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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서울 소재의 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개설된 중급중국어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한국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중 발생한 구어 오류를 수집하여 코퍼스를 구
축한 후, 이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周小兵·朱其智·邓小宁(2007)에 근거하
여, 본고가 수집한 구어 오류 문장들을, 누락(遗漏)，대체(误代), 어순오류(错序), 첨가
(误加), 혼합(杂糅)의 5가지 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누락, 대체, 어순오류의 빈
도수가 우위를 점하였고, 첨가와 혼합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관찰하였다. 각 대유
형은 다시 전통적 문법 범주에 따라 품사, 문장성분 및 개별특수문형의 소유형으로 분류
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사누락, 명사대체, 시동량사구 및 시간명사 어순오류, 
동사첨가 등의 소유형들이 각 대유형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을 관찰하였다.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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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周小兵·朱其智·邓小宁(2007)이 오류 발생 원인으로 제시한 모어의 부정전이, 목표어
의 규범화, 교학상의 오도, 교류 책략의 운용이라는 네 가지 유형에 의거하여, 각 오류별 
특징 및 오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작문 오류에 대한 유관 선행연구들의 결과
와 본고의 구어 코퍼스를 비교 및 대조하여, 구어오류에 반영된 통사적 특징을 논의하였
다. 마지막으로, 구어 오류의 발생을 낮추고 중급중국어 대학 강의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건의사항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기존의 작문 오류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행연구가 미비한 구어 오류의 코퍼스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작문 오류와의 비
교·대조를 통해 그 통사적 특징을 관찰하여, 구어 오류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키워드: 구어 오류, 통사 오류, 중급 중국어 교육, 한국인, 오류 유형, 대외한어 

Ⅰ. 서론
제2언어 습득 중 학습자들이 발화하는 오류(error)는 학습자의 과도기적 언

어능력(transitional competence) 혹은 언어체계(system)에 대한 증거를 제공
하며, 학습자들은 정확하지 않은 이러한 언어체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한다(Corder 1967:166). Corder(1967:167)에 따르면, 오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첫째,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자
는 학습자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습목표에 학습자가 얼만큼 도
달하였으며, 아직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관찰 할 수 있다. 둘째, 외국어 
습득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오류의 분석을 통하여, 언어가 어떻게 학습(learn) 
혹은 습득(acquire)되는지, 또는 학습자가 해당 외국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 혹은 절차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셋째, 오류의 발
생을 학습자가 학습중인 언어의 본질에 대해 그 자신의 가설을 테스트 하는 방
법으로 간주한다면, 오류는 학습자와 분리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오류는 모어를 
습득하는 영유아들이나 제2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사용되
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통사(syntax)와 관련된 한국인의 중국어 오류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연구자 본인이 진행한 수업 중의 활동이나 과제, HSK와 같은 시험을 통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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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黄玉花(2005), 韩
在均(2007), 金椿姬(2008), 程艳(2010), 尹有貞(2011)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 학생의 중국어 작문 오류를 분석하고 일부 오류 유형을 귀납했다. 예를 
들면 韩在均(2007)은 한국 소재 모 대학 중문과에 개설된 초·중급 단계의 중국
어 수업에서 학생 60명의 작문 120편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했고 程艳(2010)은 
심양사범대학교, 심양대학교, 심양조선족사범대학교에서 개설된 중·고급 단계
의 중국어 수업에서 수집한 한국 유학생들의 작문 120편을 대상으로 오류를 분
석했다. 尹有贞(2011)은 HSK 고등작문시험의 답안지 중 한국수험자들의 중국
어 어순오류 자료 3817개를 대상으로, 어순 오류의 유형 및 각 유형별 오류발
생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유관 선행연구가 작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구어에 나타
난 통사 관련된 오류를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 丁安琪·沈兰
(2001)은 한국의 모 대기업 직원 54명이 발화한  ‘在’를 포함한 구문 103개를 
대상으로 한국 학습자가 구어 중 ‘在’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丁安琪·沈兰(2001)이 수집한 오류 중 가장 많이 출현한 형식은 “在+장소+VP” 
였다. 그 밖에, ‘在’ 사용과 관련된 오류유형은 개사 누락, 상황어 어순오류, 방
위사의 첨가 및 대체 순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중 개사 누락이 가장 많았
다.1)이러한 유형의 오류에 대해, 저자는 모어의 부정전이로 인한 오류라고 분
석했다. 陈珺(2006)은 24만자에 해당하는 작문 자료를 수집하여, 그 중 “跟……
一样”구문이 포함된 문장 265개를 추출한 후,  32명에 대한 구어 자료에 보이는 
“跟……一样”구문 중에서 ‘跟’ 부류의 개사가 누락되는 구어오류와의 대조 분석
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陈珺(2006)의 구어 코퍼스는 “跟……一样”을 포함한 오
류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량이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양
경미(2007)에 따르면 현재 구어에 관한 코퍼스는 작문 형식의 코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구어 코퍼스의 구축을 위해서 더 
1) 丁安琪·沈兰(2001:20)에서 제시한 ‘在’ 사용과 관련된 오류유형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i）我三星电子公司当科长。（遗漏）
 (ii）我工作常常在外边。（状语后置）
 (iii）在香港里，高楼很多。（方位词多余）
 (iv）我在三星sdi的购买课科长。（错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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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력, 비용 및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어 오류를 분석한 기존의 소수 선행연구들은 일부 특정 구문과 관련된 문

법 오류에 국한하여 분석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구어에 나타난 통사 
관련 오류의 유형과 그 분포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 오
류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주로 작문 오류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선행 연구에서 보고한 작문 오류에 반영된 통사 관련 특징과, 본 연구에서 
관찰한 구어 오류의 통사적 특징을 비교하여, 양자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겠다. 

본고의 내용은 이하와 같은 순서로 전개하겠다. 제2장에서는 본고에서  구어 
오류 코퍼스를 구축한 방법을 설명하겠다. 제3장에서는 구어 오류의 유형 및 
정량적 분포를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정성적인 분석을 제시하겠다. 제4장에서
는 구어 오류와 작문오류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하여, 구어 오류에 반영된 통사 
관련 특징을 설명하겠다. 제5장에서는 오류 발생 원인과 연계하여, 대학교 중급 
중국어 회화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어 오류의 발생률을 경감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을 제시하겠다.

Ⅱ. 구어 자료 수집과 코퍼스 구축
본고는 서울 소재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개설된 중급 중국어 수업에 참

여한 2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진행한 후 수집한 발화내용을 연
구 대상으로 삼고, 발화 중 관찰된 통사 관련 구어 오류를 분석하였다. 이하 표1
에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 22명의 중국어 학습과 관련된 배경을 열거하였다.

<표 1> 인터뷰에 참여한 한국 모어 화자의 학습배경2)

2) 통계 마감일은 2017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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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3) 학
년

성
별

중국어를 
배운 기
간 ( 개
월)4)

외국어 고등학교 
혹은 

화교학교 출신여
부

해 외 연
수 기간
(개월)

기 타
어 학 
성적

2017H01 4 M 36 N   18   N
2017H02 4 M 36 N   4 HSK5
2017C03 1 F 18 N   N HSK4
2017J04 4 M 725) Y   8   N
2017J05 4 M 36 N   7   N
2017L06 1 F 1206) Y   N HSK6
2017J07 2 M 24 N   N   N
2017L08 4 M 36 N   4 HSK5
2017Z09 4 M 36 N   8 HSK6
2017P10 1 F 12 N   N   N
2017C11 1 F 48 N   N   N
2017B12 4 F 48 N   16 HSK5
2017C13 1 F 36 N   4 HSK6
2017J14 4 F 48 N   4 HSK5
2017A15 1 M 48 Y   N HSK5
2017R16 4 M 36 N   4   N
2017K17 1 F 48 N   N HSK5
2017W18 3 M 36 N   4 HSK5
2017J19 1 F 48 N   N HSK5
2017A20 4 M 36 N   8 HSK6
2017J21 1 F 36 N   N HSK3
2017J22 1 M 48 Y   9   N

본고가 실험을 실시한 한양대학교 중어중문과의 중국어 수업은 학년의 구분
과 상관없이 수준별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참여자 중 10명
은 1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 중 이었지만, 이 학생들은 적어도 12개월 이상 길

