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훌훌 評〉

lohn H. Schumann and Nancy Stenson(eds.) 

New Frontieγ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Massachusetts: Newbury House, 1975 

李 季 JI頂

최근 外國語敎育에 관한 연구가 불완전한 학습자의 言語(learner’ s language)의 종적 인 연구 

(longitudinal study)의 방향으로 옮겨 가고 있다. 과거 의 對照、分析(contrastive analysis) 에 

치중했던 연구가 최근에 와서는 학습자의 언어에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고 그 원인 규명에 

따라 오류의 수정 방법을 캉구해야된다는것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흐름에 따라 이론과싣 

제면에 관한 많은 논문 및 싶험 보고서가 나왔으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높이 평가되는 논문들을 수록한 것이라 하겠다. 

이 책 은 펀 자인 Harvard대 학 교수 John H. Schumann과 California대 학 교수 Nancy Sten

son이 그들의 序論과 11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한 권의 책 A료 1975年에 출판한 것이다. 판 

매율이 매우 높아 그 이듬 해 인 1976年에 재판이 나오게 되 었다. 현자들을 포함하여 논문 

의 훨자들도 모두 언어교육 및 廳用言語學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저명한 언어학자 또 

는 언어교육자， 심리학자들이다. 

175페이지로 된 이 책의 구성은 序論과 두 개의 章으로 되어 있다. 펀자들이 序論에서 

최근의 경향과 각 필자의 견해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고 l章에 여섯 편， 2章에는 다섯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먼저 序論에 나타난 펀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A. Introduction , John H. Schumann, Nancy Stenson 

이들은 서두에서 언어분석과 언어교육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언어분 

석이란 언어학자가 해 왔고 원래는 規範的인 테두리 안에서 분석되었으나 20世紀 전반에서 

는 構造主義的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후반에는 變形生成文法의 헤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언어분석이란 모국인의 언어능력을 기술하는 것이기 혜문에 외국인의 언어능력과는 거 

려가 먼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록 變形文法학자들도 언어분석이 언어교육에 별로 도움이 

되지 옷한다고 생각했으며 Chomsky도 1966年의 N ortheast Conference에서 이와 같은 점을 

시사하고 교사 자신이 유효한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한 점을 들어 펀자들도 새로운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어서 對照分析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피력하고 誤꿇分析과 對照分析의 관련성에 언급 

하고 있3며 對照、分析의 弱說을 광뱀한 誤露分析 범위의 일부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학습자의 오류를 셰 유형 무로 분류하여 첫 째 는 학습대 상어 의 문법 구조의 불완전한 숨득으 

로 인한 것， 둘째는 교사나 학습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것， 세째로는 言語를 사용하는 과 

정에서 신체나 心理的인 상태 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같은 펀자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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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뒤따르는 여러 논문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새로운 관점을 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각 펄자들의 주장 또는 견해에 관한 간단한 소개는 논문을 읽기 전에 독자에게 예버 

지식을 주는 것으로 좋은 도입의 말이 된다고 본다. 

B.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Ronald Wardhaugh 

이 논문의 필자인 Wardhaugh는 Michigan대 학 교수이 며 1950 年代 후기 에서 1960年代

전반에 결척 두 언어의 對照分析이 학습자의 문제점을 예고할 수 있다는 對照、分析의 가설 

을 비판하고 있다. 

먼 저 언 어 학자들의 관심 을 끈 Sapir-Whorf가설 빛 이 성 주의 언 어 학자들의 언 어 습득기 구

( Language Aquisition Device)의 가설등의 륨否를 가리기 위한 조사방법 의 막연함괴 어려움 

을 시사하고 본론인 對照、分析기 설르 도입하고 있다. 이 기-설 에 관해서 는 彈說(strong ver

sion)과 弱說(weak version)로 나누어 비판하고 있다. 彈說의 대표적인 글을 Lado의 Lin

guistics Across Cμltures (l957) ， Fries의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η

gμage(l945) ， 그리고 Valdman의 Trends in Langeage Teachiηg (l 966) 에 심련 Banathy , 

Trager, and Waddle의 The use of contrastive da ta in foreign langnage course develop

ment 등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 와같은 彈說의 주장에 따르자연 언 어 학이 론과 언 이 학자가 반드시 개 입 되 어 야 하나 이 들 

의 대초 작업이 두 언 어 를 실제로 말하는 사람들과는 접촉 없이， 그리고 文法을 기술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두 언어에 관해 아는 것 없이 對照、分析을 진챙하는 것이 

기 돼운에 이 彈說을 비현싣적이략고 지적하고 있디. 

