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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4.4, 607-628. Systematic and in-depth 

analyses of Chinese Korean language learners' lexical errors in general and of 

collocation errors, in particular, are relatively rare. This study presents empirical 

data verifying the theoretic assertions that Chi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produce 'unnatural' word combinations. In this paper, the authors used a more 

comprehensive error taxonomy based on previous studies to analyze Chinese 

learners’ use of Korean colloca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identified 

sources of errors were mainly from L2’s inherent difficulty rather than first 

language (L1) transfer. The findings from the Chinese learners’ errors in the use of 

Korean collocations have implications for L2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which should be of interest to the wider Korean as a Second Language (KS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 contexts.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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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연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어 사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어의 유형 중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체언+용언’ 형 연어를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연어 오류 

양상과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빈칸 채우기 테스트와, 오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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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 효과적인 연어 교육을 위한 실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는 명사 ‘신발’의 경우 동사 ‘신다’를, 명사 ‘모자’의 경우에는 동사는 ‘쓰다’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연

어는 단어와 다른 단어 간 결합관계의 관습성이 잘 드러나며 연어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가까운 어절 내에 나타나는 공기 

관계를 가진다(김일환 외, 2010). 원어민은 이러한 관습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목표 언어에 대한 직관이 없

는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어휘 간 공기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여 ‘신발을 입다’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연어가 한국어의 표현 기능과 중요한 관계를 지녀 유창한 한국어 구사에 있어서 연어가 가지는 중요성은 이미 한국어

교육에서 잘 알려진 바, 한국어 교재에 연어가 포함되고, 한국어 연어 사전이 출판되기도 하는 등 효과적인 연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도 연어와 같은 관습적 언어 사용을 통한 유창한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

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많은 학습자들이 여전히 연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박현정, 2006). 이처럼 

한국어 교수 ․ 학습 측면에서 연어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연어에 대한 

이해와 산출 등에서 나타나는 연어의 사용양상과 오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한국어 

학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연어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를 파악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연어의 의미와 범위

Firth(1957)가 ‘연어(colloc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후,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은 연어의 개념을 다양하게 설명하

였다.1) 국어학계에서도 연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연어의 의미와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그에 대한 정의

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어에 대한 주요 정의는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연어의 정의 

연어의 정의

최현배

(1950 : 721~722)

여러 낱말이 모여서 한겹진(複雜한)뜻을 나타내되, 아직 온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한 것, 곧 월은

물론이요, 아직 마디도 되지 못한 것을 이은말(連語)라 한다.”

최경숙

(1997) 

구성 성분의 의미의 조합으로 전체 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어휘 연속체. 공기 관계를 형성하며, 의미

적 긴밀성을 지니고 구성 성분의 요소는 상호 선택적이다.

임홍빈

(2002 : 279)
연어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문법적 구성에 나타나는 두 어휘소 사이의 어휘적 선택 관계이다. 

한영균

(2002 : 143)

언어 관계란 기본적으로 한 문장 안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울려 쓰이는 단어의 결합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송정근

(2002 : 42)

통사론적으로 어휘 제약을 통해 서술어와 논항이 결합되고, 의미론적으로 구성 성분의 축자적 의미의 합이

아닌 전체 의미를 갖지만 구성 성분 중 한 성분의 축자적 의미가 투명한 구.

1) 해외 주요 학자들의 연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Collocation is the habitual juxtaposition or association in the sentences of language” (Firth, 1957:181).

“Collocation is a marriage contract between words, and some words are more firmly married to each other than others” (McCarthy, 

1990:12)

“Collocation is the occurrence of two or more words within a short space of each other in a text” (Sinclair, 19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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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를 통해 살펴본 연어의 정의들은 다소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두 연어를 ‘구성요소의 긴밀한 결합, 

긴밀한 공기 관계’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연어는 일종의 관용 표현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자유 결합과 관용구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연어의 유형을 살펴보면, 연어는 유형에 따라 의미 결합에 의해서 공기관계가 형성된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인 

결합에 의해 공기 관계가 형성된 문법적 연어로 분류된다. 어휘적 연어는 연어의 구성에 어휘소가 중심 단위가 되며, 체언, 

용언, 부사와 같은 내용어들끼리 밀접한 공기 관계가 존재하는 구성을 말한다. ‘구역질이 나다’, ‘몸부림을 치다’ 등이 어

휘적 연어의 예에 해당한다. 문법적인 연어는 통사적 요인에 따라 어절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의 단위에 어휘소뿐만 아니

라 문법소도 포함이 된다(임근석, 2002). ‘만약에 ~면,’, ‘비록 ~일지라도’ 등이 문법적 연어의 예이다. ‘한국어 교수 ․ 학습 

시에 문법적 연어는 문법 관련 부분에서 문형의 형태로 교육되고 있으므로 본고는 어휘적 연어만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국어학의 연어 연구를 기반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도 연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문금현(2002)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연어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어휘 교육에 있어서 연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어를 관용구절, 상용구절, 일반구절과 구별했으며, “연어는 둘 이상 단어가 축자 의미를 

유지하면서 친밀한 결합 관계를 형성하는 어군”(문금현, 2002:220)으로 정의했으며,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연어의 개

념 및 분류 기준을 명시하고, 기존 한국어 교재와 문어 자료,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연어 목록을 

제시하였다. 문금현(2002)는 한국어 연어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 연어 학습 목록과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김미현(2005)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Korean Dictionary for International Learners)”의 편찬에 있어서 

연어를 처리하고 기술하는 데 필요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어의 개념과 범주를 한정하였는데 어휘적 연어

를 그 구성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체언+용언’형 연어, ‘체언+체언’형 연어, ‘부사+용언’로 분류하였다.

표 2. 어휘적 연어 분류 (김미현, 2005)

어

휘

적 

연

어

[체언+용언]

[체언+동사]

술어성 명사+기능 동사(변이형) (결정을 하다, 결정을 내리다, 결정을 보

다, 결정을 짓다, 질문을 하다, 질문을 던지다, 질문을 퍼붓다, 아양을 떨다, 

심술을 부리다)

술어성 명사+일반 동사 (약속을 지키다, 잠을 자다, 꿈을 꾸다)

비술어성 명사+동사 (밥을 짓다, 빵을 굽다, 거문고를 타다, 나팔을 불다, 

피아노를 치다, 넥타이를 매다, 시계를 차다, 신을 신다, 안경을 끼다, 개가 

짖다, 종이 올리다)

[체언+형용사] (키가 훤칠하다, 얼굴이 갸름하다, 사이가 좋다)

[용언의 관형사+체언]
(새빨간 거짓말,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무거운 침목, 뜨거운 박수, 굳은 약

속, 두근거리는 가슴, 말 못할 사연)

[체언(의)+체언] (절망의 구렁텅이, 흥분의 도가니, 불굴의 의지, 엽기적 살인)

[부사+용언] (빙빙 돌다, 데굴데굴 구르다, 열렬히 사랑하다)

김미현의 연구는 연어 범주의 한정과 연어 선정의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학습 사전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서 요구되

는 연어 교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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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문금현(2002)의 연어에 대한 정의를 따르되, 김미현(2005)의 어휘적 연어의 유형에 대한 분

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2) 학습자들의 오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3) ‘체언+용언’형 연어로 그 대상을 한정

하고자 한다.