3) 학습자의 번호는 “녹취연도+녹취인 성씨의 첫 번째 영문자모+ 견본번호”로 구성되었다.
4) 남자 학습자인 경우 병역기간 24개월은 학습기간에서 제외되고 학습자들의 방학기간은 학습기간

에 포함하였다.
5) 2017J04는 외국어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고, 현재 대학교 중문과 3학년 학생으로 

총 72개월 동안 중국어를 배웠다.
6) 2017L06은 화교초등학교, 화교중학교에서 중국어를 9년 동안 학습하고, 현재 대학교 중문과 1학

년 학생으로 총 120개월 동안 중국어를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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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3년 이상 중국어를 배웠고 그 중 1명은 화교학교출신이며 2명은 외국어고
등학교 출신으로, 10명 모두 공통적으로 중국 유학 경험은 없었다. 기타 12명은 
2,3,4학년에 해당하는데, 대학교 입학 이전에 중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없거나, 
입학 전 단기간 동안 사설 학원 등에서 아주 기초적인 중국어만 배웠다. 이 12
명의 학생들은 그들이 2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시점에 중국 북경에서 1학기의 
현지학기제를 이수하였고, 인터뷰 진행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는 중국어를 3
년 이상 학습하였다. 두 부류의 학습자들의 학습 상황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
만 학습 시간과 양에 따라 학습 단계는 공통적으로 중급이라고 판단한다. 

본 고는 Li (2010)에서 제시한 구어 인터뷰 질문 목록을 저본으로 참고하고, 
참여 학생들이 소속된 중급 중국어 과목의 커리큘럼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참여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할 수 있
도록, 질문 내용을 수정 하여 설문지의 질문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설계한 설문
지를 사용하여, 학습자 일인 당 30-40분에 걸친 구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
터뷰어는 설문지의 질문을 활용하지만, 참여자들이 최대한 긴 분량으로 구체적
이고 자율적으로 발화할 수 있게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참여자들이 
6하원칙을 염두에 두고 시간, 장소, 상대, 방식 등의 내용을 다양하게 포함하여 
발화하도록 인터뷰 사전에 격려하는 단계를 포함하였다. 테스트 문제는 일상생
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10개 주제를 선정했는데 중국어를 배운 계기 및 방법, 
자기소개, 가족소개, 친구 및 인간관계, 생일 및 명절, 여행, 음식, 공간묘사, 교
통, 생활을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설문 문제 유형>

(1) 중국어를 배운 계기 및 방법
(2) 자기소개-어린 시절, 현재 상황, 앞으로 희망
(3) 가족소개-취미, 생활리듬, 주말행사
(4) 친구 및 인간관계- 친한 친구, 이야기, 기억 남는 일
(5) 생일 및 명절- 선물, 보내는 방법, 중국과 차이점
(6) 여행- 경험, 한국과 비교, 즐거웠던 기억
(7) 음식- 한식과 중식 비교, 중국음식 체험, 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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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간묘사- 가구 배치, 이상적인 집 구조
(9) 교통- 자전거, 운전, 경험
(10)생활- 다이어트, 스트레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모든 참여자들로부터 본 연구의 참여 동의를 받고 녹
음했으며, 인터뷰 완료 후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상황 및 기타 특성에 대
해 이해하기 위해 중국어 학습 현황과 중국어 관련 공인 시험 점수 등에 대해 
질문하는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공동 저자 중 2인이 각각 2주의 
시간을 소요하여 진행하였고 설문지 작성을 완성하였다. 그 후, 2주에 걸쳐 녹
음 전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어 음성자료는 대략 14시간으로 통계되었다. 구
어 테스트가 끝난 이후 Word에 전사를 하고 다시 Excel형식으로 옮겨 개별 비
문(非文)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이하와 같다. Excel파일 상에서는 개별 비
문과 대응되는 정문을 입력하였다. 그리고 개별 비문을 대응되는 정문과 대조
하여, 오류의 유형을 周小兵·朱其智·邓小宁(2007)이 제시한 표준수학범주 및 
전통문법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하 제3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구어 오류 자료를 대상으로, 
구어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분포상황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겠다.  
또한 이러한 구어 오류에 반영된 문법과 관련된 특징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필자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관찰한 수업 방식과 학습자의 구어 표현 능력 및 습
관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구어 통사 오류의 특징과 연관된 오류의 
발생원인에 대해 설명하겠다.

Ⅲ. 오류유형 및 형성원인에 대한 분석
Corder(1967:166-167)는 오류에는 불규칙적인 오류(non-systematic 

error)와 규칙적인 오류(systematic error)가 있다고 설명한다: 전자는 우연한 
상황의 결과물이며 수행(performance)과 관련이 있다. 모국어를 사용하는 정
상적인 성인의 발화 중에서도 건망증, 피로 혹은 격한 감정 등의 영향으로,  다
양한 종류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오류가 생길 때 모어 화자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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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차리며 다소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다. 제2언어의 
학습자들도 이러한 말실수를 할 수 있다. 반면, 규칙적 오류는 제2언어의 학습
자가 당시 갖고 있는 과도기적 언어지식(transitional competence)을 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수행 (performance)과 관련된 오류는 ‘mistake’라고 하고, 제2
언어 학습자의 과도기적 언어지식을 재구성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칙적인 
오류는 “error”라고 한다. 

鲁健骥(1994)는 대외 한어 수업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오류를 연구한 학자이
다. 鲁健骥(1994)는 Corder(1967)가 제시한 학습 과정과 책략에 근거하여 오
류를 분석했다. 그는 직접, 간접적으로 영어 모어 화자가 초급 중국어 단계에서 
생성한 오류를 수집하고 오류 자료를 누락, 첨가, 대체, 어순오류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후 周小兵·朱其智·邓小宁(2007:54)은 통사 관련 오류는 
전통적인 문법 범주와 표준 수학 범주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전통적인 문법 범주란 품사(동사, 명사, 형용사 등), 문장성분(주
어, 술어 등) 그리고 특수구문(‘把’자문, ‘被’자문, ‘在’자문 등)과 같은 개념을 
포함한다; 표준 수학 범주란 오류 자료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정문을 비교하고 
양자의 차이를 분석하여, 생성된 오류가 정문에 비추어 볼 때, 누락(omission 
error), 첨가(addition error), 대체(substitution), 어순오류(sequential error), 
혼합(mix-up error, 즉 이상의 오류 유형이 두 개 이상 혼재하는 경우)의 문제
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여 분류한다. 

본고는 표준 수학 범주가 전통 문법 범주보다 유형의 개수가 적어 추상화하
기에 적합하고,7) 회화교육에서의 학습자들의 문법적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목표의 관점에서는, 첨가, 누락, 어순 오류 등의 개념이 더욱 직관적이기 
때문에, 먼저 周小兵·朱其智·邓小宁(2007)의 표준 수학 범주에 따라 구어 오류
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수학 범주 유형에 대해 더욱 세부적인 통사 관련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전통 문법 범주로 분류하였다. 참여 학생 22명

7) 周小兵·朱其智·邓小宁(2007:56)에 따르면, 표준 수학 범주는 분류가 간단해 쉽게 정문과 오류의 
차이를 찾을 수 있으며,  당시의 비문 연구는 주로 표준 수학 범주와 전통 문법 범주를 결합한 것인
데, 먼저 전통 문법범주로 분류를 진행한 후, 각각의 구체적인 전통 문법 범주를 다시 수학범주에 
의거하여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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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문장 단위로 Excel에 정리한 것이 2010개의 문장에 
해당하였으며,  그 중 오류에 해당하는 비문은 614개이다. 이하의 표는 이 614
개 비문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표 <2> 표준수학 범주에 기반한 구어 오류 유형 분류표
표준수학범
주

전체오류 
수 

전체 백분
율

전통 문법 
범주

개별 오류 
수 

개별 백분
율

누락 164 26.71%

동사 91 55.49%
명사 21 12.8%
조사 15 9.15%
부사 7 4.27%
개사구 6 3.67%
접속사 4 2.44%
기타8) 20 12.18%
총합 164 100%

대체 150 24.43%

명사 51 34%
동사 43 28.67%
부사 16 10.7%
접속사 15 10%
형용사 9 6%
조사 6 4%
개사구 5 3.33%
기타9) 5 3.3%
총합 150 100%