弱說에 관해 서 는 매 우 긍정 적 인 업 장을 나타내고 있다. 弱說에서 는 언 어 학자의 언 어 학 지 

식을 학숨자가 나타내는 문제 정 설명에 사용한다는 점이 彈說과는 다흔 정이다. 따리서 弱

說에서는 문제점의 예고 없이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시직하여 이 자료를 가지고 두 

언어구조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Wardhaugh는 현재까지 많은 對照、分析이 

이루어겼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弱說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고 하며 가장 높아 

평 가되 는 對照、分析 작품인 StockwelI과 Bowen의 The Sounds of Englisch and SpallishCl965 ) 

과 The Grammatical Strαctαres of Eηglìsh and Spanish (l965)도 이 범 주에 속한다고 하 

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 對照、分析에 관한 두 갈래의 주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 한 주장은 

RitchieCl967)와 Wolfe (l967)가 Language Learning에 발표한 논운에서 對jlß.，‘分析의 무익 론을 

들고 나온 점이다. 그들은 變形文法學者의 업장에서 모든 자연언어는 그 심층구조가 매우 

유사하며 하이로 보이는 정은 아주 펴상적인 것이며 외국아괄 배우는 학습자는 싣층구조와 

표연구조의 관계， 그리고 음성과의 관계를 배워야하여 이와 같은 관계는 언어 마다 독특하 

기 때푼에， 즉 內在化해야할 규칙이 언어 마다 다르기 때문에 피상적인 對照、分析이 언어학습 

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언어학이론 자체의 불확싣성을 지적하고 심 

층구조에 관한 개념 자체도 불확실한 것이 라 하며 Chomsky , McCawley와 FiIlmore는 모두 

이 점에 차이 를 가졌다고 하면서， 어쨌든 이들의 이론을 받아들이띤 對照分析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變形文法理論이 對照分析理論에 별로 도웅이 되지 않는다고 시사 

하고있다. 

한펀 경험이 많은 외국어 교육자들이 위와 같은 對照、分析假說 거부론을 받아틀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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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에 대한 受容的인 태도를 취하여 결흔적으르 對照、分析의 R뭘說은 외국어교육에 크 

게 도움이 되지 않으나 弱說은 계속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논문의 핵심인 

對照分析의 彈 • 弱說에 관한 비판은 應用言語學을 연구하거나 외국어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앞으로 자신의 입장을 어떻제 취하며 어떤 방면 

의 연구플 해야 할가를 결정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C. Studnts’ errors and the learning of French as a second language: a pilot st udy, 
Magdelhayne F . Buteau 

McGill대학 교수인 Buteau는 Canada에서 실시한 연구분석의 결과， 증명된 것을 이 논문 

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외국어 학습의 운제점을 모국어 에서 오는 장애로만 올 수 없으 

며 다른 요인드 고려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言語心理學 분야에서도 학습자가 나타내는 오류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셨고， 정차 학습자의 言語逢行을 직접 연구하는 방향으호 옮겨가고 있다는 점 이 시사되 어 

있다. 또한 그는 ‘오류는 학습자의 학숨전략의 형적이 되으로 조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는 Corder(l967)의 가설과 Dusková(l969)의 Czech학생을 대 상으르한 조사연구와 Willkins 

(1 968)의 견해를 들고 있다. 학습자의 오류는 모국어의 언어구조의 차이에서 뿐만 이니라 

다른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세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어서 James (l969) 의 對

照分析의 문제 점 예고의 가능성에 관한 조사기-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드려 산험한 결과를 

동계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124名의 대학 입학자(女 88, 男 36)를 모국이의 배경에 따라 네 반으로 나누어 佛語의 

文法 시험과 作文 시험을 실시한 다음， 나타난 오류를 조사하여 언어 배경 별로 비교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시험 결과 佛語와 英語의 운장구조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잘 배우는 것이 

아니략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두 언어구조의 차이에서 오류가 나타난다고 推定할 수 없 

으며 다른 요인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언이 배경에 따라 오류를 131 교 

한 결과 佛語룰 第 1 語로 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요류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다. 따라서 對照分析 지지자가 주장하는， 모국어에 없는 구조가 학습상의 가장 어려운 문 

제접이 된다는 가정이 옳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와같은 싶험은 외국어 교육자에게 새로운 발견을 알려주는 것으로， 앞무료 이것과 유 

사한 실험을 위한 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 실험계획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략 하겠다. 