연어: ‘심술을 부리다’

심술 을 부리다

연어핵 조사 연어변

그림 1.‘체언+용언’형 연어의 구성

‘체언+용언’형 연어는 위 <그림 1>과 같이 연어핵과 연어변으로 구성되는데 연어 구성의 핵심이 되는 요소로 자립적 

의미를 지니는 체언 부분이 연어핵(base), 연어핵과 결합해야만 의미가 완전해지는 부수적인 요소인 용언이 연어변

(collocator)이 된다.

2.2 선행 연구

그간 한국어 교육계에서 연어를 다룬 연구는 다양하지만 본 절에서는 본고와 긴밀하게 관련되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로 제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 ․ 중 연어를 대조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현화(2005)는 연어 대신 ‘프레올

러지4) (구절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2004)�에서 제시된 ‘체언+용언’형 연어 총 

821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를 중국어와 대조 분석한 후, ‘동일한 표현’, ‘유사한 표현’, ‘상이한 표현’으로 분류하

여 그 결과를 수치화하여 그 특성을 밝혔다. 그 결과, 중국어와 한국어 간 연어의 일치도가 낮았으며, 의미가 유사한 연어

도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많음을 밝혔다. 기단봉(2010)은 기존 연구 및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연어를 추출하고 

목술관계 연어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통사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한 ․ 중 연어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를 바탕으로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와 대비하여 ‘완전 일치’, ‘부분 일치’, ‘불일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범기혜(2010)는 국어학 연구를 바탕으로 광의의 연어와 협의의 연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용 연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였다. 한국어 연어에 해당하는 중국어 대응 표현의 성격에 따라 크게 대응형과 비대응

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중국어의 연어 개념과 대조하면서 한국어 연어가 중국어의 연어, 자유 구성, 어휘에 해

당하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다. 석아남(2013)은 �21세기 세종 계획 전자사전�에서 제시한 연어 중에 주술관계 및 목

술관계 연어를 추출하여 중국어와의 대응 양상을 의미적, 통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서술어의 의미 측면에서 한국어와 중

국어가 일치 하지 않는 유형을 분류하여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범할 수 있는 연어 오류를 예측하였다. 유

문명(2016)은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단계)’에서 제시된 초급 연어 목록을 연구 대상을 삼아 주술관계와 목술관

계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연어의 대응 양상을 통사적, 형태 ․ 의미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모국어

2) 김진해(2000)는 추출한 연어 목록 7400여 개 중에서 82.4%는 ‘체언+용언’형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왕혜숙(1998)은 학습자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체언+용언’ 형의 연어 사용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 강현화(2005) 역시 

학습자들의 연어 오류 중 ‘체언+용언’의 구 표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언급하였다.

4) 강현화(2005)는 프레올러지(phrasedology)를 “언어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덩어리(chunk)로 나타나는 모든 구 구조로 보아 여기에 

연어, 관용어, 상투어 표현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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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 습관으로 목술관계 연어의 사용에 있어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어 오류의 양상과 원인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신효경(2008)은 중국인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부사격조사 ‘에/에서’를 중국어 개사 ‘在’와 대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오류문을 분석하여 

오류 행태 및 원인을 밝히고 문법적 연어 형태로 ‘에/에서’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숙연

(2017)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숙달도 따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목술관계 연어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

다. 학습자들의 연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등급이 높을수록 오류율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내렸

다. 가장 최근의 연구인 유문명(2018)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연어 오류를 통사 유형, 오류 

원인, 학습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조상으로는 ‘체언+용언’ 구조의 오류가, 오류의 유형적 측면에서는 조사

의 오류가, 연어의 통사적 측면에서는 주술관계 연어의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 연어 관련 연구는 학습에 필요한 연어 목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등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학습자가 실제로 범하는 연어 오류의 양상과 원인에 대한 

실제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연어 오류에 대한 연구도 존재하여왔으나 한 ․ 중 연어의 이론적 대조

에 치우쳐있거나 분석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실제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본고는 ‘체언+용언’형 연어를 대상으로, 빈칸 채우기 테스트와 CONTRIX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가 연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오류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오류가 나타

난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연어 교육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어 사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인 학습자 연어 사용과 오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칸 채우기 테스트와 CONTRIX 

조사5)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류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의 연어 사용 오류 파악을 위한 두 번의 테스트를 제작하기 위해 한국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연어 사용에 대

한 예비 조사를 진행하여 학습자 연어 오류 조사에 필요한 연어 목록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과 오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빈칸 채우기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습자의 연어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50명을 

대상으로 CONTRIX 조사를 실시하고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CONTRIX 조사가 끝난 후에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후 면담을 실시하여 한중 연어 대조 분석의 결과

를 보충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5) CONTRIX는 ‘constituent matrix’의 줄임말로, Revier(2009)에서 덴마크인 영어 학습자의 연어 능숙도 평가를 위해 처음 소개되었다. 연

어 중 의미가 투명한 것, 투명하지 않은 것, 중간인 것의 연어 지식에 대해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동사 

중 하나, 관사 중 하나, 명사 중 하나씩 선택하여 어휘의 구조를 조합하여 연어 구성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를 통해 연어 지식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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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조사(한국인 대상: 7명)

↓

설문지 작성

↓

1차 조사: 빈칸 채우기(중국인 대상: 30명)

↓

2차 조사: CONTRIX 조사(중국인 대상: 50명) 

↓

사후 면담(일부 학습자 대상)

↓

오류 분석

그림 2. 연구 절차

3.1 예비 조사(한국인 대상)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어를 대상으로 조사지를 제작하기 위해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지를 제작하기에 앞서 임의 추출법으로 선발된 한국어 모어 화자 7명6)을 대상으로 연어 사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금현(2002)에서 제시된 중급 연어 학습 목록의 연어 224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것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직관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어

들을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인 조사 대상이 덜 사용하는 연어들은 주로 ‘술을 빚다, 모를 심다’ 등 농사나 기술에 관

한 연어였다. 또한 조사 대상의 나이와 성별, 직업, 혼인 상태, 그리고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연어 사용 목록에 차이가 있었

다.7) 이에 한국인 화자가 덜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연어뿐만 아니라, 개인별 사용 차이가 있는 연어 91개를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제외하고 남은 133개 연어목록을 대상으로 중급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국어원 외국인 학습 

샘터 어휘 검색 사전에서 연어의 등급을 조사하였는데 연어핵과 연어변을 분별 입력하여 연어핵이나 연어변이 중급이 

아닌 경우를 연어 목록에서 제외시켰다.8) 이렇게 중급에 해당하지 않는 연어 40개를 제외하고 남은 93개 연어 중에 ‘체

언+ 용언’형이 아닌 연어, 한국어에서 두 개 이상의 표현이 연어가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대응 표현만 갖는 경우9) 는 조사 

대상 연어에서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침을 뱉다’, ‘침을 삼키다’, ‘침을 흘리다’와 같이 동일 연어핵이 다수의 연어 구

성에 사용된 경우 그 중 한 개의 연어만을 선택해 조사지에 실었다.

