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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Eunhyung. “An Analysis of Errors on Nursing College Students’ English Writing.”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1 (2020): 215-235. This paper aimed to explore the types of English 

writing errors frequently made by Nursing College students. 4,220 English sentences, extracted from the 

descriptive writing missions performed by 420 ENP(English for Nursing Purposes) learner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vised version of 5 English Writing error categories suggested in Ferris & Helt(2000), 

Ferris(2002) and Lim(2018). Among the targeted sentences, 4 types of English writing errors were found. 

First, the most common errors made by nursing majored students were ‘mechanical errors’ like 

‘punctuation errors.’ ‘Determiner errors’ rather than ‘Article errors’ were frequently found. However, 

‘article missing’ before certain medical words, like ‘headache,’ ‘cold(influenza)’ or ‘diabetes,’ were 

frequently found. There was also the result of ‘misspelling’ related to technical terms like ‘appendicitis.’ 

Finally, the frequent incorrectness due to the misuse or misunderstanding of active/passive sentence, for 

example, ‘A patient was performed appendectomy,’ was often observed. This result of the study suggests 

that the teaching method of English Writing targeting English for Nursing Purposes class should be 

pursued based on writing error analysis.  In this paper, a more effective way of English writing teaching 

is exploited for EFL students in the ENP classroom.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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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구글, 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번역기 성능의 빠른 진화에도 여전히 영

  * 이 논문은 2018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snjc201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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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습자들에게 있어 영어 글쓰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

역 글쓰기는 회화보다 인공지능 번역기의 도움을 받는다 하여도 아직은 화자의 

의미를 충분히 그리고 완벽히 번역하여 전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번역기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로 순간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간

호와 같은 특수 분야관련 전공 영어 학습자 대상의 특수목적용 영어 교육

(English for Special Purpose, ESP, English for Nursing Purpose, ENP)에 있

어서 전문용어를 바탕으로 한 영어 글쓰기 지도 교육은 더욱 중요해 보인다.

그동안 영어 글쓰기에 대한 연구의 주된 주제는 피드백 중심이었지만, 영어 

글쓰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습자의 영어 글쓰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

라는 점에서 최근 근본적인 오류 분석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혜영, 

조상래, 이용은(2015), 임상봉(2018), 이혜진(2017), 이정화(2019)와 같은 영어 

글쓰기 관련 선행 연구들은 영어 학습자의 영어 글쓰기 오류 분석이 영어 글쓰기 

지도에 있어서 중요하며, 빈번한 오류의 유형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을 높여 학습

자가 영어 글쓰기 기술을 더 잘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글쓰기를 할 때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능

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의 피드백과 오류에 대한 교수자의 적극적 개

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실용목적의 전문분야관련 특수목적용 영

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이하 ESP)영어 글쓰기 관련 많은 선행연구

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강남희(2017)는 현재까지 다양한 ESP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ESP의 더 세부분야라 할 수 있는 특수목적용 간호 영어

(English for Nursing Purpose: ENP) 분야에서는 이재선(2012)과 정현숙

(2018)의 의료, 간호 분야에 특수목적용 영어교육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사례연구와 같은 기초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지

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영어 글쓰기 연구에서 벗어나 좀 더 전문적인 분야

라고 할 수 있는 특수목적용 간호영어 ENP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

하여 이들의 영어 글쓰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오류를 살피고 분석함으로써 특

수목적용 간호 영어 글쓰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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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2.1 영어 글쓰기 오류의 이론적 배경

오류는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실수와 달리 언어규칙을 잘못 적용한 언어수행

상의 언어 표현이다(Barry Taylor 1975; James 1998; 임상봉 2018). 또 학습

자의 오류는 교재상의 오류, 부정확한 설명에 기인한 오류, 단순 문법 연습문제, 

정확성보다 유창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수업 등으로 생긴다(Stenson 1974; 한영

주 2014). 하지만, 최근 선행 연구들은 오류의 원인분석 보다는 학습자가 산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문법오류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오류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오류 개선을 위한 지도방안이 실용 교육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

다. 

