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영어 학습이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 어휘 영역을 중심으로 -

Einflüsse des Englischlernens auf das Lernen

des Deutschen als Tertiärsprache

- mit Schwerpunkt auf Wortschatzarbeit -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독어전공

주   소   정





영어 학습이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 어휘 영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광 숙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독어전공

주 소 정

주소정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인)





- i -

국 문 초 록

제3언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시간적 순

서에 따라 모국어와 제1외국어를 배운 후에 학습하는 언어를 지칭하며,

많은 경우 모국어와 제1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어 학습이 보편화되고, 다중언어 학습이 촉진되

면서 독일어를 영어 학습 후에 제3언어로 배우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또

한 지난 20년 간 외국어 교수-학습 분야의 많은 경험 연구를 통하여 제

3언어 학습이 언어 간의 상호작용이나 학습자의 학습 경험, 인지 능력,

메타 언어적 의식, 정서, 학습 환경과 같은 측면에서 제2언어 학습과 차

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독일어 학습을 더 이상 제2언어 습득의

틀에서 다루지 않고, 제3언어 및 다중언어 학습 모형으로 설명하려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2언어 학습과는 구분되는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 특수적 교수-방법 원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된 ‘Deutsch als Fremdsprache nach Englisch

(DaFnE)’ 교수 개념은 독일어와 많은 유사성을 띠는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발달된 메타 언어적 의식을 독일어 학습에 적

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이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간의 언어 유형학적 거리와 학교 교육과정, 학습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독일어 학습은 전형적인 제3언

어 학습에 해당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독일어 학습에서 DaFnE

교수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 경험연구 결

과에 비추어, 다양한 언어 영역 및 언어 학습 영역 가운데 가장 활용도

가 높다고 판단되는 어휘 영역을 중심으로 초급 독일어 학습자가 낯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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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있어 자신의 영어 학습 경험을 어떻

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경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어휘 테스트, 읽기 텍스트

이해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첫째,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어 학습은 선행 언어 학습 경험

과 연령, 학습 맥락, 언어 구사 능력 등의 측면에서 제2언어 학습과는 구

분되는 제3언어 학습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독일어 학습자는 고양된 메타 언어적 의식을 바

탕으로 독일어와 영어 어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였고, 이미 습득

한 영어 어휘 지식을 독일어 어휘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

었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독일어 학습자는 자신의 영어 어휘 지식을 활용

하여 영어 어휘와 음성적, 형태적 유사성을 띤 낯선 독일어 어휘의 의미

를 성공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론 능력은 학습자의 영어 학

습 기간이나 학습량보다는 메타 언어적 의식이나 언어 학습 의식과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 초기에 이전의 언어

학습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언어적 지식과 언어 학습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독일어 수

업과 교재에서는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독일어 및 독일어와 유사성을 띠

는 영어에 대한 언어 의식을 강화하고 학습자가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

을 독일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영어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잠재적

어휘를 분류하여 독일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어휘 목록 확장은 독일어 학습에서 보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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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내용을 다룬 실제(authentisch) 텍스트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나아가 독일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핵심어:

제3언어 학습

다중언어성과 다중언어 학습

독일어 어휘 학습

영어 학습의 영향

영어 학습 후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 (DaFnE)

학번: 2010-3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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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논문의 목적

“≫인간은 언어를 가진 존재이다≪라는 옛 문구는 인간에 대한

매우 미흡한 정의이다. 실제로는 ≫인간은 여러 언어를 배우는 존

재이다≪라고 해야 한다.” (Wandruszka 1979: 13)

오스트리아의 언어학자 Mario Wandruszka의 말처럼 인간이 여러 언

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여러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

불어 여러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여러 언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접하는 기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교

육과정에 반영되어,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의무적으로 학습하

도록 하며 중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를 선택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따

라서 한국의 독일어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세 가지 언어, 즉 한국

어와 영어, 독일어를 배우는 다중언어 학습자라 할 수 있다.

다중언어 학습은 과거 언어 교수-학습 연구에서 이중언어 학습이나 일

반적인 제2언어 습득 이론과 구분되어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외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여러 언어를 배우는 학

습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런 다중언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단

순히 모국어와 외국어 학습 간에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언

어 학습과 단일언어 및 이중언어 학습 간에 상이한 습득 메커니즘이 존

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언어 간의 상호작용이나 학습 경험, 인지 능력, 정서와 같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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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측면에서 다중언어 학습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이중

언어 학습과 구분된다. 따라서 다중언어 학습을 기존의 제2언어 학습이

나 습득 모형에 비추어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근래

다중언어 및 제3언어 학습의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1).

한편, 유럽연합의 통합과 함께 부각된 다중언어 정책도 제3언어 학습

에 대한 관심을 가중시켰다. 학교 교육을 통하여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언어 가운데 모국어 외에 가능한 많은 언어 구사 능력을 목표로 하는 다

중언어 교육 정책은 교육과정이나 학습 조건 면에서 제2언어에 비해 불

리한 입장에 있는 제3언어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제3언어 학습

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만어 학습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로만어 간의 언어적 근접성을 토대로 제1언어 및 제2

언어 지식을 제3언어 학습에서 활용하고 제2언어 학습 경험의 이점을 극

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독일어 학습 분야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독일어 학습자의 보편적인 제

1외국어인 영어 지식과 학습 경험을 독일어 학습에 활용하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로 ‘Deutsch als Fremdsprache nach Englisch(이

하 DaFnE)’라는 교수 개념이 탄생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영어를 제1외

국어로 배우는 경향과 독일어를 영어 학습 이후에 제3언어로 학습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 것은 DaFnE 교수 개념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

을 더욱 확대시켰다.

특히 모국어가 비유럽어인 독일어 학습자의 경우, 독일어와 어느 정도

친족 관계를 갖는 유럽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독일어 학습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독일어 학습에 있어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이 갖는 비중과

역할이 더 크다. 이 학습자가 독일어를 학습할 시 영어와 독일어의 유사

성은 새로운 언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두려움을 줄이고, 쉽게 독일어

1) 대표적인 예로 Hufeisen(2005)의 요인 모형은 제2언어와 제3언어 학습의 차

이를 뚜렷하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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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때문에 DaFnE 교수 개념은 최근 유

럽의 다중언어 학습 맥락을 넘어서 비유럽권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기 시

작하였다 (Chen 2005; Kärchner-Ober 2009; Lie 2003; Merkelbach

2011; Oebel 2007; Rohs 2001; 2003; 2012).

본 논문에서는 DaFnE 교수 개념이 한국의 독일어 수업에 적용될 수

있을지를 검증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독일어

학습을 연구하려 한다. 우선 한국인의 독일어 학습을 제3언어 학습의 틀

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이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과 학습 상황이나 학습자의 기본적인 언어 학습

전제 조건 등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한 개인의 전체 언어 학

습 내에서 독일어 학습이 차지하는 위치와 다른 언어와의 상호작용에 대

한 학습자의 의식을 알아보겠다. 또한 왜 학습자가 지금까지 쌓아온 언

어 학습 경험 가운데서 유독 영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제2언어와 구분되는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의 특수성을 비롯하여 제2언어와 구분되는 제

3언어를 위한 교수 방법의 필요성을 검증해 보려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실제

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학습이 영향을 주는 여러 영역 가운데서 의사소통과 텍스트 이해에

서 어휘가 갖는 중요성과 한국 독일어 학습자의 독일어 사용 상황, 지금

까지 이루어진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어휘 영역에서의 DaFnE 교수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자 한다.

질적, 양적 조사 방법을 통하여 낯선 독일어 어휘를 다룰 때 학습자가

자신의 영어 학습 경험을 어떻게 동원하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학습 과정

에 대해 통찰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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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nE 교수 개념이 한국 독일어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향

후 독일어 수업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해 보겠다.

1.2 선행 연구

앞서 언급했듯 로만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제3언어 및 다중언

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중언어 습득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독일어 학습

을 다룬 경험 연구는 Stedje(1976)가 핀란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독

일어 학습자의 언어 생산에 있어 제2언어로 습득한 스웨덴어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시초이다. 독일어 발화 시 스웨덴어에 의한 간섭 현

상은 모국어인 핀란드어에서 기인한 간섭 현상과 규모가 비슷하였다. 그

러나 간섭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영역 측면에서 핀란드어에 의한 간섭은

음성학적 측면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면, 스웨덴어에 의한 간섭은 어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Stedje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우

선적으로 핀란드어가 음성학적 측면에서 자동화되어 있으며, 스웨덴어와

독일어가 모두 게르만어로, 비슷한 형태의 어휘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

서 찾았다 (Stedje 1976: 17ff).

이 연구는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 상황을 거의 처음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 시기까지만 해도 아직 제3언어 학습의 특수성이나 제3언어 학

습 시 제2언어 학습에서 비롯된 특별한 영향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독일어 학습 이전에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경

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대표적으로 Hufeisen(1991; 1993a; 1993b; 1999;

2003c)과 Neuner(1996; 1999; Neuner/Hufeisen et al. 2001;

Neuner/Hufeisen et al. 2009)는 DaFnE의 맥락에서 독일어 습득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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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 가운데서 Hufeisen(1991)은 모국어가 비인도유럽어인 언어 사

용자가 영어를 제1외국어로 배운 후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학습하는 상

황을 연구하였다. 독일어 학습자가 그림 이야기(Bildergeschichte)를 보고

그 내용을 추측하여 작문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독일어 학습자의 문어 생

산에 나타나는 영어와 독일어의 상호작용을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대부

분 부정적인 전이 현상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독일어 작문에 있어

영어의 부정적 전이는 대부분 통사론이나 화용론 영역에 나타나며, 그

비중이 대략 9% 정도에 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Hufeisen 1991: 90ff).

이처럼 Hufeisen(1991) 역시 Stedje(1976)와 마찬가지로 오류 분석을 통

하여 제2언어와 제3언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모순적으로

오류 분석을 통하여 제2언어로 학습한 영어가 독일어 학습에 오류를 일

으키는 요인이라기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Vogel(1992)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영어를 제1외국어로 배운

독일어 학습자 한 명의 학습 과정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어 학습에 있어 영어의 부정적인 전이는 극히 제한적이라

는 결론을 얻었다. Stedje(1976)과 Hufeisen(1991)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

지로 Vogel(1992)의 연구에서도 통사 영역보다는 어휘에 있어 전이 현상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roseva(1998a)는 불가리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독일어 학습자 가

운데, 언어 능력 측면에서 독일어가 제2언어인 학습자와 영어가 제2언어

인 독일어 학습자 집단의 작문과 발화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영어가 제2

언어인 독일어 학습자의 경우 미래와 과거와 같은 시제, 수에 있어서 영

어에 의한 오류를 더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용사 비교급

과 전치사 학습, 부호 전환 측면에서는 선행 영어 학습 경험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 전략 면에서 제2언어가 제3언어

습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1990년대에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이 새로운 연구 분야 내

지는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루어진 제3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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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독일어 학습 관련 연구는 대부분 오류 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

으며 이러한 경향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Stedje(1976),

Vogel(1992)와 Groseva(1998a)의 연구처럼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 방법이나 제안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제2언어와 제3언

어 학습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DaFnE 학습과 관련하여 다각도에서 보다 다

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한 경험 연구가 진행되었다. Dortmund대학의

Winters-Ohle/Seipp(2001)은 영어 지식이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조사하는 대규모 경험연구를 수행하였

다. 중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두 집

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전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독일

어 학습자들은 어휘 영역에서 영어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법이나 발음, 정서법 측면에서 영어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

견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습자들이 이전에 다른 외국어가

새로운 언어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고 의식하는 것과 영어가 독일어 학습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 간에 서로 관련성이 존재한다

는 결과를 얻었다.

Winters-Ohle와 Seipp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교

수법적 제안을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독일어 수업에서 영어를 긍정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선행 언어 학습이 목표어 학습을 돕는다

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사한 영어

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독일어 단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의미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의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Marx(2005)는 실제로 DaFnE 개념을 이용한 수업 방식과 학습자들에

게 영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자각시키는 것

이 독일어 학습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해 듣기 영역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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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증해 보았다. 독일어 학습자를 DaFnE 교수 개념에 따라 수업을 받

는 실험군(Sensibilisierungsgruppe)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설문조사 내용과 여러 차례 듣기 평가를 시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듣기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제2언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지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자신의 제2언어 지식을 활용하였으

나,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이런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세련되게 활용

하였으며, 이들은 어느 때 자신의 영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는 이처럼 선행 영어 학습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학습자에게 인식시키고, DaFnE 수업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위의 두 경험 연구는 다양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독일어권에서

독일어를 학습하는 상황을 다룬 반면, Chen(2005)과

Kärchner-Ober(2009)는 각각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의 DaFnE 학습 상

황을 연구하였다.

Chen(2005)은 독일어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 참관과 설문조

사, 교사 인터뷰, 작문 과제 분석을 통하여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

시에 나타나는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전이 현상과 언어 의식에 따른 전이

의 긍정적 효과, 제2언어를 이용한 학습의 경제성 등에 대한 경험연구를

수행하였다. Chen은 독일어 학습자가 자신의 제2언어 지식을 긍정적으

로 전이할 수 있도록 언어 의식을 발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

사용을 개발하고 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일어 학습 초기 단

계부터 제2언어를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없

애주고 친숙함으로 인해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Chen 2005: 172ff).

Kärchner-Ober(2009)는 여러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말레이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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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화 시에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림

이야기에 대해 각각 제1, 제2, 제3언어로 작문한 텍스트를 서로 비교하고

학습자의 일기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이들의 독일어 학습을 연구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중언어 사용 국가인 말레이시아 상황에 적절한

독일어 교수법적 제안을 시도하였다.

위의 두 연구가 비유럽어 모국어 사용자가 영어를 배운 후 독일어를

학습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나, 타이완과 말레이시아는 모국어가 단일

언어가 아닌 다중언어 사용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한국 상황

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Kärchner-Ober 2009: 107ff;

Merkelbach 2011: 129ff; Rohs 2012: 62).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DaFnE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Rohs(2001)가 처음으로 한국 독일어 수업에서 DaFnE 수업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후 Lie(2003)와 Rohs(2003; 2012)는

문법, 어휘, 철자 등의 영역별로 독일어와 영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영

어 지식을 독일어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더 나아가 Rohs(2003; 2012)는 DaFnE 개념을 활용한 연습 방법을 예시

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DaFnE 연구는 영어가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간섭 현상에 관심을 두는 기존의 오류 분석의 틀에서 벗

어나 영어 학습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검토 해본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주로 언어학적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 제2언어 학

습과 구분되는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의 특수한 학습 상황이나 학

습자의 언어 의식 및 언어 학습 의식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DaFnE 교수 개념을 실제 독일어 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이나 학습자의 학습 경험 등을 조사함으로써

DaFnE의 효용성을 검증해 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DaFnE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질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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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언어적 측면뿐

만이 아니라 언어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각도에서 독일어 학습 시 영어

학습 경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다루려 한다. 또한, DaFnE가 과연 한

국 독일어 수업에서 확고한 수업 원칙 혹은 수업의 기본 구상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지 경험 연구를 통해 검증할 것이다.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2

장, 3장, 4장)와 경험 연구(5장)로 구분된다.

