '1잉 용석의 사헤도 있다 가영 성인용 ‘d이l호 알힌다역 이는 "", 
판 판샤 ‘a’와 영사 ‘'Wlt'로 잘옷 인석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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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자l 

(놓올래) 

3세 

3세 

이와 같이 어이 뒤에 다시 다른 어미를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오류는 

‘컨(큰)， 때혀지 uX때라지 마)， 씩자{쏘자)， 날래(놓을래Y와 짙이 -아/어’ 

활용형에서 어간과 어미가 축악되거나 어간 일부가 탈락히는 경우에 더 

자주 나타난다 즉 어간과 어미가 축약되거나 어간 일부가 탈락하여 하 

나의 옹절 안에 어간과 어미 형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유..o}:가 여기에 

서 어미 형태를 제대로 분리해 내는 것은 애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어간과 어이의 분리에 실패한 아옹은 어미를 포항한 형태를 하나의 형태 

소(용언 어간)로 과소 분석하고 그 결과가 어마의 중복적 사용으로 나타 

나게되는것이다 

2 제2언어화{의 효택어 획읍 괴정에 니타나는 형태 오류와의 비교 

하냐의 형태흘 원혜의 적용 벙위보다 더 넓게 척용하는 파영일반화와 

여러 개의 형태소를 한 영이로 간주tl-는 과소분석 경뽑 유아의 오해 

습득어 서와 마찬가지로 제2언어 습득 과갱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언 

저， 규칙의 과영일반화 현상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규칙의 괴잉일반회 현S빼 상응하는 효댁”어 영태 학습 오류 

한국어에서 성미사 ‘ 이는 선행어가 사랑 이릉이며 자음으로 끝냐는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 한국어 학습자틀의 발화에서 선 

행어가 샤랑 。1릉이 아닌데도 지옴으효 끝나는 영사 뒤에 일관되게 ‘_ 0 1' 

룡 삽엽히여 딸}는 현상이 관찰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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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 집이개징이) 않아요 〈중국〉 

겨울이는{겨올은) 추외요 〈중국〉 

우리 'fr이도(반도) 재이있으연 좋겠어요 〈일온〉 

뜻이도(뜻도j 용랐어요 〈일본〉 

쭈오냥께 허학이도(허락도) 받았어요 〈용골〉 

선생닝이쉰선생닝은) 우리에게 도융올 주세요 〈스리항'1> 

(11 )을 보연， 선행어가 ‘징， 겨웅1 반， 뜻， 허락1 선생닝’ 퉁 어말 자옴의 

종류도 /님， 2., L , ^, -', 0 / 풍으로 다양하고 의미 영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율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보인 오류형에 상업왼 형태를 정사‘-이가아니라주격 조사’ 

이’로 보는 관정도 있용 수 있다 그러나 형태 L이’ 뒤에 다시 조사 ‘ 가 

은/는’ 퉁아 연이어 사용되었고 선앵어가 자옴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

이1가 삽입되는 것올 올 때 선행 형태 ’ 이’는 격표지 기능을 위해서라기 

보다 어초플 고르기 위해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즉， 한국어 획습자의 중간언어에서 (111에 보인 ‘ 이’는 겁샤의 기놓올 

하고 있다고 보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화자의 운법 체계 안어서 정마사 

‘-이’의 상잉 조건은 ‘션행어가 자옴으료 끝나는 명사인 경우1라는 다소 포 

괄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힌국어 학습자가 정사 ‘_01’의 

삽엽 환경올 확대"1-는 규칙의 과잉일반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저 2언어 습득 과정어 서 규칙의 과잉일반화 현상은 용언 활용 오류어 서 

도 불 수 있다 용언 활용에 나타난 오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뀐 

다 첫째 유형은 선앵어의 범주에 따라 어미가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에 

어미를 교체하지 않고 단열한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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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객관이 보다 더 중요한다{중요하다)， <말레이시아>，이 

이루치씨는 비싼다고(비싸다괴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본)11 ) 