오류분석 관련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혜영, 조상래, 이용은(2015)는 

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30초간의 준비과정을 준 뒤 사진에 대한 즉각적인 말

하기와 쓰기에서 나타나는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오류를 분석하였는데, 동사

관련 오류에서는 주어와 동시 일치 오류가 많았고, 그 다음이 be동사 생략이나 

be동사와 일반 동사를 함께 사용하는 오류가 많이 나타났지만, 동사 시제 오류

는 적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명사관련 오류에서는 관사가 아닌 한정사 사

용오류가 많았고. 명사의 수일치 오류와 대명사 오류가 대표적이었다고 분석하

였다. 

최진실(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문을 수집

하여 어휘구를 중심으로 모국어 직역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enter your 

company,” “will be assistance,” “social beginner”와 같이 모국어 습관과 직

역으로 인한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처럼 언어적 

특성이 차이가 큰 교육환경일수록 학습자 코퍼스 수집에 따른 오류 분석이 실제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자료를 근간

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이광호 2011; 최진실 2017).

이외에 토플 작문 수업에 참여한 36명의 학습자 쓰기 결과물을 분석한 안미

리, 강남희(2015)의 연구에서는 한정사나 관사 생략과 더불어 “fastly”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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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단어 사용오류와 능동태/수동태 오류와 같은 형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

났고, 철자법, 전치사, 소유격 사용 오류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동사가 없는 

파편적 문장 오류, 과도한 연결사 사용으로 인한 계속적 용법의 문장오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오류 개선을 위한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수자 역할

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혜진(2017)도  대학 신입생 54명을 대상으로 영어 글쓰기 결과물을 어휘 

및 표현(직접번역), 구조/어순, 관사, 기타(시제)관련 언어간전이(interlingual 

erros)와 주어-동사일치, 의문문, 수량용사, 기타(전치사)관련 언어 내 전이오류

(intralingual errors)를 기준으로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 관사 사용과 

관련된 언어 간 전의 오류로 인한 오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언어 내 전

이 오류는 수량형용사 사용과 관련되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임상봉(2018)의 연구도 대학 신입생 120명의 대상으로 영어글쓰기 결과물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영어교육환경과 비슷한 사우디아라비아  

Samalmeh(2013), 태국의 Sermsock, Liamnimitr and Pochakorn(2017) 등 다

른 나라의 연구를 비교하며 문법오류의 유형적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관사, 대문자 사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페리스와 헬트(2000)

와 한영주(2014)에서 조사된 주요 오류유형(문장구조, 어휘선택, 시제)분석 결과

와는 달리 관사와 대문자 사용오류가 많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하

지만, 빈번한 관사와 대문자 사용 오류는 이혜진(2017)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임

상봉 2018). 임상봉(2018)은 쓰기 오류 관련하여 태(voice)와 의미를 강조하여 

지도하고, 학생들의 오류빈도가 높은 문법항목들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관사에 대한 정확한 용법에 대한 세심한 지도방안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가 선행연구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다양한 부분에서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이혜진 2017; 임상봉 2018). 

이정화(2019)는 17명의 한국대학생 대상의 기계 번역기를 사용한 영어 글쓰

기 문장 1548문장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였는데, 동사와 문장구조 오류(생략)

이 가장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이 명사, 전치사, 한정사, 

대명사 순으로 관사 대문자 오류가 많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차이가 있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이정화(2019)는 기계번역기 사용에 대하여 대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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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글쓰기에 대한 능력 향상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지만, 기계번역의 신뢰 정

도는 낮다고 답하였으므로 학습도구로 기계 번역기를 사용할 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영어 글쓰기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은 

