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轉移의 再哈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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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國語(Ll)이건 外國語(L2) 이건 言語習得의 초기단계의 언어사용자플이 生成하는 문장의 

특징 으로는 첫 째 ‘이 미 억 힌 규칙 의 據大適用 (over-generaliza tion) ’ 이 란 혐 상을 지 적 할 수 
-있다. 

다음은 네살 난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의 대화이다. 

(1) Child: My tea<:her holded the baby rabbits and we patted them. 

Mother: Did you say your teacher held the baby rabbits? 

Child: Yes. 

Mother: What did you say she did? 

Child: She holded the baby rabbits and we patted them. 

Mother: Did you say she held them tighlty? 

Child: No, she holded them loosely. 

Child aged 4 years(Clark and Clark, 1977:333) 

다음은 영 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학생들이 저지르는 아주 흔한 error이다. 

(2) 1 do not know what is his . name. 1 

이 와 같은 over-generalization은 “言語란 rule-governed behavior이 며 言語習得過程이 란 

言語規則의 발전적 內在化의 과청이고， 이 內在化의 발전은 假說의 설청， 적용 및 수청， 

그리고 규칙의 확립과 據大로 나타난다”는 현대언어학의 기본적인 命題의 증거가 되기 해 

* 외 극어 학습에 서 모국어 의 영 향을 절대 시 하고 對照、分析(CA)이 학습상의 難點을 예 측할 수 있다 
고 주장한 Fries와 Lado부터 CA의 썼用을 否定한 Newmark와 Reibel이나 CA의 효용에 대한 이른바 
Strong Version과 Weak Version의 兩說， 그리 고 최 근에 이 르러 모국어 의 영 향을 부청 하고 나선 Dulay 
와 Burt에 이르기까지 모국어의 轉移(transfer)나 CA에 관한 이론은 여러가지로 분분하다. 

이 글은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은 理論에 언급하고 그 이론을 벼판하연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오 
국어의 轉移의 문제를 다시 한번 P今味해보고 모국어는 ‘언제， 왜，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가의 문제를 
구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에 와서 外國語習得論에서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中間言語에 드러나 있는 
error의 多角的인 分析과 그 error에 드러 나는 over-generalization과 simplification의 현 상이 다. 짜라서 
외국어 습득론에서 transfer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대적표 
로 비중이 줄었다해서 그것이 transfer의 본질의 문제를 이제는 따지지 않아도 좋다는 뭇은 되지 옷한 
다. transfer의 문제는 그 나름대로 계속 그 본질이 구명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펀 외국어 습득론에 

서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는 over-generalization과 simpmlification의 현상은 transfer의 문제에 대해서 

도 새로운 照明을 던져준다는 것이 이 글의 觀點이다. 
1 Richards(1971)에 는 모국어 를 여 러 가지 로 달리 하는 영 어 학습자의 over-generalization error의 倒

가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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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外國語 習得理論에 서 는 over-generalization은 transfer와 대 립 되 는 개 념 으로 사용 

되어 왔다. 

over-generalization이 Ll이건 L2이건 동일언어안에서의 이미 익혔던 규칙의 확대적용을 

가리킨다면 transfer는 L2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Ll이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에 미 치는 모국어의 영향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Fries와 Lad。이 다. 이 들은 모국어 와 덤標言語를 대 조 • 분석 해 서 유사점 과 차이 점 을 

밝혀내면 학습상의 난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對照分析의 假說은 언어학적 

으로는 언어와 언어 사이의 (유사점 보다는) 차이점에 초점을 두었던 構造言語學을， 심 리 

학적으로는 언어습득을 기계 적 인 습관형성으로 간주했던 行動主義 心理學의 學習理論을 완 
용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觀點에서 본다면 이 對照、分析의 가설이 선행했던 목표언어안의 학습사항이 미 

치는 영향을 전적으로 外面했던 것은 기이할 정도이다. 

아무튼 오늘날 그와 같은 狀況은 180。 週轉아 되 었 다. 그리고 지난 날 모국어의 영향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것이 Fries와 Lado라면， 오늘날 그들만큼이나 강열하게 transfer의 존재 

를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Dulay와 Burt이다. 