우선 제3언어 학습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2장에서는 기존의 다중언어

습득 연구에서 제3언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살

펴보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3언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

3장에서는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배경을 기술하

고 제3언어 습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개발된 심리언어학적 모형을 소개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제3언어 학습을 제2언어 학습과 구분해 주는 특

징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아가 DaFnE 개념에 근거한 교수 방법론적 원

칙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독일어 어휘 학습을

제3언어 학습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 우선 4.1장에서는 다중언어 학습자

의 어휘 처리 방식에 기초하여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제3언어로서

의 독일어 학습자가 친숙하지 않은 독일어 어휘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

는 알아볼 것이다. 이후 4.2장과 4.3장에서는 어휘 가운데서 독일어 학습

자가 아직까지 배운 적이 없지만, 선행 영어 학습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잠재적 어휘에 대해 기술하고, 이 어휘를 수동적 어휘로 전

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론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4.4.장에서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어휘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독일어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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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휘적 유사성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4장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독

일어 학습에서 DaFnE 교수 개념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경험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구 결과를 분석하겠다. 연구

결과를 기술하기에 앞서 5.1장에서 경험 연구의 목적과 연구를 위해 투

입된 방법을 명시하겠다. 5.2장에서는 본 연구에 앞서 이루어진 사전 조

사 결과를 분석하고, 본 논문에서 어휘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다. 5.3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제3언어로서의 독

일어 학습자의 기본적인 학습 조건 및 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이 결과가

전형적인 제3언어 학습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논의하겠다. 5.4장에서는 선

행 언어 학습이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습자의 의식을 조

사하겠다. 5.5장과 5.6장에서는 독일어 어휘 학습에 대한 경험 연구 결과

를 제시한다. 5.5장에서는 교육과정 어휘 목록에서 선별한 개별 단어로

언어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고,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있어 영어 지식을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5.6장에서는 읽기 텍스트 이해 과제 결과를 분석하여

낯선 독일어 어휘를 처리하여 전반적인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선

행 언어 학습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겠다.

6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DaFnE 교수 개념을 이용한 효과

적인 독일어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11 -

2 제3언어의 개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3언어는 영어 및 독일어 참고 문헌에서

‘Tertiärsprache’, ‘Drittsprache’, ‘third language’, ‘L3’ 등 다양한 용어로

소개된다. 학자에 따라, 혹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언어적 환경이나 관심

사에 따라 이 용어가 지칭하는 바가 일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독일어 학

습을 제3언어라는 틀에서 살펴보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 논의할 제3언어

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2.1 세 번째 언어

위에 나열한 ‘tertiär-’, ‘dritt-’, ‘third’, ‘3’은 공통적으로 숫자 ‘3’과 연관

된 용어로, 대부분의 언어 학습 관련 문헌에서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세 번째로 배우는 언어를 지칭 한다 (Hufeisen 1998; 2003; Marx 2005;

Müller-Lancé 2006).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제3언어’ 용어 사용 맥락에서

는 모국어를 제1언어, 학교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외국어를 제2언어라

하고, 그 후에 배우는 언어 역시 학습 시작 시점의 순서에 따라 제3언어

혹은 제4언어 등으로 지칭한다2).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시간적 순서가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 제3언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Hammarberg와 Williams는 모

국어를 제1언어로, 현재 연구 대상이나 학습의 대상이 되는 언어를 제3

언어로 정의하고, 제1언어와 제3언어를 제외하고 학습자가 그 동안 배운

모든 다른 언어를 제2언어라고 지칭한다 (Hammarberg 2001: 22;

Williams/Hammarberg 1998: 301).

2) 이중언어나 삼중언어 사용 아동은 제1언어를 각각 두 가지, 세 가지씩 사용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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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언어 이후에 배우는 언어들을 [...] 일반적으로 제2언어라고

지칭한다; 인간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2언어를 배울 수도 있다.

다중언어 사용자의 상황에 대해 논하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기 위

하여 이 논문에서 우리는 제3언어라는 용어를 현재 배우고 있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고 제2언어는 그 사람이 제1언어 이

후에 배운 모든 다른 언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Hammarberg 2001: 22)

이런 경우에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언어가 학습 순서에 따라서는 설령

다섯 번째 언어일지라도 제3언어라 지칭되며, 모국어와 이 언어를 제외

한 모든 다른 언어는 학습 순서에 관계 없이 제2언어가 된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용어 사용이 각 언어에 대한 능력이나 최근 사용

여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두 학자의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Williams와 Hammarberg가 사용한 제3언어의 개념을 따를 경우 여러 제

3언어 습득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 순서 상의 제2언어가 다른 언

어 학습에서 행하는 역할이 축소된다 (Hufeisen 2003b: 4). 또한 제3언어

학습과 관련된 수많은 논문에서 두 번째로 배우는 언어와 그 이후에 학

습하는 언어 간에 차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들의 용어

사용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기술(記述)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네 가지 언어를 습득한 독일어 학습자 가운데 시간 순

서상 두 번째로 독일어를 학습하는 경우와 네 번째로 학습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두 독일어 학습자를 비교하려 할 때 Williams와

Hammarberg의 용어 사용에 따르면 모두 독일어가 학습자의 제3언어가

되므로 두 경우를 비교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순서상의 제2언어와 제3언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자 하기 때문에 Williams와 Hammarberg의 용어 사용을 따르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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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roseva(1998a; 1998b)는 언어를 배운 순서가 아니라 각 언어에

대한 능력을 표시하는 데 숫자를 사용한다. 이 경우 제3언어는 한 개인

이 세 번째로 잘 구사하는 언어를 나타낸다.

능력에 따른 표기 방식에 대해 Hufeisen(1998)은 시간적인 순서는 숫

자로 나타내고 각 언어에 대한 능력은 알파벳 소문자로 표시하여 시간적

순서와 능력을 같이 드러낼 수 있는 개선된 표기 방법을 제안하였다. 예

를 들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순서로 학습한 한국어가 모국어

인 학습자의 경우 KL1, EL2, DL3, JL4, SL5와 같이 숫자로 학습 순서를

표시하고, 각 언어 구사 능력에 따라 KL1, EL2a, DL3a, JL4b, SL5c (a:

고급, b: 중급, c: 초급)과 같이 표시하여 언어 구사 능력과 학습 순서를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언어 학습자나 외부인이 각 언어에 대한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설령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한 개인의

언어 능력이 늘 모든 영역에서 고른 수준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구체적인 언어 사용 상황 내지는 과제 제시와 관련 없이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를 단순하게 하나의 기호로

표시하는 것 역시 무리가 따른다3) (Hufeisen 1998: 169f).

그 밖에 Ringbom(1983)과 Agafonova(1997)도 제3언어에 대해 각기 다

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들의 용어 사용은 위의 세 경우보다 더 제

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루지 않겠다.

본 논문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영어를 제1외국어로, 독일어를 제2외국

3) 학습 상황에 따라 구두 언어 능력이 문어적 언어 능력보다 훨씬 더 발달한

경우가 있고, 종종 듣기나 말하기 능력은 저조한 반면 읽기와 쓰기 능력은

매우 뛰어난 학습자를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어떠한

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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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경우를 다루며, 독일어 학습 경험이 많지 않

은 초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서에 따르는 표기 방

법을 사용하든 능력에 따르는 표기 방법을 사용하든 대개 한국어가 제1

언어, 영어가 제2언어, 독일어가 제3언어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앞

서 지적했듯 능력 측정의 어려움과 각 영역 능력 간의 불균형성 문제로

Groseva(1998a; 1998b)의 표기 방식은 여러 다양한 학습 상황에 보편적

으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최근 제3언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순서에

따른 용어 사용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본적으로 언어를

배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2.2 제3언어(L3)와 제3언어(L≥3)

‘제3언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용어가 많은

경우 학습 순서상 세 번째 언어 내지는 제2외국어를 지칭할 뿐만이 아니

라 모국어와 제1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다는 점이다. 즉, 제4언어, 제n(n≥5)언어 역시 제3언어라고 지칭하는 경

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Fouser 1995: 390; Missler 1999: 10;

Hufeisen 1999: 4).

이처럼 ‘제3언어’의 개념을 그 이후에 배우는 언어에까지 확장하여 사

용하는 것은 기존에 영미권에서 행해진 제2언어 습득 관련 연구의 용어

사용과 근본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Ellis 1997: 3; Mitchell/ Myles

2004: 5f; Sharwood-Smith 1994: 7).

“언뜻 보기에, ‘제2언어 습득’이란 용어의 의미는 매우 명확해 보

이나, 실제로 이는 세심한 설명을 요구한다. 우선 첫째로, 이 맥락

에서 ‘제2’는 모국어 이후에 배우는 모든 언어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는 제3언어 혹은 제4언어 학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 (El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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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3)

제3언어 연구는 제2언어와 그 이후에 배우는 언어를 서로 구분하여 다

룬다는 점에서는 제2언어 연구와 차이가 있지만 제1언어와 제2언어를 제

외한 모든 후속 언어를 제3언어에 귀속시키는 점은 제2언어 습득 연구에

서 제2언어를 모국어, 즉 제1언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를 지칭하는 용어

로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

제3언어와 그 이후에 배우는 언어를 더 세분하지 않는 것은 상당 부분

“제2언어 학습과 제3언어 학습 간의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제3언

어와 제4언어 혹은 X번째 언어를 배우는 것 간에는 그만큼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Hufeisen 1998: 172). 제1외국어를 학습하는

동안 모국어를 배울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다른 외국어 지식이나 외국어

학습 경험, 외국어 학습 전략과 같은 요인이 처음 나타나게 된다. 이후

제3외국어를 학습할 때는 이런 요인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제3언

어 학습자의 초기 상태는 제2언어 학습자와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반면 제3언어 학습 이후에 이루어지는 외국어 학습에서는 이미 존재

하는 이 요인이 단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확장된다.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만 해당되는

특권이며 다중언어성이 희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는 이전 시대의

사고가 오늘날까지 외국어 교수-학습 연구 내에 팽배해 있는 것도 제3

언어 이후의 언어 학습을 제3언어 학습에 포함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모국어나 제1외국어를 배우는 것

과 구분되는 제3언어 특수적 학습 개념을 개발하는 것이 보편적인 활용

도가 떨어지고, 더 나아가 제3언어, 제4언어, 제5언어 등으로 더 세분화

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사례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많은 제3언어 학습 연구가 제2언어와 제3언어 간의 경계를



- 16 -

분명히 하고 용어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반면, 제3언어 및 그

이후에 배우게 되는 언어를 구분하는 것은 소홀히 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외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언어성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

다. 가령 한국과 독일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은 모국어 외에 두 개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 나아가 세 가지, 네 가지 언어를

배우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4). 이와 같은 실제 다중언어 학습 상황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할 때, 제3언어 이후의 모든 언어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제3언어의 개념 사용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공통적으로 독일어를 제2언어로 배운 학습

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학습자 (a)는 세 번째

로 일본어를 배웠고 한국어를 네 번째 언어로 배운다. 반면 학습자 (b)

는 독일어를 배운 후 한국어를 배우는 사이에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없

다.

제1언어 제2언어
제3언어 제4언어

(포괄적) 제3언어

학습자 (a) 영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학습자 (b) 영어 독일어 한국어

<표 2.2> 제3언어(L3)와 제3언어(L3≥3)

만약 포괄적인 제3언어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학습자 (a)와 (b)에게 한

4) 또한 이중언어성 및 다중언어성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모국인 수준의 언어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변화되어 좀 더 다양한 학습 상황을 연

구 대상으로 삼게 됨으로써 다중언어 관련 연구의 폭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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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모두 제3언어에 해당된다. 하지만 두 학습자가 언어 학습 경험을

제외한 동기나 지능, 학습 환경 등의 면에서 동일한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할 때, 학습자 (a)는 한국어와 어휘적, 문법적 유사성을 띠고

있는 일본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이미 몇 가지 한국어 어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유럽

어에 속하는 언어만 배운 학습자 (b)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어 문법에

친숙할 수 있다.

즉 위의 두 학습자 (a)와 (b)는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특정한 언어를 제3언어, 제4언어 혹은 제5언어로 배

우는 것은 제1언어와 제2언어, 제3언어 학습 간의 차이만큼이나 큰 이질

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각 언어의 학습 순서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구

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른 예로 가령 제1언어부터 제3언어까지 모두 유럽어에 속하는 언어

만 배운 사람이 제4언어로 비유럽어를 학습하게 되면 이 학습자는 제4언

어 학습을 통해 자신의 제3언어 학습에 비해, 혹은 제4언어로 유럽어를

학습한 사람에 비해 자신의 언어 지평을 상당히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외국어 교수 학습 연구에서 의미 있는 연구 대상이 된다.

혹은 다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여러 언어를 일상

생활 속에서 습득한 사람이 제4언어, 제5언어 학습에 이르러서 처음 학

교 수업을 통해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이 사람의 제3언어보다는 처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학습이 더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것

이다.

이처럼 각 개인의 현재 언어 학습 전기에 따라 각 언어별로 학습의 전

제 조건이 변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업 방법이나 진도에 영향을 준

다. 따라서 언어 교수-학습 연구에서는 반드시 학습자의 전체적 언어 학

습 경험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3언어 및 그 이후

의 언어 학습 내에서도 정확하게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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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언어적 영향(cross-linguistic influence)의 측면에서도 세분화된

용어 사용이 필수적이다. 제3언어의 개념은 이전에 학습한 다른 언어를

모국어의 규범에도 맞지 않고 목표어의 규범에도 어긋난 표현에 대한 원

천으로 연구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오류의 원인을

학습자의 모국어와 연관시키거나 혹은 목표어 내적인 발달 과정으로만

간주하였다 (Lindemann 1998: 160). 하지만 언어 습득 과정을 관찰함으

로써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습득하거나 학습한 모든 언

어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또한, 모든 언어가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습 순서에 관계없이 때로는 나

중에 학습한 언어가 먼저 배운 언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De

Angelis/Selinker 2001: 42f).