도시 사랑을운 인싱이 각박한다고등{각빅f하다고틀) 해요〈일온〉 

h 느긋õH=<느긋한) 딸이에요 〈중국〉 

그것은 내 능력 내에는{밖인) 일이에요 〈중국〉 

c 그 사랑은 채가 좋아.?iH능 사랑이 아니는데(아닌데<일본〉 

d 요리8~는당시괴요리한달시괴 부엉용 영앙으로 안을었어요 〈일본〉 

종결어이 ‘ 는다는 원래 동사 어간 뒤에서는 1 는다’ 또는 '- L다’의 형 

태로 쓰。J ]!，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 다로 쓰인다 그러나 111.1에서는 

선행어의 용사 범주를 고려하지 않고 형용사 뒤어 서 동사와 마찬가지로 

‘-L다’를 사용하였다 1l2b1와 112<:1 역시， 동샤 어간 뒤에 붙는 관형형어 
미 ‘ 는1과 연걸어이 ‘→는데를 형용사 어간 뒤에 잘옷 사용한 예이다 

11갱)는 받침 있는 동샤 어간 뒤에 사용되는 어이 ‘-는당시고1를 받침 없 

는 동사 어간에까지 확대 사용한 경우후 어간의 융운 조건올 고려하지 

않은 예이다 여기에 제사된 오류형은 하냐같이 어형 변화를 최소로 하여 

학융 부담올 줄이FJ 하는 과영 일반화 사혜에 해당호따 

위에 보인 예에서 1l1.-C)의 말생 원인이 규칙의 과잉일반화가 아니라 

해당 용언의 용사 구분이 장웃된 데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안 

약 그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용하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연， 

1 12a-cl에서처럼 형용-AJ-를 통사처링 환용한 예안이 아니라1 이와 반대로 

동사을 형용사처렵 훨용한 예도 함께 나타나야 한다 즉， ‘공부한다’를 꽁 

부하다’후 ‘간다’를 ‘가다로 대치하는 현상이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서 

관찰왼다띤 위에 보인 현생12aτ)이 형용사와 통사를 구별하지 뭇하는 

10) 나은영 ml1애서 인용 
111 이정흐 IDll)얘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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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어 서 알생한 현상으호 보아도 우리가 없융 것이다 그러나 웰자의 관찰 

에 따르연 이러한 역땅향의 대치는 찾。}보기 어렵고 어이 ‘ 다가 ‘ 는다’ 

로 대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올 고려할 때1 위의 현상은 ‘어 

이 ‘ L다’즐 흥사 어간과 결항시킨다·는 한국어 할용 규칙과 한국어 학 

융자가 세운 활용 규칙 시이의 괴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l2a-C)와 같옹 요유형올 보이는 한국어 학습자는 앞서 알한 규칙의 

적용 엉위인 동새훌 ‘용언’ 천체로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효 생각 

원다 

울쩨 유형은 어미의 종류에 따라 어간이 표제되어야 하는 율규칙용언 

의 황용에서 단일한 어간형l낀을 사용하는 것이다 

(13) a 영어와얘워요) 〈미국〉 

l휴끄러어서(￥끄러써셔) 〈용을〉 

까다용으리아고는{까다포우리라고는) 〈중국〉 

귀영능데(귀여운에) 〈중학〉 

h 냉이 낫。I<>~나。}야) 〈중공〉 

일이 웃어서(￥어셔) 〈얼온〉 

c 튿셨습니대툴으셨습니다) 〈용올〉 

d 놓는〈노는) 〈중국〉 

한국에 살는〈사는) 동안 〈용올〉 

e 하도(해도j 〈일본〉 

안대하도(반대해도j 〈영온〉 

(1씨 a 아용다우기 로는{아응당기로는) 〈중극〉 

12) 이예 단일한 어간영안 사용힌다는 것용 오은 화자의 어간 양용앵이 연'!!하다는 것 
이 아니라‘ 화자에 따라 어간 안용형이 고정'1어 밍나는 의이이나 냐시 'u"뼈서‘ 해 
당 화자의 ’3화 안에서 해당 용언의 어간앵용 오든 어，，)와 진안안 때 풍인한 형태 

호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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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우지얀(어렵지얀) 〈인도네시아〉 