어순오류 111 18.08%

시량,동량보
어 및 시간
사구 

46 41.4%

개사구 26 18.02%
동사 16 14.4%
명사 10 9.01%
부사 8 7.2%
기타10) 5 9.97%
총합 111 100%

8) 기타 성분은 개사, 대사, 양사, 형용사 등이다.
9) 기타 성분은 개사, 대사, 양사 등이다.
10) 기타 성분은 형용사, 조사, ‘把’자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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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 96 15.64%

동사 33 34.4%
명사 21 21.9%
조사 18 18.75%
부사 17 17.7%
개사 7 7.1%
총합 96 100%

혼합  93 15.14%

누락 및 대
체 24 25.8%
어순오류 및 
대체 16 17.2%
누락 및 첨
가 14 15.1%
어순오류 및 
첨가 13 13.98%
어순오류 누
락 10 10.7%
기타11) 16 17.22%
총합 125 100%

총계 614 100%

제2외국어 습득과정 중 발생하는 오류의 생성 원인에 대해, 周小兵·朱其智·邓
小宁(2007:57)은 이하와 같은 5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어 부정전이: 
이는 언어 교류 시 발생하는 오류로서, 학습자들이 모어의 문법 규칙을 목표어
에 사용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모국어가 일본어인 화자들에게서 종종 발견
되는  “*我比她5公分高。”와 같은 오류는 일본어에서 비교하는 성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문장성분이 형용사 앞에 위치해 있다는 모어의 어순을 목표어에 적용
하여 나타난 경우이다.12) 둘째, 목표어 규범화: 이는 언어 내부의 오류로서, 학
습자가 목표어에 대하여 부정확한 문법 규칙을 수립한 후 이 규칙에 기반하여 
목표어의 기타 문법규칙을 도출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我喜欢我
11) 기타 혼합 성분은 첨가 및 대체 그리고 두 개 이상으로 혼합된 성분을 말한다. 
12) 吕必松（1999:48)에 따르면, 모어습득은 개념과 음성의 직접적 연관을 정립하는 것이지만, 제
     2언어습득은 모어라는 중개자(中介)를 통과하여 개념과 음성의 연계를 정립하는 것이며, 이
     러한 점은 제2언어습득에 유리한 면도 있고, 불리할 면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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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室，我学校。”이다. 셋째, 교학상의 오도: 이 부류의 오류는 교수자의 전반적
인 교학 수준이 높지 못하거나, 교수자가 문장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
을 하지 않았다거나, 교재상의 내용이 비합리적이어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
려운 이유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교재는 수사 두 개를 병렬하면, 대략적
인 수량을 표시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한
다 “*这个西瓜很大，十五十六斤。”  넷째, 교류 책략의 운용: 이는 학습자들이 
목표어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교류의 편의를 추구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런 오류는 대부분 모어 부정전이 혹은 범어 규범화에
서 생겨난다. 예를 들어 “*首尔的椅子很好，因为火的时候非常安全。”에서 학습
자는 본래 ‘着火’라는 뜻을 표현하고 싶었으나, 어휘가 부족하여 ‘火’로 대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보편성 요인이란, 주로 언어의 보편성, 유표성(标
记性), 자연도(自然度) 등을 가리킨다. 

周小兵·朱其智·邓小宁(2007)이 제시한 5가지 오류 형성 원인 중 다섯 번째 
유형인 보편성 요인은 우선적으로 열거한 기타 네 가지 원인을 포괄 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 네 가지 오류 원인에 근거해 
오류 유형을 분석할 것이다. 

1. 누락오류

누락 오류는 단어나 문장의 일부분이 누락되어 생겨난 오류이다 (鲁健骥 
1994:49). 본고가 수집한 오류 자료 중에서, 누락 오류는 164개로 전체 구어 
오류의 26.7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구어테스트에 참가한 학
습자 22명에게서 모두 누락 오류가  나타났고, 22명 중 17명에게서는 6번 이상 
발생하였다. 본고가 낸 통계에 따르면, 누락 오류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품사 
유형은 동사, 명사, 조사이다. 이 품사들과 관련된  전형적인 비문을 예로 오류 
특징을 분석하겠다. 이하 예문 중 좌측의 비문에서 누락된 성분은 우측의 정문 
부분에 {-}을 표기하여 제시하였다.

1) 동사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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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총 164개의 누락 오류 중 91개가 동사 누락이다. 이 
부류는 전체 누락 오류에서 가장 많은 수량인 55.49%를 차지했다. 또한 동사 
누락 중의 대부분은 단음절 동사 누락이었다. 예를 들면:

(1) a.*每天一个小时左右。➝ 每天{-听}一个小时左右。
    b.*所以整天家务。➝ 所以整天{-做}家务。
(2) *得去清华大学交换学生。➝ 得去清华大学{-做}交换学生。
(3) a.*当然帮助我的就业。 ➝ 当然{-可以}帮助我的就业。
    b.*我换我的桌子。➝ 我{-想}换我的桌子。
(4)*我希望的公司是LG化学、LG显示器或者航空社。➝我希望{-去}的公司是     

     LG化学、LG显示器或者航空社。
(5) a.*床头柜上一个灯。➝ 床头柜上{-有}一个灯。
    b.*首尔很多高的楼。➝ 首尔{-有}很多高楼。
(6) *那个时候我学很晚。➝ 那个时候我学{-到}很晚。

본고의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동사 누락의 오류를 보였다. 
전형적인 오류와 그 생성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 (2), (3), (4)
는 모두 모어의 부정전이로 나타난 오류에 속한다. 예문 (2)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으로, “청화대학교에 교환생으로 가야 한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국
어에서는 동사 ‘做’에 대응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연동문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
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연동문으로 두 번째 술어에 동사 ‘做’를 
사용해야 한다. 예문 (3a-b)은 능원동사 ‘可以’와 ‘想’을 누락한 경우이다. 예문 
(3a)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당연히 나의 취업을 돕는다” 라 고 생각되는
데, 한국어에서는 중국어의 능원동사에 대응되는  “~할 수 있다” 는 성분이 없
어도 비문이 아니다. 예문 (4)는 한정어 속의 동사 ‘去’를 누락했다. 한정어 부
분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내가 희망하는 회사는” 인데 한국어에서는 동사 ‘去’
에 해당하는 성분이 없어도 무방하다.

예문 (1)과 예문(5)는 교류 책략의 운용에 속한다. 예문 (1)은 시간사 뒤에 
동사 ‘做’를 누락했고 예문 (5a-b)는 존현문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가 누락
되었다.  학습자가 빠른 의사소통을 위하여, 단답형으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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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화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러한 오류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
류의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청자가 알아 들을 수 있지만, 문법적인 측면에
서는 오류가 있다.  

예문 (5)는 교학상의 오도이다. 결과보어로 사용되는 동사의 누락은 초·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서 종종 관찰되는 오류이다. ‘到’의 동사로서의 쓰임과 결
과보어로서의 쓰임은 서로 다른 학습 단계에서 소개되는데 본고의 필자가 사용
한 중급 단계 교재에는 양자의 차이와 연관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2) 명사누락

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누락 오류 164개 중 21개가 명사 누락이었으며, 이는 
전체 누락 오류 중 12.8%를 차지하여, 두 번째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예를 들
면:

(7)*我在春节去旅游。➝ 我在春节{-期间}去旅游。
(8)*这个房间在比较高的层。➝ 这个房间在比较高的{-楼}层。
(9)*房间有一个大床。➝ 房间{-里}有一个大床。

예문 (7-8)은 모어의 부정전이로 인한 것인데 전달하고자 하는 한국어의 표
현을 중국어에 대응시켜서, (7)에서는 시간을 표현할 때 在와 결합하는 시간명
사구를 만들기 위한 “+时间词”문법에서 ‘期间’을 누락하였다. 예문 (8)의 경우, 
‘层’과 ‘楼层’은 한국어에서 모두 ‘층’에 대응되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예문 (9)는 교학상의 오도와 관련이 있다. 존현문의 주어 위치에는 장소명사구
가 와야 하는데, ‘房间’은 일반명사이므로, 뒤에 방위사를 더해 ‘房间里’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3) 조사 누락

통계에 따르면 164개 비문 중 조사 누락을 포함한 비문은 15개가 관찰되었
다. 조사의 누락은 전체 누락 오류 중의 9.15%를 차지해 세 번째로 높은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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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예를 들어: 

(10)a.*所以我来中文系。➝所以我来{-了}中文系。
    b.*没有特别*计划。➝没有特别{-的}计划。

예문 (10a-b)은 모어의 부정전이로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문 (10a)는 
‘了’의 동태조사 용법을 누락한 경우이다. 예문 (10b)는 ‘的’에 대한 누락인데, 
‘特别’가 형용사로서 중심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자리에 발화될 경우, 조사 
‘的’를 추가해야 한다.