공동집필한 일련의 논문 (1973 ， 1974a, b, 1975, ... )을 통해서 Dulay와 Burt는 ‘모국어가 

다른 두 정단의 영어 습득자들이 영어를모국어로배우는어린아이와 똑같은 over-generaliza

tion error를 저지르고， 모국어가 다른 두 집단이 영어의 기능어를 비슷한 순서로 배우는’ 

實例를 제시하고， 이런 실예를 근거로 언어습득에 있어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 

펀적인 認知構造의 존재를 力說한다. 그런 그들이 ‘언어습득이 기계 적 인 습관형성’임을 부 

청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다. 그런데 그들은 한걸음 더 나가 언어습득이 기계적 

인 습관형성이 아니라연 Ll으로부터의 transfer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transfer가 과연 단순한 습관의 所塵일까 ? 문제는 over-generaliza tion이 란 말이 

본래 認知主義的인 言語習得理論의 테 두리 안에 서 사용되 게 되 었고， facili ta tion과 interfer

ence로 양분되는 transfer란 용어가 行動主義的 心理學의 土壞속에서 자라난데 있다고 할 

것이다. 

언어습득이 단순한 기계적인 습관형성이 아넘은 물론이다. 

그러 나 한연 先行했던 학습의 경험이 새로운 사항의 학숨에 영향을 미치며， 선행했던 학 

습사항의 이 용이 새 로운 사항의 학습의 효율성 을 좌우하는 것도 차라리 상식 에 속한다. 그 

런가하면 대부분외 사람들은 외국어 학숨자의 中間름語에 여러가지로 정도가 다른 Ll의 요 

소가 묻어 있는 것을 부청하지 않을 것이다. 

한연으로는 언어습득이 假說의 설정과 수청， 규칙의 定立과 鍵大適用으로 이어지는 創造

的인 과청이고， 그러기에 L1의 숨득이나 L2의 습득에 똑같이 over-generalizatìon이란 현상 

2 “ ... Studies such as these make it clear that the shape of the surface structure of the first 
language, (the patterns of that language) is NOT automatically used when the child attempts to 
speak a new language. That is, interference defined as the automatic transfer, due to habit, of the 
sur face of the first language is virtually nonexistent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sition." (Dulay 
and Burt,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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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되고， 또 한연으로는 中間言語에 모국어의 요소가 묻어 있는 것이 사질이라연， 

transfer는 이른바 S-R理論의 훌物이라고 받아드려서도 안될뿐더러， 마땅히 ‘이미 억혔먼 

규칙(내지 치식)의 적용’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질상 우리가 일본어를 쉽게 익히는 것도 한국어의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L1의 규칙이 적용되었을 때， 그 규칙이 새로히 익혀야할 L2의 규칙과 실질적으로 동일했 

다면 generalization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적용되어서는 아니될 L1의 규칙이 

擬大適用된 다면 over-generalization의 현 장이 생 걸 것 이 다. 다시 말해 서 tran.sfer는 (over-) 

generalization과 겹치는 개념이지 종래 외국어 습득이론에서 간주되었듯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닐 것이다. 

위와 갇은 前提에서 L2학습에서 Ll는 ‘왜，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를 

좀 더 갚이 n今味해 보자. 

우선 Lado부터 인용해 본다. 

Lado는 그의 Linguistics Across Cultures의 서 두에 서 다음과 같은 言及을 하고 있 다. 