오류와 관련한 영어 글쓰기 지도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분석

한 오류 분류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 오류 지도 방안은 말하고 있지 않

다. 이에 학습자를 세분화 하여 특정 학습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빈번한 오류를 

발견하여 관련 지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2 특수목적용 간호영어(Nursing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최근 전문분야 관련 특수목적용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대학에서의 

영어 교육은 일반영어(General English)교육보다는 전공 관련한 특수목적용 영

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ESP)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다(우정임 2015, 권선희 2017, 강남희 2017). 선행연구에

서는 특수목적용 영어(ESP)를 학술목적용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 EAP)와 직무목적용 영어(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 EOP)

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하위 분야에 간호목적용 영어(English for 

Nursing Purpose:ENP) 또는 의료목적용 영어(English for Medical Purpose: 

EMP)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Dudley-Evans & St. 

John, M. J. 1998, 강남희 2017).  

이재선(2012)는 213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분야 직무와 관련한 특수목적

영어, EMP 교육 필요성을 지적하며, ‘연구,’ ‘문서작성/관리,’ ‘환자나 동료와의 의

사소통,’ ‘의료사고 대처,’ 등과 관련한 영어 학습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의사소

통’이나 ‘연구’와 관련된 담화분석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현

숙(2018)도 이와 비슷하게 간호학과의 특수목적용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으

며 영어 교육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환자들에게 투약 목

적과 용법, 부작용을 설명하는 ‘환자와의 의사소통,’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연구를 위한 의사소통’ 및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관련한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

음을 실제 수업운영 후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서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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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보면, 전문 분야 관련하여서는 영어말하기뿐 아니라 ‘연구’나 ‘문서’와 관

련하여 읽고 쓰기 능력 역시 특수목적용 영어교육 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강남희(2017)의 연구에서도 한국 거주 외국인 수요에 따른 의료서비스 확대와 

해외 간호사 특히 영어권 나라 간호 취업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문용어(terminology) 학습과 이를 활용한 지도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다. 왜냐하면, ESP수업은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전공 관련 영어를 학습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강남희 

2017; 신명희 2014). 또, 이러한 시도는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자극하여 긍정적 효

과를 낼 수 있다고 도움이 된다(강남희 2017; Zohrabi, 2015). 

하지만, Anthnoy(2007)에 의하면, ENP와 같은 ESP 교육 운영 시 간호학 전

공 교수자에 의한 영어교육보다는 영어 전문가의 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 직무나 실제 영어 사용 시 대화 구문이나 관용구의 사용이 더 자주 사용한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신명희 2014). 그럼에도, 영어 글쓰기 관련 연구는 일반 영

어 중심의 일반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수목적용 영어

교육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플립러닝을 활용한 간호과 영어 수업사례연구(강남희 

2017), 특수목적용 영어모듈의 학습동기를 향상 효과성연구(안선욱, 2018)등 수

업사례를 중심으로 ENP 연구가 있을 뿐이고, ESP 쓰기 관련하여서는 공대생을 

대상으로 소그룹쓰기 활동이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있을 뿐, ESP 쓰기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따른 쓰기지도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ENP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직무관련, 특히, 간호 용어를 활용한 영어 글쓰기 

지도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간호 학습자의 글쓰기 분석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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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를 전공하는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글쓰기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오류

를 확인한다.

2) 간호 학생 대상의 영어 글쓰기 지도 방안을 제안한다.

3.2 연구 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간호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영어 학습자의 영어 글쓰기 결과물을 분석하여 간호 학생의 영어 글쓰기 자료에 

공통적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영어 오류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

여 간호 학생이 겪는 영어 글쓰기의 공통적 오류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더 효과

적인 영어 글쓰기를 위한 영어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수목적용 교양 

영어 수업 후 작성한 글쓰기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영어 글쓰기 자료 주제는 수

업 중 전공영어 주제 관련 어휘를 습득한 후 수업 후 환자 통증 설명, 환자 기록

지, 환자 혈액검사 결과지, 수술전후 간호기록을 주제로 관련 내용을 영어 구두 

보고(리포팅)하는 내용을 자가기술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는 이재선(2012)