D. Error analysis and second language strategies, Jack C. Richards 

Sìngapore의 Regional English Language Center룰 맡아 보고 있는 Richards는 오휴분석 

의 대가라고 할 만큼 이에 관해 쓴 논문이 많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Selinker (1 969)의 

생terlaηgηage의 개념에 입각하여 오듀률 원인에 따라 일곱 가지르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즉 

1) Interference 2)Overgeneralization 3)Performance Errors 4)Markers of Transitional 

Competence 5)Other Forms of Interference 6)Strategies of Communication and Assimi

lation 7)Teacher Induced Errors. 

Richards는 서두에서 Selínker의 학습자의 中間言語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영어를 학습하 

는 한 명의 불란서인과 다른 한 명의 체고인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 중에서 발견한 오류룰 

위와 같이 분류 했다고 전제하고 싣제 오류의 자료를 제시하고 그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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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요인인 interference는 모국어의 文法훌素나 문체 롤 학습 대상어에 轉移하는 데서 

생기는 오튜이며 이와 같은 오류는 외국어 사용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가장 고치기 어라운 항 

목들이라고 하고 있다. 둘째로 규칙의 과영적용(overgeneraliza tion)은 목표어의 어떤 규칙 

이 적용될 수 없는 곳에 적용되는 데에서 오는 오튜이며 이와 같은 오류는 母國語의 배경에 

는 상관 없으며 여러 학습자가 흔히 범하기 쉬운 것이라 했다. 세째의 言語逢行 과정의 오 

류는 외국어흘 사용하는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이와같은 오류는 지속성이 적고 곧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라 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가령 관사룰 사용하는 데 있어 

한 괄란서 사람이 영 어 표현 에서 ‘There is little screen behind the lens. ’ 타고 했 다연 佛語

에서도 관사룰 사용하기 혜문에 관사률 빠뜨려 little screen이 라고 한 것은 言語逢行상의 

오류。]고 이 문장을 끌르 쓴다면 을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네째 요인은 과도 

적인 言語能力의 표시 y 즉 외국어 학습 단계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오류이며 이와 같은 오 

류는 母國語의 습득과정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다. 예룰 든다면 모든 미국 어린아이들이 처 

음에는 ‘What he can ride in?’이라고 하나 점차 어른들이 사용하는 文法을 사용하게 되어 

‘What can he ride in? ’ 이 라고 하게 띈다. 여 기 에서 필자는 Jones (l 970)와 Leopold(l949) 

의 실험결과에 언급하여 Jones가 어린아이는 名詞룰 먼저 익히고 나서 冠詞률 사용한다고 

한 점과 Leopold가 어린아이는 처음 2년 간은 冠詞괄 사용하지 않고 그 후에는 계속 사용하 

게 된다는 점을 들고 성인이 의국어불 배을 때에는 이 경우와는 다르기 애문에 영어의 冠詞

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섯째로 든 것은 

말의 ‘style’의 영향에서 오는 것이 다. 즉 話階(speech level )와 관계되는 것」즈로 여 러 어 법 

을 상황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옷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여젓째로는 文法構造를 

완전히 익히기도 전에 의사전달이 강요되는 데서 일어 나는 오류이다. 학습자는 文法을 간결 

화하고 자기 나름대르의 표현을 하게 될 우려성 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의 예로 

‘pidgin’을 들고 있다. 끝으로 敎援 방법 이나 교재로 인한 요류를 들고 있으며 이 점에 관 

한 Corder의 말을 인용하여 완전한 수엽 을 한다연 초기에는 오류가 나타나지 않은다는 의 

견에 찬성하고 있다. 