.It르고(빠르고) 〈일본〉 

용르니끼H오르니까) 〈중국〉 

c 걸도(걷지도) 〈몽골〉 

걸기엔걷기엔) 〈중국〉 

을기 위에듣기 위해) 〈중국〉 

113a-o)는 a울규칙 용언^울규칙 용언 E울규칙 용언 2울규칙 용 

언， f 울규칙( j 울규칙) 용언을 규칙 용언처럼 양용한 예이다 즉， 사전에 

나와 있는 기본형 어간올 ‘ 아/어 퉁의 어미 앞에서 잘옷 사용하였다 

11싫τ)는 어이에 어올리지 않는 어간형을 시용한 정에서는 113f과 같으나 

사션에 풍재된 기본형 어간이 아닌 구어에서 주로 샤용되는 ‘ 。ν어’ 어이 

앞에 오는 어간형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학습자 

가 용언 ‘아릅당다， 빼르다， 걷다 퉁의 기저형을 설정~i'는 데 있어 1아릉 

다외， 펠라1 걸어’ 둥의 휠용형을 토대로 유추해낸 데 따른 결과이다 즉， 

‘-。ν어 활용형에서 어미 형태를제외한‘아릉다우 빨F， 강’을용언의 

어간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다시 ‘ 지만， 고 니까 풍의 어미를 붙여 사 

용하고있는것이다 

이률 용해 외국인 ξk습자 역시 울규칙 용언올 활용할 때 유샤} 모국 

어 습득 과정에서 보인 어간 재구성을 하고 있융올 알 수 있다 이것은 제 

2언어 습득 과정에서도 모국어 습득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나릉의 형 

태 활용 규칙올 지니고 있다는 중거가 된다 

륙이정이 있다연， 오쩍 습득 과정에서는 유아가 기저행을 설정할 때 

에 주로 구어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어형올 토대로 하는 것으로 밝혀진 

데 만하여， 외국인 학습잭등은 사전에 냐와 있는 기본형융 토대로 하논 

경우가 더 않았다는 것이다 1 닝’울규칙 용언을 예로 들연， 유-<>1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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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어’ 황용형에 나타난 형태를 기온으호 맹다찍 어간을 매우’로 단일 

화째 ‘애워~애유I-"l~다’와 같이 활용"는 경향이 더 강하다 반연 

에， 외국인 학습지들의 오류에서는 사전에 둥재왼 형태인 ‘앵다’를 기본으 

로 맹어~앵으니까~엠자 퉁과 같이 할용핸 113)과 같은 유형이 114)와 

같은 오류 유행에 비해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실제로 제l언어와 저12언어 습득 과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구어와 운 

어의 치이에 기인한 것인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헤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용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a 영태소 과소 운석에 싱응하는 한국어 형태 학슴 오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과정어 서 국어의 형태소를 제대로 분리해 

내지 옷하고 통합원 형태로 인지하는 과소 분석 경향은 학습자가 다옴과 

같이 어미 또는어간의 일부릉중복해서 사용하는사혜를용해 불수 있 

다 

(5) a 억어다가{억다가) 〈중국〉 

뛰어연서(뛰연서) 〈중국〉 

날e똥이(날듯이) 〈중국〉 

만틀어고서(얀툴고서) 〈일온〉 

읽어기로는{읽기로는) 〈몽골〉 

h 기뼈니까{기쁘니까) 〈중국〉 

공￥ 안 해다7뜯{하다가는) 〈중국〉 

어려워죠(어렵죠) 〈일본〉 

c 앗있없게(맛없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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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다7r， ‘-연서‘/ 듯이 ‘ 고서’ 둥의 어미가 어간에 바로 연 

결되지 옷하고 ‘-어/Or 어이 할용행 뒤에 연결되어 쓰인 여 이다 이와 같 

이 용언올 활용할 때 어이 앞에 불펼요한 다른 어미를 삽입하는 어미 중 

옥 현상은 범용 어미인 ‘ 아/어가 결합한 활용형올 어간과 어미로 분석하 

는 데 성공하지 옷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fa)는 ‘ 아/어’가 

결합왼 쩍어， 뛰어， 날아 풍올 하나의 형태소로 간주하여 그 뒤에 다시 

어미를 붙여 딸}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5b1에 보인 어휘들은 

‘-Ofl어’ 황용형에서 어간의 일부가 변형되어 어간과 어미의 경계가 한 옴 

절 안에 놓이게 되므로 어간과 어미의 경계를 찾는 일이 더육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어미 중복 오류가 흔히 발생한다 