이런 복합적인 언어 간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제

3언어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 도식과 같이 마치 제1언어와 제2언어

제3언어 간에만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제3언어 이후의 언어 간에는 아무

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것처럼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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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제2언어 습득 연구

L2 L3 Lx

L1
L2

L3 Lx

L1

포괄적 제3언어 개념

L1

L2
L3

Lx L4

정확한 제3언어 개념

L1

L2

L3

L4

Lx

x=5, 6, 7...

<그림 2.2> 제3언어의 개념

이와 같은 혼란과 오해의 소지 때문에 제3언어 이후에 배우는 언어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들이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제3언어 및 그 이후에 배우는 언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보

편적인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5) (De Angelis 2007; Fouser 1995; 2001;

Hufeisen 1998; 1999; Lindemann 1998; Marx 2005; Missler 1999;

5) 제3언어 및 그 후속 언어를 지칭하기 위해서 ‘dritte oder weitere

Fremdsprache(n)’ 혹은 ‘third or additional language’라고 우회적으로 설명하

는 경우가 많다 (De Angelis 2007; Missl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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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습득 다중언어 습득

(a)6) L1→L2 (c) L1→L2→L3

(b) Lx+Ly (d) L1→Lx/Ly

(e) Lx/Ly→L3

(f) Lx/Ly/Lz

(g) L1→L2→L3→L4

(h) L1→Lx/Ly→L4

(i) L1→L2→Lx/Ly

Müller-Lancé 2006).

Fouser(2001)는 수학 기호를 도입해서 제3언어 및 그 이후에 배우는

언어를 ‘L≥3’로, 정확하게 세 번째로 배우는 언어는 ‘L3’ 표기하는 방법

을 고안했다. ‘L≥3’는 문어적 기술상의 기호로는 문제가 없지만, 구두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기호에

상응하는 적절한 한국어 용어도 마련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제3언어 및 후속 언어 학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다루기도 하며, 제3언어와 후속 언어를 각각 분리해서 다루

기도 한다. 따라서 기술상의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정확한 용어 구분이

필요한 경우, 각각 ‘제3언어 학습’과 ‘제3언어(L≥3) 학습’으로 기술하려

한다.

2.3 동시 학습과 순차 학습

한편, 동시에 여러 언어를 배우는지, 순차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에 따

라 제3언어 간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Cenoz(2000: 40)는 제2언어 및 다중언어 습득 맥락을 다음과 같이 분

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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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L1→Lx/Ly/Lz

(k) Lx/Ly→L3→L4

(l) Lx/Ly→Lz/Lz1

(m) Lx/Ly/Lz→L4

(n) Lx/Ly/Lz/Lz1

<표 2.3> 제2언어와 다중언어 습득 맥락

이 가운데서 제3언어 습득 맥락은 다음과 같다7) (Cenoz 2000; Jessner

2008).

(c) Lx/Ly/Lz

(d) L1 → Lx/y

(e) Lx/y → L3 (x, y, z는 동시에 배우는 언어를 나타냄)

(f) L1 → L2 → L3

(c)의 상황은 세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경우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

용하는 부모를 가진 아동이 이른 나이에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주변

환경에서 성장해 나가는 상황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Barnes(2006), Etxeberría(2004), Gatto(2000; 2004)의 삼중언어

습득 연구가 있다.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독일어권에서는 이처럼 세 가

지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거나 이른 나이에 제3언어를 배우는 경우 이 언

어를 ‘Tertiärsprache’보다는 ‘Drittsprache’라고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8)

6) 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Cenoz(2000: 40)에 제시된 원본 표의 번호를 변경하였

다.

7) 경우의 수는 이 네 가지 경우 외에, 언어 학습이 부득이하게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다른 언어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 다시 시작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복잡하게 된다 (Cenoz 2000: 41).

8) ‘Drittsprache’가 이중언어 사용자가 그 다음에 배우는 언어를 지칭하는 용어

로 사용되기도 한다 (Jessner 1998). Hoffmann(2001)은 영어권의 ‘trilingual’

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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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eisen/Marx 2004: 8; Marx 2005: 24f).

(d)는 단일언어 사용자가 두 가지 외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경우인데,

사실상 이 언어는 학습자가 동시에 배우기 시작한 제2언어이므로 다중언

어 교수-학습 관련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e)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다른 언어를 학습하는

경우로, 다중언어 관련 교수 학습 연구에서 이중언어 사용자와 단일언어

사용자의 언어 학습을 비교하는 여러 연구에서 이와 같은 학습 상황이

다루어졌다 (Bild/Swain 1989; Klein 1995; Thomas 1988).

(f)는 세 언어를 시간적 간격으로 두고 순차적으로 배우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는 제1언어를 습득한 후에 초등학교에서

제2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며, 제3언어인 독일어는 이른 경우 중, 고등학교

에서 배우기 시작하므로 (f)의 상황에 부합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f)의

제3언어 학습 상황만 제한하여 다루고자 하며, 경험 연구 참가자 가운데

서 (c), (d), (e)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제외하려 한다.

그리고 포괄적인 제3언어((L≥3)의 차원에서는 다중언어 습득 상황 가

운데 (g), (h), (i), (k)와 같은 제4언어 학습 상황도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9). 그리고 제4언어뿐만 아니라 제5언어, 제6언어 습득 가운데서도

시간 간격으로 두고 세 번째 이상의 언어 학습에 해당되는 독일어 학습

상황을 본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

2.4 습득과 학습

오늘날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은 보편적으로

Krashen(1982)의 학습과 습득의 이분법적 구분을 따르지 않고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Ellis 1997: 3; 2008: 7;

9) (j), (l), (m), (n)은 제3언어라기보다 제2언어 습득이나 동시에 여러 언어를

습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외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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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 2001; McLaughlin 1987; Mitchell/Myles 2004: 6). 학습과 습득을

동일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 역시 많은 경

우 부정확하고 혼란을 야기한다.

우선, 습득과 학습이 수많은 성질을 공유하며, 언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실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Apeltauer 2002: 13f.; Edmondson/House 2000: 11f; Hufeisen 2003b: 1;

Müller-Lancé 2006: 32f).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

은 학습-습득 이분법에 따르면 전형적인 언어 습득의 한 형태이나 모국

어를 익히는 과정이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종종 부모가 개입하여 발음을 교정해주고 따라 말하게 시킨다거

나 반복을 시키기도 한다 (Apeltauer 2002: 13f). 반대로 수업을 통해 외

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습득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의식

적으로 학습한 문법 규칙도 연습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국제적 교류가 많은 상황에서

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수업을 통해 학습

한다고 하더라도 이메일 및 서신 교류, 유학, 출장, 여행 등의 기회를 통

하여 자연스런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언

어를 배우는 데 있어 학습과 습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언어 연구에서 학자들이 ‘습득’과 ‘학습’이라는 용

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3언어(L≥3) 관련 문헌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은 비독일어권 지역에서 수업을 통해 제3언어를 배우는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습득-학습의 이분법에 따라 분류하자면 ‘학습’

상황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3언어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습과

습득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논거에 있어서 습득과

관련된 이론과 실례를 제외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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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 학습 후 제3언어로서 독일어 학습 (DaTnE)

3.1 제3언어로서 독일어 학습 연구의 사회적 배경

‘영어 학습 후 이루어지는 독일어 학습(Deutsch als Fremdsprache

nach Englisch, 이하 DaFnE)’이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외국어 학습과 연

관된 학문적인 관심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변화된 사회

적 상황과 이에 수반된 새로운 요구, 즉 세계의 언어 지배구조의 변화와

외국어 학습 상황의 변화가 불러일으킨 새로운 요구의 결과로 이루어졌

다. 이하에서는 영어를 학습한 다음 독일어를 제3언어로 배우는 경향을

이끌어낸 현재 언어 세계의 상황을 기술하려 한다.

3.1.1 영어 학습의 보편성과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

DaFnE 개념의 생성을 촉진한 사회적 배경으로는 우선 세계어로서의

영어의 지배성을 들 수 있다.

Weber(1997: 12)가 제시한 언어 영향력을 결정하는 여섯 가지 요인10)

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역사상 어느 언어도 현재 영어의 지위를 누리지 못

했다. 물론 언어 사용자의 수와 관련하여 10-12억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

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고 영어는 힌두어와 스페인어와 함께 두

번째로 모국어 사용자 수가 많다. 하지만 영어는 어떤 언어보다 제2언어

사용자 수가 많다.

Kachru(1992)는 영어 사용자를 ‘확대층(expending circle)11)’, ‘외부층

10) Weber(1997)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언어의 모국어 사용자의 수,

제2언어 사용자의 수, 이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인구 수, 이 언어를 국제

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분야의 수(과학, 외교 등), 이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의 경제력, 사회-문학적 지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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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circle)’, ‘핵심층(inner circle)’으로 나누고 각 층에 속하는 영어 사

용자의 수를 추산했다. 그 결과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의 수는 모

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층의 영어 사용자 수를 합치면 현재 어떤 다른 언어 사용자의 수보다

앞선다 (Crystal 2003: 59ff).

국제적 정치 기구나 경제 기구에서도 영어는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

다. 국제연합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공

식 언어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 속해 있는 많은 하위 기관의 업무 언어를

살펴보면 영어는 모든 기관에서 업무 언어로 사용되는 반면, 모든 다른

공식 언어가 업무 언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Crystal 2003: 87f;

www.un.org).

세계 무역 기구(WTO),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아시아 태평

양 경제 협력체(APEC)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영어의 지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54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의 경우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공식어로 지정하고 있으나 내부 업

무 언어로는 유일하게 영어만 사용되고 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에서도 영어는 공식어이자 업무 언어이다.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경우 회원국 가운데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극소수이나 영어를 유일한 공식어로 인정하고 있으며,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다수를 이루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도 마찬가지

로 영어가 유일한 공식어이다 (ww.wto.org).

더 나아가 영어는 모두 자신의 고유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국제

회의에서 “상호언어(interlingua)”(Crystal 2003: 89)라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통역사를 구하기 힘든 언어쌍의 경우 각각의 언어가 영어

11) 확대층에 속하는 영어 사용자는 대부분 그 지역에서 영어가 공식 언어가

아니고,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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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역되고 다시 영어에서 통역되는 방법이 종종 이루어진다.

다국적 기업의 증가와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수출입량이 증

가함으로써 각 국가의 업무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아지며, 원

활한 상호 의사소통에 있어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오늘

날의 노동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영어 구사 능력이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학술 분야에서도 영어의 독주를 막을 수 없는 듯하다. 몇몇 국가의 학

술 저술을 연구하여 학술 언어로서의 각 언어들의 지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자연과학, 사회과학, 정신과학 분야의 저술에서 영어

로 쓰인 저술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Ammon 1991; 1998; 2002;

2004; Ammon/McConnell 2002). 이것은 영어권 국가가 경제력을 바탕으

로 견고한 학문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지만, 영어권 저

술이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자에 의해 출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비영어권 학자들도 영어로 저술함으로써 더 넓은 국제

적 독자층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오늘날 영어 지식을 갖고 있지 않

으면 새로운 정보를 알리는 것도, 접근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이러한 학문적 세계화, 단일화로 독일어를 학술어로 사용하는 비중은 점

차 낮아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최근 대학에서 전통적인 Magister나 Diplom과정을 미국

교육제도처럼 Bachelor와 Master로 바꾸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업이 영

어로 이루어지는 국제 과정도 생겨났다. 이는 독일 학생들을 이런 학문

적 세계화 과정에 적합하게 교육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목적

도 있지만 외국 학생들이 독일어를 배우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이미 습

득한 영어로 수업을 받음으로써 독일에서 유학하는 것을 더 쉽고 매력적

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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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은 영어권 국가

의 정치적, 경제적 힘과 점차 무관해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변이

형을 인정한다. 영어는 더 이상 관례적인 영어권 국가의 전유물로 여겨

지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1500개의 기본 어휘에 기초하여 전 세계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도록 ‘globish’라는 개념이 생성되었다. 이 개념을

고안해낸 Jean-Paul Nerrière의 진술에 따르면 ‘globish’는 언어가 아니

다. 이것은 절대 문학을 갖지 않을 것이며 문화나 가치를 전달할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 ‘globish'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적으로 유효

하며 목적에만 제한되어 있다 (www.nytimes.com). 영어는 점차 어떠한

국가적 정체성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정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보편적 의사소통 도구로 점차 발전하고 있

다.

영어 지식이 정치, 경제, 학문 분야에서 필수화 되어감에 따라 영어 학

습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 교육 정책적으로 영어를 필수 외국어로 학습하도록 정하

고 있다. 심지어 영어가 아닌 다른 여러 언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스위

스의 경우 몇 개 주에서 다른 국내 공식어가 아닌 영어를 제1외국어로

교수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학습 집단과 영어 학습 시작 연령 및 수업 시수 면에서

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60년대에 영어를 모든 중등과정 학

생들에게 교수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2009년부터는

1학년부터 영어 학습이 시작되고 있다. 영어를 더 일찍 배우기 시작함으

로써 전체 시간표와 다른 과목, 특히 기타 외국어 과목의 상황이 변화하

였다 (Neuner/Hunfeld 1993: 83; www.schulministerium.nrw.de). 한국에

서도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학습이 시작되도록 앞당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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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영어 시수를 늘려서 3, 4학년은 두 시

간씩, 5, 6학년은 3시간씩 영어를 학습하도록 명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영어의 지배성과 국제적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기능은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국제적 의사소통이 증가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이 아닌 지역

의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는 - 심지어 스위스같이 독일어권 내에서도 -

제2언어로 교수될 가능성보다는 영어 학습이 선행된 다음 제3언어 혹은

제4언어로 교수되는 비율이 점차 커지게 된다.

3.1.2 유럽연합의 다중언어 정책

유럽연합은 경제적 통합에 이어 정치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국

가의 크고 작음이나 유럽연합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평등의 원칙을 중시

한다. 모든 회원국과 회원국의 국민이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

면(Diskriminierungsgefühl) 그만큼 진정한 통합을 일궈내기 힘들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은 모든 회원국의

언어를 평등하게 다루는 것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언어는 정치적 행

동의 수단이자 도구이므로”(Christ 1997: 7) 자신의 모국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협상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언어적 민주주의를 이루

지 않고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정치적 민주주의가 바

탕이 되지 않는 한 유럽의 통합을 실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Beacco/Byram 2002; Fischer 1999).