나 정현숙(2018)의 의료나 간호 관련 영어교육 요구결과로 제시된 개념을 반영

하기 위함이었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환자나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상

황을 고려한 “환자 통증 설명” 주제에 대한 말하기식 단문(4~5문장이내) 글쓰기

와 ‘연구’나 ‘문서’상황을 고려한 “환자 기록지/환자검사결과지/ 수술전후환자간

호기록 이해하기”를 주제로 한 보고식 장문(10문장이상) 글쓰기를 작성하게 한 

후 결과물에 나타난 오류분석을 시도하였다.  

3.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 420명의 영어 글쓰기 자료를 단순임의표출방식(convenient sampling 

method)으로 수집하였다.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영어 글쓰기 작성자

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개인정

보 보호 및 응답 결과물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는 동의서를 받았으며,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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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자료 분석 동의에 대한 철회가 상시 가능함을 설명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

다. 총 4,220개의 문장을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3.3 연구 도구

패리스와 헬트(2000)의 4가지 오류분류 기준과 한영주(2014), 안미리, 강남희

(2015), 임상봉(2018) 등의 국내 선행 연구를 반영한 5가지 세부오류분류 기준

을 정하였으며, 온라인 Grammarly 영문법도구와 원어민 감수를 이용하였다. 페

리스와 헬트(2002)의 4가지 분류 기준을 근거로 한영주(2014)와 임상봉(2018)

의 연구에서 근거한 세부오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 오류 분류

패리스와 헬트(2000),

패리스 (2002)
한영주(2014), 안미리, 강남희(2015), 임상봉(2018)

오류 기준 항목 오류 세부 기준 

1. 기계적 오류

대소문자

철자법

구두점

2.동사관련    

형태적 오류

시제

주동일치

동사 형태(동사의 과거형 등)

3.명사관련

형태적 오류

명사의 수일치(복수형)

관사사용(a/an)

한정사사용(the)

명사(주어 또는  목적어) 선택 (능동, 수동태 오류)

4. 어휘적 오류

어휘선택(부적절한 어휘 선택)

전치사

대명사(소유격)

5. 구조적오류

문장구조의 파편적사용

계속적사용

생략되거나 불필요한  어휘

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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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문서화 하여 온라인 영문법도구(Grammarly)로 1차 오류를 확

인하고 영어교육전문 원어민에 첨삭 의뢰하여 2차 오류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

로 연구자가 1,2차 검토 자료를 다시 재검토하며 1,2차 결과를 기준에 따라 분류

한 후 자료에 나타난 빈도를 확인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대상 문장은 총 

4220문장으로 집계되었고, 단문은 총 1326문장으로 문장단위분석 결과 낱말 개

수 11,007개, 글자 수는 44390자였다. 반면 장문은 총 2,894문장이었으며, 낱말

개수 22,091개, 글자 수는 106,528자였다. 총 오류 개수는 2732개로 집계되었

고, 5줄 내외의 단문에서 확인된  1270개의 오류와 10줄 이상의 장문에서 확인

된 1513개의 오류로 구분하고, 이를 비교하며 분석하였다(<표2> 참고).

<표 2> 오류 분석 결과 

오류 기준 

항목

오류

세부기준

단문오류 장문오류 내용별 

빈도%  

(오류수)

항목별 

빈도% 

(오류수)

빈도%

(오류수)

빈도%  

(오류수)

1. 기계적오류

대소문자 13.95(170) 7.27(110) 10.25(280)
29.47  

(805)
철자법 8.29(101) 6.21(94) 7.14(195)

구두점 15.75(192) 9.12(138) 12.08(330)

2.동사 관련

형태적오류

시제 9.02(110) 8.26(125) 8.6(235)
19.4    

(531)
주동일치 4.02(49) 6.01(91) 5.12(140)