2. 대체오류

 

대체오류란, 두 개 이상의 유사한 형식가운데에서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인데  두 개 이상의 형식은 의미가 유
사하지만 용법이 다른 경우와 용법은 같으나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다 (鲁健骥
1994:55). 본고가 진행한 구어 인터뷰 중  관찰된 대체 오류는 총 150개였고 
전체 오류 중 24.43%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1) 명사대체

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대체 오류에 해당하는 150개의 비문 중에서 51개가 
명사가 잘못 대체된 오류를 포함하였으며, 대체 오류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인 
34%를 차지했다. 예를 들면：  

(11)*北京的价钱特别便宜。➝ 北京的物价特别便宜。
(12)*因为我们生活的时候最常用的是说话。➝因为我们生活的时候最常用的是会  

话。
(13)*这天我做下身的运动。➝ 那天我做下半身的运动。
(14)*大概一个周要去四天。➝ 大概一个星期要去四天。



한국인 화자의 중국어 통사 오류 유형 분석  127

위 예문들은 모두 목표어 규범화에 의한 오류이다. 학습자는 제2언어 중 자
신이 이전 단계에서 이미 학습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단어나 유사한 뜻
의 단어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예문 (11)은 类属를 나타내는 명사로 专属를 
나타내는 명사를 대체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价钱’은 상품의 가격을 가리키는
데 예문 (11)은 소비 물품의 가격이다. 따라서 ‘物价’로 대체해야 한다. 예문 
(12)는 유의어의 혼용이다. 학습자는 일상 회화를 말하고 싶은 것이지 말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说话’를 ‘会话’로 수정해야 한다. 예문 
(13)은 지시대사의 오류이다. 학습자가 과거의 어떤 하루를 회상하며 발화했으
므로, ‘这天’을 ‘那天’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下身’은 어휘량이 부족해 생겨난 
오류로써, ‘下半身’으로 바꿔야 한다. 예문 (14)는 시량사의 파악이 정확하지 
못해서 생겨난 오류다. ‘一个周’는 ‘一个星期’의 오류이다.  

2) 동사대체

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150개 오류 중 43개가 동사 대체 오류이며 이 부류는 
전체 대체 오류에서 28.67%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예를 
들면:

(15)*或者对象中国人可以赚钱。➝ 或者面向中国人可以赚钱。
(16)*床旁边在表。➝ 床旁边有表。
(17)a.*所以学习汉语一定要帮我就业。➝ 所以学习汉语一定可以帮我就业。
     b.*但是我不要去大公司。➝ 但是我不想去大公司。
(18)*学习完以后我去家。➝ 学习完以后我回家。

예문 (15)와 (18)은 모어의 부정전이다. 예문 (15)의 경우, 모어에 존재하는 
한자 어휘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다)’의 발음을 중국어로 바꾸어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대체 오류인데, 중국어에서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적합한 어휘
인  ‘面向’으로 바꿔야 한다. 예문 (18)은 한국어 표현인 “집에 가다”를  역시 
직역해 생긴 오류다. ‘去’는 ‘回’로 대체해야 한다. 

예문 (16)과 예문 (17)은 목표어 내부 유의어 사이의 오류이다. 예문 (1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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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7a-b)는 목표어의 규범화로 인해 능원동사의 대체가 생긴 경우이다. 
‘在’와 ‘有’, ‘要’; ‘可以’와 ‘想’은 중국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유의어인데 
이러한 어휘들은 의미와 문법이 복잡하고 한국어와의 일 대 일 대응 규칙을 수
립하기 어렵다. 예문 (17a)는 능원동사가 ‘찬성’의 의미를 지니므로 ‘要’를 ‘可
以’로 바꿔야 한다. 예문 (17b)는 ‘不要’와 ‘不想’이 모두 부정의미를 나타내지
만 ‘不要’는 거절의 의미를 표현하므로, 따라서 ‘不想’으로 바꿔야 한다.

3）부사대체

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150개 대체 오류 비문 중 부사 대체 오류는 16개가 
나타났으며, 이 부류의 오류는 대체오류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10.7%를 차지
했다. 예를 들면：

（19）a. *不去看父亲。➝ 没去看父亲。
      b. *在首尔没排队不可以。➝ 在首尔不排队不可以。
（20） *因为休息的日子最多。➝ 因为休息的日子太多。

 위 예문의 오류는 주로 목표어의 규범화에 따른 오류이다. 예문 (9a-b)는 
‘不’와 ‘没’의 술어 부정 규칙을 혼용한 경우로 구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이
다. ‘不’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 진리 혹은 규정을 부정할 때 쓰이고 시간범위
는 현재부터 미래를 포함한다. ‘没’는 개관적 의사를 부정하고 시간 범위는 과거
로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한다. 예문 (19a)는 과거에 대한 부정이므로 ‘没’를 사
용해야 하고 예문 (19b)는 규정에 대한 부정이므로 ‘不’를 사용해야 한다. 예문 
(20)은 정도부사의 혼용으로 구어에서 늘 볼 수 있는 오류이다. ‘太’는 주관적
으로 만족을 하지 못할 때 사용되지만, ‘最’는 세 개 이상의 비교대상이 있을 
때 그 중 가장 높은 정도의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을 수식한다. 따라서 ‘最’
를 ‘太’로 대체해야 한다.

4) 접속사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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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대체 오류 150개 중 접속사와 관련된 오류는 15개 
에 해당하여, 전체 대체 오류 중 10%를 차지하고 네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
다. 예를 들면:

(21)*还是跟中国朋友多交流聊天儿学习汉语。➝还有跟中国朋友多交流聊天儿学习
汉语。
(22)*还是我跟妈妈我觉得她是我的朋友。➝而且我跟妈妈我觉得她是我的朋友。
(23)*以后写一下。➝然后写了一下。
(24)*所以每天晚上八点还是九点下课。➝所以每天晚上八点或者九点下课。

예문 (21)은 한 가지 상황 이외에 다른 상황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
므로 선택을 의미하는 ‘还是’가 아닌, 연속성을 나타내는 ‘还有’로 대체해야 한
다. 예문 (22)는 강조와 점진을 표시하는 ‘而且’로 대체해야 한다. 예문 (23)은 
인터뷰 중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의 문맥에 근거할 때, ‘以后’를 ‘然后’로 수정해
야 한다. ‘以后’와 ‘然后’의 대체는 구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다. ‘然后’는 접
속사로써 문장 앞에 놓여 과정의 선후를 강조하고, ‘以后’는 시간명사로써 현재 
혹은 어떠한 시점보다 후에 위치한 시기를 가리킨다. 예문 (24)는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를 선택함을 표현하는데 ‘还是’는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경
우 의문문을 사용할 때 쓰이고 ‘或者’는 화자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경우를 
제시하는 경우 서술문에 사용된다. 

이상의 접속사 대체 오류들은 교류 책략의 운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
다. 인터뷰 상황을 회고해 볼 때, 학습자들이 즉흥적으로 두 개의 절을 앞뒤로 
발화하는 상황에서, 두 절의 논리 관계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새로 배운 접속사의 문법에 익숙하지 않아 유사한 접속사들을 부적절하게 대체
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어순오류

어순 오류란 문장의 한 개 혹은 여러 가지 성분이 알맞지 않은 위치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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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난 오류이다(鲁健骥1994:58). 본고의 통계 자료 중, 어순과 관련된 오류는 
총 111개이며 전체 구어 오류 중의 18.08%에 해당하며, 세 번 째로 높은 점유
율을 차지하였다.