유럽의 ‘민주적’ 언어관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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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은 엄청난 번역과 통역 비용에도 불구하고 가

능한 모든 회원국의 공식어를 유럽연합의 공식어로 인정하려 한다. 공식

어의 수는 지난 10년간 남부 및 동부 유럽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함으

로써 더 늘어났다. 평등의 원칙은 이 신생 회원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되어 현재 23개의 공식 언어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12)

(Krumm 2001; 2003; www.europa.eu). 언어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럽 내에 존재하는 언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럽평의회

(Europarat)는 다중언어성13) 장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언어 정책을 위

한 공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14).

이 다중언어성은 모든 언어 지식과 언어에 대한 경험이 기여할 수 있

는 의사소통 능력으로, 이 의사소통 능력 내에서 언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한다. 또한 다중언어성은 개인의 언어적 능력을 확장하

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해는 다

름(Anderssein)에 대한 인내심을 키워 주고 이로써 인종차별주의나 외국

인에 대한 적대감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합과 유럽연합의 존

속을 보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 내의 언어적 다양성과 이에

수반되는 문화적 다양성은 혼돈이 아니라 보존하고 꾸준히 발전시켜야

할 공통의 보물로 간주된다 (안미란 2010; Krumm 2001: 23f; Trim et

12) 회원국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번역과 통역 작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

출이 늘어나자 단일 공통 언어의 필요성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유럽연합은 – 비록 유럽 내의 모든 소수 언어를 포괄할 수는 없으나 - 계

속해서 어떤 회원국의 언어도 다른 언어에 비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Nelde 2001; 2002: 27).

13) 한 개인의 다중언어성은 다언어성, 즉 한 지역 내에 여러 언어가 사용되는

현상과 구분되어야 한다. 다중언어성은 언어 사용자가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의사소통에 이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안미란 2010;

Neuner/Hufeisen 2009: 18f; Trim et al. 2001: 17).

14)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유럽 공통 참조 기준(Trim et al. 2001)의 제작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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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4ff).

언어의 근본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유럽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

나로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유럽의 다중언어 정책은 자국민의

다중언어성을 장려하고, 각 회원국에서는 외국어 수업의 확장과 다양화

를 꾀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다른 회원국

의 언어를 배우도록 하여, 최소한 모국어 외에 두 가지 언어 구사 능력

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scher 1999).

유럽의 다중언어 정책의 틀에서 독일어는 모국어 사용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유럽 언어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다. Zipf(2001)가 제시한

아래의 통계 자료가 보여주듯 약 1/4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의 인구가 독

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독일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의 수까지 합

치면 영어(4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림 3.1.2>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 사용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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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사용자 수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과의 인접성도 어

떤 언어를 학습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어권 국가는

유럽 중심부에 위치하며 여러 다른 국가들과 인접하여 있다. 지리적 근

접성은 대개의 경우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게 하며 그 경우 인접 국가 언

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어권 국가의 지

리적 위치는 독일어 학습 동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소련 연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어가 동유럽에서 제1외국어로서의

위치를 잃고 영어와 독일어가 제1외국어로 학습되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이 지역에서 독일어 학습은 노동 시장에서 좀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한

이유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영어의 영

향력이 더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학습자

가 독일어를 배운다 (Giersberg 2002). 그리고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어의

이러한 지위는 유럽연합이 남동부 유럽으로 확장되면서 더 확고해질 것

이다.

독일어는 영어, 프랑스어와 함께 몇몇 유럽연합 기관 내에서 공식적인

업무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업무 언어의 수를 제한한 것은 유럽의 다중

언어 정책에 반하지만 업무 언어로 선택된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의

입장에서 이런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 언어를 학습할 동기를 높여준

다. 물론 영어와 비교했을 때 독일어가 업무 언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

우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영어에 의해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지만, 최

소한 독일어가 업무 언어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업무 언어로 인정받지 못

한 다른 유럽 언어에 비해 독일어가 우세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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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주요 관청의 업무 언어 (소재지)

유럽연합 의회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모든 유럽연합 공식 언어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브뤼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유럽연합 이사회 (브뤼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유럽 중앙은행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영어

유럽 헌법재판소 (룩셈부르크) 프랑스어

유럽 특허청 (뮌헨)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역내 시장의 조화에 관한 관청 (알리칸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Ammon 2002: 149)

<표 3.1.2> 유럽연합 주요 관청의 업무 언어

이와 같이 독일어가 한편으로는 다른 유럽언어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과,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증가하는 영어의 지배성으로

인하여 영어 학습이 보편화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 내의 비영어

권, 비독일어권의 언어 학습자는 자신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할 두 가지

외국어를 선택할 때 영어를 제1외국어로, 독일어를 제2언어 혹은 제3외

국어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이

‘Deutsch als Fremdsrpache nach Englisch’가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

라 할 수 있다.

3.2 제3언어 습득 모형

제3언어 습득 혹은 다중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는 여러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언어 습득이 기존의 제2언어 습득 및 이중언어 습득 모형에 부

합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였다. 제2언어 습득과 그 이후에 또 다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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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습득하는 것 간의 차이 때문에 다중언어 습득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습득 모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이 차이는 너무 본질적이어서 새로운 다른 이론적 틀이나

혹은 상당히 확장된 제2언어 습득 모형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Marx/Hufeisen 2004: 142).

제2언어 습득 모형이 대부분 모국어와 하나의 외국어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는 반면, 다중언어 습득 모형은 습득한 적이 있는 모든 언어를 종

합적으로 관찰하며, 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Marx 2005: 25f).

‘제3언어 습득’이라는 동일한 주제 내에서도 연구자의 세부 관심 분야

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제시되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중언어 사용과

습득을 다룬 모형(Aronin/O’Laoire 2004)이 있는가 하면 심리언어학적

관점(Herdina/Jessner 2002), 응용 언어학이나 교수-학습적 관점

(Hufeisen 1993a)에서 설명하는 모형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언어

사용 환경에서 수업을 통한 개인의 다중언어 학습을 다루므로 사회 현상

으로서의 다중언어 학습 모형은 제외하고, 심리언어학적 모형 및 다중언

어 수업과 교수에 관련된 모형에 국한하여 다루려 한다.

3.2.1 Groseva의 외국어 습득 모형

Groseva(1998b)는 언어 학습을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학습자가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언어적 지식을 목표어

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데 활용한다고 보았다. 이런 습득과정을 통해 학

습자는 제1언어와 제2언어 체계를 서로 비교하면서 일대일 대응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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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자가 제2언어 체계와 구조

에 대해 더 잘 알게 됨으로써 제1언어는 가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표

로서의 중요성을 잃게 된다. 이 때 진행되는 중요한 과정들은 단순화와

일반화이다.

습득의 결과로서 제2언어 체계가 생성되는데 이 체계는 목표어의 모든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1언어로부터 나온 간섭 현상과 제2

언어에 대한 학습과 의사소통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의식적

으로 학습한 제2언어는 […] 모든 그 다음 외국어(L3/L4 등)에 있어서

교정하고 통제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제3언어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은 더 이상 제1언어가 아니라 의식적으

로 학습하고 분석한 제2언어에 대한 지식이다” (Groseva 1998b: 22). 따

라서 제1언어 및 제2언어 요소 중 제3언어와 유사한 것은 일대일 대응관

계로 수용되어 제3언어 학습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의 기준점으로

활용된다.

반면 제2언어가 제1언어보다 더 풍부하고 세분된 문법적 범주를 갖고

있는 경우, 처음에는 제2언어의 문법을 단순화시키고 과도하게 일반화시

키다가 어느 정도 발전된 단계에서는 가설을 재구성함으로써 제2언어 규

칙 체계를 확장한다. 학습자는 제3언어 학습에서 이런 방식으로 확장된

제2언어 규칙을 제3언어에 전이한다. 심지어는 제1언어와 제3언어가 제2

언어와 제3언어보다 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 체계를 제3언어에

적용시킨다15). 반면 제1언어가 제2언어보다 더 풍부하고 세분된 문법적

범주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학습자는 제2언어 규칙에 따라 단순화시키고

제3언어에도 이런 단순화를 적용시킨다.

이런 과정의 결과로 개별 학습자는 각각 자신만의 ‘외국어 습득 모형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model)’을 구성하게 된다. 즉, 이 모형 내

15) 이러한 학습자의 행동은 다음 장에서 Williams/Hammarberg(1998)가 말하

는 ‘제2언어 능력’ 내지는 ‘제2언어로서의 지위’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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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습자는 우선 제1언어와 제2언어 간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해 검증

하고 가설을 재구성하며,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하게 된다.

학습자는 자신이 검증한 가설과 학습 경험을 통한 결과물을 이후 다른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기준점으로 활용한다 (Groseva 1998b: 24). 그

가운데서도 Groseva(1998a)는 특히 의사소통 전략 면에서 학습자들이 제

2언어 지식을 제3언어에 많이 전이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어 습득 모형은 학습자가 가설 검증을 통해 제3언어 체계와 제3언

어 학습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는 점, 또한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모국어와는 다른 외국어 특수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며, 제2언어가

제3언어 습득에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앞서 2.1장에서 Groseva가 제2언어, 제3언어를 능력 순서에 따라 정의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어 습득 모형은 외국어 능력이라는 한

가지 기준에 따라 언어 간의 상호작용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형은 언어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언어 간의 친

족성이나 제2언어 학습의 최근성(recency)과 같은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왜 외국어 습득에서는 모

국어와 다른 특수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

았다.

3.2.2 Williams/Hammarberg의 역할-기능 모형 16)

16) Hammarberg는 자신의 습득 모형에 대해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않았으나

부호 전환(Code-Switching)을 관찰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모델

은 ‘부호 전환 모형’이라고 불리었다. 이후 Hufeisen은 Hammarberg의 동의

를 얻어 이 모델을 ‘역할-기능 모형(Role-Function Model)’이라고 명명하였

다 (Hufeisen 200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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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와 Hammarberg의 연구는 De Bot(1992; 2004)이 제안한 언어

처리 과정 모형과 비슷한 맥락에 기초하고 있다. De Bot은 단일언어 사

용자의 발화 과정을 설명하는 Levelt(1989)의 언어 발화 모형을 이중언

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한편, Green(1986; 1998)의 활성화-억제 연구17)

에 기초하여 이중언어 및 다중언어 사용자가 어떻게 언어를 선택하고 통

제하는지 기술했다. De Bot에 따르면,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목

표어로 발화할 때 동시에 여러 언어가 같이 작동하는데, 그 가운데 선택

된 언어만 발화가 되는 것이다. De Bot은 자신의 모델이 제3언어나 이

중언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 상황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고 재차 강조했다 (De Bot 2004).

Williams와 Hammarberg(Hammarberg 2001; Williams/Hammarberg

1998)는 De Bot의 이런 아이디어를 확장하였다18). 그들은 장기간 영국인

스웨덴어 학습자인 Williams의 발화에 나타나는 부호 전환을 관찰하였

다. 이 관찰을 통하여 제3언어 습득 초기에 이전에 배운 다른 언어가 제

3언어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이 언어가 각기 제3언어 생산에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러 언어 가운데 우선 제

17) Green(1986)은 언어 전환과 이중언어 사용자의 실어증에 관한 연구로부터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그들의 언어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

어가 각각 상이한 활성화 차원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발화 상황에서 이중언어

사용자의 언어는 서로 다른 정도로 각 언어를 활성화시킨다. 즉 한 언어가 발

화되어할 언어로 선택되고, 다른 언어는 발화 처리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발화되지는 않는 정도로 활성화되며, 혹은 발화 과정에서는 상호작용

을 하지 않고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동면중인 언어도 있다. 약 10년 후

Green(1998)은 다중 차원에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억제 모형

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언어 업무 도식(language task schema)은 언어

꼬리표(tag)에 근거하여 레마 차원에서의 생산에 있어 잠재적 경쟁자를 억제

한다.

18) 이들의 연구는 다중언어 사용자의 여러 다양한 언어들에게 각각 역할이 주

어진다는 점에서 De Bot의 모델과는 구분된다 (Marx 20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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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언어는 대화 파트너 간의 상호작용 및 새로운 어휘 및 관용구 습득을

보조하고 메타 언어적인 기능을 하는 ‘도구적인 역할(instrumental role)’

을 담당한다19). 반면, 제2언어는 ‘디폴트 공급자의 역할(default supplier

role)’을 맡는다고 했다. Williams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화

중에 제2언어20) 가운데 하나인 독일어로 부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

다. 특히 제3언어의 불충분한 어휘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제2언어 어휘

를 제3언어에 맞게, 즉 독일어 단어를 ‘스웨덴어화’시켜서 빈번히 사용하

였으며, 많은 경우 성공적이었다. 즉 제2언어는 제3언어 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조어 방식을 다루고 어휘 지식의 결함을 보충하거나 문장을 만들

때 우세한 역할을 한다.

Williams/Hammarberg(2001)에 따르면 목표어로 발화할 때 이 디폴트

공급자 언어가 목표어와 함께 병행되어 생산된다고 한다. 하지만 예외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표어만 선택되어 발화로 이어진다.

한편, 모든 제2언어가 디폴트 공급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한 언어가 이 역할을 도맡아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Williams는 스웨덴

어를 배우기 전에 독일어 외에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도 학습했지만, 스

웨덴어로 발화하는 중에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Williams와 Hammarberg는 독일어만 디폴트 공급자 언어

로 선택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Hammarberg 2001: 22f; Williams/Hammarberg 1998: 322f).

19) Möhle(1989) 역시 언어 생산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제1언어는 주로 발화

자 스스로 혹은 인터뷰 파트너에게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인터뷰 하는

사람의 질문에 의해 생긴 사고의 급작스런 전환을 나타내기 위해, 혹은 정서

적 성격을 지닌다고 했다.

20) 앞서 2.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ammarberg는 제2언어를 연구 및 학습

대상이 되는 제3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배운 모든 언어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

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이 단원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Hammarberg의 용어 사용에 따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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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능력(proficiency): 지금까지 배운 각각의 언어에 대한 능력에 따라

디폴트 공급자 언어가 결정된다. Meißner/Burk(2001)와 De Bot(1992;

2001)도 언어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

만 Möhle(1989)의 경우, 간섭하는 언어와 관련해서 언어 숙달도는 그다

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보다는 언어의 유형

이 디폴트 공급자 언어 역할을 맡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b. 유형(typology): 일반적으로 언어 유형이 디폴트 공급자 언어를 선

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Vogel(1992),

Müller-Lancé(2003), De Bot(2004), Ringbom(2005; 2007) 등의 학자들

역시 교차 언어적 영향을 주고받는 데 있어 각 언어들 간의 유형적 관련

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반드시 언어학적인 면에서

언어 간의 거리만이 아니라 학습자가 느끼는 언어적 거리가 중요한 역할

을 한다 (Cenoz 2000: 16; De Angelis 2007: 22f; Marx 2005: 251; Ó

Laiore/Singleton 2009; Ringbom 2007: 7f).

c. 최근성(recency): 각 언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배우거나 사용

한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등도 디폴트 공급언어가 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자주 사용하고 최근에 배운 언어일수록 그 언어에 대한 접근

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Poulisse/Bongaerts 1994: 53; Hammarberg 2001:

23). 반면, De Angelis(2007)는 반드시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언어일지라

도 목표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종합해 볼 때 최근성이 디폴트 공급자 언어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기

는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능력과 유형학적 유사성이 더 결정적

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d. 제2언어 지위(L2-Status): Williams의 제3언어인 스웨덴어는 유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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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2언어인 독일어와 더 가깝지만 제1언어인 영어와도 상당한 유

사성을 띠고 있다. 그런데도 독일어만 유독 디폴트 공급자 기능을 한다.