6) 한국인 조사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성별 여 여 여 여 여 남 남

나이 대 30대 30대 20대 40대 30대 40대 40대

직업 교사 주부 대학생 교사 대학원생 회사원 회사원

혼인 상태 미혼 기혼 미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자녀 여부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7) 예를 들면, 남성 참여자들은 ‘나물을 무치다, 빨래를 개다’와 같은 가사 노동 관련 연어를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참여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말썽을 부리다, 대소변을 가리다’와 같은 연어를 자주 사용하는 반면에 자녀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덜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예컨대, 연어 ‘곰팡이가 피다’에서 연어핵에 해당하는 ‘곰팡이’는 고급 어휘이므로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녹이 슬다’중에 ‘슬다’가 

고급 어휘이기 때문에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9) 예를 들면, 한국어의 ‘부상을 당하다’와 ‘상처를 입다’는 중국어의 ‘受伤’ 한 가지 표현으로만 대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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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차 조사: 빈칸 채우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빈칸 채우기 테스트를 제작하였다. 빈칸 채우기 테

스트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어 사용의 현황 파악이라는 주목적과 더불어, 2차 조사인 CONTRIX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해 실시하였다.10) 빈칸 채우기 테스트의 조사 대상은 총 30명으로 모두 한국어 중급 과정을 수료한 한국어 고급 학

습자이다.11) 테스트의 문항은 총 70개이며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 번역과 함께 제시하고12) 연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빈칸

으로 처리하여 학습자가 빈칸에 적절한 연어를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빈칸 채우기 조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________ _______ (下雾)13)

(2) 천천히________ _______ 거야. (慢慢就会习惯了)14)  

그림 3. 빈칸 채우기 테스트의 예시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항 옆에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번역한 문장을 함께 제시하였다. 조사지 전반부의 (1번

부터 36번) 문항은 위의 (1)과 같이 한국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제시하였으며, 조사지 후반부의 (36번부터 70번) 

문항은 (2)와 같이 연어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해당 연어가 사용된 한국어 문장을 함께 제시하였다.

3.3 2차 조사: CONTRIX 조사

1차 빈칸 채우기 테스트의 주목적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이었다면, 2

차 CONTRIX 조사는 학습자가 연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

로 실시하였다. CONTRIX 조사 참여자는 중국인 한국어 중 ․ 고급 학습자 총 50명으로,15) 1차 빈칸 채우기 테스트에 참

여한 학습자는 2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CONTRIX 조사는 앞서 언급한 빈칸 채우기 테스트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

하였지만 설문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

‘체언+용언’형 연어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Revier(2009)를 바탕으로 CONTRIX 조사지를 제작하였는데 연어를 

체언, 조사, 용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학습자가 주어진 문맥에 맞게 체언, 용언, 조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

에서 사용한 CONTRIX 조사의 형식과 예는 아래 <표 3>과 같다.

10) CONTRIX 조사는 문항의 구성이 객관식 선택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답을 맞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1) 빈칸 채우기 조사지를 제작 후 시행한 예비 조사에서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 조사지 작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조사를 중도 포기하는 경

우가 많았다. 이에 연구자는 조사 대상 학습자들이 중급 과정을 아직 수료하지 못하여 테스트지를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급 과정을 수료한 고급학습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12) 중국어 번역은 중국인 한국어 관련 전공 박사 과정 대학원생 세 명이 검토하였다.

13) 중국어 ‘下雾’는 한국어로 ‘안개가 끼다’의 의미를 갖는다.

14) 중국어 ‘慢慢就会习惯了’는 한국어로 ‘습관이 들다’는 뜻이다.

15) 2차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는 3급 1명, 4급 9명, 5급 24명, 6급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20세~35세 20대는 46명, 30대는 

5명이다. 남성 참여자는 5명이고, 여성 참여자는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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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ONTRIX 문항 예시

그는 남보다 더 ____ __ _______(他比别人更怕热)

①따뜻함 ①이/가 ①타다

②덥 ②을/를 ②무섭다

③더위 ③에 ③먹다

‘체언’부분의 세 선택지 중 하나, ‘조사’부분의 세 선택지 중 하나 그리고 ‘용언’부분의 세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

여16) 이것이 결합되었을 때 적절한 문장이 되는지를 통해 연어의 의미와 결합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4. 결과 분석

4.1 1차 빈칸 채우기 테스트 결과

빈칸 채우기 테스트의 평균 응답률은 72.03%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테스트지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반응을 보였

으며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문항도 다수 존재하였다.17) 모든 문항에 응답한 학습자는 6명뿐이었다.

이어서 학습자가 작성한 답안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정오 판정 시,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오류 판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문법적 오류는 무시하고 어휘적 오류만을 확인했다.18) 둘째, 선택지에 제시된 어

휘 중 유의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전달된다면 오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19) 아래 <그림 4>와 같이 빈칸 채우기 

조사의 정답률은 46.4%, 오답률은 53.7%로 정답률보다 오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3.7
46.4

오류

맞음

그림 4. 빈칸 채우기 테스트 비율 (단위: %)

학습자의 답안을 분석한 결과, 연어 대신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47번 문항의 경우, ‘습관이 들다’라

는 연어를 묻는 문항이었으나 ‘익숙하다’로 응답한 학습자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

16) 체언, 조사, 용언마다 3개 선택항이 주어지므로 한 문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은 총 27개이다. 

17) 총 69(유효 문항 수)* 20(참여 인수) = 1380개 문항 중, 실제 학습자가 응답한 문항은 994개였다. 예를 들어, ‘은혜를 받다’가 정답이지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써도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18) 예를 들어, ‘결심을 하다’와 ‘마음을 먹다’의 의미가 유사하므로 어느 쪽을 써도 정답으로 처리했다.