1) 시량, 동량보어 및 시간사구 어순 오류 

본고가 수집한 구어 오류 자료 중에서 어순오류는 111개에 해당하였으며,  
그중 46개가 시량사, 동량사 및 시간명사구를 포함한 어순 오류이다. 이 부류의 
오류는 전체 어순 오류에서 41.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보
어 위치에 출현해야 할 성분이 상황어 위치에 잘못 출현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예25-27). 예를 들면: 

(25)*所以一周四次喝酒。➝ 所以一周喝四次酒。
(26)*我两年当兵。➝ 我当两年兵。
(27)*起床以后学一个小时习。➝ 起床以后学习一个小时。
(28)*喝一杯咖啡一天。➝ 一天喝一杯咖啡。

예문(25-26)은 모어의 부정전이이다. 한국어에서 동작이 발생한 횟수와 지
속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 성분은 모두 동사의 앞에 출현한다. 학습자는 한국어
의 어순을 바로 목표어인 중국어에 대입하여, 이 성분들을 상황어의 위치에서 
발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행위의 지속시간을 표현하는 시량사 및 동량사
구는 ‘喝酒’, ‘当兵’의 내부구조에서 빈어를 수식하는 한정어 위치에 오거나, 
VOVC의 C(보어)를 충당하여야 한다. 예문(27)은 이합동사와 비이합사의 용법
을 혼용하여 발생한 오류이며, 목표어 규범화에 속한다. ‘学习’는 일반동사이므
로, 시량사구는 동사의 뒤에서 보어의 위치에 출현하여야 한다. 예문 (28)에서 
‘一天’은 동작의 완성을 포함하는 시간범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시간명사구
는 동사앞에서 상황어를 충당하여야 한다. 영어에서는 이와 대응되는 부사어 
표현이 문미에 출현하는데, 예문 (28)과 같은 오류는 학습자들의 제2외국어인 
영어의 부정전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를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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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부터 학습하여 중국어보다 먼저 배우기 때문이다. 

2) 개사구 어순오류

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어순 오류 111개 중 26개가 개사구와 관련된 어순 
오류이며, 이는 어순오류 중 18.02%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
였다. 예를 들면: 

(29)a.*我们吃好吃的东西在家。➝ 我们在家吃好吃的东西。
    b.*她学习在汉阳女大。➝ 她在汉阳女大学习。
    c.*所以我觉得可以赚钱在中国。➝ 所以我觉得可以在中国赚钱。

예문 (29a-c)의 개사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나타내므로 동사의 앞에 위
치해야 한다.13) 이 부류의 오류는 영어의 부정전이로 생겨났을 수 있다. 영어의 
장소표현은 주로 문장 끝에 나타나는데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중국어보다 더
욱 어린 연령에 먼저 습득한 영어의 어순을 중국어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3) 동사 어순오류

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순 오류 111개 중 16개가 동사를 포함한 어순 
오류이다. 동사 어순 오류는, 전체 어순 오류의 14.4%를 차지하여, 세 번 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예를 들면:

 (30)*每个周末去喜欢爬山。➝每个周末喜欢去爬山。

13) 戴浩一(2011:75)가 제시한 시간순서 원칙에 따르면, ‘在’ 장소사구와 동사의 상대적인 순서는,
    실제 세계에서 각 성분이 표현하는 장소나 동작의 시간상의 순서를 반영한다고 한다. ‘在’ 장소
    사구가 동사 앞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나타내며, ‘在’ 장소사구가 동사의 뒤에
    놓이는 경우에는 동작이 일어난 결과로 변경된 사물의 위치를 표시한다, ‘在’ 장소사구가 동사의
    전, 후 출현이 모두 가능할 경우, 두 경우는 서로 다른 의미를 표현한다고 한다. 즉, 동사 앞에
    출현할 경우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가리키고, 동사 뒤에 출현할 경우 동작 발생 이후의 사물의
    위치를 표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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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30)은 모어의 부정전이이다. 한국어에서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意愿
动词)는 일반 동사의 뒤에 출현한다. 예를 들어 “등산 가기를 좋아한다.”와 같
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가 일반 동사의 앞에 출현한다. 
따라서 ‘去’는 ‘喜欢’의 뒤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어순 오류들은 모어나 기타 제2외국어로부터의 부정전이에 
의해 발생하였다. 구어 인터뷰라는 상황이 참가자들의 즉흥적인 발화를 요구하
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모어의 문법이 전이되는 것은 놀
라운 일이 아니다. 

4. 첨가오류

어떤 문법 형식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거나 혹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만약 이 문법 형식에 모종의 변화가 생겨, 그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때 학습자가 이러한 조건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성분을 사용하게 되면 첨가 오류가 발생한다(鲁健骥 1994：53). 본고의 통
계에 따르면,  첨가오류는 96개로 전체 구어 오류 중 15.64%를 차지해 빈도수
가 네 번째로 높았다. 이하 예문 중 {+}로 표기한 어휘가 화자의 오류로 잘못 
첨가된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1) 동사첨가

  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동사첨가는 33개로 첨가 오류 중에서 34.4%를 차
지하며 첨가 오류 중 가장 많이 관찰된 품사 유형이다. 예를 들면: 

(31)a.*我当兵的时候开始去健身房{+去}运动。➝我当兵的时候开始去健身房运    
     动。
     b.*这冬天去成都的时候，我一定要去那家饭馆{+去}吃火목。➝这冬天去成   

     都的时候，我一定要去那家饭馆吃火목。
(32)*他们心里一定{+要}想吃中国菜。➝他的心里一定想吃中国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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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비문은 교류 책략의 운용으로 발생한 오류이다. 학습자의 비문은 대체적
으로 길었는데 이는 아마도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여 일어난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는 긴 문장의 발화가 서툴러 첨가 
오류가 나타난 것 같다. 예문 (31a-b)은 연동문 중 두 번째 동사구에서 첫 번
째 동사구의 동사를 중복 첨가했고 예문 (32)는 능원동사를 첨가하여, 비문이 
되었다. 

2) 명사첨가

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첨가오류 96개 중 21개가 불필요한 명사가 첨가된 경
우를 포함하였고, 이러한 유형은 전체 첨가 오류의  21.9%를 차지하여, 두 번 
째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예를 들어: 

 (33)*学校旁边有个{+饭店}叫麻辣香목的饭店。➝学校旁边有个叫麻辣香목的饭
店。
 (34)*我们每天{+每天}吃很多东西。➝我每天都吃很多东西。
 (35)*我在高中{+学校}的时候学英语。➝我在高中的时候学英语。

예문 (33)은 교류 책략의 운용으로 생긴 오류이다. ‘饭店’은 두 번 나타났는
데 한 번만 발화하면 된다. 예문 (34-35)는 모어가 부정전이 된 경우이다. 한
국어의 대응 표현은 ‘매일 매일’과 같이 중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어의 ‘每
天’은 중복 할 수 없고, ‘天天’이라고 해야 한다. 예문 (35)에서 중국어의 ‘高中’
은 ‘学校’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学校’는 불필요하다.

3) 조사첨가

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첨가오류 96개 중 18개의 비문이 불필요한 조사가 첨
가된 경우를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은 첨가 오류 중 18.75%로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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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学汉语长{+的}时间的学生。➝学汉语长时间的学生。
（37）*只是平时{+的}学习。➝只是平时学习。

위의 비문은 모어의 부정전이로 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명사 앞
에서 관형어를 충당할 경우, 조사 ‘的’를 추가해야 하지만,14) 예문 (36)에서 발
화된 ‘好’, ‘坏’, ‘长’와 같은 일음절 형용사는 ‘的’를 추가하지 않는다. 예문 (37)
에서 ‘平时’은 시간명사이고 상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的’를 추가하지 않는다. 

5. 혼합오류

두 가지 이상의 문법관련 오류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周小兵·朱其
智·邓小宁(2007:55)은 혼합오류라는 개별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본고가 수집
한 구어 오류 자료 중, 이러한 혼합 오류는 93개에 해당하며, 전체 구어 오류 
중 빈도수가 가장 낮은 15.14%를 차지했다.