Hufeisen(2005: 33) 역시 제2언어로 영어를 배우고 나서 제3언어로 독일

어를 배우는 스웨덴인 학습자들이 종종 유형학적으로 더 가까운 제1언어

와 제3언어의 공통점을 애써 무시하고, 제2언어의 표현과 규범을 적용시

켜 오류가 있는 표현을 만든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모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가운데 하나를 디폴트 공급자 언어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Williams와 Hammarberg는 이 언어가 ‘제2언어’ 즉 외국어이기 때문이라

고 설명한다.

굳이 외국어를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첫 번째는 외국어에 대해 (모국어와는 다른) 특수한 습득 메커니즘이

존재하며(Groseva 1998a; 1998b도 참조), 제2언어를 학습할 때 생긴 이

메커니즘을 제3언어에 그대로 적용할지 모른다는 가능성과, 두 번째는

학습자 스스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모국어를 외국어가 아니라는 이유

로 억제하고, 대신 다른 ‘외국어’가 목표어 습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가능성이다 (Dewaele 1998; Edmondson 2001). 하지만 최근

Ó Laoire와 Singleton(2009)에 의해 수행된 경험 연구에 의하면 제2언어

로서의 지위보다는 학습자가 느끼는 언어 유형적 거리가 더 결정적인 역

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즉, 제2언어로서의 지위가 디폴트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위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한 언어에 디폴트

공급자 역할을 맡기게 된다. 이 역할을 맡은 언어는 교차 언어적 영향을

주는 근원이 되고, 제3언어 생산의 바탕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디폴트 공급자의 역할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자의 제3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제3언어가 디폴트 공급자의 기능과 도구적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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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수하게 된다 (Poulisse/Bongaerts 1994; Williams/Hammarberg

1998: 323f).

Williams와 Hammarberg의 제3언어 습득 모형은 연구 대상자인

Williams가 언어학자였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이고 연구가 장기간

이루어졌지만 연구 대상이 단 한 명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지는 않

다. 또한, 그들의 연구가 구어적 의사소통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문어적 수용 영역을 이 모형에 기초하여 연구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Hufeisen 2005: 36; Marx 2005: 33). 하지만 제3

언어 학습에 다른 언어들이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과 여러 언어들

가운데 어떤 언어가 제3언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 설명해 준다

는 점은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2.3 Meißner의 다중언어 처리 모형

Meißner를 비롯한 Gießen대학교 연구자들은 서로 유형학적으로 가까

운 여러 언어에 대한 읽기와 듣기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

해 ‘다중언어 처리 모형(Mehrsprachenverarbeitungsmodell)’을 개발했다

(Meißner/Burk 2001). 그들은 학습자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미

습득한 언어와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로 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

정을 연구한 결과 학습자들이 낯선 언어로 된 텍스트를 접할 때 자신들

이 이미 배운 언어 지식에 의존하여 새로운 언어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통해 소위 이 낯선 언어에 대한 “즉흥 문법

(Spontangrammatik)”(Meißner 2002: 129f ;2003: 95f; 2004: 43)을 구성한

다고 주장했다 .

이 즉흥 문법은 아직까지 목표어 문법보다는 이전에 학습한 언어의 문

법에 더 가깝다. Williams/Hammarberg의 역할 기능 모형에서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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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언어”(Williams/Hammarberg 1998; Hammarberg 2001)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언어는 즉흥 문법을 구성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목표어와 이 언어가

유형학적으로 비슷해야 하고 이 언어에 대한 구사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고 주장한다.

또한 정규 수업에서 이 언어와 목표어 간의 관련성에 대한 교육이 이

루어졌는지, 언어 의식과 어원에 대한 의식을 교육했는지 등도 상호언어

적 비교가 일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다 (Meißner 1998a: 235).

Meißner(1999; 2002; 2004)에 따르면 학습자가 목표어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것은 다음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새로운 텍스트를 접하면 목표어에 대한 첫 번째 즉흥 문법이 개발된

다.

“즉흥 문법은 제2언어 습득 연구로부터 이미 알고 있는 체계성

과 일반화의 표준에 따라 목표어의 언어 내적 규칙성을 인식한다.”

(Meißner 2002: 130)

학습자가 가설을 수정함으로써 이 즉흥 문법 역시 끊임없이 수정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즉흥 문법을 바탕으로 ‘상호언어적인 교신 문법

(interlinguale Korrespondenzgrammatik/Korrespondenzregel)’을 개발하

게 된다. 이 문법은 교량어의 언어적 사전 지식과 목표어 체계에 대한

지식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점차 목표어 체계에 가깝게 발달한다. 이 때

원천어들과 목표어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문법의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중언어적 상호 체계(plurilinguales

Intersystem)’가 생성된다. Meißner(2002)는 Edmonson(2001)의 분류에

기초하여, 이 체계가 새로운 언어를 해독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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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전이의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

다.

- 의사소통 전략 기능의 전이

- 상호언어적 처리 과정의 전이

- 인지적 원칙에 따른 전이

- 겹침/간섭으로서의 전이

- 학습 전략의 전이

- 학습 경험의 전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목표어 학습 경험이 응축되어 있는 ‘메타 인지적

전략의 집합체(metakognitiver Strategienspeicher)’가 구성된다.

이 다중언어 처리 모델은 새로운 외국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관련된

다중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해 주므로 5장에서 이루어질 경험 연구와 관

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에서 교량어의 역할과 교량어로

선택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의 독일어 학습에서 왜 영어가

관련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준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교량어 역할을 담당하는 언어 수업에서 그 언어의 교량어적 역할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 볼 만한 흥미

로운 주제이다.

하지만 이 모형은 수업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 피상적인 면이 있고,

수업에서 언어를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는 전혀 목표어를 접해 보지 않은 피실험자들이 텍스트를 읽거나 듣고

이해하는 것을 관찰한 연구이므로 본 논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Marx 2005: 3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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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Herdina/Jessner의 역동적 다중언어 모형

Herdina와 Jessner는 혼돈이론(chaos theory), 연결주의(connectionism)

와 전체론(holism)에 기초하여 심리언어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언어 습득

을 설명하려 했다. ‘역동적 다중언어 모형(dynamic model of

multilingualism)’이라 불리는 이 모형은 외국어 교육, 제2언어, 제3언어

교육 등의 범주로 세분하던 것을 하나의 전체론적인 모형으로 통합시킨

다는 점에서 위에 기술한 모형들과 구분된다 (Herdina/Jessner 2002).

즉, 이 모형은 언어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각 개별 부분이

모인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한다. 따라서 다중언어 체계는

개별 언어 체계가 갖고 있지 않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형에서는 소위 ‘다중언어성 요인(Multilingualism-factor)’이라는 것을

가정해 놓고 모든 언어 체계에 존재하는 몇 가지 특성과 관련하여 단일

언어 사용자와 다중언어 사용자에게 있어 각각 상이한 중요성을 갖는다

고 본다 (Herdina/Jessner 2002: 150f; Jessner 2008: 26).

역동적 체계에서 언어의 발달은 다음 여섯 가지 특징을 보인다

(Herdina/Jessner 2000: 85f; 2002: 89f).

- 비선형성(non-linearity)

- 가역성(reversibility)

- 안정성(stability)

-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 복합성(complexity)

- 질의 변화(change of quality)

a. 비선형성: 보편문법의 시각에서는 언어 습득이 이상적인 모국어 화

자의 능력에 가까운 완벽한 언어 구사를 향해 선형적인 발달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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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하지만 역동적 다중언어 모형에서는 아무리 이상적인 환경에서 언

어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언어 습득은 사인(sine) 곡의 형태로 발달

하게 된다 (Herdina/Jessner 2000: 89f).

이 곡선에 따르면 언어 발달은 처음에 천천히 시작해서 급속한 성장

단계를 거친 다음 마지막에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평형 상태를 보인

다. 즉, 이 모형에서는 “언어 발달을 생물학적 원칙에 따라 빨리 성장하

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본다” (Herdina/Jessner

2002: 91).

b. 가역성: 역동적 다중언어 모형은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언어 손실

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Herdina와 Jessner는 한 언어에 할당된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습득한 언어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점차 언어 손실이 생긴

다고 주장한다. 언어 손실 곡선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의 제한

성, 경쟁 중인 다른 언어 체계들이 만들어내는 압력, 언어 유지 기간과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 연령의 영향을 받는다. 언어 손실 곡선은 그들이

제시한 비선형적 언어 습득 곡선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Herdina/Jessner 2000: 91f).

c. 안정성: 언어 체계의 안정성은 학습자가 언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할 때 나타나는 유연성의 정도에 의존적이다. 학습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얼마나 자유롭게 해당 언어를 위한 노력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따

라 주변으로부터의 압력에도 대처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결국 이 언

어 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관련된 언어 체계의 수도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관련 언어의 수가 많

을수록 그 만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 즉 더 많은 노력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 연령과 관련 체계의 안정성이 확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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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성숙 연령(maturational age), 이 언어 체계가 유지된 기간과 어느 정

도 수준에서 이것이 유지되었는지 등도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Herdina/Jessner 2000: 91f).

d. 상호의존성: 역동적 다중언어 모형에서는 다중언어 사용자 내에서

각 언어 체계가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라고 본

다. 그리하여 각 언어 체계의 움직임은 상당 부분 이미 배운 언어 체계

나 이 후에 배울 언어 체계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호 의존

성 때문에 Herdina와 Jessner는 다음과 같이 각 개별 언어가 아닌 언어

체계 전체를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개의 언어 체계의 발달을 별개로 관찰하는 대신 다중언어 사

용자가 동시에 구사하는 언어의 전체 체계를 관찰하고 나서 다중

언어 체계의 수렴(집중)과 분산의 양식을 결정지으려 하는 것이 다

중언어 체계를 단순히 연쇄된 혹은 순차적인 개별 체계들의 효과

가 축적된 것으로 보는 것보다 더 이치에 맞을 것이다.”

(Herdina/Jessner 2000: 92).

e. 복합성: (다중)언어 적성((multi)language aptitude) 내지는 메타 언

어적 능력(MLA: metalinguistic abilities), 언어 습득 과정(LAP:

language acquisition progress), 동기(MOT: motivation), 감지된 언어능

력(PC: perceived language competence), 자아 평가 (EST=self-esteem),

두려움(ANX=anxiety) 등의 개인적 요인이 새로운 언어 발달 곡선, 즉

다중언어 능력에 영향을 준다 (Jessner/Herdina 1996: 226;

Herdina/Jessner 2002: 137f). 다음 그림이 보여주듯 한 요인이 변하면

곧 서로 다른 요인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이런 내적 인과

관계가 다중언어 체계 발달을 “자율 역동적(autodynamic)”

(Herdina/Jessner 2000: 90)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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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dina/Jessner 2002: 138)

<그림 3.2.4> 다중언어 체계의 복합성

6. 질의 변화: 언어를 하나 더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언어 체계만 풍족

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 체계로서 새로운 환경적, 심리적 요인

에 맞추기 위해 적응을 하고 그 질도 변화시킨다 (Herdina/Jessner 2000:

92f). 이 특성은 외국어 학습 경험이나 학습 전략, 자신의 학습 유형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언어 관리 능력 내지는 언어 유지 능력을 포괄

한다. 이런 질의 변화는 초기 외국어를 학습한 과정에서 비롯되며 제2언

어 학습자보다는 제3언어 학습자들이 이런 면에서 상당히 발달하였다

(Missler 1999).

역동적 다중언어 모형에서는 다중언어적 숙달도(multilingual

proficiency)를 다음 공식이 보여주듯 다양한 심리언어학적 체계(LS1,

LS2, LS3, LSn), 교차 언어적 상호작용(CLIN)과 다중언어-요인

(M-factor) 또는 다중언어-효과(M-effect)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정

의한다.

LS1, LS2, LS3, LSn + CLIN + M-factor = multilingual pro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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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교차 언어적 상호작용은 전이나 차용, 부호 전환과는 별개로

전이의 인지적 효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다중언어

적 요인이란 다중언어 체계 내에서 단일언어 체계와 다중언어 체계를 구

별 짓는 모든 효과로, 여러 언어를 접하면서 개발되는 메타 언어적 의식

이나 메타 인지적 의식을 일컫는다. 이러한 다중언어 요인은 제3언어 습

득에서 촉매로 작용하거나 가속화 효과가 있는데, 특히 경험이 많은 학

습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를 습득할 때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Herdina/Jessmer 2002: 142; Jessner 2008: 26).

이 모형은 학습자의 언어 습득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개별 언어별로 연

구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모든 언어 체계와 그 언어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또한 언어 발달과 손실에 있어 학습자

의 어떤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모형 가운데 이 역동적 다중언어 모형이 개인의 다중

언어 습득을 심리언어학적 관점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

지만 이 모형은 다중언어 학습에 있어서 제2언어 학습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제2언어 학습과 제3언어 학습 간

의 차이를 명백히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이 전체론적 모형

의 각 요인을 다중언어 수업과 교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분리하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3.2.5 Hufeisen의 요인 모형

Hufeisen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 체계가 변하는 것을 ‘요인 모형

(Faktorenmodell)’으로 설명한다. 이 언어 습득 모형은 제1언어, 제2언어,

제3언어 습득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하고, 왜 제3언어 학습

을 제2언어나 제1언어 학습과 같은 맥락에서 다룰 수 없는지, 그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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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보여준다.

제1언어, 제2언어, 제3언어 습득을 Hufeisen의 요인 모형에 따라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Hufeisen 2000a; 2005; Neuner/Hufeisen et al. 2009)

a. 제1언어 습득에서는 주로 신경생리학적 요인과 아동이 처해 있는

생활환경이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어떤 언어든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이런 언어 습

득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혹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는 개인적인 언어 습득 능력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언어적 입력의 종

류와 규모에도 영향을 받는다 (Neuner/Hufeisen et al. 2009: 25).

