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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두

본 논문의 목 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하는 말실수를 독일어 말 오류코

퍼스를 자료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찾고 이를 언어원리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실질 으로 정확한 독일어 학습에 기여를 꾀한다. 그밖

에, 말 오류의 언어학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언어 오류 상에 한 새로

운 시각을 던지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언어 오류 해명의 학문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기 한다.

I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말실수의 정의(I.1.)  이에 한 통  쟁

과 본 작업에서 보는 문제를 제시한다(I.2.). II장에서는 말실수 상에 한 

최신 연구 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 시각인 동일

성 원리에 하여 소개하며(III.1.), 이 원리를 용하게 될 독일어 자료인 두 

개의 오류코퍼스를 오류유형과 단 에 따라 보여 주고(III.2.), 독일어 말하기 

오류사례를 본 논문의 시각에 따라서 분석한다(III.3.). IV장에서는 실언은 동

일성 원리라는 언어원칙의 반에 근거한 언어 연산 오류로 귀결하게 된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3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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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실언의 정의

‘실언 Versprecher’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나1) 말실수의 최  연구 

Meringer & Mayer(1895, 9-10)는 실언을 병리 이 아닌, 건강한 사람의 ‘심리

 힘 psychische Kräfte’에 의한 자연스러운 언어 상으로서, 일종의 주의 상

실로 기술하고 있다. 한 표  실언 연구가인 Freud(1901[1973], 48)는 실

언, 일명 ‘ 로이트  실언 Freud’sche Versprecher’은 ‘복잡한 심리  향 

complicated psychial influences’의 발로라고 한다(Vgl. Steffen 2011, 3; Krölls 

2006, 61).2) 

더욱이, 심리과학 (정신분석, 심리학, 심리언어학)의 시각에서는 실언과 같

은 상들은 ‘인간의 마음으로의 창 window into the human mind’를 제공한

다고 본다(Fromkin 1973, 44f.). 즉 실언이 보통의 말 내용이 제공하는 것보다

도 상 으로 더 직 인 멘탈 로세스에 한 근이라고 한다(Hayashi 

et al. 2013, 17).3) 

 실언연구의 창시자  표자 외에 말실수의 정의에 하여 많은 학자

들이 각각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피력하고 있으나(Vgl. Leuninger et al. 

2004; Berg 2003; Ferber 1993; Dittmann 1988)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기로 한다.4) 

1) 특히 Poulisse(1999), Steffen(2011), Leuninger et al(2004) 참조. 
2) 이 연구들에서는 프로이트적 실언이 두개의 갈등적인 의도(Steffen 2011, 3), 의식(Krölls 

2006, 61)의 산물로 기술되고 있다. 특히, 후자에서는 숨은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것으로 

실언을 정의한다. 
3) 이들은 Freud(1916-1917[1974])가 자신의 저서 정신분석 입문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에서 칭한 ‘파라프랙시스 parapraxes’, 일명 프로이트적 실언을 무의식

적 감정의 표출이라는 사전적 정의로 재 언급함으로써 그 특성을 강조 한다 a “Freudian 
slip” - “an unintentional error regarded as revealing subconscious feelings”(Hayashi et 
al. 2013, 17).

4) 본 논문에서는 ‘실언 Versprecher’ 만을 다루며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여러 형태의 ‘말실

수 Sprachliche Fehlleistungen’와 실언과의 관계 및 구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teffen
(2011,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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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언의 정의

실언이란 화자가 의도한 말과 발어 사이의 불일치 상이다. 이때 발어란 언어 발

음기 을 통해서 표출된 언어단 로서 음운, 형태소, 어휘, 구, 문장을 말한다.

일반 으로 실언은 인간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말이 헛나가는, 흔

한 우발 인 말실수로서 ‘실언, 말하기 오류’를 뜻하고 이를 언어학 으로는 

‘의도한 말-발어 간의 불일치’ 상이며 이 언어 상이 어떤 구체  의미 속

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새로운 언어학 , 의미론  시각인 (아래 III.1.에서 소

개되는) ‘동일성 Symmetria’ 원리를 이용하여 해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이론

 목 이다.

그래서 궁극 으로, 말하기 오류의 정체는 의미론  입장에서 고찰할 때 

동일성 원리의 반, 즉 의미 차별화의 실패로 보게 된다. 오류를 말한 화자

는 자신이 의도했던 말(목표 Ziel/Target)과 달리 틀린 말(실수 Fehler)을 하게 

되는 데 이것은 두  ‘목표-실수 Target-Fehler’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것

이다. 즉 이 두 말은 같은 말이 아닌, 서로 다른 의미차이를 지닌 말이라는 

을 구분하지 못한, 말하자면 의미 차별성 식별에서 실패함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가 말실수이다. 이때 두 말의 의미차별화 실패의 언어학  근거로서 동일

성 원리의 반으로 설명하게 된다.

Ⅰ.2. 문제 제기 

Meringer & Mayer(1895) 이래로 실언의 주요 연구쟁 은 언어 산출과정에

서 실언이 그 모형 구축을 한 이론  가설을 테스트하는 데에 용되는지

이다(Hayashi et al., 2013, 3; Poulisse 1999, 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

지는 문제는 말하기 오류의 주류 연구가 오류 산출 과정의 언어학  층  할

당에 집 되어 있다는 에서 출발한다.

오류의 언어학  층   그 유형의 양  분류 연구는 정작 오류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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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규명에는 효과를 발하지 않고 있다. 말하기 오류가 난 장소가 어디인

가를 찾는, 오류 발발 경로를 추 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작업도 요하지만 

여기서는 학문 으로 어느 원리를 어떻게 반하여 그러한 말실수를 하게 되

는지에 연구문제의 을 둔다. 그래서 Meringer & Mayer(1895, 9-10)의 실

언을 지배하는 ‘gewisse Formeln’ 혹은 ‘Regeln’이나 Freud(1901, 48)가 추구

했던 실언이 내비칠 ‘supposed laws’를 발견하는 것이 양  연구가 동반된 본 

연구의 핵심문제이다.