1)누락 및 대체의 혼합

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93개의 혼합 오류 중 24개가 누락 및 대체를 혼합한 
경우이며 전체 혼합오류 중 25.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예
를 들면:  

 (38)*我看书还是电影。➝我看书或者{-看}电影。
 (39)*不过人们的情况没排队。➝不过人们的情况{-是}不排队。
 (40)*他现在做的事就是去夜市给孩子们游乐机器。➝他现在做的事就是去夜市    

    让孩子们{-能}{-玩儿}娱乐设施。

 예문 (38)은 목표어 규범화로 인한 오류이다. 의문문이 아닌 진술문이므로,  
‘还是’ 대신 ‘或者’를 사용해야 한다. 그밖에 동사 ‘看’을 누락했다. 예문 (39)는  
동사성빈어(谓词性宾语)를 포함한 是자문을 사용해야 한다. 좌측의 비문은 학
14) 예문 (10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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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복잡한 是자문의 문법을 습득하지 못하여 발생한, 교학상의 오도와 관
련된 오류이다. 동사 ‘是’를 누락했고 이외에  ‘不’와 ‘没’의 용법을 혼동한, 대체 
오류가 보인다.  예문 (40)은 교류 책략의 운용으로 인한 오류이며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사 ‘玩儿’과 ‘能’의 누락이 
보이고, 개사 ‘给’와 ‘让’의 용법을 혼동하여 대체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어휘량 
부족으로 인해  ‘设施’가 와야 할 위치에 ‘机器’를 잘못 사용한 명사 대체 오류가 
발생하였다.

2) 어순오류 및 대체의 혼합

본고가 수집한 구어 오류 자료 중 관찰된 전체 혼합 오류 93개 중에서  어순
오류와 대체를 모두 포함한 비문은 16개로, 혼합 오류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유
율 17.2%를 보였다. 예를 들면:

 (41) *但是这个年我不能过跟家人。➝但是今年我不能跟家人过。
 (42) *喝水多整天。➝每天多喝水。

 예문 (41-42)은 인터뷰 참가자들이 중국어에 앞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영
어의 어순이 부정전이 되어 발생한 경우이다. 영어의 어순에서는  전치사구나 
시간명사로 충당된 부사어 수식성분이 문미에 위치하는데, 학생들이 발화시 영
어의 어순을 적용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3) 누락 및 첨가의 혼합

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합 오류 93개 중 누락 및 첨가 오류를 포함한 
경우는 14개로 15.1%를 차지하여,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예를 들
면: 

（43）*然后一个是{+他的名字是是}苏宁。➝ 然后{-有}一个是苏宁。
（44）*当然帮助我{+的}就业。➝ 当然{-可以}帮助我就业。
 (45)*很温暖{+这样}的感觉,我不能忘记的。➝很温暖的感觉，{-是}我不能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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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记的。   

위의 예문들은 교류 책략의 운용으로 인한 오류이다. 필자가 인터뷰 당시의 
정황을 회고할 때, 학습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어휘선택과 어순배열과 관련
된 기준을 상실하고 불필요한 성분을 첨가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누락하면서 발
생한 오류라고 사료된다. 예문 (43)은 ‘他的名字是’를 불필요하게 첨가했고 있
어야 할 동사 ‘有’를 누락했다. 예문 (44)는 구조조사 ‘的’를 불필요하게 첨가하
였고, 필요한 성분인 능원동사 ‘可以’를 누락하였다. 예문 (45)은 ‘这样’이 불필
요하게 첨가되었고 ‘是......的’ 구문에 필요한 동사 ‘是’가 누락되었다.

Ⅳ. 작문오류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구어오류의 통사적 
특징

 본 장에서는, 작문 오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과의 비교를 통하
여, 구어오류의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작문 대부분의 유관 선행연
구들에서 품사 유형과 같은 전통문법범주에 근거하여, 작문 오류의 특징을 분
석하였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와의 평행적인 비교 분석을 진행
하기 위해, 오류 자료를 전통문법범주에 근거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하는 
먼저 전통문법범주에 기반하여 본고가 수집한 구어 오류를 분류한 후, 2차적으
로는 표준수학범주 유형에 따라 재분류 한 통계이다.

표 <3> 전통문법 범주에 기반한 구어 오류 유형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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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 문 법 
범주

표준수학범
주 개별 오류수 개별 백분

율
전 체 백 분
율

전체
오류수

동사
누락 91 41.9%

35.3% 217
대체 43 19.8%
어순 오류 16 7.4%
첨가 33 15.2%
혼합 34  15.7%

명사
누락 21 15.9%

21.5% 132
대체 51 38.6%
어순오류 10 7.6%
첨가 21 15.9%
혼합 29 22.0%

부사
누락 7 13.2%

8.6% 53
대체 16 30.2%
어순 오류 8 15.1%
첨가 17 32.1%
혼합 5 9.4%

개사15)

누락 12 16.4%

11.9% 73
대체 11 15.1%
어순 오류 30 41.1%
첨가 7 9.6%
혼합 13 17.8%

양사

누락 2 4.3%

7.7% 47
대체 3 6.4%
어순 오류 37 78.7%
첨가 1 2.1%
혼합 4 8.5%

접속사
누락 4 17.4%

3.8% 23
대체 16 69.6%
어순 오류 0 0%
첨가 0 0%
혼합 3 13.0%

15) 표 <3>에서의 ‘개사’ 유형은 개사와 개사구의 오류를 모두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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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 문 법 
범주

표준수학범
주 개별 오류수 개별 백분

율
전체백분
율

전체
오류수

형용사
누락 1 7.7%

2.1% 13
대체 9 69.2%
어순 오류 2 15.4%
첨가 0 0%
혼합 1 7.7%

수사
누락 1 50.0%

0.3% 2대체 0 0%
어순오류 0 0%
첨가 1 50.0%
혼합 0 0%

조사
누락 15 31.9%

7.7% 47
대체 6 12.8%
어순 오류 2 4.2%
첨가 18 38.3%
혼합 6 12.8%

대명사

누락 1 14.3%

1.1% 7
대체 1 14.3%
어순 오류 1 14.3%
첨가 3 42.8%
혼합 1 14.3%

총계 100% 614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고가 수집한 구어 오류 자료 중, 전통 문법 
범주의 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품사는 동사와 
명사이고 그 다음으로 개사, 부사, 양사 등의 순으로 통계되었다. 程艳(2010)이 
분석한 한국 학생의 중국어 작문 오류 중에서는, 동사와 조사의 오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사, 대사, 접속사, 명사 순으로 통계되었다. 

작문 오류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유관 선행 연구들과 본고가 수집한 구어 오
류자료를 비교한 결과, 구어 오류와 작문 오류에서 공통적으로 동사 오류가 전
통문법 범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程艳(2010)의 통
계 중 작문에서 나타난 동사오류는 전체 오류의 21.4%를 차지하고, 본고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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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료 중 동사오류는 전체 오류의 35.3%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작문과 구어
에서 나타난 동사오류의 예이다. 

 (46)*女儿从来没听过花一天时间就帮助禾苗长高。➝女儿从来没听过花一天时间  
就{-能}帮助禾苗长高。(程艳 2010:35）
 (47=3)*当然帮助我的就业。➝ 当然{-可以}帮助我的就业。

1. 동사 관련 오류의 공통점과 차이점

 작문 오류와 구어 오류에서 공통적으로 동사를 누락하거나 불필요하게 첨
가한 오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작문 오류 중 각 문장 
성분별 누락 및 첨가 오류를 조사한 윤유정(2014:252)의 통계에 따르면, 동사
를 포함한 ‘술어’ 성분의 오류가 가장 많았는데, 술어누락은 전체 누락오류의 
25.8%를 차지했고, 술어첨가는 전체 첨가 오류 중 21.35%를 차지했다. 본고가 
수집한 구어오류 자료에서도, 동사 첨가 오류는 총 22명 중 15명에게서 나타났
으며, 이 15명 중의 6명은 각각 4회 이상 동사 첨가 오류를 보였다. 본고의 통계
에 따르면, 동사 누락오류는 전체 동사 오류 중의 41.9%, 동사 첨가 오류는 전
체 동사 오류 중의 15.64%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특정 동사를 포함한 누락 및 첨가 오류가 빈번히 발생한 것이 주목되
었다. 첫째, 작문 오류와 구어 오류 중에서 모두  ‘是’의 누락이 전체 누락 오류
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작문 오류에서는, 술어누락 오류 총 
1359개에서  ‘是’의 누락은 291개에 해당하여 술어누락의 21.41%를 차지하였
고(윤유정 2014:256), 본고의 구어 오류 자료에서는, 동사 누락 총 91개 중에
서  ‘是’의 누락이 24개로 동사누락의 26.37%를 차지했다. 둘째, 작문오류와 
구어 오류에서 공통적으로 ‘有’의 누락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작
문 오류에서는, 술어 누락 총 1359개 중 ‘有’의 누락이 178개 발생하여 술어누
락의 13.10%를 차지하였다(윤유정 2014:256). 본고의 구어오류에서는 동사 
누락 총 91개 중에서 ‘有’의 누락이 9개 발생하여 동사누락의 9.89%를 차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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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오류 중에서 ‘是’의 첨가오류는 전체 술어 첨가 오류(총 403개) 중에서 
52.11%(210개)를 차지한 반면 (윤유정 2014:257),  본고가 수집한 구어 오류 
중 관찰한 동사 첨가 오류 중에서 ‘是’의 첨가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
로 적었다. 구체적으로,  동사 첨가오류가 15.2%로 네 번째 순위로 나타지만,  
 “是”의 첨가오류는 동사 첨가오류 전체(총 21개) 중  9.5%(2개)에 불과 하였
다.