19) 용언 오류와 체언 오류는 어휘 오류에 포함되는데, 이 둘을 합하면 오류율이 56%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어휘 오류라는 점을 밝힌 김미옥(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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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이 연어와 어휘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높은 오류 비율을 통해 학습자가 연어를 

사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 발생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차 조사인 

CONTRIX 조사에서는 한국어 중 ․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연어 사용 오류 양상을 밝히고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

고자 하였다.

4.2 CONTRIX 조사 결과에 따른 오류 양상과 원인 분석

빈칸 채우기 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연어 사용과 오류의 현황을 파악한 뒤에 이루어진 CONTRIX 조사는 오류의 양상

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오류가 나타나는 위치를 살펴보았다. 중국인 한국어 중 ․ 고급 학습자 5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연어를 사용할 때 오류가 나타나는 위치는 용언(33.31%), 체언(23.01%), 조사(20.58%) 

순으로, 용언 부분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오류가 나타난 문항 중 오류의 횟수가 평균(27회)을 상회하는 문항 22개를 선택하여 오류의 양상과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 ․ 중 연어 대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양수향(2006)의 학습자 연어 오류 유형의 분류와, 정숙향

(2007)에서 제시한 연어 오류 원인 분류의 틀을 수정 보완하여 본고의 자료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류의 발생 원인, 오류의 위치에 따라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오류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한 ․ 중 연어 오류의 유형 및 예시

오류의 발생 원인 오류의 위치 오류의 유형 예시(한국어 연어 → 학습자 오류)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

체언
단어의 의미 영역 차이로 인한 오류 핑계를 대다 → 找理由(*이유를 찾다)

용언과 결합 가능한 체언의 의미 자질 제약으로 인한 오류 노를 젓다 → 划船(*배를 젓다) 

용언
단어의 의미 영역 차이로 인한 오류 더위를 타다 → 怕热(*더위를 무섭다)

체언과 결합 가능한 용언의 의미 자질 제약으로 인한 오류 단추를 채우다 → 扣纽扣(*단추를 걸다)

조사 용언이 요구하는 논항의 자질 차이로 인한 오류 성이 나다(한) → 发火(성을 나다) 

목표어 영향으로 

인한 오류

체언 단어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 흥미가 있다 → *관심이 있다

용언

단어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 일자리를 얻다 → 일자리를 받다 

잘못 선택한 체언과 공기 관계를 가진 용언 오류 멀미가 나다 → *머리가 아프다

‘하다’동사의 오류 애교를 부리다 → *애교를 하다

조사 목적격과 주격 혼용으로 인한 오류 짜증을 내다 → *짜증이 내다

본 연구는 <표 4>의 분류 유형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연어를 사용할 때 오류가 나타난 위치와 오류가 나타난 비

율에 따라 연어 내의 어휘 오류의 분포를 살펴본 다음, 오류의 유형을 통해 오류가 타나난 원인을 귀납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언어 사용 시 나타나는 오류의 분류는 CONTRIX 조사에서 사용한 분류에 따라 체언 오류, 용언 오류, 조사 사용

의 오류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크게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와 목표어의 간섭으로 인

한 오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오류가 나타난 원인을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연어 관계가 한국어의 연어 관계와 다른 

경우(모국어 간섭)와 한국어 연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목표어 간섭)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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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비율에 따라 용언, 체언, 조사의 순서대로 오류가 많이 나타난 문항을 중심으로 오류의 양상과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 중 대조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사후 인터뷰 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오류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4.2.1 용언 오류 및 원인

같은 용언은 여러 체언과 결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부적인 의미가 달라진다.20) ‘체언+용언’형 연어 역시 같은 용

언이 여러 체언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연어를 용언의 의미와 활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적절한 연

어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본고의 자료에서 나타난 용언 오류의 주요 원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어 내 용언 오류

중국어 표현 한국어 연어 오류 양상(오류율) 오류 유형 오류 원인

下雾 안개가 끼다 ~내리다(34%)
체언과 결합 가능한 용언의 

의미 자질 제약

모국어 간섭 

枫叶红了 단풍을 들다 ~빨갛다(62%)

嗓子发干 목이 타다 ~건조하다(30%)

腌制辣椒酱 고추장을 담그다 ~ 만들다(32%)

한 ․ 중 단어 의미 영역 차이

找借口，找理由 핑계를 대다 ~찾다(68%)

怕热 더위를 타다 ~먹다(22%)

踩/跟着节奏 리듬을 타다 ~밟다(38%)

说...的坏话 흉을 보다 ~말하다(82%)

放屁 방귀를 뀌다 ~하다(32%)

‘하다’ 과잉 사용

목표어 영향

撒娇 애교를 부리다 ~하다(40%) 

学...样儿 흉내를 내- ~하다(16%)

缄口 입을 다물다 ~막다(18%) 

단어 유사성

卷行李 짐을 꾸리다 ~쌓다(62%) 

入味 맛이 들다 ~들어가다(80%)

晾洗好的衣服 빨래를 널다 ~빨다(12%)

着火 불이 붙다 ~ 켜다(46%) 

跪 무릎을 꿇다 ~ 굽다(38%)

聊天 수다를 떨- ~ 내다(22%)

晕船 멀미가 나다 ~ 아프다(30%)

체언 오류 
淤青 멍이 들었다 ~ 멈췄다(40%)

发懒 게으름을 피우다 ~ 자다(26%)

怯生 낯을 가리다 ~ 나다(56%)

<표 5>는 CONTRIX조사 결과에서 연어 용언의 평균 오류율보다 높은 오류율을 보인 문항 22개 문항의 분석 결과를 

20) 예를 들어, 동사 ‘들다’는 결합하는 체언에 따라 6개의 세부 의미가 존재한다. 이 중 “생각이 들다”중 ‘들다’는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뜻하며, “습관이 들다”중에 ‘들다’는 “버릇이나 습관이 몸에 배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는 사전에 제시한 “밖에

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의미에서 더 세분화된 것이다. (‘들다’ 관련 연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춘매, 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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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였으며 22개의 문항 중 목표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오류는 14개, 모국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오류는 8 문항이

었다. 목표어인 한국어 연어 학습의 부족으로 인한 오류가 모국어 영향으로 인한 오류보다 오류의 유형과 양상이 복잡하

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단어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가 가장 많다. 또한 모국어 간섭으로 인해 일어난 오류는 한 ․ 

중 단어의 의미 영역 차이로 인한 오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학습자가 양 언어 간 단어의 의미 영역의 차이에 따른 혼

란을 겪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용언 부분에 나타난 오류를 오류의 주요 원인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오

류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류 발생의 원인을 기술할 것이다.

4.2.1.1 모국어 간섭으로 나타난 오류

모국어 간섭으로 나타난 용언 오류의 유형은 단어의 의미 영역 차이와 체언과 결합 가능한 용언의 의미 자질 제약에 의

한 두 가지이다.