말실수의 오류 원인  범주를 각 언어층 별로 분류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이러한 오류의 원리  분석은 해당 오류의 수정, 방, 측, 치료가 

합하게 이루어지기 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말실수의 핵심  문제를 보는 

시각의 환은 이러한 에서 그 요성이 부각된다.

Ⅱ. 최근 연구

 

실언, 특히 독일어 말 오류에 한 국내의 최근 연구로는 한국인 독일어 학습

자가 독일어 발음에서 빈번하게 하는 실수의 분석과 교정을 다룬 Chung(2010)

과 특히, 그 에서도 모음 발음에서 하는 실수를 연구한 박성지(2008)이다.

독일어 비음 /m, n, ŋ/과 공명음 /r/, 측음 /l/의 발음 실수 원인을 한국어 모

국어의 향으로 비교 분석하는 Chung(2010)의 연구는 한국어 발음 양식에 

의한 독일어 발음을 지 하고 이를 교정, 훈련하는 데 역 을 두고 있다. 특

히, /e/가 동반되는 음운연쇄 /em. en, el/에서, 그리고 공명음 /r/과 측음 /l/의 

차별  발음에서 가장 한국어 발음화된 독일어 발음오류로 강조한다(Chung 

2010, 95f.).

박성지(2008)는 각 모국어 모음체계의 긴장⋅이완, 고 , 장단의 뚜렷한 

계의 유무를 독일어와 한국어의 모음 포먼트로 비교 분석하여, 이 에서 한국

어 간섭 상으로 인한 독일어 모음 조음 오류의 원인을 찾고 있다(박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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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6f.). 즉 두 언어의 모음특성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하므로 

이 특성을 정확히 악하게 됨으로써 독일어 발음 교육에 효과 이며 더 나

아가서 오류 방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견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주된 심으로서 독일어 모국어 화자가 범하는 말실

수를 연구한 Leuninger et al.(2004)의 분석을 간략히 보면, 이들은 Frankfurt 

코퍼스를 바탕으로 독일어 실언을 그 유형과 언어단 에 따라서 꽤 상세하게 

분류, 분석하여 화자의 언어 산출 계획이 실행되는 단계, 층 마다 해당 실언

의 특성을 추 한다. 특히 독일어 화자의 음운  실언에 ‘음 구조 제약 the 

syllable position constraint’이 주요 역할을 함을 역설한다(Leuninger et al. 

2004, 229). 한 흥미로운 결과는 형 인 실언 수정 단 로 어휘 내 (47%) 

수정을 들고 있다는 이다(Leuninger et al. 2004, 260). 이처럼 이들의 실언 

연구는 실언이 수정되는지, 상황에 제약되는지, 어떤 언어화 계획 단계에서 

실수가 이루어지는지, 즉 언어화 계획 기제에 어휘 , 형태-통사 의미  컨트

롤이 철되는지에 연구의 주안 을 두고 있다.

Ⅲ. 실언의 원리

이 단락에서는 먼 ,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언어 보편원칙으로서 동일성 

원리를 간략히 소개한다(III.1). 이어서 본 작업에서 사용하는 구어 오류코퍼

스들, Rudolf Meringer(1859-1931)가 Carl Mayer(1862-1936)와 함께 수집한 

Meringer & Mayer(1895)와 Sigmund Freud(1856-1939)가 주로 자신의 환자

들과 인터뷰 시에 기록한 Freud(1901)의 특성과 해당 자료를 제시한다. 

잘 디자인되고 제 로 사된 다국어 원어민과 학습자 구어 코퍼스 기반

(Vgl. Gilquin et. al. 2013)의 많은 연구가 독일어 말실수와 더불어 반 인 

말 오류 상에서 진행되고 있다(Götz 2007; Lüdeling et al. 2009). 그러나 

독일어 말실수 연구의 토 를 제공하는  두 표자의 코퍼스에 정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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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두어서 이를 본 연구에 기본 코퍼스로 사용하기로 한다(III.2.). 뒤이어 

이 오류코퍼스에서 추출한 데이터에 실언 원리로서 동일성 원리를 용하여 

분석 한다(III.3.).

Ⅲ.1. 동일성 원리

오류 언어 연구에서 반 으로 받아들여지는, 실언의 원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실언의 ‘동일성 symmetry’ 개념으로서의 ‘유사성 Ähnlichkeit/Simularität’

을 일반화시켜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2) 실언의 동일성

언어단  x와 y 사이에 성립하는 유사성은 이들 간의 오류 발생 특성으로서 동일

성을 뜻한다.

“Generally, symmetry in a confusion matrix is ascribed to the fact that similar 

segments are confused and that x is as similar to y as y is to x.”(Fowler 1982, 

280)

 실언의 동일성은 목표 발화와 실수 발화, 양방향 간의 유사성이다. 한

편, Poulisse(1999, 16)은 이 유사성을 두 단  간 공유 자질의 많고 음으로 

그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작업에서 사용하는 동일

성은 아래와 같이 좀 더 포 으로 정의하기로 한다.5)

 

(3) 동일성 원리(Prinzip der Symmetria) 

A ≡ B: A, B (언어단 )가 동일성을 지닌다. 필요충분조건: A, B 가 같은 척도

를 지닌다. 이때 척도란 문법자질이나 의미 속성을 말한다. 

5) 본 동일성 원리는 송석희(2012, 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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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성 원리에 의하면 언어단 , 이를테면 어휘 A와 B가 동일성이 확

보되려면 문법 이거나 의미 으로 같은 자질이나 속성을 지녀야 한다. 두 어

휘 A와 B가 동일성이 획득되어야 의미차이 없이 두 어휘 간에는 (아래 III.2.