“ .. . Those elements that are similar to his native language will b~ simple for him, and those 

elements that are different will be diflicult." (p.2) 

Lado의 이 주장은 한국인이 일본어와 영어를 습득하는 경우 적어도 syntax에 관한 한은 

일본어률 아주 쉽게 익히는 것이 사실임을 감안할 때 일단 상식적드로는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 나 spelling과 관련해 서 Oller와 Ziahosseiney (1970)는 Roman alphabet를 사용하는 영 

어 학습자가 Roman alphabet를 사용하지 않는 영 어 학습자보다 영 어 의 spelling에 서 더 많은 

error를 저지른다는 보고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질을 근거로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유사점이 클수록 학숨이 쉽게 이루어 진다는 Lado의 주장에 反論을 펴고 있다. 이 反꿇도 

一理가 있다. 앞서 예를 든 한국인의 일본어 습득에 있어서도 syntax와 달리 漢字의 일본 

어 발음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는 해당 漢字의 한국어 발음 때문에 학습상 더 혼란이 예 

상되기 때문이다. 더 단적인 예로는 外來語의 정확한 발음의 어려움을 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Lad。의 경우이건 01ler와 Ziahosseiney의 경우이건 두 언 

어가 유사하다 (similar)든가 차이가 있다 (different)든가 운운하지만 ‘어떻게 유사한 것이 유 

사한 것이며 어떻게 다른 것이 다른 것언가’ 하는 것이다 

3 Lad。 이 후에 앞서 引用한 Lado의 주장을 다듬고 補完한 試圖로는 Stockell et al (1965)와 Prator 
(1967) 퉁이 있다. 이들은 두 언어의 유사성과 차이정을 다음과 같은 관계로 等式化하여 각각 16等級
과 6等級의 hierarchy of difliculty를 設定하고 있 다. 

1 to 1 Correspondence 
Missing Category 
New Category 
Collapse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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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과 L2의 유사정 내지 차이정올 따질 째， 理論的으로는 자이점을 전연 발견할 수 없 

는 同-性과 유사점이 전연 없는 異質性 사이에 유사성 내지 차이의 청도가 여러가지로 다 

른 contmuum을 설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극단사이의 무한한 continuum은 同一線上의 

1에 서 100까지의 scale로 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몇 가지 예 를 든다면 흩聲上의 

차이 만 해 도 物理的인 즙價의 차이 에 즙題體系가 힘數로 작용하며 , obligatory rule과 

optional rule이 원 히 고， 어 휘 만 해 도 대 응하는 두 단어 사이 에 서 의 미 상 connotation과 

denotation이 동일하지 않는 것이다. 記述의 方法에 따라서도 유사정과 차이점의 偏差는 

달라진다. 

그러 나 transfer를 (over-) generalization의 일 종으로 본다면 왜 transfer가 생 기 는가 하는 

것은 自明하다. transfer는 학습 • 사용의 대 상인 목표언어의 특청한 요소를 모국어의 어떤 

요소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길 것이다. 이런 경우 외국어 사용자가 L1의 요 

소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한 목표언어의 요소가 실제로 L1의 요소와 동일한 경우는 facilita 

tion이란 현상이 일어나고，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었다연 error가 

생킬 것이다. 그리고 後者의 경우 어떤 이유로 해서 학숨자가 실제로는 상이한 두 요소를 

비슷한 것으로 여겼다면 그런 경향과 비례해서 L2의 해당 요소는 습득에 힘이 을 것이 다. 

모국어와 전연 유사점이 없는 사항의 학습이 쉽 지 않은 것은 그것이 낯선 사항의 학습이 

기 때문이요4 낯선 사항의 학습이 L2이기 때문에 어 려운 것은 아니다. L1의 경우도 학 

숨상 선행했던 사항과 전연 관계가 없는 사항의 습득은 역시 어 려울 것이다. 

외국어 학습자는 어떠한 경우에 그가 습득 • 사용하는 L2의 특청한 요소를 L1의 어떤 

요소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일까? 

아마도 그의 판단은 그 특정한 요소에 부딛치게 될 때까지 그가 익히고 배운 L1과 L2 

의 모든 지식과 학습경험의 종합적 인 작용의 결과일 것이다. 

例를 들어보자. 

(3) 융1 entered (iη) to the room. 