끝￡르 Richards는 言語能力 부족에서 ξ는 오류와 言語邊行 과정 에 서 일어 나는 오류를 

구별해야 하며 지속적 인 수정과 외국어에 충분히 정촉시키므로써 특히 前者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Richards의 오류의 분류는 매우 세분된 감이 있어 그 한계가 분영치 않은 점도 있a나 

자세히 살펴보연 구분이 된다. 여하간 이와 같은 오류의 원인 규명은 앞으로 외국어교육을 

위한 여러 학습 요건을 再評價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다. 

E. lnduced errors, Nancy Stenson 

이 논문에서는 敎室授業 참여에서 유발되는 오류를 다루고 있다. 이 와 같은 오류는 학습 

자의 言語能力의 부족에서 온다기 보다 교사의 지도에 기인되며， 발견되지 않고 지나가기가 

쉬워 훗날의 문제점의 기초블 형성할 우려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San Diago의 California대 학 교수 Stenson은 1971년에 Tunisia에서 成A을 위 한 영 어 반과 

고등학교 영어반에서 수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교사가 학숨자를 誤펼한 점을 들고 있다. 

예릎 들어 어휘 지도에서 ‘pray’의 돗을 ‘worship’로 설명하고 나니 ‘pray’를 사용할 경우와 

같은 전치사룰 사용해서 ‘worshipping to God' 략고 하는 학생이 않았a며 교사가 교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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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몇 명이 계속 이와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더라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두 단어의 

차이를 제시할 경우에 일어나는 예를 들고 있다. 즉 ‘at'와 ‘into’를 구별시키는 예문으로 

‘We look at the moon, but Armstrong looked into the moon' 이 라는 문장을 설명도 없 

이 들려주고 동작으르 look at와 look int。의 의미를 주기 위하여 가방을 쳐 다보고 ‘Now 1’m 

!ooking at the bag' 라 하고 가방에 더 가까이 가서 들여 다 보면서 ‘I ’ m !ooking into the 

bag' 라고 했을 경우 학습자는 그 동작에서 外面과 內面의 차이를 보지 않고 가까이에 정근 

하여 더 자세허 보는 것이라고만 생걱하기 쉽다는 것이다. 

文法에 있어서도 그 구조의 의미나 용볍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잘옷 된 설명으로 인하여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즉 ‘any’에 대하여 부정에 시-용 

한다는 섣명 만을 한다면 ‘neγer’나 ‘nothing’와 같이 그 말 자체가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 

오해 하는 수가 있 으며 , 그 결 과 'In a private garden any one can enter' 의 ‘any’ 를 ‘no 

one’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structural drill’에서 각 표현의 의미의 차이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뜻이 맞지 않은 

이 상한 표현 을 하게 된 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예 를 들고 있 다. 즉. yes-no question에 대 한 

가능한 탑3르 No, but 1 hope to , ought to , must , expect to , have to등을 주고 ‘Do 

you want to study tonight? ’ 라고 물었을 해 ‘No, but 1 hope to' 가 나올 수도 있고 ‘Does she 

understand French? ’ 에 대 해 서 ‘No, but she must' 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 다는 것 이 다. 이 

것은 주어진 구문의 의미를 찰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되거나 찰 옷 배운 데서 오는 것이 나 

교사는 각 言語 표현의 의미의 차이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깃이다. 학습자의 언어 표현 

은 자신의 가정을 시험하는 표시로서 잘옷 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오류는 교사의 言語 자료의 제시， 연습시키는 방법에 크게 기인되므로 교사는 계속 오류를 

관찰하고 같은 오류를 되풀이할 때에는 수정에 힘써야 하며 자신의 敎授方法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에서 그는 교재펀찬이나 연습 운제 작성에 유의해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설명으로 

학습자의 오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교사는 또한 연습 문제와 설명에 대한 학습자 

의 이해상태를 살펴야만 한다고 긴-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식드로 한다면 교싣상황에서 유 

발되는 오류툴 피할 수 있￡며 문제점으로 등장하기 전에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요류의 원인 규영이 重視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 조사한 이 보고서는 교 

사가 간과하기 쉬운 오류를 다루어 영어 교육자들에게 새로운 면에 시야를 돌리게 하는 유 

익한 글이라고 본다. 