에서 소개되는) 교환이나 기, 지속, 혼성, 교체 등 언어단  간 소통의 교류

가 정상 으로 일어 날수 있다. 만일 동일성 확인 없이 두 어휘가 교류된다면 

그것은 오류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류 상에서 의미 동일성을 

추 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것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서 오류인자는 두 어휘 

A와 B 사이의 의미 동일성 찾기 실패에 있음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는 실언의 정체성 악에 있어서 그 기본 개념이 목 단 와 오류단  

간의 유사성에서 한걸음 더 진척하여, 즉 더 정확성을 추구하여 이들 사이의 

동일성 분석에, 이를테면 19세기 말부터 재까지의 주도   외로 새로

운 시선을 주게 되는 효과가 발휘된다. 환언하면 발화 목 요소와 오류요소 

사이의 유사성이 ‘오류 잠재성 Fehlerpotential’이며 이것의 활성화를 방지하기 

해서는 그들 간에 동일성 인자를 탐색, 확인하는 기본 작업이 오류 방의 

필수 인 규제 조건이다. 따라서 언어학 으로 언어원칙, 즉 언어 연산능력으

로서의 동일성 원리의 실질  수행이 실언 발생을 막는 방책이며 결국 이 동

일성 원리의 실행이 오류 제약 원리로 작동하게 된다.

Ⅲ.2. 구어 오류코퍼스

본 논문의 분석 데이터의 출처가 되는 독일어 실언 코퍼스는 Meringer & 

Mayer(1895)와 Freud(1901)가 수집한, 지 까지도 모든 실언 연구에 토 를 

이루어 그 신뢰도가 탄탄한 오류코퍼스들이다. 이밖에도 독일의 정평이 있는 말 

오류코퍼스에는 Leuninger et. al.(2004)의 Frankfurter 코퍼스, Bergman(1987), 

Dittmann(1988)과 Wiese(1998) 코퍼스가6) 있으며 후자는 재 웹사이트에서 

근 가능하다(Vgl. Poulisse 1999, 6).

6) http://www.staff.uni-marburg.de/~wiese/German-errors.html (01.0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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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1. Meringer & Mayer(1895)

말실수를 최 로 언어학  연구 상으로 삼아 수 으로 8800(Poulisse 

1999, 6)개로서 방 할 뿐만 아니라 질 으로도 상세하게 모은 Meringer & 

Mayer(1895)의 서 실언하기와 오독하기 Versprechen und Verlesen  

Meringer(1908)의 언어의 삶에서 Aus dem Leben der Sprache는 말하기, 읽

기, 쓰기, 듣기 오류의 풍부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Vgl. Celce-Murica 1973; 

Steffen 2011). 

특히 Meringer & Mayer(1895) 코퍼스에서7) 첫 번째로 제시되는 오류범주

로서, 그들의 용어로 ‘교환 Vertauschung’이 등장한다.8) 이는 언어단 의 자

리를 서로 교환하는 오류이다. 를 들어 Wertlaut를 실수로 Lautwert로 발화

하는 실언이다(Meringer/Mayer 1895, 14). 

다음은 그들이 각각 ‘Vorklang/Anticipation’과 ‘Nachklang/Postposition로9) 

부른 기와 지속 오류이다. 기란 뒤에 나오는 언어단 를 앞에서 반복 사

용하는 방식, 를 들어 Sturm und Drang에서 뒤에 나오는 어휘 일부가 앞의 

어휘에 다시 사용되서 Strang und Drang으로 실언하는 것이고(Meringer/Mayer 

1895, 29), 지속은 거꾸로, 앞에 나온 요소를 뒤에 다시 발화하는, 이를테면 

Konkret und Abstrakt의 앞 어휘에 등장하는 첫 음 을 뒤에 다시 반복하여 

7) 본 연구에서 오류코퍼스로 삼고 있는 Meringer & Mayer(1895)는 총 564개의 오류 예들

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에서 ‘실독 Verleser’, ‘실서 Verschreiber’, ‘실청 Verhörer’을 뺀 

‘실언 Verprecher’ 자료만을 추출한 것이다(ebd., 13-81). 이 중에서 오류유형이 언어단위 

음 Laut 층위로 분류된 것은 본 논문에서는 분절음, ‘세그먼트 Segment’로 포함시켰다. 
한편 교체(ebd., 26), 예기(ebd., 42f.)/지속(ebd., 51)에서의 문법적 실언이라고 한 부분은 

본문 표1 중 형태소 실언단위에 등록하기로 하며, 그 밖의 ‘말실수 Sprechfehler’, 소위 

‘말더듬 disfluencies’으로 연구되는 범주들(ebd., 82-99), 예를 들어, ‘삭제 Auslassung/Tilgung/
Elision’에 속하는 ‘음삭제 Lautaufall’, ‘음절삭제 Silbenausfall’나, 또는 ‘이화 Dissimilationen’ 
등의 희소 현상들은 본문 표1의 수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Vgl. Celce-Murica 
1973, 1980). 

8) 교환을 Berg(1988)는 ‘Permutation’이라는 용어로 쓰고, 영어권 실언연구가들은 ‘exchange/
transposition’을 쓴다(Cutler 1981; Shattuck-Hufnagel 1982, 1983). 

9) 영어권에서는 ‘Perseveration’으로, Dittmann(1988), Berg(1988)도 이 영어 용어를 쓰며, 
특히 Berg(1988)은 이것 외에 ‘Verschiebung/Maskierung/Substitution’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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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kret und Kontrakt로 실언하는(Meringer/Mayer 1895, 47), 주로 음성, 음운 

상으로 두드러지는 오류기제이다. 이들 기제는 물론, 둘 다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10) 앞서 언 한 교환과 더불어 앞 뒤 문맥에 향을 받는 오

류들이므로 ‘문맥  kontextuell’, 혹은 ‘통합  syntagmatisch’ 오류에 해당 한

다(Vgl. Berg 2003, 257; Poulisse 1999, 10).