1) 단어의 의미 영역 차이로 인한 오류

한 ․ 중 단어의 의미 영역 차이로 인한 오류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아래 (3)과 같이 한국어 연어 ‘고추장을 담그다’

와 관련된 문항과 ‘흉을 보다’와 관련된 문항에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다.

(3)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직역) 

ㄱ. 고추장을 담그다 → 做辣椒酱(고추장을 만들다)

ㄴ. 흉을 보다 → 说...坏话(흉을 말하다)

한국어 연어 ‘고추장을 담그다’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做辣椒酱(고추장을 만들다)’이며 한국어 연어인 용언 ‘담그다’

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做(만들다)’이다. 한국어 ‘담그다’는 ‘김치, 술, 장, 젓갈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

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라는 뜻이나, 중국어는 ‘做’는 ‘하다, 만들다, 제작하다, 쓰다, 짓다, 담당하다’ 등 

한국어보다 넓은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다.21)

한국어 연어 ‘흉을 보다’와 관련된 문항 역시 용언 오류가 (82%) 확인되었는데 오류를 범한 학습자 41명 모두가 ‘말하

다’를 선택했다. 한국어에서 ‘흉을 보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실수 따위를 말하다.’라는 의미이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说...坏话’이다. 한국어 연어의 용언 ‘보다’는 단순하게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

다’보다 더 많은 파생 의미를 가지고 있다.22) 또한 한국어로 ‘보다’는 ‘말하다, 따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흉을 보

다’는 ‘사람의 이모저모를 따져 보거나 비교하여 재어 보다’는 의미이지만 중국어에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의미보다 일

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说’을 사용한다. 즉, 참여자가 모국어 간섭으로 인해 ‘说’을 직역하여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오

답을 선택한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중국어의 ‘说’이 한국어의 ‘말하다’와 대응한다고 생각해서 선택했

다고 진술했다.

 21) 중국어에서 ‘做’의 의미 영역은 한국어의 ‘담그다’ 보다 넓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做作业(숙제를 하다)’, ‘做衣

服(옷을 만들다)’, ‘做朋友(친구가 되다)’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22) ‘선’, ‘소변’ 등과 결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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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언과 결합 가능한 용언의 의미 자질 제약으로 인한 오류

체언과 결합 가능한 용언의 의미 자질 제약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문항으로 ‘안개가 끼다’를 다룬 문항 3이 있다. 이 

문항의 경우 17명의 참여자가 오류를 일으켰으며 모두 오답인 ‘안개가 내리다’를 선택했다. 연어의 구성을 나누어서 살

펴보면, 34%의 오류가 용언에서 나타났으며, 오답을 선택한 모두가 ‘내리다’를 선택했다.

(4)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직역)

안개가 끼다 → 下雾(안개를 내리다)

한국어의 동사 ‘끼다’는 ‘안경을 끼다’와 같은 중국어의 ‘戴’, ‘틈에 끼다’와 같은 중국어의 ‘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용언 ‘끼다’는 중국어의 많은 동사와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사후 면접에서 오답을 표시한 참여자들

은 중국어의 ‘下雾’을 직역해서 선택했다고 답했다. 이는 한 ․ 중 연어 표현에 대해서 강현화(2005)가 제시한 “명사는 동

일하나 결합되는 중국어 표현의 결합 관계가 한국어와 달라지는 경우”(p. 15)에 발생되는 오류와 일치한다.

4.2.1.2 목표어 영향으로 나타난 오류

목표어 영향으로 나타난 오류에는 단어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 동사 ‘하다’의 과잉 사용 등 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

를 차례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단어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

학습자들은 목표어 내에서 단어의 형태, 발음 및 의미가 유사할 경우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맛이 들다’와 관련된 

문항의 경우, 체언을 선택하는 데에는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은 반면, 오답을 선택한 학습자의 80%가 용언을 ‘들어

가-’로 선택했다.

(5) 한국어 연어 오류 

ㄱ. 맛이 들- ≒ 맛이 들어가 -

ㄴ. 들- ≒ 들어가 -

한국어에서 ‘들-’과 ‘들어가-’는 형태가 유사하며 학습자가 정답인 ‘들-’과 오답인 ‘들어가-’의 의미와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 인터뷰에서 ‘들어가’를 선택한 참여자는 ‘들’과 ‘들어가’가 유사하게 생각되어 답 선택에 있어서 큰 혼

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외에 한국어 연어에서 체언이 유사한 구조로 제시되는 경우, 그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여 오류

를 범하기도 하였다. 아래 (6)이 이러한 오류 유형에 포함된다.

(6) 한국어 연어 오류 (유사한 연어)

ㄱ. 빨래를 널다 → 빨래를 빨다

ㄴ. 입을 다물다 → 입을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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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불이 붙다 → 불을 켜다

(6)의 오류는 단순히 용언의 유사성 때문에 발생한 오류가 아니라 유사한 연어를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빨래를 널다’와 ‘빨래를 빨다’는 모두 ‘빨래’에 관련된 연어로, 조사 참여자가 두 연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오류가 나타났다. ‘입을 다물다’와 ‘입을 막다’는 모두 ‘입’에 관련된 연어이지만 두 연어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

지 못하면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설문 참여자가 ‘불이 붙다’와 ‘불을 켜다’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 오류가 나

타났다. 사후 면담에서 ‘빨래를 빨다’를 선택한 학습자는 ‘빨래’를 보자마자 ‘빨다’와 함께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빨

다’를 선택했다고 응답했으며, ‘입을 막다’를 선택한 학습자는 방송에서 ‘입 막아라’를 자주 들어서 선택했다고 답했다. 

또한 ‘불을 켜다’를 선택한 학습자 2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들어서 선택했다고 진술했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가 연어를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중 자주 노출되는 것들을 위주로 사용하여 상황에 맞지 않는 연어 사용의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의미상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오류 외에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도 존재하였다. 아래 (7)과 같은 용언 오

류는 설문 참가자의 76%에서 나타났는데 이 중 50%은 ‘싸다’ 대신 ‘쌓다’를 선택했다.

(7) 한국어 연어 오류 (유사한 연어) 

짐을 꾸리다 → 짐을 쌓다 (‘싸’와 ‘쌓’의 발음 유사)

사후 면담에서 학습자 1인은 “방송에서 ‘짐을 싸다’를 많이 들었지만 ‘쌓다’의 발음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쌓다’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2) ‘하다’동사의 오류

용언 부분에서 나타난 오류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 동사 ‘하다’의 과잉 사용으로 인한 오류가 나타난 문항이 다수 발견

되었다. 연어 ‘방귀를 뀌다’와 관련된 아래 (8)은 이러한 오류 유형의 대표적인 예이다.

 

(8) 한국어 연어 오류

방귀를 뀌다 → *방귀를 하다.