동사형태 5.41(66) 5.95(90) 5.71(156)

3.명사 관련 

형태적 오류

명사의 수일치 0.90(11) 0.73(11) 0.81(22)
12.99  

(355)
관사 9.43(115) 3.44(52) 6.11(167)

한정사 3.53((11) 4.3(65) 3.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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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대상자의 영어 글쓰기에 나타난 가장 빈번한 오류는 기계적 오류

(29.47%)였다. 그 다음으로 어휘적 오류(19.47%), 동사관련 형태적 오류(19.4%), 

구조적 오류(18.63%), 명사관련 형태적 오류(12.99%)순으로 나타났다. 

4.1 기계적 오류 빈도(대소문자, 철자법, 구두점,)

기계적 오류 빈도는 간호 학생의 글쓰기 오류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세부기준(대소문자, 철자법, 구두점)에서는 구두점 오류가 12.08%로 가장 빈

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문에서의 오류(9.12%)보다는 짧은 단문에서의 오류

(15.75%)가 더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대소문자는 ‘it’과 관련한 오류가 문두에

서 소문자 사용, 문중에서 대문자 사용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구두점은 쉼표를 

누락시키거나 마침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자 부분에서는 ‘band(머리끈)/bend(굽히다),’ ‘breath(숨)/breathe(호흡하

다)’와 같은 유사발음 때문에 생기는 혼돈으로 인한 오류와 ‘continuous→

continus,’ ‘nausea→neusia,’ ‘appendicitis→appeniditis’ 등 부정확한 철자법 

학습으로 인한 철자오류가 많았다. 

명사(주어또는 

목적어)선택
0.57(7) 3.37(51) 2.12(58)

4. 어휘적오류

어휘선택 8.37(102) 8.33(126) 8.35(228)
19.47   

(532)
전치사 5(61) 13.95(211) 9.96(272)

대명사 0.75(9) 1.52(23) 1.17(32)

5. 구조적오류

문장구조의 

파편적사용
1.97(24) 1.59(24) 1.76(48)

18.63   

(509)
계속적사용 0.9(11) 0.79(12) 0.84(23)

생략되거나 

불필요한 어휘 사용
12.14(148) 19.16(290) 16.03(438)

전체 빈도율(%)(개수) 100(1219) 100(1513) 100.0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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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소문자오류

(a) it’s[It’s] still continuous. migraine gets better than in the morning.

(b) I don’t think It’s[it’s] a fracture. 

2) 구두점오류

(a) I don’t know why it happens[.]

(b) The scale of pain is 7-8[.] I think it’s getting worse,[Φ] because I 

drunk yesterday. 

3) 철자법 오류

(a) The pain is continus[continuous] from yesterday night.

(b) My head feel like a tight bend[band] around the head.

(c) I’m hard to breath [breathe] because of this pain. 

(d) I have a pain on the left chest. I have a neusia[nausea] and 

votoming[vomiting].

    

4.2 동사관련 형태적 오류(시제, 주어동사일치)

동사관련 형태적 오류는 기계적 오류(29.47%), 어휘적 오류(19.47%) 다음으

로 오류빈도가 높았다. 세부 기준별로는 시제(8.7%)가 가장 빈번했고, 단문에서

의 시제오류가 9.02%(110개), 장문에서의 시제오류는 8.26%(125개)로 나타나 

개수로는 장문에서의 시제오류가 많아 보이지만 단문, 장문별 전체 오류 대비 단

문에서의 시제오류가 조금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제에서는 ‘rode→

rided,’ ‘drank→drinked’로 규칙의 과일반화(overgeneralization) 경우가 나타

났으며, ‘last night,’ ‘ago’와 같은 시간부사관련 과거시제 오류가 많이 확인되었

다. 또, 주어-동사 일치는 복수 주어 명사와의 일치 오류가 많았고, 동사형태 오

류는 be동사 생략, 동사 중복사용, 과거완료형(p.p) 사용 오류가 많았지만, 전체 

오류 대비 빈번하지 않았다.