다음으로 Meringer & Mayer(1895) 오류코퍼스에 나타나는 오류유형으로는 

‘혼성 Contamination/Vermischung’과 ‘교체 Substitution/Mitklang/Ersetzung’이

다. 주로 어권 연구자들이 ‘Blend’라는 용어로 쓰는 혼성은 의미나 형식이 

유사한 둘 혹은 그 이상의 언어단 를 섞어서 하나의 단 로 만드는 실언으로

서, 이를테면 demonstriert와 Demonstrationen gemacht를 섞어서 demonstrart

를 발화하는 것이다(Meringer/Mayer 1895, 59). 한편, 교체는 형식면, 즉 음운 

상 비슷하거나, 를 들어 Hausmeier 신 Hausmeister(Meringer/Mayer 1895, 

74)를 실언 하는, 일명 ‘오용’(Fay/Culter 1977; Hotopf 198311))이며, 는 내용

이 연 된 언어단 를, 이를테면 die ganzen Requisiten의 마지막 어휘를 

Zutaten(Leuninger et al. 2004, 224)으로 잘못 선택하는 의미  교체의 경우로

서, 이 두 오류기제는 앞의 교환, 기/지속 오류와 상 으로 해당 언어단

의 후 문맥에 독립 인 ‘비문맥  non-kontextuell’, ‘계열  paradigmatisch’ 

실언 범주에 분류 된다(Vgl. Leuninger et al. 2004, 222; Steffen 2011, 27).12)

다음은 이상의 오류단 와 유형을, 자가 Meringer & Mayer(1895) 코퍼

스에서 추출한 총 564개를 바탕으로 낸 통계수치를 제시한다.

10) Leuninger et al.(2004, Fuβnote 2)은 예기와 지속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를 ‘조화 

Harmony’라는 용어로 제시한다. 이를테면 Wir lassen lix liegen이 그 경우이다.
11) Hotopf(1983)은 Meringer(1895, 1908) 코퍼스의 교체 339 중 62%가 이 오용, 즉 ‘말라

프로피즘 malapropism’에 속하며, 의미적 교체는 38%를 차지한다고 언급한다(Poulisse 
1999, 20-21에서 재인용).

12) 특히 교체오류 분류 방식에서 의미적 관계의 교체를 계열적 오류, 음운상의 유사성에 의

한 ‘형식적 formell’ 교체를 통합적 오류로 나누기도 한다(Vgl. Leuninger et al. 2004, 
222/251; Poulisse 199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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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언단 /
실언유형

세그먼트 음 형태소 어휘 구 문장

교체 87
(15.4)

4
(4.6)

5
(5.7)

3
(3.5)

73
(83.9)

-
2

(2.3)

교환 102
(18.1)

59
(57.8)

2
(2)

5
(5)

36
(35.3)

- -

혼성 96
(17)

- - -
54

(56.3)
13

(13.5)
29

(30.2)

기 188
(33.3)

111
(59)

45
(23.9)

13
(6.9)

19
(10.1)

- -

지속 91
(16.1)

37
(40.7)

24
(26.4)

11
(12.1)

17
(18.7)

-
2

(2.2)

(‘-’: 찾지 못함의 표시)

표 1. Meringer & Mayer(1895) 실언코퍼스의 실언단 와 실언유형의 

출 빈도(%)

Meringer & Mayer(1895) 코퍼스의 특징은 분 음, 즉 세그먼트 단  

(59%)의 기(33.3%) 오류유형이 두드러진다는 이다.13) 한  표가 보여 

주듯이 기와 지속 오류에서 기는 체 실언유형에서 단연 1  출 빈도 

(33.3%), 지속은 기보다는 은 수로, 교환 (18.1%), 혼성 (17%) 오류에 이

어서 4  (16.1%)를 나타낸다. 이는 Poulisse(1999, 9f.)가 제시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 언어 산출에서 가장 요한 단 가 개별 세그먼트라는 것

(Leuninger et al. 2004, 229; Shattuck-Hufnagel 1982, 135)과 기가 지속보

다 더 흔하다는(Leuninger et al 2004, 251)14) 실언연구의 주요한 일반  견

해를 Meringer & Mayer(1895) 코퍼스가 증명하고 있다. 한 Meringer & 

13) MacKay(1970)는 Meringer(1895, 1908) 코퍼스에서 124의 교환오류를 찾아냈고, 또한 

이 중에서 자음교환의 절반이상(56%)이 하나의 자질교환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는 

Meringer(1895, 1908) 코퍼스에서 세그먼트 교환을 자질로 더 세분하여 분석한다.
14) 그러나 Leuninger et al.(2004, 251)는 주 실언단위는 어휘이고 전형적인 오류로서 지속이 

예기보다 더 출현빈도가 높다고 그들의 Frankfurt 구어 오류코퍼스를 기반으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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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er(1895)는 오류범주, 특히 교환, 기, 지속을 언어단  에서 주로 ‘음 

Laute’ (  표에서는 세그먼트), ‘음  Silbe’, 어휘 Wörter’ 순서로 이들에 비

을 두어 분류 한다(혼성의 경우는 먼  문장단 , 그다음 어휘층 로, 교체

의 경우는 아  언어단 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15).

물론 음의 ‘속성 Eigenschaft’, 즉 ‘음장 Quantität’과 ‘음색 Qualität’, 를 

들어 모음의 ‘길이 Länge’, 자음의 ‘톤 Ton’의 유무 따라서 각각 기오류 

7개, 1개(Meringer/Mayer 1895, 41f.), 지속오류는 모음의 장단에서 2개

(Meringer/Mayer 1895, 51)로, 다른 오류들에 비하여 은 출 빈도수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Shattuck-Hufnagel(1982, 1983), Celce-Murcia(1975) 등의 연구자들

이 주장하는 자질단  심의 실언유형 분류, 를 들어 O, du Grausammer

가 O, du Saukrammer(Meringer/Mayer 1895, 21)로 실언되는 상을, 뒤따르

는 음운 /r/은 제외한 체, /g/의 [+stimmhaft]가 /k/의 [-stimmhaft], 즉 유-무성

음의 교환으로의 설명(Celce-Murcia 1975, 196)은 Meringer & Mayer(1895) 

코퍼스 특성, 주로 실수하는 실언의 주요 단 를 어휘 내지는 음 , 음으로 

보는 과는 조 이다. 이는 달리 표 한다면 가장 쉽게 실언이 일어나는 

언어단  스펙트럼은 어휘 내 음 단 인 세그먼트가 기본이라는, 앞서 언

한 실언 연구의 일반  주장을 역시 Meringer & Mayer(1895) 오류코퍼스가 

뒷받침한다. 