문항 9에서 참여자의 32%는 용언 ‘하다’를 과잉 사용하여 오류를 범했다. 면담 결과 해당 오류를 범한 학습자 두 명은 

‘방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언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한국어 동사에서 가장 많이 본 것 같은 ‘하다’를 선

택했다고 답했다. 이렇듯 ‘하다’를 무작위의 체언과 결합시키는 것이 ‘하다’ 과잉 사용 현상으로 목표어 관련 오류의 유

형이다.

3) 체언 오류로 인한 용언의 오류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오류의 유형 이외에 일부 학습자가 연어의 체언을 잘못 선택하고, 그 체언과 공기 관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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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오류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체언의 오류가 선행되어 나타난 용언의 오류로, 목

표어 학습 부족에 의한 오류에 해당한다 (김미옥, 2013). 아래 (9)가 이러한 오류의 예시이다.

(9) 한국어 연어 체언 오류 용언 오류 

ㄱ. 멍이 들다 → *피 → * 피~ 멈췄다 

ㄴ. 멀미가 나다 → * 머리 → * 머리~ 아프다 

ㄷ. 게으름을 피우다 → * 낮잠 → * 낮잠~ 자다 

ㄹ. 낯을 가리다 → * 겁 → * 겁~ 나다

체언 ‘피’와 관련된 연어 사용에 오류를 보인 대부분의 학습자가 ‘멈추다’를 선택하였다. 즉, ‘멍이 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체언 ‘피’를 선택하고, 결국 ‘피’와 어울려 사용할 수 있는 용언을 선택했다고 답하였다. 즉, 체언 오류가 이미 나

타난 상태에서, 잘못 선택한 ‘피’와 어울릴 수 있는 용언으로 ‘멈추다’를 선택하여 용언 오류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상 목표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목표어인 한국어 내에서 단어 간 유사성으로 은한 오류가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학습자가 잘못 선택한 체언과 공기 관계를 가진 용언을 선택해

서 나타난 오류이다. 즉, 연어의 체언을 정확하게 선택하는지가 용언 오류 출현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연어 교육에 있어서 의미 영역이 넓고, 많은 체언과 결합할 수 있는 용언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

라고 본다.

4.2.2 체언 오류 및 원인

‘체언+용언’형 연어는 체언이 용언을 요구하는 구조로 체언이 연어핵에 해당한다. 용언 오류와 마찬가지로 CONTRIX 

조사에서 평균(11.7개)보다 오류가 많이 나타난 문항들의 오류의 원인 및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한 것과 같이 체언 부분에서 나타난 오류의 평균을 상회한 문항은 모두 21개로 이 중 8 문항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나머지 13문항은 학습자의 목표어 학습 불충분으로 인한 오류로 나타났다. 모국어 영향으로 인한 

오류의 경우 한국어 체언에 대응하는 중국어 체언의 의미 영역의 범위가 다른 경우가 오류 발생 원인의 가장 많은 비율을 

표 6. 체언 오류

중국어 표현 한국어 연어 오류 양상 오류 유형 오류 원인 

晾洗好的衣服 빨래를 널다 옷~(34%) 용언과 결합 가능한 체언의 의미 

자질 제약

모국어 간섭

受...关注 주목을 받다 관심~(36%) 

找借口，找理由 핑계를 대다 이유~(18%)

한․중 단어 의미 영역 차이

踩着/跟着节奏 리듬을 타다 박자~(46%)

说...坏话 흉을 보다 나쁜 말~(64%) 

效仿 흉내를 내다 모양~(40%)

淤血淤青 멍이 들다 피~(50%)

皱眉头，做苦 인상을 쓰다 눈썹~(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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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다. 목표어 영향으로 인한 오류의 경우 목표어 내 단어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에서는 체언 부분에 나타난 오류를 크게 모국어 간섭으로 나타난 오류와 목표어 간섭으로 나타난 오류로 분류하고 구체

적인 오류의 양상과 함께 오류가 나타난 원인을 살펴보겠다.

4.2.2.1 모국어 간섭으로 나타난 오류

CONTRIX 조사에서 모국어 간섭으로 인해 나타난 체언 오류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은 크게 단어의 의미 영역 차이로 

인한 오류와 용언과 결합 가능한 체언의 의미 자질 제약으로 인한 오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단어의 의미 영역 차이로 인한 오류

아래 (10)와 (11)은 단어의 의미 영역 차이로 인한 오류가 나타난 대표적 문항에서 다룬 연어이다.

 (10)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직역) 

리듬을 타- → 踩／跟着节奏 (리듬/*박자/*템포를 밟다/ 따라 하다)

한국어 연어 ‘리듬을 타-’는 중국어 연어 ‘ ‘踩／跟着节奏’과 대응한다. 그러나 중국어 표현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해석

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즉 모국어 ‘节奏’의 의미 영역에 비해 한국어 ‘리듬’의 의미 영역이 작기 때문에 학습

자들은 한국어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리듬’ 대신 오답 ‘박자’를 선택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사후 면담

에서 한 학습자는 ‘박자(拍子)’가 한자어라는 사실과 ‘템포’, ‘리듬’, ‘박자’가 모두 중국어 ‘节奏’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어에서 ‘打拍子(박자를 맞추다)’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므로 ‘박자’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아래 

(11)의 예시 역시 한, 중 단어의 의미 영역 차이로 인해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이 달라 모국어의 간섭으로 발

생한 오류의 예이다.

표 6. 체언 오류

发懒 게으름이 피우다 늦잠~(30%)

단어의 유사성 목표어 영향 

晕(船) 멀미가 나다 머리~(24%) 

天色破晓 날을 새다 낮~(46%)

怯生 낯을 가리다 겁~(68%)

挨骂 육을 먹다 야단~(28%)

打起精神 기운을 차리다 정신~(84%)

和...聊天 대화를 나누다 회화~(26%)수다~(16%)

怕热 더위를 먹다 덥~(12%) 따뜻함~(12%)

聊天 수다를 떨다 이야기~(36%) 

有好感 호감을 갖다 관심~(18%) 

醒目 논에 띄다 안목~(20%) 

露出微笑 미소를 짓다 웃음~(58%)

改毛病 버릇을 고치다 습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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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직역) 

ㄱ. 흉을 보다 → 说...坏话 (*나쁜 말을 말하다)

ㄴ. 인상을 쓰다 → 皱眉头, 做苦 (눈썹을 찌푸리다)

(11) ㄱ의 경우, ‘흉’ 대신 ‘나쁜 말'을 선택하여 오류를 범한 학습자가 많았다. 한국어 ‘흉’은 중국어의 ‘坏话’에 대응하

는데, 이를 다시 한국어로 직역하면 ‘나쁜(坏) 말(话)’이 된다. 한국어의 ‘흉’과 중국어의 ‘坏话’의 의미는 일부 동일하지

만 ‘흉’은 ‘坏话(나쁜 말)’보다 의미 영역이 작다. 조사 후 면담에서 ‘나쁜 말’을 선택했던 참가자 5명 모두 ‘흉’을 중국어 

‘坏话’를 직역하여 ‘나쁜 말’로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연어 ‘인상을 쓰다’와 (11) ㄴ의 경우, ‘눈썹’을 선택한 학습자는 ‘眉

头’를 직역하여 ‘눈썹’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인상을 쓰다’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皱眉头, 做苦’이다. 중국어에서 ‘皱眉

头 (눈썹을 찌푸리다)’는 언짢거나 성나는 것을 뜻하여 한국어 ‘인상’과 중국어 ‘眉头’는 의미의 범위가 전혀 다르다. 즉,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표현 간 차이로 인해 모국어의 간섭을 받아 오류를 범한 것이다.