Interaction patterns 
a a 

; i 
.. . n‘~n 

Carroll (1976) 은 두 언 어 사이 에 서 convergent phenornena (위 의 圖表의 Collapse에 해 당된 다) 가 발 
견되는 사항의 습득에서는 ‘말하기 ’ 가， divergent phenomena(위의 圖表의 Split에 해당된다)가 발견되 
는 사항의 송득에서는 ‘듣기 ’ 가 더욱 어렵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 한국인이 英語와 日本폼의 syntax블 익 히는 경우 日本폼의 syntax흘 껍게 익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이 는 다음 圖表 cl)과 같이 出發點은 같으나 速度가 떼 르기 때 문은 아니 다 차라리 圖表 (2) 처 럼 
出發點이 이마 目標地點에 가까운 것이다. 

日本語 英語
\ / 

\ / 
\/ 
cl) 

日本語 英語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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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 ‘냐는 방안에 들어갔다’의 直譯으로 한국어의 요소가 묻어있는 errorneous sentence 

이다. 

對照分析의 假說이 한창일 때였다면 *1 entered (in) to the rOOffi.은 서슴없이 transfer의 

좋은 보기 로 提示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영 어 학습자가 *I entered (in) to the room.을 生成하기 위해 서는 그는 척이느 가령 

‘그는 학교에 컸다’는 He went to school.과 유사하며 ， ‘그는 방안에 들이 갔다3 와 ‘그는 학 

교에 갔다l 는 풍일한 문형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 었을 것이다. 이 와 같은 치 식이 He 

entered room .응 He went to school.과 똑같은 문형 에 속하는 것으로 over-generalize시 켰 을 

것 이 다， 二는 고한 enter는 come into를 의 비 하고 ‘그가 방 깐에 들어 왔다’ 는 He came into 

t he room.ξ로도 옮필 수 있음을 이미 배웠는지 도 모른다. 

둘이가 되지만 *He entered (in) to the room .은 한 해는 서슴없이 L1 의 영 향으르 간주 

되 었던 문장이다. 그런데 Ll으로 부터의 transfer는 위의 例가 그러듯이 어느 정도의 L 2 

의 지 식 을 전제 로 하는 것 이 어 서 Dulay와 Burt의 관점 을 취 한다면 over-generaliza ti on의 

결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용He entered (in) to the room.은 Ll의 transfer만이 가져 은 소신도 

아니 요， 목표언 어 안에 서 의 over-generailzation만의 탓도 아니 다. 적 어 도 이 두 요소를 표함 

한 그의 선행 했 던 모든 학습경험 이 합친 작용의 결과일 것이다. 

2 

외국어습득에 있어 서 의 모국어 의 轉移의 문제 에 대 해서 좀 잭 다른 見解를 밝혔던 것은 

Newmark와 Reibel (1 970) 이 다. 이들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 ... The interfcrence results from the students' inability to produce correct rcrws in the second 

languagè. When the learner outstrips his knowledge of the second language, if he is to talk at 

alI, he must fa ll back on what he does know , namely, his first language. Thus, nrst language 

interference is not a hindrance to be overcome by contrastive analysís, rather it is a negative thing 

to be overcome by more know ledge of the second Ianguage." 

즉 이들에 의하면 interference란 L 2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서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잘 알지 못하는 L2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여야하는 쳐치 에 놓일 때 우리 는 。|

쩔 수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L1의 지식을 가지고 ‘無識’을 메꿀 따름이략늠 이 론이다. 

이 러 한 현상이 바로 interference이 니 까 interference의 克服은 그렇지 않아도 interference의 

원인이 되는 L 1의 요소를 들먹거리거나 對照分析을 내세우는데 있지 않고 L2에 대한 

‘無識’을 줄이는데 있다. L 2를 더욱 학습함으로써 L2가 그만큼 습득되면 反比例로 Ll으 

로 부터의 interference는 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 와 같은 Newmark과 Reibel의 주장은 意思傳達의 方便(communicative strategy) 

으로 나타나는 母國語의 借用과 외국어 학습시의 學習의 方法(learning strategy) 으로 나타 

나는 母國語의 轉移를 혼동하고 있다. (over) -generaliztion으로 나타나는 모국어의 轉移가 

언어습득에 있어서의 ‘假說 또는 규칙의 設定 또는 據大適用’의 법주에 들어깐다연， 意뽕、 

傳達의 方便의 소산안 母國語의 借用은 中間言語 사용자들이 意、思를 전달할 훨요가 생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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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無識’을 메꾸기 위해서 그가 擇하는 여러 方策(例컨데 옴짓， 沈默， 그밖의 여러가지 