(Neuner/Hufeisen et al. 2009: 25)

<그림 3.2.5-1> 요인 모형에 따른 제1언어 습득

b. 제2언어 학습21)에서도 제1언어 습득과 마찬가지로 신경생리학적 요

인과 학습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다. 하지만 제2언어 학습을 시작하는 연

령이 제1언어에 비해 훨씬 높고, 일상생활이 아닌 수업이라는 상이한 환

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제1언어 습득에서는 존재하

지 않았던 학습 동기나 언어 학습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 학습자가 체감하는 제1언어와 제2언어 간의 거리, 개인적인

21) 여기서는 두 가지 제1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이중언어 사용자는 제외하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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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험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등장한다. 또한, 학습자가 그 동안

다른 교과 학습을 통해 얻은 학습 경험과 학습 전략, 자신의 학습 유형

에 대한 자각과 같은 인지적 요인도 제2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그

리고 제2언어 학습을 통하여 제1언어를 습득할 때는 작용하지 않았던 언

어 의식이라든가 메타 언어적 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Neuner/Hufeisen et al. 2009: 25f).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제1

언어가 제2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제2언어 학습의 출발점이 된다

(Groseva 1998b; Meißner 2000).

(Neuner/Hufeisen et al. 2009: 26)

<그림 3.2.5-2> 요인 모형에 따른 제2언어 습득

c. 제3언어 학습자는 이미 제2언어 학습을 통해 외국어 학습 경험을

쌓게 되고 일반적인 학습 전략 외에 외국어 학습 전략을 사용해 보게 된

다. 이러한 외국어 학습 경험은 제3언어 학습에서 새로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등장한다. 또한, 제1언어 외에도 중간 언어 형태의 제2언어가

제3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형학적으로 제2언어와 제3언어가

가까우면, 제3언어 학습에서 제2언어의 지식의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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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ner/Hufeisen et al. 2009: 28; 160)

<그림 3.2.5-3> 요인 모형에 따른 제x언어 습득 (x≥3)

위의 모형에서 볼 수 있듯 기존의 신경생리학적 요인, 학습 외부적 요

인, 정서적 요인, 인지적 요인이 제3언어 학습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제

3언어 학습에서 이 모든 요인은 내용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제2언어를 학

습할 때와 같지 않다 (Hufeisen 2001: 649). 학습 전략을 예로 들면 제2

언어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던 학습 전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분

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점점 확장된다.

따라서 이후 제3언어를 학습할 때 학습자가 제2언어 학습 때보다 더 높

은 수준의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언어 학습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은 이후 제4언어, 제5언어 학습

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외국어 학습 경험이 많아지면서 외국

어 학습 전략 사용도 광범위해지고, 메타 언어적인 의식도 더 발달하게

된다 (Jessner 2004; Missler 1999). 이처럼 각 요인의 질적 변화는 계속

해서 나타나지만, 더 이상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이 등장하여 모형

전체를 내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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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언어 학습은 제2언어 학습과 완전히 질적으로 상이한

반면, 제4언어 학습은 제3언어 학습과 본질적으로는 단순히 양적으

로 차이가 난다 - 한 언어가 더 부가된다.” (Neuner/Hufeisen et

al. 2009: 28).

따라서 제3언어 학습 이후의 언어 학습에 대해서는 제3언어 학습 모형

을 새로운 언어만 추가하여 적용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다섯 가지 모형 외에도 심리언어학이나 응용언어학적

시각 외의 다른 측면에서 다중언어 습득을 설명하는 모형들이 존재하며

계속 새로운 모형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제3언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제2언어 습득 모형에 비

해 제3언어 습득을 설명하는 모형의 수는 그리 많지 않으며 수많은 경험

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론으로서 확립된 모형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다.

위에 기술한 모형들 가운데서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수업을 통한

독일어 학습이기 때문에 외국어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다중언어 습득을

다룬 Hufeisen의 요인 모형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모형은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

2언어 학습과 제3언어 학습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이 모형 외에 다른 모형 역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3

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의 모형은 대부분 요

22) 제2언어와 제3언어 학습 간의 차이가 제3언어 학습과 제4언어, 제5언어 학

습 간의 차이에 비해 더 극명한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앞서 2.2장에서 언

급했듯, 제3언어(L≥3) 학습 내에서도 제2언어 학습과 제3언어 학습 간의 차

이만큼이나 극명한 질적, 양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중언어 학습

을 연구할 때는 학습 맥락과 학습자의 특성, 언어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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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형과 다중언어 습득을 다른 시각에서, 상이한 것에 중점을 두고 기

술한 것으로 내용적 대립을 이루는 것보다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요인 모형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

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

3.3 제3언어 학습의 특징

3.2.5의 요인 모형은 제2언어 학습과 제3언어(L≥3) 학습이 어떤 차이

가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 장에서는 기존에 제2언어 습득 이론에서 독일

어 학습을 다루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모형을 기초로 제3언어 학습

의 틀에서 독일어 학습의 특징을 연령, 학습 환경, 인지적, 정서적 요건,

외국어 학습의 특수성, 학습 전략 등의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3.3.1 연령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제2언어인 영어

를 접하고, 제3언어 학습은 중학교 입학 이후에 시작한다. 이러한 사실은

5.3.2.2장의 경험 연구 참가자의 언어 학습 시기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제3언어 가운데서도 특히 독일어 학습은 중학교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독일어 학습자는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 처음 독일어를 접하게 된다. 따라서 요인 모형의 신경생리학적 요

인 가운데서도 제2언어와 제3언어 학습 시작 시기에 따른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연령과 외국어 학습의 관계에 대해서

Lenneberg(1967)의 결정적 시기 가설(critical periode hypothesis)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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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습득 연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가설에 따르면 뇌가 발달

하면서 점차 뇌기능이 좌우로 분화되며, 뇌가 가소성을 잃게 된다. 따라

서 12세 이후에는 언어를 가장 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

치게 되므로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목표어의 정

확한 억양을 습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뇌의 언어 처리 과정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Kim et al.(1997)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fMRI)를 이용하여 사람의 뇌

피질에서 모국어와 외국어가 공간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구현되는지

분석하였다23).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어 수용 측면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언어 생산에 있어서는 연령이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오늘날 외국어 교수-학습에서는 연령으로 인한 생물학적 차이

를 중시하기보다는 연령에 따른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더 관심을 갖는

다. 그리하여 연령을 외국어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기

보다는, 연령에 따른 여러 가지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사춘기에 나

타나는 성격 변화가 자기평가나 두려움, 자신감 결여 등에 영향을 미친

다 (Quetz 1995: 453f). 이에 따라 사춘기 이후의 학습자들은 아동과 비

교했을 때 선입견 없이 외국어에 접근하지 못한다. 성인 학습자의 경우

23) 외국어를 성인기에 습득한 경우 전두엽에 위치한 브로카 영역(Broca area)

에서 외국어 영역이 모국어 영역과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기에 언어를 습득한 경우는 모국어와 외국어가 공통된 전두엽 부위

에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두엽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

(Wernicke area)의 경우는 언어습득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베

르니케 영역은 말을 알아듣는 일을 담당하고, 브로카 영역은 말을 하고 문법

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읽거나 듣고 이해하는 활동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는 연령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Kim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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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외국어 구사 능력의 미숙함 때문에 체면을 잃지는 않을지, 혹은

언어 습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을지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Ellis(2008: 311ff)는 나이가 많은 학습자가 모국어 화자와 같은 발

음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동배 집단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

장하기도 한다.

연령이 외국어 학습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큰 장점으로 작용하

는지에 대해 수많은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았지만 모순적인 결과

로 인해 어떤 사실도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Singleton/Ryan 2004:

61ff). 이 문제와는 무관하게, 제3언어 학습에서는 무엇보다 이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고려하여 학습 방법을 정

하고 수업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령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인지적 능력이 아동에 비해 더 발달해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

에서 문법 학습에 있어 성인이 아동을 능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 규칙을 도출하고 자신의

가설을 이에 근거하여 검증해 보거나 언어를 서로 비교, 대조해 볼 수도

있다. 즉,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에서는 초기부터 제2언어 수업과는

달리 다른 언어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독일어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자

스스로 목표어 규칙을 추상적으로 도식화 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끈기와 집중력이 아동에 비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집중 코스를 구상해 볼 수도 있다 (Cenoz

2001; Marx 2005: 56; Quetz 1998: 452f).

3.3.2 학습 외부적 요인

학습 외부적 요인이란 제3언어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적 요인을 일컫는

것으로 우선 제3언어 학습 시간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2언어

에 비해 제3언어 학습 기간이나 학교 수업 시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앞



- 55 -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부터 의무적으로 교수하도록 정해 놓고 있으며,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까

지 10년간 영어 수업을 받게 된다. 7차 교육과정부터는 기존에 고등학교

에서 처음 접할 수 있었던 제2외국어를 중학교부터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하지만 제 2외국어는 여러 교과목과 함께 선택 과목에 속해 있기 때문

에 실상 제2외국어 학습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5.3장의 경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 중학교에서 배우는 제2언어의 대부분은 일본어나 중국어였으

며, 독일어는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에서부터 길어야 4학기 주당 2시간 정도 독일

어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짧은 언어 학습 기간과 수업 시수에 비해

교과 과정에서 정해 놓은 독일어 학습량이나 도달해야 할 수준은 과중한

편이다. 이러한 제3언어 학교 수업 상황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적 제약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럽에서는 제2언어 수업 시수를 줄이

는 대신 언어 이외의 다른 교과목을 제2언어로 교수함으로써 이를 보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는 제3언어 학습 중에 한 단계가 끝날 때

마다 집중 학습기간을 도입하게 될 경우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평소에 제3언어 수업의 부담을 덜고, 이 시간을 다른 과목

에 투자하는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다 (Le Pape Lacine 2003; Marx

2005: 59).

하지만 위의 방법은 전체 교과 과정에 변화를 주어야 하고 다른 과목

수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관련 교사와 교육과정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결과

적으로 제3언어 학습 내에서 이런 시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많은 교수-학습 연구자가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제3언

어 학습 방법을 개발하려 한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대표적으로 친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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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는 언어 간의 특수성을 학습에 적용하여 적은 노력으로 단시간에

제3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EuroCom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대부분 영어이지만) 제2언어로 교수되는 언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는 매우 다양하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제3언어 교수 학

습 자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은 것도 제3언어 학습의

외적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제3언어의 경우 수업 외에 일상생활에

서 의사소통에 제3언어를 사용할 기회나 매체를 통해 접할 기회가 제2언

어에 비해 제한적이다.

3.3.3 동기

3.2.4장의 역동적 다중언어 모형(Herdina/Jessner 2002)과

Gardner(2002)의 통합적 동기 모형에서 볼 수 있듯 두려움, 동기와 같은

정서적 요인은 상호 의존적이며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가

운데서도 학습 동기는 외국어 학습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간주 되며, 학습 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Chen 2005: 159f.;

Hufeisen 2003b: 7).

Gardner와 Lambert가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24)로 구분한 것에 따

라 제3언어 학습의 동기를 살펴보면, 목표어 국가 밖에서 목표어를 배우

는 학생의 통합적 동기가 높을 가능성은 적다. 한국의 독일어 학습도 이

24) 통합적 동기는 목표어 집단의 문화에 통합되기를 원하거나 목표어 사용 집

단의 구성원이 되거나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고, 도구적 동기는

외국어 학습의 기능적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예를 들어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라든가 학교나 그 밖에 수업과 같은 통제된 상황에서나 혹은 시

험에 합격하기 위해서이다 (Gardn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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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통합적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환 학

생 프로그램이나 이메일 교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 상황에서는 도구적 동기를 통제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5.3장의

경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에게 독일어를 배우기 시

작한 이유와 학습 목표를 조사하였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외국어 고등

학교 입시에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원하지 않았지만 독일어 반에 배

정되어 학습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런 응답을 한 학습자 가운데 많

은 수가 독일어 학습이 힘들며 자신의 학습 목표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나 학교 독일어 내신 성적 향상 내지는 대학

입시에 필요한 독일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25).

이처럼 독일어 학습을 강요받는 경우 특정한 도구적 동기 외에 다른 동

기 부여가 되지 않아 전반적인 동기와 해당 언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낮

으며, 이는 교사의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에서는 교과 과정상 제1언어가 영어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대부

분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정은 총 8가지 제2외국

어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대개 학교에서 어떤

언어를 학습할지 정하거나, 두 가지 제2외국어 가운데 학습자가 한 가지

를 선택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제2외국어

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2외국어 선택의 폭을 넓힌다면, 학습 동기를 유

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기 외에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서적인 변수도 지금까

지 학습한 외국어의 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경험이 많은

외국어 학습자는 긍정적인 자기상(Selbstkonzept)을 갖고 있고, 현재 학

25) 반면, 독일어를 스스로 선택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독일 여행을 가고 싶다’

거나 ‘독일어를 잘 해서 독일어권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싶다’ 혹은 ‘독일

소설을 읽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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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고 있는 언어에 있어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다. 또한 모호성에 대해 잘 참아내며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 언어 학습

경험이 적은 사람에 비해 외국어를 다루는 데 흥미를 느끼고 규칙을 찾

는 특성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Missler 1999: 297). 따라서 모국어 외

에 한 가지 언어에 대한 학습 경험을 보유한 제2언어 학습자와 여러 언

어를 학습한 제3언어(L≥3) 학습자의 언어 학습은 동기를 비롯한 정서적

측면에서 상이하다.

3.3.4 메타 언어적 의식

아직까지 ‘메타 언어적 의식’이라는 용어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

하지 않는다. 학자에 따라 메타 언어적 의식을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발달된 언어적 감수성으로 파악하기도 하며 고양된 학

습 의식으로 보기도 한다 (De Florio-Hansen 1997; Thomas 1988). 경우

에 따라서는 ‘언어 의식(language awareness)’이나 ‘언어학적 의식

(linguistic awareness)'라는 용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Chen 2003;

Edge/Gick1997 Gnutzmann 1995; Jessner 2006; Sharwood-Smith 1997;

Widdowson 1997).