Ⅲ.2.2. Freud(1901)

Freud(1901; 1916-1917)는 자신의 두 서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The 

Psychopathology of Everyday Life과 정신분석 입문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에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실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특

15) 혼성오류 중 ‘문장들, 관용구들, 구문들의 혼성 Contaminationen von Sätzen, stehenden 
Redensarten, Konstruktionen’(Meringer/Mayer 1895, 54-58)은 저자가 구와 문장단위로, 
교체오류는 더 세분하여, 관련 실언단위를 위 표에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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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언단 /
실언유형

세그먼트 음 형태소 어휘 구

교체 68
(69.4)

16
(23.5)

4
(5.9)

7
(10.3)

41
(60.3)

-

교환 8
(8.2)

6
(75)

- -
2

(25)
-

혼성 7
(7.1)

- - -
6

(85.7)
1

(14.3)

기 4
(4.1)

4
(100)

- - - -

지속 3
(3.1)

3
(100)

- - - -

부가 3
(3.1)

2
(66.7)

1
(33.3)

- - -

삭제 5
(5.1)

2
(40)

-
2

(40)
1

(20)
-

 (‘-’: 찾지 못함을 표시) 

표 2. Freud(1901) 실언코퍼스의 실언단 와 실언유형의 출 빈도(%)

히 자의 한 장이 실언 사례  그에 한 구체  정황과 해석으로 채워져 

있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말 오류코퍼스는 바로 이것에서 가져온 것이다.16) 

복합 인 오류들은 실언단 와 유형에 따라서 개별 으로 교차 분류하여17) 

추출한 총 98개 Freud(1901) 실언 코퍼스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로이트  

실언을 아래와 같이 앞서 Meringer & Mayer(1895) 오류코퍼스 분류와 마찬가

16) 본 작업의 오류코퍼스로 사용되는 Freud(1901)는 그가 구축한 총 94개의 실언 예들로 

구성된 독일어 말실수 코퍼스의 또 하나의 전형이다. 이는 실언하게 된 상황 설명을 정

신분석적 시각에서 상세하게 함께 싣고 있는 독일의 심리적 실언의 대표적인 자료이다. 
17) 이를테면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실언 39개 중에서 4개, 즉 (1), (4), (7), (28)은 두 개의, 

(36)은 세 개의 오류유형에 연루되는 ‘복합적 실언 komplexe Versprecher’로 분류되어 

일련번호의 실언 개수는 (39 + 4 + 2 =) 45로 계산된다. 이에 일련번호가 없는 텍스트들

에서 찾은 53의 합 98개로 낸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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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실언단 와 실언유형별로 출 빈도수를 제시한다(Vgl. Ellis 1980)18).

 표가 보여 주듯이 로이트 오류코퍼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색은 어휘

단 의 교체오류가 가장 높은 출 빈도수를 보여 다는 이다. 로이트  

실언의 원인, 즉 잠재된 무의식이,  일반 인 실언단 와 실언유형  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휘단 의 교체오류에서 자연스럽게 발 된다는 을  

Freud(1901) 분석수치가 그 로 보여 주고 있다. 이를테면 제시된 오류범주들 

 교체오류가 69.4%를 차지하고, 이 교체오류의 련 언어단 들  어휘가 

60.3%로 실언에 연루된다. 이는 억제된 무의식  의도가 어휘단  교체에서 

가장 흔하게, 즉흥 으로 발로한다는 로이트의 실언 이론이 그의 코퍼스에

서 변되고 있음을 말해 다. 

한편 Ellis(1980, 126)는 자신이 수집한 오류코퍼스에서는 기, 지속, 자음이

나 모음 교환의 음운  오류들, 일명 ‘음소  두음 환 phonemic spoonerisms’

이 어휘 교체와 3  1의 비율로 높다고 한다. 단지 20-25% 데이터의 어휘 교

체 출 빈도가 보통인 부분 실언 연구가들의 경험과 다른 면에서 Freud 오

류코퍼스는 놀랍다고 피력한다.19)

그러나 Freud(1916-1917, 59)는 가장 흔한 실언으로 어휘  교체를 들고 

있고,20) 이는  표가 입증하듯이 스스로 수집한 실언 코퍼스 자료에 부합하

는 주장이다.21) 

18) Ellis(1980, 124f.)는 총 94개 실언 중 51개 (60%)가 ‘의미 Bedeutung’나 ‘형식 Form’의 

유사성으로 인한 어휘단위 교체오류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 어휘교체 오류 중 22개는 의

미연상에 의한 어휘단위 자체의 오류, 나머지 27개는 어휘 내의 음운단위상의 오류로 분

류한다. 그 밖에 2개의 어휘 교체오류는 이전 대화 맥락에 기인한다고 보고 위 두 범주

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이처럼 어느 특정의 오류유형,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한 두 오류 

언어단위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본 논문에서는 제시된 표 대로 해당 개별 오류 언어 

단위와 오류 유형별로 좀 더 세분하여 전반적으로 질적, 양적 데이터를 각각 보여 주기

로 한다. 
19) 그래서 Ellis(1980, 126)는 Freud가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사소한 실언은 

축소와 예기 ‘contractions and anticipations’(Freud 1916-1917, 96)라고 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더 주목하며, 따라서 이 음운적 오류들에 실언 전형성을 부여 한다. 
20) Ellis(1980, 126)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미 Freud(1901, 65)에서 상당수의 교체 ‘A 

LARGE NUMBER OF SUBSTITUTIONS’로서 이 실언범주를 강조하고 있다.
21) 부가하여, 위 Freud(1901)의 1순위 오류인 어휘 교체 41개 중 21(51.2%)로 의미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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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Freud(1901) 코퍼스에서 큰 비 을 차지하지 않는 오류로서 

‘부가 Addition’와 ‘삭제 Elision’가 등장한다. 를 들어, Kopf를 말하려다가 

Kropf가 나오는 경우로서 음운 /r/가 첨가되는 사례가 자에 속하며(Freud 

1901, 58), 후자는 Nase 신에 첫 자음 /n/을 탈락하여 Ase로 발화하는 경우

이다(Freud 1901, 53). 이 오류기제들은 Meringer & Mayer(1895) 코퍼스와 

달리, 독일어 외에 다양한 모국어 화자들, 를 들어 랑스어, 이태리어가 모

국어인 사람들과의  시 이들의 독일어 구사에도 주목하여 수집한 실언이

라는 Freud(1901)의 한 특성을 반 한다고 여겨진다. 즉 화자의 모국어의 

향으로 부가나 탈락, 혹은 축소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Freud 1901, 53/66).