형 식 의 avoidance (文龍， 1978)) 등과 같은 법 주에 속하는 것 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中間言語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국어의 요소는 이와 같은 두 상이한 과 

청의 결과일 수 있어 transfer의 本質의 구명을 어 렵 게 한다. 그러나 transfer의 本質의 구 

명을 위해서는 먼저 ‘結果’와 ‘過程’의 혼동부터 피하여야 할 것이다. ‘無識’을 메꾸기 위 

해서 母國語〔의 요소)가 借用되었을 때， 이 모국어의 차용을 前章에서 꿇한 (over-) genra

lization으로 설명할 수 없음은 물폰이 다. 

외 국어 학습이 론에 서 over-generalization과 transfer를 대 럽 적 인 개 념 으로 받아들여 이 두 

현상의 相對的인 比重을 測定하는 실험보고를 한 예로는 Taylor Cl975) 가 있다. 

Taylor는 1973년 Michigan大學의 ELI에 서 영 어 를 외 국어 로 공부하던 20명 의 Spain系 南

美학생을 힘級班과 中級班에서 골라 그들이 쓴 英文에 나타난 error를 分析했는데 그 결과 

보고에 의하연 초급반일수록 transfer error가 발견되었고 그 반면 中級班에서는 transfer 

error가 훨 씬 줄고 over-generalization error가 늘고 있 다. 

그런데 이 實驗은 영 어의 基本的 文法 (be동사， 조동사 do , 否定解 not, 동사의 活用)에 

관한 error를 판단의 R度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척 문법사항이야 영어의 실력수준이 

올라갈수록 정 확한 습득이 가능해 질 터 이 나 , transfer error가 줄어 들 것은 너 무나 당연하다. 

Taylor의 실험을 명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에面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아무리 힘級班이라 할지라도 가령 영어를 외국어로 익히는 한국학생의 경우 의문문외 

生成에는 transfer가 介入할 여치가 전혀 없다. 두 언어의 의문문의 문법구조가 너무나도 

判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영어의 의문문을 익히는 한국 학생은 처음부터 simplified form 

에 rising intonation만 사용한 이 른바 developmental error나 be동사와 do의 혼동동흐로 나 

타나는 over-generalization error를 저 지 를 것 이 다. 

그러나 어휘의 경우는 가령 ‘믿다’에 해당하는 영어단어로 believe, trust , rely upon ... 둥 

이 있고 ‘믿다’가 believe, trust , rely upon ... 의 意味領城을 다 cover하기 때문에 ， 한국학생 

은 意味領域이 다른 believe , trust , rely upon ... 을 올바르게 가려 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 향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용법의 흔동에서 오는 transfer error는 基本的 文法사항과는 

달리 영어학습의 量이 많아졌을 때 (즉 初級班보다는 中級班 以上에서) 생길 것이다. 

이런 뻐面을 고려한다면 다만 基本的 문법사항만 가지고 초기단계일수록 transfer의 比重

이 크다고 본 것은 그 前提가 너무나 소박하다. 또한 흡題體系， 文法體系， 어휘의 세 分野

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transfer의 영향이 가장 작은 것이 文法體系가 아닌지 모르 

겠다. 

3 

언 어 습득의 초기 단계 의 언 어 사용자들이 업 밖에 내 는 문장의 또 하나의 특정 은 simplifica

tion이 다. 역시 L1이 건 L 2이건 언어습득의 초커단계에서 우리는 누구나가 대체적으로 機

能語와 屆折語尾가 탈락되고 청보가치가 두드러진 內容語가 주가 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다. 일찌기 모국어 숨득과 관련해서 Brown (1973)은 행兒틀이 사용하는 이와 같은 문장을 

telegraphic speech라고 불렀는데 그는 이 telegraphic speech에 나타난 內容語의 語11頂만은 

成A의 문법체계가 그대로 보전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었다. Corder (1977 a, b,c" 1978)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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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히 외 국어 습득이 란 comlexification의 과정 이 라는 말을 하고 있 다. 