일반적으로 메타 언어적 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메타 언어적 의식을 갖고 있다는 (혹은 발달시켰다는)　것은 언

어의 구조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에 대해 성찰하

고 논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언어를 이러한 성찰에 부합하게 분석

할 수 있고 창조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Hufeisen 2003b: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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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메타 언어적 의식은 이와 같은 언어에 대한 추상적 사고 능

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과정을 감시하고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처리 과정을 통제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중언어 사용자의 경우 단일언어 사용자보다 더 확장된 다중언어 감

시 체계를 갖고 있다. 이 감시 체계는 언어 학습에 있어 일반적으로 수

행 오류(Performanzfehler)를 줄이고, 오해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사소통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보완 전략을 사용하게 해준다. 또한, 여러

언어를 학습하거나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언어 간의 공통된 언

어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한다. 더 나아가 언어 체계

를 의식적으로 다루는 기능을 한다 (Herdina/Jessner 2002; Jessner

2004).

단일언어 사용자에 비해 훨씬 발달된 다중언어 사용자의 메타 언어적

의식이 언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

연구가 수행되었다.

Thomas(1988)는 메타 언어적 의식과 다중언어성을 연관지어, 영어 단

일언어 사용자의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스페인어 이중언어 사용자의 프

랑스어 학습을 비교 관찰하였다. 학습자 집단은 수업을 통해 스페인어를

배운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로 다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 이중언어 사용자가 단일언어 사용자보다 더 정확한 프랑스

어를 구사하였으며, 수업을 통해 스페인어를 배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 다시 말해 제2언어에 대한 형식적 교수가 제3언

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Thomas는 이러한 학습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다중언어 학습자의 언어 규칙과 형태에 대한

의식적인 지식, 즉 메타 언어적 의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Thomas

1988: 236). 다중언어 사용자는 언어를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고 이에 대

한 민감함을 발달시켜, 처음으로 언어를 배우는 제2언어 학습자에 비해

형식적 언어 학습과 관련하여 언어를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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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1988: 240).

다중언어 학습자 내에서도 경험이 많고, 적음에 따른 메타 언어적 의

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Hufeisen과 Gibson은 경험이 많은 다중언어 학습자와 경험이 적은 다

중언어 학습자 집단이 오류를 찾아내어 교정하는 과제와 텍스트 이해에

있어 이런 오류가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살펴보았다. 아주

경험이 많은 다중언어 학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다중언어 사용자에 비

해 문법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법 오류의 엄격함을 판단하는 과제에서는 경험이 많은 다중언어

사용자는 같은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경험이 적은 다중언어 사

용자에 비해 오류에 대해 더 관대했지만, 발달된 자신의 메타 언어적 의

식을 이용하여 오류를 더 정확하게 감지하고 교정할 수 있었다

(Gibson/Hufeisen 2011).

Fouser(2001)도 다중언어 학습자의 메타 언어적 의식과 관련하여 영어

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일본어를 학습한 적이 있는 제3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와 제5언어로서의 한국인 학습자를 연구하였다. Fouser는 한국어

학습에 그들의 일본어 지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는데, 통사론과

형태론, 어휘 영역에서 일본어 지식에 방대하게 의존적이었다. 또한, 두

학습자 역시 유사성을 갖고 있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계가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과제에 유용한 메타 언어적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미 습득했거나 습득 중인 언어에 대한 높은 수준의 메타언어

적 의식은 학습자가 [...] 언어에 대한 ‘경로(channels)’를 생성해 내

는 데 도움을 주며, 이 때 전이가능성은 다른 언어의 지식이 목표

어 습득을 촉진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Fouser 200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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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일언어 사용자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훨씬 더 발달된

높은 수준의 메타 언어적 의식은 다중언어 학습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제3언어 학습 연구는 언어 체계 간의 상호작용

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학습자가 느끼는 언어적 거리, 인

지적 유연성, 언어적 창의성, 조절 메커니즘, 의사소통적 민감성 등을 포

괄적으로 다루고 이런 모든 영역에서 다중언어 사용자들이 지니는 특성

을 연구해야 한다 (Bono 2011: 31; Jessner 2004: 17f.; 2006: 41f).

이처럼 제3언어 수업에 있어서 학습자의 발달된 메타 언어적 의식을

학습에 적용시킴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만약, 언어를 분석하

고 언어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메타 언어적 의식이 부재하면, 학습

자가 이전에 배운 언어 경험은 후속 언어 학습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성찰하여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에 의존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학습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Bono

2011: 49).

3.3.5 학습 전략26)

26)학습 전략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와 분류 방법이 존재한다. 학습 기법과

학습 전략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Rampillon(1999: 14f)은 학습 기법을 외

국어 학습을 준비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학습자로부터 비롯되어 학습

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에 따라 사용되는 방법으로, 반면 학습 전략은 언

어적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되며 작동화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학습 전략에 있어서는 학습에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도록 상이한 학습 기법이 함께 작용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전략

과 기법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습 전략을 기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immel/Rampi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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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를 배우는 동안 학습자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일반적인

언어 학습 전략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후 제3언어(L≥3) 학습은 이

미 학습 초기부터 이 학습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

다. 예를 들어 제3언어 학습 초기에 이미 단어카드를 만들어서 항상 들

고 다닌다거나 반복하여 큰 소리로 읽고 목표어 노래나 영화를 활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알고 있다. 또한 연습 문제를 본 다음 별다

른 설명 없이도 연습 문제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언어(L

≥3) 학습에서 사용되는 학습 전략은 제2언어 학습과 양적, 질적으로 차

이가 있다.

언어 학습 경험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학습자가 사용하는 학습 전략의

종류와 빈도에 대해 여러 가지 경험 연구가 시행되었다. 우선 인공어 학

습에서 다중언어 사용자들은 규칙 발견 과제에서 단일언어 사용자들에

비해 더 다양한 전략을, 더 유연하게 사용했다 (Nayak et al. 1990). 또

한 단일언어 사용자에 비해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이미 이전의 언어 학습

경험을 통해 개발되고 검증해 본 적이 있는 학습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더 큰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Bild/Swain 1989: 121).

독일어권에서는 Missler(1999)가 학습 전략에 대한 대규모 경험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다양한 언어를 접해 본 학습자일수록 학습 전

략을 더 자주 사용하며, 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정서적 전

략을 제외한 모든 전략의 사용 빈도가 이전에 학습한 언어의 수와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고 전략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전략과 기억 전략이 학습한 언어의 수와 명확한 관련성을 드러냈다

(Missler 1999: 283).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증할 수 있

었다.

200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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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학습 전략의 수도 증가하며

각각의 학습 전략이 더 세련되어진다. [...] 또한 학습 전략에 대한

지식은 (메타 인지적 지식의 형태로) 외국어 학습 경험의 규모에

따라 증가한다. 학습자는 특정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알고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지 알고 있다.” (Missler 1999: 109)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Kemp(2007) 역시 스코트랜드에서 다양한 언어

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경험 연구를 통하여 문법 학습에

있어 언어 학습 경험이 많은 학습자일수록 더 다양한 종류의 학습 전략

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두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학

습자와 세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다중언어 학습자 간의 전략 사

용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제2언어 학습과 제3언어 학습 간에 문법

학습 전략 사용과 관련하여 문지방 효과(threshold effect)가 존재할 것이

라는 결론을 얻었다.

의사소통 전략과 관련하여 Groseva(1998a)는 제2언어로 독일어를 배우

는 학습자들에 비해 영어를 학습한 후 독일어를 제3언어로서 처음 배우

기 시작한 불가리아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전략을 더 잘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제2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에 비해

특히 회피 전략과 우회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Groseva 1998a: 142).

한편, 학습자가 제3언어 학습 이전에 어떤 언어를 선행적으로 학습 했

는가도 특정 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 학습한 외국어와 친족

관계에 있는 목표어에 대해서는 언어 내적 언어 사용 전략뿐만 아니라

상호언어적 언어 사용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가령 한국어-아랍어-독일

어 학습자와 한국어-영어-독일어 학습자를 비교해 보면, 아랍어를 제2언



- 64 -

어로 배운 학습자와는 달리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운 독일어 학습자는 제2

언어와 제3언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제2언어의 어휘를 제3언어의 조어

규칙에 맞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Möhle 1989). 또한 상

호언어적 유사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추론도 가능하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앞서 기술한 대부분의 다중언어 습득 모형 역시 이러한 학습 전략을

여러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으로 주는 요인으로 평가한

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도 학습 전략이 언어 습득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

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Hufeisen 2000b:

37).

따라서 제3언어 수업에서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을 학습자들에게

의식적으로 교수하는 것이 요구되며,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런 전략을 의

식적으로 더 자주 사용하여 훌륭한 언어 학습자(good language learner)

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Tönshoff 1997).

3.3.6 전이

요인 모형에 하나의 개별 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전이는 제3언어

학습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다른 요인과 함께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대조 언어학에 근거한 전통적 외국어 학습에서는 모국어와 목표어 간

의 차이점이 목표어 학습에 방해를 주고,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원천

이 되므로 목표어 학습에 있어 모국어의 영향을 가능한 한 차단하려 했

다. 비록 여러 경험 연구 결과가 이러한 엄격한 대조 언어학의 주장을

반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러한 반증 과정을 통해 오류에 대한 예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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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류에 대한 원인을 추정하는 것으로 약화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모국어나 그 밖의 다른 언어는 철저하게 배제되었

다 (Bausch/Kasper 1979: 5ff; Odlin 1989: 15ff).

오늘날 제3언어 학습 연구에서는 전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다27). 전이는 심지어 제3언어 학습의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Neuner

2003). 기존의 전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모국어 규범을 목표어에 전이시

킴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 오류 분석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전이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 즉 목표어 규범에 알맞

은 표현은 관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28) (Jarvis/Pavlenko 2007: 92ff; Müller-Lancé 2003: 140f;

Odlin 1989: 23).

제3언어 연구는 기존의 전이 연구가 오류 분석에 집중한 결과로 외국

어 학습에서 모국어가 가져올 수 있는 전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축소시켰

다고 주장한다. 오류 분석은 학습자의 생산물, 즉 생산의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의 여부에 집중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전이를 통해 어떠한 긍

27) 영미권의 관련 문헌에서 전이(Transfer)와 교차언어적 영향(Crosslingusitic

influence)은 대부분 호환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1980년대까지

전이라는 용어가 전통적으로 행동주의 언어관에서 사용된 용어라서 기피되었

으며, 간섭(interference) 역시 이러한 이유로 잘 사용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교차언어적 영향이라는 용어가 전이와 간섭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이 역시 한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고 문헌에서 전이, 간섭, 교차언어적 영향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용어 사용을 따르겠다 (Jarvis/Pavlenko 2007:

3f; Odlin 1989: 1; 2003: 436).

28) 긍정적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생산한 목표어 규범에 알맞

은 표현이 다른 언어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목표어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것인지 일일이 인터뷰를 통해 조사해야 하는 반면, 전이의 부정적인 효과는

학습자의 생산물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통해 쉽게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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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는지는 간과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수준에 상응하여, 만들 수 있었지만 현재

처해 있는 생산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항상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표현의 대안물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Hufeisen 1998:

162)

또한 오류 분석은 문어적 생산을 분석한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며, 수

용적 측면이나 구어적 생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제3언어 연구

내에서도 언어 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전이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회의

적인 입장이 존재하지만, 언어 수용의 측면에서는 전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독일어권에서는 1970년대에 Abel(1971)을 필두로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Hufeisen(1991), Müller-Hartmann(1993), Schild(1993) 등이

언어 간의 전이가 오류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긍정적으로 활

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이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로 사용되

는 ‘거짓 짝(falsche Freunde)’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

짓 짝을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맥락과 결합된 상호어휘로 간주한다면 거

짓 짝 역시 대개 긍정적인 전이 효과를 가져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문

화 특수적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양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이의 수에 비해 거짓 짝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

것 역시 맥락화(Kontextualisierung)을 통해 줄여갈 수 있다고 주장이 제

기된다 (Klein 2002: 47).

제3언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전이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제2언어 습득과는 달리 모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전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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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이다. 앞서 3.2.2장의 역할-기능 모형에서 설명한

것처럼 목표어와 이 전에 배운 언어 간의 거리, 혹은 학습자가 느끼는

목표어와 각 언어 간의 거리, 각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언어 능력, 근래

사용하거나 학습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제2언어로서의 지위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어떤 언어로부터 전이가 이루어질지 결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의 독일어 학습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9).

한국어 영어

능력 ++ +

독일어와의 유형학적 거리 -- ++

(학습자가 느끼는 유형학적 거리)30) (--) (+ ~ ++)

최근성 ++ ++

제2언어 지위 -- ++

<표 3.3.6> 제3언어 학습에 전이되는 언어 선택 기준

위의 표는 다시 한 번 왜 한국인의 독일어 학습에 있어 제2언어인 영

어로부터 전이가 일어나는지 설명해준다 (Hufeisen 2005: 33;

Williams/Hammarberg 1998: 322). 목표어와 이전에 학습한 언어 간의

친족성은 어떤 언어로부터 전이가 일어나는지 결정되는데 있어 가장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비록 한국인의 독일어 학습에서 제2언어 지위라

든가 최근성, 능력과 같은 변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언어

유형학적 거리는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에게 거의 균일하게 공통적으로

29) 위의 표에서 ++/+/-/--는 주관적, 상대적 정도를 나타낸다. +가 많을수록

더 최근에 해당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제2언어로서의 지위가 확고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는 유형학적 거리가 가깝고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을 나타낸다.

30) 5.3.2.7장의 경험 연구에서 대부분의 독일어 학습자는 영어와 독일어는 비슷

한 언어라고 생각하며, 특히 어휘 부분에서는 매우 유사하다고 느낀다.



- 68 -

적용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언어 유형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한국인 독

일어 학습자에게 있어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전이의 출발점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많다.

더 나아가 제3언어 학습에 있어서 전이는 언어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3언어 이전에 이루어진 언어 학습 경험과 관련된 모든 요

인을 전이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목표어와의 언어 유형학적 거리가 너무

멀거나 미흡한 언어 능력 때문에 언어적인 차원에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전 언어 학습을 통해 습득한 학습 전략이나 학습 기술,

의사소통 전략 등이 제3언어 학습에 전이되며, 이는 제2언어 학습에서는

관찰하기 힘든, 제3언어 학습 특수적인 전이 현상이다 (Neuner 2003:

24ff).