Ⅲ.3. 실언 분석

이 단락에서는 앞서 두 코퍼스 분석 수치  최 치를 기록한, 이른바 각 코

퍼스의 특성을 변하는 오류범주와 오류단 의 실언을 추출하여 본 작업의 기

반인 동일성 원리를 용함으로써 몇몇 실제 분석 사례를 제시한다.22) 그럼으

로써 실언의 핵심 원인자, 오류인자를 규명하는 원리  기제가 어떻게 개별 언

어, 여기서는 독일어 지식 토 의 실언에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보여 다. 

Meringer & Mayer(1895) 코퍼스에서 가장 높은 출 빈도수를 보여주는 실

언은 188(33.3%)의 기이며 이 에서 세그먼트 단 의 비  111(59%)이 

최고를 차지한다. 따라서 Meringer & Mayer(1895) 코퍼스의 가장 한 특

20(48.9%)로 음운적 교체, 소위 말라프로피즘이 차지한다(Vgl. 주석 15). 이는 앞서 제시

한 Meringer & Mayer(1895) 코퍼스 분석의 어휘 교체 73개 중 46(63.01%)이 전자, 
27(36.98%)이 후자에 속하여 의미상 어휘 교체의 비율에서 두 코퍼스가 모두 우위를 이

룬다. (한편, 앞의 주석 9의 Hotopf(1983)와 저자 분석 수치 간에 Meringer(1895, 1908) 
코퍼스 상의 개수 차이는 Hotopf의 많은 자료에 객관성이 부여되나 혹은 각 분석가의 

분류 방식이 다르거나 직관적 분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석 11의 MacKay 
(1970) 교환오류 분석차이도 마찬가지로 간주된다). 

22) 다른 오류범주들, 이를테면 교체, 교환, 혼성 오류의 동일성 원리에 기반한 분석 사례들

은 송석희(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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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변하는 세그먼트 실언을 동일성 원리에 기반 하여 직  분석해 보기

로 한다. 해당 실언자료  분석을 보면 아래와 같다(해당 실수-목표 단 는 

굵게 표시).

(4) Mulkkuh      für   Melkkuh (Meringer & Mayer 1895, 34)

      |                  |

   [FAST HINTEN] ≢ [VORN] 

 사례는 뒤에 오는 합성어 구성어휘 –kuh의 음운 /u/의 향으로 앞의 

어휘 내 음운 /e/가 /u/로 실언되는 기오류임을 보여 다. 이때 동일성 원

리의 작동에 따라서 의도한 목  세그먼트 /e/는 자신의 음성자질로 설모음 

[VORN]를 지니지만, 실수 세그먼트 /u/는 근사 후설모음 [FAST　HINTEN]

를 보여 다.23) 즉 이 둘 사이에 동일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이들의 교류

는 실언으로 명 된다(‘≢’는 같지 않음을 뜻하며, 언어단 의 자질표시는 

문자로 함). 다음은  하나의 형 인 기 오류 분석 사례이다.

(5) Neue preie ... freie Presse  (Meringer & Mayer 1895, 39)

         |       |

   [PLOSIV] ≢ [FRIKATIV] 

의도한 발음은 형용사 freie의 첫 자음 /f/, ‘마찰음 Frikativ’이지만 뒤따르

는 어휘 Presse의 첫 자음 /p/의 ‘ 열음 Plosiv’의 향을 미리 받아서 앞의 

이 형용사 첫 음을 어 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여 발화된다. 

하지만 이 세그먼트 기 실언은 목표와 실수 세그먼트 간의 변별자질, 

23) 위에 제시된 ‘전-후 vorn-hinten’에서 뿐만 아니라 ‘개-폐 offen-geschlossen’와 ‘둥금 

Rundung’에서도 ‘근사 폐쇄 fast geschlossen’, ‘둥근 gerundet’ 실수 모음 /ʊ/과 ‘반 폐쇄 

halb geschlossen’, ‘둥글지 않은 ungerundet’ 목표 모음 /e/ 간에 자질 구분이 되지만

(Duden 2006, 30), 이를 편의상 다 제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미 제시된 자

질 만으로도 동일성 원리의 적용 및 위반 사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고 여겨지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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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질상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가 되어, 즉 실수 세그먼트는 의도 세그먼트와 같지 않은 음질을 소유

하 으나 동일한 것으로 되어 후자 신 그 자리에 치하고 발음기 을 통

과하 으므로 이는 동일성 원리에 어 난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실언으로 

정된다. 

이번 는 Meringer & Mayer(1895) 코퍼스의 세그먼트 기 실언의 마지

막 사례로서 아래와 같다.

(6) Griebegram          für     Liebesgram (Meringer & Mayer 1895, 37)

    |                           |

  [PLOSIV, VIBRANT]   ≢   [LATERAL]

두 개의 세그먼트 연쇄와 하나의 세그먼트가 연루된 기 오류로서 (6)은 

목표 어휘의 후반부 명사 -gram의 자음 세그먼트 연쇄인 /gr/가 앞의 구성원 

자음 /l/를 실언하게 한다. 동일성 원리의 검에 의하면 해당 실수 세그먼트 

연쇄와 목표 세그먼트는, 제시된 바 로, 열음에 이은 ‘공명음 Vibrant’  

‘측음 Lateral’이라는 확연히 서로 다른 변별자질로 인하여, 이들 사이에 교류

는 이 원리의 반칙이고 따라서 실언이 된다.