2) 용언과 결합 가능한 체언의 의미 자질 제약으로 인한 오류

용언과 결합 가능한 체언의 의미 자질 제약으로 인한 오류의 대표적인 문항은 한국어 연어 ‘빨래를 널다’와 관련된 문

항이다. 이 문항에서 학습자들은 모두 체언으로 ‘옷’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했다.

 (12)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직역)

빨래를 널다 → 晾洗好的衣服 (옷을 널다)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의 대조 관계를 바탕으로 오류의 원인을 해석해보면, 한국어 연어 ‘빨래를 널다’는 중국어 ‘晾衣

服(옷을 널다)’에 대응한다. 한국어 ‘널다’가 요구하는 체언은 ‘빨래’이지만 중국어에 ‘빨래’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고, 

‘빨아진 옷이나 피륙 따위’의 표현으로 사용한다. 또한 중국어에서 ‘(晾)널다’가 요구하는 체언은 ‘衣服(옷)’이다. 사후 면

담에서 오류를 범한 모든 학습자는 중국어에 ‘晾洗好的衣服’에 ‘晾(널-)’는 ‘衣服(옷)’과 어울려서 사용되기 때문에 ‘옷’을 

선택하다고 답했다. 즉, 연어의 용언과 결합 가능한 체언의 의미 자질 제약에 있어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로 인해 발

생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4.2.2.2 목표어 영향으로 나타난 오류: 단어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

목표어 영향으로 나타나는 체언 오류의 유형은 주로 단어의 형태, 의미, 발음 등이 유사하거나 용언과 결합 관계가 맞

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로 확인되었다. 아래(13)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어의 형태, 발음 및 의미가 유사해서 나타난 오류

의 사례이다.

(13) 한국어 연어 오류

ㄱ. 더위(더운 기운) ≒ *따뜻함(덥지 않을 정도 온도가 알맞게 높다) 

ㄴ. 욕(욕설) ≒ *야단(소리를 높여 마구 꾸짖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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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대화(이야기를 주고받음) ≒ *수다(쓸데없이 말수가 많음)

ㄹ. 수다(쓸데없이 말수가 많음) ≒ *대화(경험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일러주다) 

ㅁ. 관심(주의를 기울임) ≒ *호감(좋게 여기는 느낌)

문항 58의 경우 12%의 학습자가 체언 부분에서 오답인 ‘따뜻함’을 선택하였다. ‘따뜻함’과 ‘덥-’은 온도를 표현하는 

유사한 하위어로, 학습자가 연어핵인 체언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조사 후 면접에서 ‘따뜻함’을 

선택한 학습자 한 명은 ‘따뜻함’과 ‘덥다’의 의미가 유사해서 헷갈렸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유의어 구분에 있어서 오

류를 범한 문항 19에서는 정답인 ‘욕’을 대신 ‘야단’을, 문항 63에서는 정답인 ‘수다’ 대신 ‘이야기’를, 문항 66의 정답인 

‘주목’ 대신 ‘관심’을, 문항 67에서는 정답 ‘호감’이 아닌 ‘관심’을 선택한 참여자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발음의 유사성으

로 인해 오류나 나타난 문항 55가 있다. 문항 55는 ‘날을 새다’와 관련된 문항으로 정답인 ‘날을 새다’ 대신 오답인 ‘낮을 

새다’를 선택한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조사 후 인터뷰에 참여자 3명이 ‘날’과 ‘낯’이 발음이 유사하여 선택했다고 응답

했다.

정리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연어의 체언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목표어의 단어 유사성과 한 ․ 

중 단어의 의미 영역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연어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연어에서 사용되는 체언의 유사성 구분 및 한 ․ 중 단어의 의미 비교에 유의하는 교수 ․ 학습 방안의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2.3 조사 오류

‘체언+용언’형 연어의 사용에 있어서 조사 부분의 오류는 용언, 체언 부분의 오류보다는 적게 나타났지만, 조사의 사

용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꾸준하게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다. CONTRIX 조사 결과, 조사 부분에서 나타난 오류를 정리하

면 아래 <표 7>과 같다.

 조사 오류가 평균보다 많이 나타난 문항은 모두 20개인데, 이 중에서 모국어 간섭으로 나타난 오류는 9개 문항이고 11

개 문항은 목표어의 간섭으로 나타난 오류였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한국어와 중국어 서술어의 범주 및 범위 차이와 양 

언어 간 어순 차이로 인한 조사 선택 오류가 있었다. 목표어 영향으로 나타난 조사 오류는 모두 목술 관계를 주술 관계로 

판단하여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을/-를’에 대한 학습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국어 간섭은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용언이 요

구하는 논항의 자질 차이로 인한 오류이다. 목표어 오류는 주로 목적격과 주격의 혼동으로 인한 오류이다. 한편, 오류의 

비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국어 간섭으로 발생한 오류에 대항하는 9개 문항의 평균 오류율은 목표어 영향으로 발생한 

오류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23) 조사의 오류에 있어서는 모국어의 영향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모국어 간섭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9개 문항의 평균 오류율은 46.2%, 목표어 영향으로 오류가 나타난 11개 문항의 평균 오류율은 

2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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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어 내 조사 오류의 주요 원인

중국어 표현 한국어 연어 오류 양상 오류 유형 오류 원인

醒酒了 술이 깨다 ~을 ~(74%) 

주술(*목술) 모국어 간섭 

下雾 안개가 내리다 ~를 ~(36%)

伤自尊心 자존심이 상했다 ~을 ~(68%)

耀眼 눈이 부시다 ~을 ~(38%) 

入味 맛이 들다 ~을 ~(48%)

晕(船) 멀미가 나다 ~를 ~(32%) 

淤青 멍이 들다 ~을 ~(42%)

着火 불이 붙- ~을 ~(58%) 

枫叶红了 단풍이 들다 ~을 ~(20%)

露出微笑 미소를 짓다 ~가 ~(30%)

목술(*주술) 목표어 영향

被怀疑 의심을 받았다 ~이 ~(16%)

皱眉头 인상을 쓰다 ~이 ~(12%)

缄口 입을 다물다 ~이 ~(24%)

振作精神 정신을 차리다 ~이 ~(26%)

打起精神 기운을 차리다 ~이 ~(22%)

熬夜 밤을 새다 ~이 ~(14%)

怯生 낯을 가라다 ~이 ~(56%)

怕热 더위를 타다 ~가 ~(14%)

透透风 바람을 쐬다 ~이 ~(14%)

有好感 호감을 갖다 ~이 ~(16%)

4.2.3.1 모국어 간섭으로 나타난 오류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조사 오류의 주요 유형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로, 학습자가 한

국어의 주격을 목적격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이다. ‘눈이 부시다’를 다룬 아래 (14)가 이와 같은 오류

의 대표적 예시이다.