F. G!oba! and !oca! mistakes, Marina K, Burt and Carol Kiparsky 

이 논문에 서 New York주립 대 학 교수 Burt와 외 국어 교육자인 Kiparsky는 오츄를 수정 

하는 실제 단계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그들은 학습 대상어(여기에서는 英語)의 관점에서 

보는 여러 기-지 오류들을 들고， 문장의 이해도를근거로 오류의 등급을 설정하려고하였다. 

이들에 따르떤 한 構成훨素 내에서나 句나 節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오류는 節과 節 사이에 

서 일어나는 오류보다 이해에 적은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수형 ， 冠詞 사용， 시제 

의 올바른 표현 등은 어순， 構成節 간에서， 그리고 單文에서는주 構成훌素 간의 관계에서 일 

어나는 오류보다이해도에는 적은영향을끼치므르 그 중요성이 렬하다고보는것이다. 훨자 

들은 前者와 같은 오류를 ‘!oca!’한 것， 後者와 같은 오류를 ‘g!obal ' 한 것 이 라 하고 ‘g!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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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퓨가 ‘ local' 한 요츄 보다 그 등급이 높아야 한다는 것 이 다. 주르 節間의 관계 를 흐리 

게하고 혼돈시키는 것은 선속사의 사용， 등위절과 관계절의 구별， 節 사이의 시제 등이며 

이와 같은 검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global’한 것으르서 이해를 저해하는 오류들이라는 것 

이다. 

필자들은 싣재 이 두 범섞어1 속하는 오퓨의 예칠 많이 제시하고 수정하는 단계을 보여주 

고 있으혀 그뜰이 섣정한 으류의 등급은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료 생각된다. 즉 

외국어로 의시-소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띤 오퓨--를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에 대한 指針이 되리라 생각한다 . 

G. Imitation and correctio l1 in fo reign language learning, Freda Holley and Janet 

K. King 

흔히 외국어 수업시간에 교시가 文펀的인 정확성을 깅도하여 일일히 오류-플 수정해 줍으 

료서 학습지 의 사기 등 떨 어 뜨리 는 수가 많다. 이 와 같은 입 장과는 달리 Holley S!}- King은 

외국어학습애 있어서는 요류플 허용하고 非文法的인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검을 환영히-는 입 

장을 취 하고 있는 듯하다. 이틀의 이와 같은 개념은 母園語學習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 

으로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오츄플 교정해 줄 해에는 내용이 흘린 것을 고치고 文法的언 오 

류는 고치 지 않은다는 데서 온 것 같다. 이 경우의 文法的인 오류는 잘 옷된 것으로 생각 

되지 않고 당연히 言語 습득 괴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전은 외 

국어 교사들이l 게 받아 들여적 현재획 교싶에서의 오류 수정 앙법 이 제평가되고 향상 되어 

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필자들은 이와 같은 개념을 독일어 교육에 도업하였다. 즉 독일어를 전공하는 대 학원 학 

생들이 매주 5""'6名의 외국학생을 가르쳤￡며 文法의 청확성 보다는 주로 의시전달을 헬 수 

있게 하는 연습을 캉조했디는 것이다. 그러나 교시들은 항상 괴영교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 

고 교정하기 위한 실명에 시깐을 많이 할당하게 되고 뒤따르는 연습은 별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경험윤 통하여 펼자들은 교사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교사는 학습자의 말(외국어)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말하도록 하고， 둘째로 

는 학습자의 찰 뭇된 대답에 대 해 교사가 文法的으르 올바른 모델을 다시 제시해 주되 모 

델제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르 수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내용의 정확 

성을 칭찬해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독일어 수엽에서의 그 한 例이 다. 

Teacher: W em gehört das Auto? 

(To whom does the car belong? ) 

Student: Das war ihres Auto. 

(That was her car.) 

Teacher: Ja. Das war ihr Auto. 

(Yes. That was her car.) 