226 조  은  형

4) 시제오류

(a) I fall[fell down when I rided[rode] a bike. 

(b) The pain started two hours ago and now, it is continuous. 

(c) I think the pain start[started] from last night.

5) 주어-동사일치오류 

(a) When the pain start[starts], I can not bear it. It hurt[hurts].

(b) A Headache and nausea is[are] continuous from the day when I felt 

a pain.

(c) Both urine and blood test was[were] done.

6) 동사형태 오류

(a) So, I think this pain must [be] managed using drugs.

(b) When I am[Φ] wake up, a headache is worse. 

(c) Attention should be pay[paid] to the patient.

4.3 명사관련 형태적 오류(명사의 복수형, 관사/한정사)

명사관련 형태적 오류 확인 결과, 관사 ‘a/an’ 사용 오류가 가장 많았다

(6.11%). 그 다음으로 한정사(3.95%), 명사(주어 또는 목적어, 능동/수동태 관

련)선택 오류(2.12)가 많았다. 하지만 장문에서 관사 오류(3.44%)는 단문에서의 

관사 오류(9.43%)보다 적게 발견되었고, 능동태/수동태 관련하여 주어 또는 목

적어 명사 선택 관련한 오류가 단문에서보다 장문에서 오류(3.37%)가 더 많이 

확인되었다. 또, 관사(a/an)나 한정사(the)관련하여서는 단문에서는 관사 사용오

류(9.43%), 장문에서는 한정사 사용오류(4.3%)로 나타났다. 특히 ‘headache’과 

‘after dinner’와 같이 관사 사용에 유의해야 하는 단어 사용 시 관사 누락이 빈

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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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사의 수일치(복수형)오류

(a) I think this[these] symptoms are associated with my high blood 

pressure.

(b) She is women[a woman]. She asked for some antidepressant 

[antidepressants] to Dr. Lee.  

(c) The pain started two week[weeks] ago. She takes a pill[pills] one 

by one between meals. 

8) 관사(a/an)오류

(a) I have a cold with [a] headache.

(b) It came after a[ Φ ] dinner.

(c) She has [a] diabetes.

9) 한정사 오류

(a) When I move, I feel pain from [the] knee, too

(b) I can barely move. I feel a pain around [the] tibia.

(c) Stitches were inserted in [the] wound.

10) 명사 선택오류

(a) The wound was inserted inside the stitches.[The stitches were 

inserted in the wound.]

(b) The patient prescribed[was prescribed] antidepressants by Dr. Lee.

(c) The patient was performed appendectomy. [Appendectomy was 

performed.]

4.4. 어휘적 오류(어휘선택, 전치사, 대명사)

어휘 선택오류는 문장의 의미에 맞는 낱말을 잘못 사용하거나 나열되는 낱말

의 형태 잘못되었거나 하는 오류이다. 본 연구 자료 분석 결과, 전치사 사용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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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빈번하였으며(9.96%), 단문오류(5.00%)보다 장문에서 더 빈번한 오류

(13.95%)로 확인되었다. 특히, ‘Today morning,’이나 ‘Yesterday night’과 같은 

관용표현상의 오류가 빈번하였다.  또, 전치사는 ‘yesterday,’ ‘today’와 같이 전

치사를 사용하거나 ‘be admitted to/with,’와 같은 숙어 표현 사용 시 전치사를 

생략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는 단문, 장문별 전체 오류 대비 장문에서 더 빈번

하게 발견되었다(단문오류 5.00%, 장문오류 13.95%, <표2>참조).

12) 어휘 선택

(a) I rode a bike and. I twisted my ankle in a fall, today morning[this 

morning]. 

(b) Yesterday night[Last night], the window of my room was open. I 

was cold, but I didn’t close the door.