2. 구조조사 ‘的’ 관련 오류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조조사 ‘的’의 오류는 구어와 작문에서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본고의 구어 오류 중 구조조사 오류는 총 22개였으며, 그 중에서 ‘的’의 오류수
가 8개로 집계되어 전체 구조조사 오류 중 36.36%를 차지하였다. 주로 ‘的’가 
불필요하게 첨가되거나 필요한 부분인데도 누락된 오류였다 (예문 49, 51). 마
찬가지로, 程艳（2010)이 조사한 작문 오류에서도 ‘的’의 첨가 및 누락 오류가 
빈번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구조조사 오류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인 19.71%
를 차지하였다 (예문 48, 50). 

(48)他们觉得刚才{+的}自己的行为很自私。➝他们觉得刚才自己的行为很自私。 
(程艳 2010:36）
(49)只是平时{+的}学习➝只是平时学习。
(50)*你知不知道(做雁)最好方法是烹啊! ➝*你知不知道(做雁)最好{-的}方法是烹

啊！ (程艳 2010:36）
(51) 没有特别计划。➝没有特别{-的}计划。
 

3. 개사 관련 오류의 공통점과 차이점

 작문 오류와 구어 오류에서 공통적으로 개사구 어순 오류가 빈번히 출현하
였다. 尹有貞(2012:179)에 따르면, 중급 중국어 단계의 한국인 학생들은 보어 
습득률이 낮으며, 보어에 대한 습득은 7%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또한  보어 습
득과 관련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사구의 어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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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典型顺序*略”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종종 개사구를 보어가 
아닌 상황어 위치에 놓는 오류를 범한다고 한다 (尹有貞 2012:179). 예를 들
면:

  (52)*他把垃圾在地上扔了。➝ 他把垃圾扔在地上了。(尹有貞 2012:179)
  (53)*这件事不能给别人委托。➝这件事不能委托给别人。(尹有貞 2012:179)

 
작문 오류와 유사하게, 본고가 관찰한 구어 오류 자료 중 개사구의 어순오류

는 전체 어순오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주로 상황어로 발화
되어야 할 개사구를 보어 위치에서 발화하는 오류가 관찰되었다. 

  (54)a.*我们吃好吃的东西在家。➝我们在家吃好吃的东西。
      b.*她学习在汉阳女大。➝她在汉阳女大学习。

4. 부사 관련 오류의 공통점과 차이점

부사 관련 오류를 살펴보면, 작문 오류에 달리 구어 오류에서는 ‘就’와 ‘都’의 
누락 오류가 현저히 낮은 빈도로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程艳(2010)의 작문 
오류 분석 중에서는 ‘就’와 ‘都’의 오류가 전체 부사 오류 중에서 각각 31.83%
와 12.6%을 차지하여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예를 들면: 

(55)*如果只看到了事物的一点，就下结论，那么像盲人一样，都觉得自己的想法是
对的……➝ 如果只看到了事物的一点，就下结论，那么{-就}像盲人一样，都觉得自
己的想法是对的……  (程艳 2010:36）
(56)*如果你不给蛇画脚的话，这一壶酒是你的了。➝ 如果你不给蛇画脚的话，这一

壶酒{-就}是你的了。(程艳 2010:36）

 반면, 본고가 수집한 구어 오류 중에서 부사의 오류는 주로 첨가(32.1%)와 
대체(30.2%)의 유형으로 나타났고16) ‘就’의 누락 오류가 없었을 뿐 아니라 
16) 첨가 오류의 예는 ‘真的’, ‘有点’, ‘很’, ‘多’ 등 이고, 대체 오류의 예는 ‘不’와‘没’, ‘最’와‘太’, ‘很’과

‘多’、‘就’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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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의 누락 오류도 두 개에 불과 하여 전체 부사 관련 오류 7개 중에서 28.6%
를 차지했다. 구어 자료 중의 ‘都’누락 오류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7)跟身体有关的活动很喜欢。➝ 跟身体有关的活动{-都}很喜欢。

Ⅴ. 구어 교육에 관한 제안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의 발화에서 관찰된 구어 오류 실례들을 분석한 결

과, 오류의 원인으로써, 모국어 부정전이 및 목표어 규범화로 인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본고의 인터뷰에 참여한 중급중국어 학습자들은 즉흥적으로 발화에 참
여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여 정립한 생각을 순간적으로 직역
하여 중국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급단계 교재에서부터 어휘나 
문법구조가 많아지는데 학습자들이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기존에 습
득한 초급단계의 내용은 새롭게 배우는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서 교학상의 오도까지 생긴다면 학습자들이 새로운 문법을 습득하는데 더욱 어
려움을 느낄 것이다. 즉흥적인 발화에서, 학습자가 발화하는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 교류 책략의 운용으로 인해 교류의 편의를 추구해야 하는 압박감과 화자 
본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자세히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돌하여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긴다. 이러한 오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교육현장에서 인
지하고, 오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방안을 설계한다면, 중급 중국어의 
구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周小兵·朱其智·邓
小宁(2007:57)이 제시한 오류 형성의 원인 유형별로 오류 실례에 착안하여 구
어 교육에 대한 초보적인 건의를 제시하겠다.  

1. 모어의 부정전이를 고려한 교육 제안

본고의 구어 오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어의 부정전이의 영향은 인터뷰 참
가자들이 모어인 한국어의 어순에 의거하여 발화를 하여 발생한 어순 오류, 혹
은 모어와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문법기능이 다양한 중국어 유의어 어휘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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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대체하는 대체 오류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중급 단계에 들어가면서 문장 중 수식성분이 점차 많아지는데, 이때 학습자

의 어순 및 대체 관련 오류는 주로 수식어 성분인 상황어, 한정어 그리고 보어
부분에서 나타났다. 그 예로, 참여자들이 동작이 지속된 시간, 동작이 발생한 
회수를 표현하기 위해 시간사와 시량사구를 혼동하거나 시량사구 및 동량사구
를 상황어, 한정어, 보어 위치에서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는 문법에서 오류를 보
였다. 

  어순 및 대체 오류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수자는 모어의 부정전
이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급 단계 학습자들을 가르칠 때, 상황어
와 보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예문을 통해 비교하면서 연습을 진행할  것을 추
천한다. 구체적으로 중급단계의 수업에서 교수자는 동작의 지속이나 횟수를 표
현하는 시량사구 및 동량사구가 동사 뒤의 보어 위치에서 발화되어야 한다는 
문법을 강조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누적된 문법사항들을 반복적으로 심
화 연습시키기 위하여, 초급단계에서 배웠던 主谓구, 述宾구 등을 기본으로 문
장의 구조와 층차를 다시 설명하고 다시 状中구와 述급구를 가르치고 연습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어 어순이나 유사표현의 부정전이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목표어 규범화를 고려한 교육 제안

본고가 관찰한 구어 오류 자료상에서, 목표어 규범화는 주로 중국어 내부에 
존재하는 의미가 유사하고 문법기능이 다양한 어휘(多功能词汇)간의 사용을 
혼동하는 대체오류에서 관찰되었다. 예를 들면 동사 ‘在’와‘有’의 대체, 능원동
사 ‘想’과‘可以’의 대체, 부정부사 ‘不’와‘没’의 대체, 접속사 ‘或者’와 ‘还是’의 대
체 등이다. 