다음은 Freud(1901) 코퍼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교체오류 (69.4%), 그  

어휘 (60.3%) 단  오류를 동일성 원리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7) nach Hose für nach Hause  (Freud 1901, 54)

           |              |

      [λxHOSEx] ≢ [λyHAUSy]

음운 상 유사성에 기인하여 일어난 어휘 실언으로서 문 (7)은 목표어휘 

24) 앞의 모음 예기 오류 분석 사례와 마찬가지 이유로, 제시된 예의 ‘발음방식 Artikulationsmodus’ 
외에 또 다른 변별자질, 즉 ‘발음장소 Artikulationsort’ 차원에서 ‘양순음 labial’으로서 

실수 자음 /p/과 ‘치음 dental’으로서 목표 자음 /f/ 간의 기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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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e가 실수어휘 Hose로 실언되는 사례이다. 이때의 음운 상 유사성은 ‘목

표어 Targetwort’인 Hause의 첫째 음  ‘핵 Nukleus’인 /au/와 ‘실수어 

Fehlerwort’인 Hose의 핵, /o/를 뺀 나머지 음운들이 같다는 데서 생긴다. 

다만 목표어의 의미 ‘HAUS라는 속성을 지닌 개체 y들의 집합 [λ

yHAUSy]’과 실수어의 의미 ‘HOSE’라는 속성을 지닌 개체 x들의 집합 [λ

xHOSEx]’이 같지 않음이 각 어휘의 의미자질 분석으로 드러나고 따라서 이

들 간의 상호 소통은 동일성 원리에 어 나서 실언으로 정된다.

Freud(1901)에서 추출한  다른 음운  어휘 교체오류의 를 보면 아래

와 같다.

(8) geschminkt      für           geschwind  (Freud 1901, 69)

        |                              |

    [λxSCHMINKE-AUFLEGENx]  ≢ [λySCHNELLy]

문 (8)은 목표어휘 geschwind와 실수어휘 geschminkt 간에 각 둘째 음

의 세그먼트 /m/, /kt/ (실수어휘의 둘째음 ), /w/, /d/ (목표어휘의 둘째음 )

을 제외하고 첫째 음 과 둘째 음 의 나머지 세그먼트들이 같아서 유발된 

실언 사례이다. 

그러나 의도어휘 geschwind의 의미는 ‘SCHNELL이라는 속성을 지닌 개체 

y들의 집합 [λySCHNELLy]’이고, 실수어 geschminkt의 의미는 ‘SCHMINKE-

AUFLEGEN’하는 개체 x들의 집합 [λxSCHMINKE-AUFLEGENx]’로서, 서

로 동일하지 않은 의미자질이 분석된다. 이 게 상호 자질의 차별성이 드러

나고 이로써 이들 간의 교체는 동일성 원리에 어 나게 되어 실언으로 별

된다.

이번 사례는 Freud(1901) 코퍼스에서 추출한, 앞 들의 음운 상과 달리 

의미상 연 성을 엿볼 수 있는 어휘 교체오류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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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attäus      für     Kaufmann (Freud 1901, 54)

       |                      |

   [λxMATTÄUSx] ≢ [λyHANDELTREIBENDERy] 

Kaufmann를 의도했으나 실수로 Mattäus가 발화된, 사실상 어떤 의미  

계로 유발된 어휘 교체상의 실언인지 모호한 경우가 (9)이다. 즉 화자는 상인 

Kaufmann를 말하려 하 으나 로이트  이유로, 즉 외부요인에서 발된 잠

재  생각이 본래 의도한 생각을 분산시켜(Freud 1901, 54), 인명인 Mattäus

를 활성화시킨 목표어와 실수어 간의 심리 , 로이트  의미 계의 교체오

류이다. 

한편 각 해당 어휘 아래에 제시된 바 로, 의도어 Kaufmann의 의미 

‘HANDELTREIBENDER라는 속성을 지닌 개체 y들의 집합 [λ

yHANDELTREIBENDERy]’과 실수어 Mattäus의 의미 ‘MATTÄUS가 지닌 

속성 x들의 집합 [λxMATTÄUSx]’이 의미자질 분석에 따라 차별 으로 드러

난다. 따라서 의미 속성이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두 어휘의 서로 간의 통행은 

동일성 원리에 맞지 않아 말실수로 가름 된다.

다음은 Freud(1901)의  다른 의미상 어휘교체로서 동일성 원리에 의한 

독일어 실언 분석의 마지막 사례이다. 

(10) Klapperschlange      für         Viper (Freud 1901, 55)

         |                             |

    [λxGIFTSCHLANGE     ≢     [λyGIFTSCHLANGEy] 

     MIT HARTEN HORNRINGEN 

     AM SCHWANZENDEx]

Viper를 의도했으나 실수로 Klapperschlange로 발화된, ‘상-/하 계 Hypero-/

Hyponymie’라는 의미  유사성으로 유발된 어휘 교체상의 실언이 (10)이다. 

말하자면 화자는 ‘상 어 Hyperonym’으로서 Viper를 말하려 하 으나,  (9)

와 마찬가지로, 형 인 로이트  원인, 무의식 사고의 방해 (Freud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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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로 의도어휘의 ‘하 어 Hyponym’인 Klapperschlange가 발된 목표어와 

실수어 간의 의미 계의 교체오류이다. 

구체 으로 의미 분석을 해보면 각 해당 어휘 아래에 명시된 로, 목표어 

Viper의 의미 ‘GIFTSCHLANGE라는 속성을 지닌 개체 y들의 집합 [λ

yGIFTSCHLANGEy]’과 실수어 Klapperschlange의 의미 ‘GIFTSCHLANGE 

MIT HARTEN HORNRINGEN AM SCHWANZENDE’라는 속성을 지닌 개

체 x들의 집합’으로 서로 다르게 밝 진다. 이러한 의미차이로 인하여 발화어

의 의도어 치는 동일성 원리의 반칙이고 결국 의미  실언으로 식별된다. 

이때 결정 으로 이 서로 다른 의미자질이  실언의 요인, 즉 오류인자로서 

작용한 것이다.