(]5;:)에 보인 예에서는 복힘써 형용사 ‘맛있다’의 어간 맛있←’에 형용사 

‘없다’의 어간 ‘없 ’, 그리고 연걸어미 ‘ 게1가 결힐L하여 ‘맛없게의 뭇을 나 

타내는 어휘로 잘옷 쓰였다 이러한 오류는 ‘앗이 없게‘의 융성형에서 학 

습자가 맛있없-’이라는 형태를 잘뭇 유추해낸 것일 수도 있고 ‘앗있 ’을 

단일형태소로 보아 여기에 다시 j없」과 ‘ 게’를 연결하여 새로훈 합성어 

툴 인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어떤 해석을 취송I-é (15;:)는 어러 개의 형태 

소를 하나로 보는 과소분석 사례에 해당한다 

위 사례틀어 서 보앞 어간 또는 어미의 중복。1 일어나는 환경응 어간의 

말옴이 자옴인 경우f억-’， 날-’， 읽-’ 퉁)와 모옹얀 경우f뛰 ’, '7)쁘 ’, ‘하’ 

퉁)로 다ι룹}다 어미의 종류 역시 연결어이인 경우{‘다기-’， ‘ 연서’， ‘ 니 

까 둥1， 종걸어미인 경우{‘ 지’ 1， 전성어이인 경 우{‘ 7)') 퉁으호 폭넓게 나 

타나고 있다 이와 감이 과소분석 오류는 어간의 융옹적 특성이나 어미의 

종류에 판계없이 다양한 국척의 학습자들에게서 찾。}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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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결론 

지금까지 모혀로서의 한국어 습득과 째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과 

정이 지니는 공흥정올 몇 가지 구쳐 척 사혜를올 흥해 살펴보았다 

중간언어 가설에 의하연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연서 스스로 규칙을 

얄견하고 끊임없이 수갱하고 정교화하는 E얘융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언어 학습자들도 그때까지 습득한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목표어의 문 

엉을스스로셰계화해 나간다 한국어 교육에서도이러한습득원리 중심 

의 교수엽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안 이를 위한 중간언어 연구는 샤실상 

도외시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률 배우는 과정에 

서 산출한 오류들올 상며보고 저E언어로서의 한국어 융득 파정이 모국어 

로서의 한국어 습득 과정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밝히는 데 논의툴 

집중하였다 

옥표어와 중간언어의 공흥정과 차이정올 밝히고 언어 습득 과정에 존 

재하는 규칙성을 찾아내는 일은 대조 분석 연구어 서 간과하기 쉬운 학습 

자의 보연 능력올 설영하고 학습자의 인지 활흥올 강조하는 교육방엉흔 

개발에 도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안 아니라1 어떤 구죠가 보다 쉽게 

습득되며 습득 과정에서 세운 전릭이 어떻게 변모해 나7)-는지를 밝힘으 

로써 제l언어 습득， 제R언어 습득을 떠나 언어 자체에 대한 설영력을 높 

이는 데 기여항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파정의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작업에 지나지 않으 

며 앞으로 냥은 과제가 많다 우선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 

류를 체계적으로 관창할 수 있도록 계획척이고 광영위한 자료 수집이 이 

루어져야 한다 구어 자료와 문어 자료 그리고 같은 구어 자료라도 구체 

적인 액락에 따라 발화의 실현 영M양”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단순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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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일반화된 오류도 구분해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수엉 시간이나 시협 

올 흥해 수집왼 작문 자료와 구어 자료로는 。1러한 구분흘 하기 어영다 

본고 역시 그러한 액락에 따른 구훈 없이 수정왼 제한왼 자료를 토대로 

하다 보니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더 않은 자료와 셰일한 분석 

을 통해 연구 결과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재고되기를 기대한다 

다옴으후 저 2언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특성을 제대로 밝 

히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언어릉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종적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 형적 연구는 다수의 분석 집단올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 