초급단계에 비해 어휘량이 증가하고 유의어들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중급단
계의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다기능 유의어는 쉽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교수자는 다양한 문장 구조 유형의 훈련에 목표를 두는 것 이외에, 다기능 
유의어의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 능원동사 ‘想’과 ‘可以’를 예로 들면,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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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능원동사들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교수자가 
어휘선택 연습문제를 활용하여 오류를 경감시킬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예문을 선별할 때 상황별로 선명한 특징을 지닌 예문을 채택해야 한다.  

3. 교학상의 오도를 고려한 교육 제안

본고가 관찰한 구어 오류 자료에서, 교학상의 오도는 주로 어순오류에서 관
찰되었다. 가령,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昨天’, ‘下午’등 시간명사는 술어의 
앞에 위치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중급단계에서 시량사구 및 동량사구를 보어로 
사용하는 경우와, 시간명사를 상황어로 사용하는 경우를  혼동하여 발화하는 
오류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자는 중급 단계 수업에서 학습자가 状中
구조의 상황어와 述급구조의 보어의 차이를 정확이 습득하도록 관련 연습의 빈
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이합사와 시량보어 및 동량보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에도 종종 어
순 오류가 발생하였다.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술빈구조와 이합동사를 배우
는데 중급 단계에 들어간 이후 述급구조로 동작의 횟수와 시간을 표현하는 문
법을 학습하였다. 인터뷰에 참가한 학습자들에게서  “*昨天我见面了一次我们老
师。”, “*昨天我把老师见面一次了。” 등 과 같은 오류가 자주 나타났다. 현재 한
국에서 출판된 중급 단계의 중국어 교재는 이런 문법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상
황이다. 중국어에는 V 뒤에 O성분이 출현하든지, C성분이 출현하든지, V뒤에 
하나의 성분만 출현할 수 있고, *VOC처럼 V뒤에 O와 C의 두 성분이 동시에 
출현할 수 없다는 설명17)이 반영된 중급단계의 교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
연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초급단계에서 배운 VO구조와 중급단계에서 배운 
VC구조를 결합한 VOVC,(把)OVC 등 구조를 정확히 사용하는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교학상의 오도를 극복하기 위해, 유관내용을 반영한 강의
안을 설계하고  초급교재 중 이미 소개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상기해준 후 새로

17) Huang (1994)의 구구조 규칙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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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문법구조를 추가하여 누적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결합된 구조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계
별 문법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4. 교류 책략의 운용을 고려한 교육 제안

본고가 수집한 구어 자료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상황속에서, 학습자들이 즉
흥적으로 의사소통을 목표로 대응했다는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습
자들은 저마다 교류 책략을 사용하였을 텐데, 수집된 구어 자료에는 각 상황별
로 적절한 내용어휘나 기능어휘, 문법구조 등의 의미나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
고 즉흥적으로 발화를 하면서 직역스러운 표현을 하거나 다기능 유의어들을 대
체하는 오류가 관찰되었다.

접속사 관련 오류를 예로 들면 ‘还有’，‘还是’，‘而且’，‘或者’를 혼동하여 사
용하는 오류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오류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중급단계의 수업 
중 일부는 복문(复句)을 주로 다루는 강의안을 설계하여, 다양한 상황이나 문
맥을 설정하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어떤 다른 논리를 전개하는지를 가르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복문 중 주절과 종속절에 서로 다른 접속사들을 
추가해 연습할 수 있다. 

교수자는 담당하는 학습자들의 발화를 장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주
간별로 오류 특징을 분석하고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즉흥적인 의사
소통의 상황에서, 짧은 순간에 모국어로 한 생각을 직역하여 발화하는 성인 학
습자들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자는 수업시간 학생들과 중국어로 소통하
면서 자주 관찰되는 구어 오류들을 선별하여, 연습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Ⅵ. 결론
본 연구는 대학교 전공수업으로 개설된 중급 중국어를 수강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구어 사용에 나타난 통사 오류 실례를 대상으로 구어 오류 코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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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후, 오류의  유형별 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는 먼저 표준 수학범주를 기준으로 매 비문을 누락, 대체, 어순오류, 첨가, 혼합 
의 대유형별로 구분한 후, 다시 전통적 문법 범주에 근거해 품사, 문장 성분, 
특수구문 등의 소유형으로 구분하여, 한국 학습자의 구어 오류에 대해 구체적
이고 세밀하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유형 중 점유율이 높은 유형부터 낮은 
유형순으로 통계하면 누락(26.71%), 대체(24.43%), 어순오류(18.08%), 첨가
(15.64%), 혼합(15.14%)으로 분석되었다. 각 대유형의 개별 유형별로 하위 
부류인 소유형 중 빈도수가 높은 유형부터 낮은 유형순으로 통계한 결과, 누락
오류에서는 동사가 55.49%, 대체오류에서는 명사가 34%, 어순오류에서는 시
량사구와 동량사구가 41.4%, 첨가 오류에서는 동사가 34.4%，혼합오류에서는 
누락 대체 오류가 25.8%로 개별 대유형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였다. 

나아가, 통사 오류가 나타난 비문들을 오류 유형별로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작문
오류에 나타난 통사 관련 오류와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하여, 구어사용에 나타난 
통사 오류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가 수집한 구어 오류에서 관
찰된 모어의 부정전이, 목표어의 규범화, 교학상의 오도, 교류 책략의 운용과 
같은 오류 형성 원인을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각 형성 원인과 
관련된 특정 오류의 발생을 경감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구어 교육에 대한 건의
를 제시하였다. 

향후, 더욱 방대한 구어 코퍼스의 구축이 가능하다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들의 통사 오류의 특성에 대해 더욱 세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 
정확도를 높인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어 오류 분석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초보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구어 오류 코퍼스를 구축하고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여, 구어 오류 연구의 기반을 다졌다는 데에 그 의의를 
갖는다. 향후 본고의 연구방법론을 모델로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구어 오류
에 관한 더욱 개선된 유관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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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韩国人汉语口语偏误类型分析
：以大学中级阶段学生个案为中心

                       
李京徽，庞建春，白知永

本研究以２２名中级汉语水平的韩国大学生所产生的口语偏误为研究对象，建立口语偏
误语料库，对口语偏误进行分类工作，就偏误类型的具体分布、语法特征以及成因等进行定
量和定性的分析，在此基础上和以往的写作偏误研究结论比较异同点。最后针对不同成因导
致的具体偏误提出了教学建议。

本研究根据周小兵·朱其智·邓小宁(2007)的作法，先从标准数学范畴入手，把偏误类型
分为遗漏、误代、错序、误加以及杂糅五大类，之后再按照传统的语法范畴对语料库数据行
详细地分析，统计偏误种类以及数量百分比，得出每类偏误的分布情况。即整个偏误中三大
主要偏误类型为遗漏(26.5%）、误代(25.1%）、错序(20.3%），然后是误加(15.8%）和
杂糅(12.3%）。各大类型中的具体分布情况如下：遗漏偏误中动词遗漏为56.4%，误代偏误
中名词误代占30.5%，错序偏误中时动量词词组占40.8%，误加偏误中动词误加占21.6%，
杂糅偏误中遗漏和误代占28.6%。接着，本文根据周小兵·朱其智·邓小宁(2007)提出的从标
准数学范畴和传统语法范畴对其偏误的句法特征及其产生的原因进行详细地分析。具体来讲
主要有四种不同偏误成因，即母语的负迁移、目的语规则泛化、教学误导、交际*略的运
用。接下来是本文口语预料库和以往写作偏误的对照和比较,这里特别就口语偏误所反映出的
语法特征进行了分析和论述.最后,针对这些不同成因导致的偏误,提出若干教学建议.

本研究首次运用现场采录的方式，搜集即时易逝的口语단料，通过录音转写和编辑Ｅｘ
ｃｅｌ文档的方式建立起口语偏误语料库，并且利用现有研究成果，有针对性地制定定量和
定性的分析模式，以期弥급以往的研究成果仅集中于写作偏误分析的不足，在建立口语偏误
研究方法论上具有开拓意义。

关键词 : 口语偏误分析，语法偏误，韩国学生，对外汉语教育，偏误类型，偏误成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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