필 지-들은 학습지의 오펌-를- 통하여 학습자의 능 력 을 알 수 있기 때 문에 오류는 중요한 자 

료르 취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이와 같은 견해는 이 책의 전반에 결친 주제가 

되어 있다고 하겠다. 과거의 교싣에서의 오류 수정방법이 크게 도웅이 되지 못한 점을 시 

언하고 이 논문에서 제시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면 앞으로 학습자의 言語能力 개발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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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에 제 2 펀에 실린 다젓 논문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 논문들은 제 1 편의 것보다 더 

理論的이고 오류분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H. The signifìcance of learner’s errors, S. P. Corder 

Edinburgh대학 교수인 Corder는 이 논운에서 母國語와 외국어의 습득과정이 본질적으로 

는 같은 것이며 따라서 두 숨득과정에서 학습자의 수용능력과 습득 방법 이 같다고 하고 있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외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는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두 경우에 그 오류가 체계를 이루고 있고 그들의 

언어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order는 또한 ‘error’와 ‘mistake’을 구별하고 있다. 母國語에서도 일어나듯이 기억착오 

나 육체적， 심리적 상태로 인한 언어수챙상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언어능력의 반영이 아니기 

때문에 ‘mistake’로 보고 그 밖의 언어지식의 부족 또는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한 오류는 얼 

마 간 계속 일어나는 것이으로 이것을 ‘error’로 보는 것이 다당하다고 하고 있다. 後者는 

그 言語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니 과도적 능력 C transi tional com petence)융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Corder는 言語逢行上의 오류는 비체계적이고 言語能力上의 오류 

는 체계적이며 후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점은 다른 학자들과도 같다. 

필자는 학습자가 계속 법하게 되는 체계적인 오류의 중요성을 세 가지 연에서 보고 있 

다. 즉 첫째로는 교사로 하여금 학승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고 있는가， 그리고 목 

표 달성을 하려면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를 제시해 줄 것이고， 둘쩨르는 言語가 

어 떻 게 습득되는가， 학습자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寶證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주고， 세째로는 이와 같은 오류기- 학습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자신이 배우고 있는 言語의 성격에 대한 학숨자 자신의 가정을 오류에 의해서 시험할 

수 있기 때운이다. 

끝으로 필자는 V on Humbolt의 ‘우리가 言語룹 싣제로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듬語 

가 자발적으르 개발될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뿐이다’라는 말을 들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언어숨득 방법과 그 과정을 관찰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함 o 료써 교사 자신이 학습자의 필요성에 마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Corder는 또한 요류분석의 이론을 제시하여 외국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必須的인 연 

을 알려주고 있다. 교사 자신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한다는 것 

을 학슴자에게 강요하던 과거의 외국어 교육에서 벗어나 학숨자의 오류의 연구르 言語能力

을 진단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오류를 없애기 위한 방법과 계획을 짜야 한다는 그의 

제안은 앞으르 외국어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참작해야 할 것이다. 

1.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S. P. Corder 

Corder의 또 하나의 이 논운은 그의 이론의 더욱 깊은 연을 보여 둔다고 하겠다. 그는 

외국어 학습자의 자발적 인 言語表現이 그 자체의 文法을 가진 것 o 로 보고있다. 학습자의 

言語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文法 구조를- 가지고 있다. 目標語(形式의 차이는 있으나)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접￡로 보아 ‘dialect’ 라는 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서두에 

서 하고 있다. 그는 社會的인 方言Csocial dialects)과 외국어 학습자의 개인 특유의 言語

(idiosyncratic dialects)를 분명히 구별하여 前者는 社會的인 것이고 後者는 言語學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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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 方言인 idiolect와도 구별하여 idiolect에 나타다는 모든 규칙 

은 다른 社會的 言語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나 외국어 학습자의 특유 言語에서는 그 규칙이 

학습자 자신의 독특한 것이고 社會的 方言의 규칙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Corder가 학습자의 中間言語블 ‘idiosyncratic dialect’라고 한 것을 Nemser(l971)는 ‘ap

proximative system’ 이 라 했고 다음에 계 속될 논문에 서 제 시 되 는 바와 같이 Selinker(l97l) 

는 ‘Inter1anguage’라고 표현하고 있다. 01 와 같은 여러 표현은 모두 학습자의 과도적인 言

語能力을 의마하는 것이며 中間言語라고 부릎 수 있다. Corder는 ‘ idiosyncratic dialect’가 

어린아이가 母國語블 배을 때의 言語를 말할 수도 있고 외국어 학습자의 言語를 가리켜 말 

할 수도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意味를 가지고 있는 점은 같다고 보 

고 있다. 이 과도적 言語에 나타나는 文法構造를 非文法的이 라고 보지 않고 학습자의 言語

로서는 文法的인 것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오류분석의 단계를 설정하여 첫 단계는 학습자의 言語를 認知 (recognition of idio

syncracy)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학습자의 言語를 설명하는 단계르서 여기에서 母國語와의 

비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세째 단계는 첫째와 둘째 단계가 言語的인 것과는 달리 心理

的인 상태를 설명하는 단계로서 어떻게， 그리고 왜 그와 같은 中間言語가 생기는가릎 밝혀 

야 한다는 것이다. 學習者의 中間言語가 생기게 되는 이유와 그 과정을 모르고서는 그것 

을 지-료로해서 수정 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올바른 오류-분석이 될 수 없다는 것 

이다. 