정이 있으나 언어 습득의 원리나 규칙성올 정밀하게 관찰핸 데에는 아 

무래도 제한접이 많다 l년 이상 동일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판찰하는 모 

국어 습득 연구와 마찬가지혹 저~언어 습득 연구어서도 소수의 학습자흘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변화 과정을 추적히는 종적 연구가 이루어첼 핑 

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융소나 형태의 보연적인 습득 순서와 원 

리가 실중적으로 규명될 수 있올 것이다 

마지악으후 모국어 습득 과정 과 저2언어 습득 과정의 연구 교류 및 비 

교 연구가 옐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모국어 습득과 저 2언어 습득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양자 간 연계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방법론 측연 

에서 보다 않은 당구가 이루어지고 각 영역에 대한 이해을 중진시킬 수 

있올것으로본다· 

• 이 논운옹 'ðm. 11. )), 우고되었으며 a:æ, 121 싱사가 시작되어 :ro:l. 12. 10. 싱사가 
완료외었고 없)J 12. 14. 연징위앤회 심의흔 거쳐 ? 재가 확정의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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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언어와 저 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일음 영태 오류툴 중심으로 

김태경 

언어 습득 과정에 나타나는 오류는 언어의 보연성이나 습득 원리를 밝「히는 

중요한 영쳐가 윌 수 있다 이 논문은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난 양응 오류와 

형태 오류올 토대로 제l언어와 제￠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과정의 유사성올 찾 

아보고자 하였다 이흘 위빼 외묵인 회h웅X 툴의 오츄 왜윈올 판찰하고 오균 

어로서의 한국어 습득에 관한 선행연구 경과듣올 겁토하여 언어 승득 파정에 

어떤 씬리가 작용하는지 살여보았다 그리고 오묵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과갱과 

저E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파쟁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앙아보았다 그 절과， 

유아의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파정과 마찬가지후 외국인 획융자틀연 모어 

를 단순히 한국어로 변억하기보다 한국어의 얄용과 형태에 관해 가성융 세우고 

이융 설채 사용애 적용해보연서 언어용 애우고 있옴올 앙 수 있었다 즉， 쳐E언 

어 습득 과갱 역시 언어의 보연성에 크게 영홍i융 받융 것임융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보다 많은 관심용 기융잉으로써 학융자의 인지 기 

능올 강조하는 언어 교육이 이루어첼 수 있게 펼 것이다 

[주제어] 오류 용석 중간언어， 재l언어 습득1 저~언어 습득， 한국어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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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lSt따!d 

Ll and 1깅 ACQuisition of Korean Language 

Focus on Phonologic외 and Morpho 때C허 Errors 

씨따 T ae-l<)urY,l 

fuπ anaIysis is (]'E 이 "" rrost "'ε띠 _ h i<mgu쩡:e OCQUISlb.OO 

""'"'디1. This ~ disru…;es atnn tæ char없.eristics roπrm to Ll ar피 g 

X때띠sitioo of Ka업n Jar，.뻐ge 00 tre basîs 이 "，， _ælml~영æl 

Fmrs. 1 have ar때}αro "" cha<없eristics 이 tre interiangl.냉'" 양'X)wn by foccign 

a:lult learrer3. ln ocKIiti따 1 }잉、， "'"생 for thc çrirri이cs govcnur‘g L1 OCl)I.Iisitioo 

by "，때ining tÆ lttVÎWS stOOes. 앙띠riæl πs매" π。이æ strmg SlqlXrt foc the 

systmmicrtess in Ll 때 12 <K:QUisitioo. 12 Leamers 00 rα @며[y tt찌""te 

""- "" Ll ml "" L2, 00t 쩍:p'y h~ to tre 12, arXI the sarre is true 

of "" Ll lærrø‘ ηrus， We 미ght'-' H맹띠stk gm:r히lities to ~ay an 

immant rOIe in <Q.Ii잉tioo of 12 ln 0::π:lusi띠 it is m:essary 10 oote the 

m때"'"마앵e of Jar，.ιIge Iearrm> to æve!q> t:re rætJJ:.Ój얘y 이 때-.u앵e 

_that~læn뻐S’ g￥rnove 띠octitm 

[K<γ v.uds] enu anaIysi‘ m떠ianguage， L1 ocquisitirn, 12 a:x피LIi sib야 Kman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