(c) Ms. PG Park was admissioned[admitted]. she should eat[take] 

it(medicine) between meals.

13) 전치사

(a) I think it started on[Φ] yesterday.

(b) I feel piercing pain on [Φ]today. It’s moderate pain on me

(c) She was admitted [to] hospital because of appendectomy. 

14) 대명사 오류 

(a) She’s[Her] NRS is 7. She’s[Her] hospital number is 20191216. 

(b) She[Her] name is Park. P.G. 

4.5. 구조적 오류

구조적 오류는 ‘because’의 독립절 사용과 같은 문장의 파편적 사용 오류와 

여러 문장을 연결사나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나열하는 계속적 사용 오류,  불

필요한 전치사나 조동사를 사용하거나 본동사 누락과 같은 오류를 말한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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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료 분석 결과 구조적 오류는 전체 오류 대비 18.63%로 나타났지만, 생략되

거나 불필요한 어휘사용으로 인한 오류가 단문과 장문 오류에서 파편적 문장구

조 사용오류나, 계속적 문장 사용오류보다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16.03%, 

<표 2> 참조). 특히, 장문일수록 단어의 생략이나 전치사와 같은 어휘의 불필요

한 사용 오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19.16%, <표2> 참조).

15) 파편적 사용

(a) Had it several times before.[주어 누락] 

(b) When I [동사구 누락], my headache is getting worse.

(c) Because I have a sore throat, runny nose too.[독립절 사용오류]

16) 계속적 사용 

(a) It feels headache [연결사 누락] change to high fever.

(b) [접속사 누락] I was riding a bicycle, I tripped over a stone. 

(c) I have a stuffy nose,[and a] sore throat.

17) 생략되거나 불필요한 어휘

(a) It was acute pain, but I didn’t think going[I didn’t have to go와 같은 

표현 누락] to hospital.

(b) I think it sprain[ is a sprain]

(c) She tested done of [done of Φ] urine, and blood. 

   [It is] Positive for Staphyloccuous aureus, and susceptible 

resistance[Φ] antibiotic[Φ] for[to] Vancomycin.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특수목적용 간호영어(ENP) 글쓰기 오류 분석을 통하

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확인하여 이러한 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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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 결과, 간호 학생

의 영어 글쓰기에 가장 잦은 오류는 기계적 오류 빈도가 가장 높았고(29.47%), 

어휘적 오류(19.47%), 동사관련 형태적 오류(19.4%), 구조적 오류(18.63%), 명

사관련 형태적 오류(12.99%)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어와 동시 일치 

오류와 be동사 생략이나 be동사와 일반 동사를 함께 사용하는 오류가 많이 나타

났지만, 동사 시제 오류는 적게 나타났다고 한 강혜영, 조상래, 이용은(2015)의 

연구결과와 달리 시제 오류(8.7%)가 가장 빈번했고, 주어-동사 일치 오류와  be

동사 생략, 동사 중복사용 오류가 빈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

는 페리스와 헬트(2000)와 한영주(2014)에서 조사된 주요 오류유형(문장구조, 

어휘선택, 시제) 중 시제오류가 빈번했다는 분석 결과와 같았다.  

반면, 명사관련 형태적 오류는 가장 빈도율이 낮았지만(12.99%), 관사가 아닌 

한정사 사용오류가 장문에서 더 많았다는 점에서 강혜영, 등(2015)의 결과와 비

슷하였다. 하지만,  능동태/수동태 관련하여 주어 또는 목적어 명사 선택 관련한 

오류가 단문에서보다 장문에서 오류(3.37%)가 더 많이 확인되었으며, 

‘headache’과 ‘after dinner’와 같이 관사 사용에 유의해야 하는 단어에서 관사 

누락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로 여겨진다.  이외에, 

한정사나 관사 누락과 더불어 “fastly”와 같은 잘못된 단어 사용오류와 능동태/

수동태 오류와 같은 형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안미리, 강남희(2015)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하였고, 명사의 수일치 관련한 오류도 확인되어 이혜진(2017)

의 언어 내 전이오류가 비슷하게 간호 학생의 글쓰기에도 나타났다. 