외국어 교사는 오휴가 섞인 혁습자의 牛間言語의 분석으로 학습자가 알고 있는 점과 이

직 잘 모르고 있는 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또한 올바른 言語 지식을 주는 방법을 강구 할 

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빈도만에 의존했던 과거의 오류분석과는 다른 새료운 오류분석의 

理論괴 방법을 시사하는 Corder의 논문은 외국어 교육자라면 누구나 꼭 읽어 두어야 할 것 

이다. 

J. Interlanguage, Larry Selinker 

Corder의 경 우 ‘ idiocyncratic dialect’가 외국어 학숨자의 中圖言語를- 가리 키 는데 Selinker 

는 이 를 ‘interlanguage’로 나타내고 있다. Selinker는 외국어를 배윷 때 자신이 이미 기-지 

고 있는 의미플 적 용하게 되는 心理構造가 있다고 허-고 그렇커 때문에 혁습자가 사용하는 

외국어는 目標語의 a國人의 밀과도 같지 않고 학습자의 母國語와도 같지 않다고 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이유로 그는 ‘interlanguage’리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븐다. 

Selinker는 中間言語릎 형성하는 다섯 괴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언어의 轉移(language transfer) : 母國語의 언어체계의 轉移

2) 훈련의 轉移(transfer of training) : 훈련 단계에서의 잘 붓된 영 향 

3) 혁슴빙법 (strategies of second.language learning):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방법 에 의한 

영향 

4) 의 사 전달 빙-법 (strategies of second-language communication): 담標語의 웹;國人과 대 

화블 나누어 의사 소통을 하려고 할 예 학습지-가 적용하는 방법의 결과 

5) 외 국어 규칙 의 과잉 적 용(overgeneralization of;TL linguistic material): 적 용될 수 없 

는 자리에 규칙을 적용 

이 상과 같은 다섯 과정이 외국어 학숨에서 중심을 이루게 된다고 하고 Selinker는 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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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이 中間言語의 표면구조에 상당한 영 향을 끼 치 고 구조의 화석 화(fossilization)를 촉진 

시 킨다는 것이 다. 화석화란 학습자의 言語에 나다난 룹題， 形態， 結蘇 구조가 몇 년동안의 

교육을 받은 후에도 텀標語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닫한다. 

또한 Selinker는 中間言語의 연구를 통하여 언어학송의 心理的인 측면을 알아낼 수 있으 

며 따라서 오류의 회-석화흘 막을 수 있는 땅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언 

어교육괴 應用言語學 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글이라 하겠다. 다만 

이론에 치우쳐 실제 화석화의 방지흔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약한 점이 흠이려 하겠다. 

K. Implications of pidginization and creolization for the study of adult second Ian

guage acquisition, John I-L Schumann 

Harvard대학 교수인 Schumann은 이 논문에서 中탬言語기- 브펀화된 특수한 경우흘 들고 

있다. 즉 成人의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모델인 ‘pidginization'과 ‘creolization’ 

이다_ Schumann은 이 두 특수 言語化의 과정을 살피고 그 예플 들고 있￡며， 이와 같은 지 

식이 외국어 학습 과정에 대한 중요한 동찰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Schumann은 言語의 기 능을 세 가지 르 구분하여 의 사 전 달( communication)의 기 능， 社

會 소속의 확인 (affirmation of social identÌty) 心理的 요구의 표현 (expressÌon of psycho

logical need) 등으르 나누고 있다. Pidginization은 첫째 요소인 의사 전달만을 목표로 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구조가 간략회-되는 것이 특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사 전달만을 

목표로 하는 외국어 학습자의 言語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creolization은 言

語構造릎 더 복잡하게 하고 더 확대시키는 현상￡로 위의 듬語의 세 기능아 흔합되어 생기 

는 현상이라 블 수 있오며 한 지역에 사는 휠民族늘이 사용하는 言語들이 흔힘되어 고정될 

때 이 creolization의 현 상을 갖는 것 이 다. 