이 simplification은 외 국어 학습에 서 의 Ll의 transfer에 관한 문제 에 도 새 로운 照明을 던 

져준다. 

지극히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4) a. I like you. 

b.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 다. 

(4 . a)는 이른바 svo로 公式化할 수 있는 둔형의 문장으로 이 svo와 對應하는 한국어 

의 문형은 sov이다. 그리고 sov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는 ... 를 ... 하다」란 frame을 갖 

는다. 이 (4. a)와 같은 svo는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에게 학숨상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 

는다. 그러나 한국인이 (4. a)를 쉽게 숨득하는 것을 (4 . a)와 (4. b) 의 구조상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본다면 그것은 速斷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삼는 사람의 경우， (4. b) 

의 숨득은 한국인이 (4. a)를 습득하는 경우만큼 수월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영어를 모국 

어로 하는 사람은 (4. b)를 완전히 익힐 때까지는 번번히 主格助詞와 덤的格助詞를 탈락시 

킨 ‘나 당신 좋아’ 같은 유형의 문장을 만들 것이다. 

對照分析의 이 론이 한창이 었을 때 라면 英 • 美A이 사용하는 助詞가 탈락된 sov는 서 슴 

없이 svo가 轉移된 결과라고 단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 당신 좋아!는 영어의 svo 
가 轉移띈 결 과이 기 에 앞서 simplification의 소산일 것 이 다. 

실상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는 경우도 이와 같은 simplification의 原則은 그대로 적용이 

되 어 서 가령 ‘ (냐는) 학교에 간다’는 뜻은 번번히 선I) go school.로 나타난다. 그런데 (4. 

20) 의 경우는 simplification의 소산일 문장과 실제 영어의 문장이 동일하다. (4. a)의 숨득 

이 쉽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冠詞， 屆折語尾 동의 문제는 svo란 문형의 숨득 

과는 별도이으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다시 한번 助詞가 탈락된 sov로 말하자면， 이와 같은 문장은 언어습득 초기의 한국인 

회兒들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고 한국어와 문법구조가 통일한 일본인도 한국어를 숨득 • 

사용하는 경우 역시 助詞를 뺀 sov부터 시작할 것이다. 다만 英美A의 경우는 그들의 모 

국어의 구조가 彈化의 구실을 해서 일본인보다 (4. b)를 완전히 익히는 데는 더 많은 시간 

과 정력이 들 것이라는 推論을 할 수 있다. 

이 렇게 본다면 英美A이 사용하는 ‘나 당신 좋아’는 simplification과 모국어의 轉移가 二

重으로 작용된 결과이다. 용He entered (in) to the room.에 Ll과 L2가 이중으로 작용되었 

던 것 처럼 

5 하기는 똑같은 svo로 抽象할 수 있는 문형이지만 다음 (l)과 달리 (2-4) 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 

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장은 아니다. 아마도 (3)의 습득은 (1 -2) 보다 더 어려울 것이고 (4)의 습득은 
(1- 3) 보다 더 어 려 울 것 이 다. 그러 나 한현 이 와 같은 hierarchy of difficu1ty는 native speaker에 도 해 
당펼 것이다. 이런 사실은 格文농에서의 用語를 사용한다면 svo構文은 역시 agen t+ verb + pa tien t가 
가장 日常的이며 基本的엄올 보여준다. 

(1) 1 love you. 
The cat caught a rat. 

(2) He entered the room. 
(3) The window overlooks the garden. 
(4) He survived his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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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haracterizing Transfer in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Yong Moon 

This paper is a preliminary attempt to determine, why, when and how transfer occurs 

in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It is argued that the concept of transfer as used by 

behavioral habit theorists should be abandoned. Transfer should be approached in terms 

of a cognitive process; the use of first language by foreign language learners is more or 

less creative and transfer constitutes a subcategory to over-generalization. It is also 

pointed out that a distinction must be made, though subtle and delicate, between the 

borrowing of first language as a communicative strategy and transfer as an outcome of a 

learn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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