 (14)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직역)

눈이 부시다 → 阳光耀眼 (햇빛이 눈을 부시다)

(14)의 경우 38%의 참여자가 조사 부분에서 오답인 목적격 조사 ‘을/를’을 선택하였다. 한국어 연어 ‘눈이 부시다’에 대

응하는 중국어는 ‘阳光耀眼’로 ‘耀’가 동사에 해당한다. 중국어의 어순에 따라 ‘眼’이 ‘耀’에 뒤이어 나타나기 때문에 ‘眼’을 

목적어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에서 주술관계를 가진 ‘눈이 부시다’가 중국어에서 목술관계로 표현

되는 것이다. 이 문항에 오답을 선택한 학습자 두 명은 사후 인터뷰에서 ‘阳光耀眼’에서 ‘阳光’는 주어, ‘耀’는 서술어, ‘眼’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인 ‘을/를’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즉, 모국어 용언이 요구하는 논항 자질을 그대로 한국어

에 대응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한 것이다. 유사한 원인으로 오류가 나타난 문항이 다수 있었는데 그 예는 아래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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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어 연어 중국어 연어(직역)

ㄱ. 술이 깨다 → 醒酒了 (*술을 깨다)

ㄴ. 안개가 끼다 → 下雾 (*안개를 내리다)

ㄷ. 맛이 들다 → 入味 (*맛을 들다)

ㄹ. 멀미가 나다 → 晕(船) (*멀미를 나다)

ㅁ. 멍이 들다 → 淤青 (*멍을 들다)

ㅂ. 불이 붙- → 着火 (*불을 붙-)

(15)에서 한국어 연어 표현은 모두 주술관계를 가진 연어이다. 각각의 표현에 대응하는 중국어 연어 표현에서 ‘醒’, 

‘下’, ‘入’, ‘晕’, ‘淤’, ‘着’은 모두 동사이고, 뒤에 오는 목적어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목술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습자

들은 모국어인 중국어에 따라 어순을 적용하여 한국어 연어의 조사를 잘못 선택하였다. 오류를 범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면담에서도 중국어의 어순에 따라 목술관계를 떠올려 한국어의 조사 ‘-을/를’을 선택했다고 진술했다. 위에서 나

타난 학습자들의 조사 선택의 오류가 모두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목적어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

아,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주술관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3.2. 목표어 영향으로 나타난 오류

목표어인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사의 오류는 학습자가 한국어 용언과 결합하는 체언의 성분을 정

확히 알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목적격과 주격을 혼동하여 발생한 것이 많았다. 이와 같은 예로는 ‘바람을 쐬다’를 다룬 문

항인 (16)이 있다.

(16) 한국어 연어 오류

바람을 쐬다 → *바람이 쐬다

 ‘쐬다’가 타동사고 ‘바람’은 ‘쐬다’의 대상이므로 ‘바람’과 ‘쐬다’는 목술관계를 지닌다. 하지만 다수의 중국인 학습

자들은 ‘바람’과 ‘쐬다’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주격 조사인 ‘-이’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했다. 사후 인터뷰

에서 오답을 선택한 한 참여자는 “전에 한국어 선생님이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을/를’을 사용하고, 서술어가 자동사이면 

‘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쐬다’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가’를 선택했다.”라고 

답했다. 이것은 곽홍란(2015)이 언급한 “학습자들이 구어에서 자주 사용하던 주격조사‘이’, ‘가’를 문법성이나 의미의 

정확성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용한 화석화와 과잉 일반화의 경우”(p. 217)와 일맥상통한다. 동일한 원인에 의해 

오류가 나타난 문항이 10개 이상 발견되었는데 모든 문항에서 학습자들은 목술관계를 지니는 연어에서 조사를 ‘-이/가’

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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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어 연어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체언+용언’형 연어를 대상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연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양상과 유형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을 두었다. 오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한 1차 빈칸 채우기 테스트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연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차 조사인 CONTRIX 조사를 통해서 ‘체언+용언’형 연어를 체언, 조사, 용언의 세 부분으로 나

누고 각각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을 밝힌 후 그 유형에 따라 오류가 나타난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용

언 부분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체언과 조사가 그 뒤를 이었다. 부분별 연어 오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용언 부분의 오류에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어 의미 영역 차이로 인한 오류와 체언과 

결합 가능한 용언의 의미 자질 제약으로 인한 오류가 있었다.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에는 목표어인 한국어 단어의 

형태, 의미,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 ‘하다’ 동사의 오류, 체언의 오류로 인한 용언의 오선택 등이 나타났다. 오류의 

유형은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오류의 비율은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가 높게 나타났

다. 둘째, 체언 부분의 오류 역시 모국어 간섭으로 나타난 오류와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모

국어 간섭으로 나타난 오류에는 양 언어 간 단어의 의미 영역 차이로 인한 오류, 용언과 결합 가능한 체언의 의미 자질 제

약으로 인한 오류가 나타났으며 목표어 영향으로 나타난 오류는 대부분 단어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였다. 용언에서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문항이 많았고 오류의 비율 역시 목표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오류가 높

았다. 셋째, 조사 부분의 오류는 학습자가 연어를 구성하는 체언과 용언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의 비율이 목표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국어 간섭

으로 나타난 오류는 모두 한국어에서 주술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어로, 학습자들은 이를 모두 목술관계로 인지하여 잘못된 

조사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표어 영향으로 나타난 조사 오류는 모두 목적격과 주격의 혼동으로 인한 오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일정 수준의 어휘량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어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휘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현재 한국어 교육 현실에 비

추어 볼 때, 이러한 학습자의 연어 사용상의 문제점은 어휘 교수 ․ 학습에 있어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일정 수준의 어휘 

능력이 이미 갖추어진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어를 교수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부분과 그 원인에 근거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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