또 최진실(2017)의 연구와 비슷하게 ‘Today morning,’ ‘Yesterday night,’ 

‘on yesterday/ on today’와 같이 모국어 습관과 직역으로 인한 오류도 확인되

었다. 이러한 오류는 우리말 언어습관에 따른 오류 현상이므로(임상봉, 2018), 

적절한 집중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들은 영어 글쓰기에서 우

리말 언어습관에 따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본다(최진실 2017, 

임상봉 2018). 하지만, 많은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듯, 오류를 분석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적절한 지도 방안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특수목적

용 간호영어인 ENP 학습자들을 위한 영어 글쓰기 지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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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간호 학생의 글쓰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오류는 기계적 오류였

다. 기계적 오류와 관련한 높은 빈도율(29.47%)과 특히 구두점 오류 관련한 빈

도율(12.08%)로 확인된 결과는 페리스(2000)와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장문을 

작성할 때 발생하는 오류보다 단문을 작성할 때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확

인함으로써 선행연구와 달리 유의하다 할만하다. 따라서 짧은 보고 메시지 활용

과 같이 단문 작성연습을 통한 구두점 및 대문자 관련한 지도를 고려해 보는 것

도 좋겠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오류 분석 결과, 간호 학생들은  부정확

한 철자법 학습과 유사발음상 혼돈으로 인한 잦은 오류가 확인되었다. 특히 전문

용어 사용 시 더욱 유의해야 하는 ENP 교육에서 ‘breath/breathe’나 

‘appendicitis/nausea’와 같은 철자관련 집중 훈련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직무상 영어로 표기된 간호전문용어를 언급해야하는 상황이 많고, 

‘과거에 일어났거나 끝난 일’과 관련한 과거시제와 관련한 발화상황이 유추되는 

경우가 많고, ‘Today morning’과 같은 모국어 습관으로 인하여 혼돈하기 쉬운 

올바른 영어 시간 부사 사용 지도와 ‘last night’ 이나 ‘ago’와 같은 부사 사용 시 

같이 나타나야 하는 과거시제 사용과 관련한 집중 문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마지막으로 관사 ‘a/an’ 사용 오류와 한정사 사용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headache’과 ‘after dinner’와 같은 특정 관용적 명사에 포함된 관사나 한정사 

관련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문장이 길어지는 장문일수록 주어 또는 목적

어, 능동/수동태 관련한 어휘선택 오류(2.12%)가 많았으므로, ‘The operation 

was performed,’ ‘He was admitted to hospital/He was admitted with a 

suspected ~’와 같은 관용 표현을 숙지하도록 지도하면 오류를 줄이는 데 효과

적일 수 있겠다. 또, 이는 장문일수록 단어의 생략이나 전치사와 같은 어휘의 불

필요한 사용 오류가 빈번한 결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오류 관련 집중 

지도는 이정화(2019)에서 언급한 구글, 파파고와 같은 기계 번역 사용의 영어 글

쓰기 지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ENP 학습자 이광호(2011), 최진실(2017)의 연구에서 언급한 분석 대

상을 ENP학습자 420명으로 확대하고, 총 4220개의 문장으로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 패리스(2000), 강혜영 등(2015), 안미라 등(2015), 임

상봉(2018) 등 선행 연구와는 달리 문장을 단문과 장문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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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하지만 대상자의 영어 

수준에 따른 오류 분석과 문장 내 포함 된 낱말 수나 문장의 종류에 따른 보다 

상세한 분류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 있다. 이

에, ENP 학습자 외의 EOP나 EAP 관련한 오류 분석 관련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특수목적용 영어교육에 있어서 쓰기 교육 

중심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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