필자는 David Smith (l97l)의 Some 1:ηzplications fOT the Social Statμs of Pidgin 

Laillgαages에 서 제 시 된 예 (West African Pidgin English) 를 들고 간소화의 /특정 을 보여 주 

고 있다. 형태소의 탈락， 구조의 變形의 거부(예 : 能動形만 사용)， 어휘의 축소(예 home 

과 house를 구별치 않고 건을에나 가정에 하나만 사용)등을 예로 들고 있다. 

한펀 creolization에서는 外國語의 기능이 의사 전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社會에서 

의 자기 소속을 나타내고 心理的인 상태나 意思表現의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異

民族이 모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言語들이 사용되는 지역에서 불 수 있으며 혼합된 듬 

語構造가 복잡해지고 어휘도 늘어나는 것이다. 

필자는 이 특수한 中間言語 형성의 현상을 외국어 습콕과징과 비교하고 있다. 즉， 외국 

어 습득 과정을 계속적으로 종적인 연구를 해 븐다면 학습자의 言語는 pidginization애서 

creolization으로 옮겨 가면서 텀標굶의 기둔과 일치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관찰된 비-에 의 하면 학습자는 좀처 럼 目標등칩의 기 순괴- 일 치 하는 복잡하고 확대 되 는 言語를 

배우지 옷하고 간결화되고 감축된 中圖言語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디. 이와 같은 발견에 

서 외국어 학습의 성공은 그 社會와 文化에 同化하여 자신의 소속을 확인하려고 하는 統合

的인 動擬(integrative motÌvation) 에 의해서 이 루 Cl 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주장은 학습자의 中間言좀의 빌전 단계 기- ‘pÌdgÌnÌzation’에서 ‘creoIÌzation’으로 

이동해 가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몇몇 학자들의 中間言語

에 대한 가섣과 Schumann의 이 두 가지 특수한 中 l댐言語 형성의 과정에 대한설명은 앞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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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미있는 비교로서 연구의 여 지가 많다고 본다. 

L. The development of Wh-questions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learners, Roar 

Ravem 

Norway의 교육대 학 교수르 있는 Ravem은 Corder의 제 안에 따라 외 국어 학습의 한 종적 

인 엔구를 하는 데 Wh-question의 사용 과정을 샅펴 보았다. 2명 의 노르웨이 아이 들의 英

語 습득 과정을 살펴 보고 Harvard대학에서 이루어진 Roger Brown Cl968)의 이 와 유사한 

母國語 습득과정 의 떤구와 비 교해 본 것이 다. Brown의 연구는 未就學兒童의 자발적 인 표 

현이1 變形生成文法의 규칙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펀 연구이다. Ravem은 두 연구를 비교 

하여 Data를 제시하면서 유사점과 치-이 접을 들고 있다. 아이들의 言語能力에 變形的인 작 

업이 일 어 나는 과정을 발견하고 상당한 유사점을 찾아내고 있다. 

이 와 같은 종적 인 분석은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하는 구체적 인 자료를 제시 

해 주며 앞으로 성 인과 아동들의 외극어 학습에 관한 연구를 위 한 하나의 묘델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이 책 전반에 걸쳐 학습자의 中댐言語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오류-분석의 새르운 연 

구 망법이 제시되어 있다. 효과적인 外國등펌 敎育을 위해서는 앞으르 학습자의 言語學習 과 

정의 종적인 연구가 펼요하며 오류분석이 必須的인 것이략는 점을 이 책을 통하여 절싣히 

느낄 수가 있다. 최근의 새르운 흐름을 알려 주는 이 책은 이론과 싣제 에 관한 풍부한 와l 

識을 우리에게 주는 책 ξ로서 픔語敎育이 나 應用픔語學 분이:의 연구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되는 귀중한 책이라 하겠다. 

151-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럼등 

서울대학교 사법 대 학 영 어 과 

(접 수 : 1978. 5. 2) 


	John H. Schumann & Nancy Stenson (eds.) New Frontier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