이상으로 실언은 기존의 주류 연구 패러다임인 언어 산출 과정의 차인 

‘선택 Selektion’과 ‘연쇄화 Serialisierung’(Berg 2003, 257)의 컨트롤에서 유

발되는 문제, 이른바 선택오류, 배치오류(Bierwisch 1982, 31/35)로서의 언어 

수행오류에서 한발 더 진행하여, 동일성 원리라는 언어 보편원리의 반에 근

거한 언어지식의 불완 성, 즉 언어 연산오류임이 증명된다. 

실질 으로 언어사용자, 특히 화자는 발화를 기다리는 자신의 말이 발화되

기  머무르는 ‘언어 정보기억 소자 Zwischenspeicher/buffer store’에서 동일

성 원리를 순간 으로 실행시켜서 련 문법자질이나 의미자질을 검하는 

능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발화 이  스스로 유발의 ‘피드백 

Feedback’ 훈련은 말실수 방지의 필수조건이라고 본다. 

Ⅳ. 결론

본 논문은 독일어 말하기 실수를 Meringer & Mayer(1895)와 Freud(1901)

의 말실수 오류코퍼스를 근거자료로 동일성 원리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고찰

해 보는 데 있다. 실언은  표 인 독일어 실언 연구 창시자들이 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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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 ‘Regeln’(Meringer/Mayer 1895, 128)과 ‘laws’(Freud 1901, 75)를 드러

내며, 19세기 말의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지 까지의 실언 연구는 이 원리를 

추 해 오고 있다(Vgl. Haiyashi 2013, 3; Steffen 2011, 4f.). 따라서 그 구체

 언어학  원칙을 찾고 이것에 입각하여 독일어 말하기 오류 상을 설명

하는 것이 이 오류 언어 연구의 핵심과제이다. 

본 작업은 이 언어원리를 동일성 원리로 제안하고 이 원리의 반으로 말

실수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그 요인을 언어학 으로 규명한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흔한 말실수 상에 한 기존의 주도  견해로서 ‘언어수행 능력 

오류 Performanzfehler’라는 연구 이 목표-실수 간 동일성 확보의 실패라는 

‘언어연산 능력 오류 Kompetenzfehler’로 옮겨 감을 앞서 언 한 오류코퍼스 

자료에 근거하여 언어원리 기반으로 증명한다. 

이로 인하여 언어수행은 언어연산에 근원하며(Lüdeling et al. 2009, 288)25) 

동시에, ‘실독 Verleser’를 포함하여 ‘실언 Versprecher’을 언어연산 오류로 보

는 시각에(Steffen 2011, 13)26) 한 학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이 독일어 

말하기 오류연구가 일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 실질  효과로는 화자의 목  발화와 실수 발화 사이에 오류인자, 즉 

동일성 원리를 반하는 문법자질이나 의미 속성을 확인, 분석하여 화자나 학

습자에게 주지시키는 언어 교육  피드백 제공에 있다고 여겨진다. 

25) “On the other hand, performance does not spring from nowhere – It is a natural and 
actual product of competence.”(Lüdeling et al. 2009, 288).

26) “In diesem Fall kann es dazu kommen, daß bestimmte Fehlleistungen nicht einfach als 
Performanzfehler zu werten sind, sondern auf Wissenslücken in der sprachen Kompetenz, 
sowohl bezogen auf die erworbene Kulturtechnik des Lesens als auch auf das 
allgemeine Wissen über die Sachen, vgl. Coseriu(2007b), zurückzuführen sind.”(Steffen 
20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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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Bedeutung deutscher Versprecher 
－ basierend auf dem Prinzip der Symmetria 

Song, Seok-Hee (Seoul National Uni)

Diese Forschungsarbeit behandelt das Phänomen der deutschen Versprecher 

aus der Perspektive des Prinzips der Symmetria. Die deutschsprachigen 

Fehlleistungen, d.h. Versprecher, die aus den beiden Korpora von Meringer 

& Mayer (1895) und Freud (1901) extrahiert werden, lassen sich nach den 

generellen Typen der Fehler auf den teilnehmenden Versprecher-Einheiten 

kategorisieren. Darunter gibt es zwischen dem involvierten Paar “Fehler und 

Target” typischerweise Substitutionen, Vertauschungen, Vermischungen, 

Antizipationen, Perseverationen, Additionen und Elisionen auf der Ebene der 

Laute, Silben, Morpheme, Phrasen und Sätze. Besonders im gesprochenen 

Fehlerkorpus von Meringer & Mayer (1895) sind die Antizipationen (33,3%) 

auf der phonologischen Einheit (59%) prominent vertreten, und in dem von 

Freud (1901) die Substitutionen (69,4%) auf der Dimension des Wortes 

(60,3%). 

Mit dem Prinzip der Symmetria beobachtet, das besagt, dass die 

sprachlichen Einheiten A und B, also das beteiligte Paar “Fehler und Target” 

identisch sind, wenn sie gleiche semantische oder grammatische Merkmale 

besitzen, werden anhand des Paares differente Merkmale dargestellt. D.h. der 

Versprecher entsteht wegen der Verletzung des Prinzips. Daher wirken die 

nicht-identischen semantischen oder grammatischen Merkmale des Paares als 

Verursacher des Versprechers und übertreten das Symmetria-Prinzip, wenn 

beide Teile des Paares einander beeinflussen, z.B. sich substituieren, 

antizipieren, perseverieren, vertauschen, vermischen u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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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ießlich regt diese Arbeit an, theoretisch ein sprachliches Prinzip zu 

entdecken, das die natürlich menschlichen Versprecher regiert, und als 

Schlussfolgung empirisch im Sprachunterricht den Lernenden das Feedback 

der Bedeutungsanalyse der Paare anzubieten. 

주제어: 실언, 구어 오류코퍼스, 실언유형, 실언단 , 동일성 원리

Schlüsselbegriffe: Versprecher, Gesprochene Fehlerkorpus, Typen der 

Versprecher, Versprecher-Einheiten, Prinzip der 

Symme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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