3.4 제3언어 교수 방법론적 원칙

제3언어 학습이 제2언어 학습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하다는 사실

은 필연적으로 제2언어 학습의 수업 원칙을 제3언어 학습에 그대로 적용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심리언어학적 연구 결과를 토

대로 제3언어 학습에서 이전에 배운 모든 다른 언어를 차단하고 제3언어

만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머릿속에는 (모국어를 위한, 각 외국어를 위한) ‘서랍’이 존재하

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모든 것을 모든 것과 연관시켜 하나의 네

트워크와 같이 작동한다.” (Neuner/Hufeisen et al. 2001: 41)

이러한 제3언어 학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Neuner(2001; 2003;

Neuner/Hufeisen et al. 2009)는 제3언어 교수 방법론적 원칙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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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 원칙은 기준점이 되는 포괄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모든

제3언어 학습에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의 제3

언어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원칙을 구체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3언어 교수 방법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제

3언어를 배우는 학습 목표와 사용 가능한 교수 재료를 고려해야 함은 물

론이고 연령이나 학습자의 모국어, 외국어 지식과 같은 학습자 집단의

특성 및 동기나 학습자 유형과 같은 개인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언어 정책과 전통적인 언어 교수 방법, 교사의 언어 능

력과 전문 교과적 능력, 제3언어 수업 시수, 제3언어권과의 거리 등도 교

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Neuner 2003: 27). 따라서 다음

다섯 가지 교수 방법론적 원칙도 이와 같이 수많은 요인을 고려하여 각

지역과 학습 집단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3.4.1 인지적 학습

제3언어 학습자는 3.3.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춘기 이후 연령의

어느 정도 성숙한 인지적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국어

나 조기 제1언어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모방적 방법보다는 인지적인 방법

에 의해 외국어를 학습하게 된다. 인지적 학습 방식에서는 학습에 대한

의식이 가장 핵심이며, 이는 외국어 수업에서 언어 의식과 더불어 언어

학습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31) (De Florio-Hansen 1997).

우선 언어 의식과 관련하여, 제3언어 수업에서는 목표어를 교수하는

것 외에 학습자가 앞서 배운 언어에 대해 알고 있는 선언적 지식

31) 언어 의식과 언어 학습 의식은 제3언어 수업에서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데,

특히 언어 학습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은 최근에 의사소통 교수법과 상호작용

적-상호문화적 방법과 관련하여 외국어 수업에 포함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Neuner/Hufeisen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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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laratives Wissen)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운

언어를 제3언어와 연관시켜 보고, 각 언어를 서로 비교하며 얻은 결과에

대해 얘기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3언어와 이전에

배운 언어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발견하고, 가설을 세

우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제3언어의 특성과 규칙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어떤 영역에서 전이가 긍정적인 결과

를 낳고 어떤 영역에서 간섭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Neuner 2003: 28).

이러한 수업 방법으로 학습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언어 지식에

새로운 목표어 지식을 연결시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3언어에 대한 수용

적 언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가령 어휘 영역을 예로 들면, 한국어

(제1언어)-영어(제2언어)-독일어(제3언어) 상황에서 세 언어가 공통적으

로 갖고 있는 국제 통용어와 영어와 독일어가 공유하는 라틴어-그리스

어 기원의 통용어 및 게르만어 공통 어휘를 독일어 학습 초기부터 집중

적으로 다룸으로써 신속하게 독일어 이해 어휘의 폭을 넓혀 텍스트를 전

반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유사성에 집중하는 한편 언어 간의 차이, 특히 거짓 짝에 대해서도 학

습자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또 다른

제3언어 텍스트를 접했을 때 학습자 스스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전이가 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선언적 지식 외에 절차적 지식(prozedurales Wissen), 즉 자신이 외국

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의식과 지식을 확장하는 것도 인지적 학습

방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어떤 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3언어를 학습함으로써 어떤 경험을 얻게 되었는지, 또한 학습 기법이

나 전략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의 내용과 그 학습으로부터 나온 결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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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방식과 개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러한

질문에 대해 수업에서 다른 학습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떻게 자신의 학습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Neuner 2003: 28).

한국의 학교 외국어 수업에서는 이런 절차적 지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

하다. 늘 과중한 학습량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언어적 지식을 배우는

데 소비하고,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해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눠 보는 경

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지식과 언어

학습 경험에 갖고 있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이에 대해 성

찰하는 과정은 ‘학습하는 법을 학습(Lernen lernen)’하는 것은 학교 졸업

이후 또 다른 언어를 자율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므

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Neuner/Hufeisen et al. 2009: 42).

또한 이처럼 자신의 언어 지식과 학습 과정에 대해 의식적으로 탐구함

으로써 스스로 제3언어에 대한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비교와 논의(토론하고, 추측하며 논의된 가설을 세우기)는

학습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언어 세계와 언어 학습 과정

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게 한다. “언어의 세계”와 자신의 “머릿속의

언어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 - 어떻게 언어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

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언어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이 언어

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 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언어 학습에

큰 동기 부여를 할 것이며 수업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Neuner

2003: 28)

3.4.2 학습 토대로서의 이해

다른 영역의 학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해는 제3언어 학습의 출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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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제3언어 수업에서의 이해는 사실 정보 처리에 대한 문제와 새

로운 것(언어와 언어학습의 방식)을 감지하고 이미 기억 속에 존재

하는 지식과 경험에 통합하고 고착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Neuner 2003: 29).

제3언어 수업에서 이해란 우선 언어 체계와 관련하여, 제3언어와 기존

에 배운 언어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구분하여 정리한

다음 필요시에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머릿속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제3언어 학습 초기부터 텍스트, 그 가운데서도 읽기 텍

스트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텍스트의 전반적 이해를 위해 이를 활용하

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학습과정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도 여기 포함

된다 (Neuner/Hufeisen et al. 2009: 42f).

하지만 이와 같이 학습자가 자신이 배우고 있는 언어와 언어 학습 과

정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져서

는 안 된다. 앞서 인지적 원칙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무언의 과정을

발화하게 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게 해야 한다. 이는 곧 제3언어 수업 시

작부터 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말하기 연습뿐만이 아니라

담화적 말하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euner 2003: 29).

3.4.3 내용 지향성

전통적인 외국어 수업이 언어 체계의 형식적인 측면을 중시했다면 제3

언어 수업에서는 언어의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이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 (Neuner/Hufeisen et al. 2001). 문법 번역 방법과 구시청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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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언어 기능 중심의 의사소통 교수법에서도 주로 문법을 중심으로

학습 순서나 진도를 정하고 전체적인 수업을 구상했다. 제3언어 학습에

서 내용적 측면의 중요성이 강화된 것은 기존의 언어 수업 구성에 변화

를 가져왔다.

제2언어 초급 수업에서 주로 간단한 문법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인 대

화 텍스트가 주를 이루었다면, 제3언어 초급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는 언어 지식과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문법 진도와 관계없이 학

습자의 요구에 맞춰 더 복잡한 읽기나 듣기 텍스트를 활용해 볼 수 있

다. 특히 제3언어 학습자는 제2언어 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앞서 3.3.1장에서 다루었듯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인지적 능력과 학

습 경험과 인생 경험 등의 측면에서 제2언어 학습자와 차이가 있으며 관

심 분야도 서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수업에서 활용할 텍스트는 제3언어

학습자의 연령과 관심에 맞춰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언어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Neuner 2003: 30).

하지만 대부분의 독일어 교재의 텍스트는 영어 교재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제3언어 학습 상황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대개의 초급 독일어

교재에서는 학습자를 완전히 백지 상태라고 간주하고 “Das ist ein

Buch.”, “Spielst du Fussball? - Nein, ich spiele Tennis.”와 같은 텍스

트를 제시함으로써 제3언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다

(Neuner/Hufeisen et al. 2001: 63). 반면, 제3언어 학습이라는 점과 이

전에 배운 언어 학습 경험을 고려하여 제작된 독일어 교재나 수업 재료

는 처음부터 언어 간의 공통 어휘를 바탕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다32). 이 텍스트의 언어적인 수준은 학습자의 수준보다 높지만 학습자

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언어적 지식과 전략을 사용한다면 내용을 이

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한국의 독일어 교재 및 수업 재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학습자의

영어 학습 경험을 고려하여 제3언어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과 관심에 맞

32) 이러한 교재의 예로 <Deutsch.com>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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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를 제시한다면, 학습자에게 흥미와 동기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 대부분의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는 15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이고, 이들의 주된 관심 분야인 음악

이나 매체, 패션, 기술, 청소년 언어에는 영어 차용어가 많이 사용되므로

이런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4.4 텍스트 지향성

이 원칙은 이해와 내용지향성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

국어 수업에서 읽기 텍스트, 듣기 텍스트, 그림, 비디오 등과 같은 매체

를 통하여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를 접하게 되며, 그 중에서도 읽기 텍

스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텍스트를 읽고 다루는 방식, 이후

읽은 텍스트에 관련된 과제가 제3언어 수업에서 큰 중요성을 지니는데,

제2언어 수업과 비교했을 때 제3언어 수업에서의 텍스트 작업은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Neuner/Hufeisen et al. 2009: 99ff).

우선 수업에서 인공적 텍스트와 실제 텍스트를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

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인공적 텍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학습자들이 영어

와 독일어 단어를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낱말밭33)을 스스로 완성하여 해

당 독일어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혹은 다수의 공통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인공적 병렬 텍스트를 주고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넘어서, 제2언어와 제3언어를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이 텍스트에 나타난 제3언어의 어휘나 문

법, 철자법 원칙 등을 귀납적으로 유추해보게 할 수도 있다.

다음 예시 과제에서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해 볼 수 있

33) 낱말밭(Wortfeld)과 어휘장(semantisches Feld/semantic field)은 종종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각 참고 문헌 저자의 용어 사용에

따라 ‘낱말밭’과 ‘어휘장’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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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ursiša/Neuner 2006: 60)

<그림 3.4.4> DaFnE 연습문제에 나타난 텍스트 지향성

한편, 다수의 공통 어휘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 이해가 쉬

운 실제 텍스트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읽기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텍스트를 수업에서 다룰 때는 무엇보다 보편적인 읽기 전략

을 개발하고 텍스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단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학습자가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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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ursiša/Neuner 2006: 6f).

3.4.5 학습 과정의 효율화와 학습자의 활성화

3.3.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수업에 비

해 제3언어 수업에 일반적으로 훨씬 적은 시간이 할당되는 반면, 많은

경우 이처럼 제한된 시간 내에 제2언어와 거의 같은 언어 수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한다. 부족한 시간 때문에 제3언어 수업에서는 실상 많은 양의

학습 재료를 응축적이고 피상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실제로

연습해 보거나 복습할 시간은 거의 제한적이다. 이는 결국 제3언어 수업

이 문법을 다루는 데 급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Neuner 2003;

Kursiša/Neuner 2006).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

법이 요구된다. DaFnE 수업에서는 독일어 학습 초기에 독일어와 영어

체계 내의 수많은 어휘적, 문법적 병렬에 의식적으로 집중하여 목표어에

더 신속하게 입문하도록 하게끔 해야 한다.

또한, 공통 이해 어휘가 많은 영역은 해당 영역의 낱말밭에 대한 이중

언어로 된 그림 사전 내지는 단어장을 만들어 봄으로써 소모적인 의미화

과정이나 문맥화 과정(Semantisierungs- und Kontextualisierungs-

verfahren)을 거치지 않게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제작한 어휘 사

전은 이후 독일어 학습에도 계속 참고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며, 새로

등장하는 단어를 이미 한 번 다루어서 친숙해진 해당 낱말밭에 보충해

넣음으로써 더 효과적인 어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Kursiša/Neuner

2006: 7). 이 밖에도 영어와 독일어의 차이와 간섭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영역, 예를 들면 거짓 짝에 대해 수업 시간에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도

독일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더 나아가 언어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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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서로의 학습 경험과 효과적인 학습 방법 및 보조 수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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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어휘 학습

본 논문에서는 제3언어 학습 영역 가운데 어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DaFnE 관련 연구에서 어휘 영역이 가장 큰 활용 가능

성을 보여주었고, EuroCom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 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휘 영역에서 영어의 긍정적인 전이가 가장 많이 나타날 것으로 판

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5.2장에서 이루어진 사전 조사에서 독일어 학습자

들 역시 어휘 영역에서 영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과거 언어학 및 외국어 학습 분야에서 어휘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

지 못하였다. 구조주의에서는 주로 음운론에 관심을 가졌고 생성문법에

서는 통사론에 집중하였으며, 화용론과 텍스트 언어학은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언어 표현의 특정한 형태에 관심을 두었다. 외국

어 교수법도 시대별로 각각 그 교수법이 토대로 하고 있는 언어학의 관

심 분야에 따라 중점이 달라졌다. 1990년대에 이르러 부각된 인지언어학

의 어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어휘에 내포된 목표어권의 문화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어휘를 ‘문화로 통하는 문(Tor zur Kultur)’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어휘로의 방향전환(Wortschatzwende)’이 이루어지면서 외국

어 수업과 교재에서 어휘를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House 1995:

92f; Reinfried 1995: 51f).

또한 한 언어를 배워서 빨리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려면 문법 지식보

다는 어휘적 지식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도 어휘에 대한 관

심을 증대시켰다. 이에 대해 Freudenstein(1992)은 다음과 같이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관련된 어휘에 대한 지식보다 문법

이 훨씬 덜 중요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졌어야 한다. 나는 문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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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나 무지로 인해 좌절된 대화 상황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

다. 하지만 빈번하게 단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많이 보았다.” (Freudenstein 1992: 544f)

이와 같은 어휘적 지식과 능력의 중요성은 언어학자나 교사들의 인식

뿐만이 아니라 실제 외국어 사용자들의 단순한 행동에서도 반영되어 있

는 것으로, Krashen이 1987년 밀라노의 영국문화원 회의에서 “학생들이

여행할 때 그들은 문법책이 아니라 사전을 들고 다닌다”라고 발언한 것

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Müller-Lancé 2006).

특히 제3언어 학습에서 어휘는 어떤 다른 영역보다 더 많은 DaFnE

교수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언어 연구 초기부터 어휘는 전

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원래 이 영역은 부정적 전이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전이 영역으로 간주되었고34), 이 때문에 제1외국

어가 제2외국어와 완전히 분리되어 교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위험성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밝혀졌다 (Ecke/Hall 2000; Möhle 1989; Stedje 1976). 교사 역시 이

러한 (부정적) 전이가 통사론적 영역에서보다는 어휘 영역에서 더 쉽게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989년 독일 문화원에서 실시한 설문을 보

면 많은 유럽의 독일어 교사들이 제1외국어인 영어가 학습자들에게 부정

적 어휘 전이를 시킨다고 확신하였다 (Bausch 1990: 24f).

전이가 언어 학습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 결과를 떠나서 왜 어휘

34) 지금까지 상당수의 연구가 오류 분석 방법을 통하여 영어 단어가 종종 독

일어 구술 혹은 문어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전이에 의한

위험, 즉 오류가 나타날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 오늘날에도 다수의 연구자들

이 어휘 영역에서의 부정적 전이현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Dentler 1998; 2000; Kjä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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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그렇게 많은 상호작용과 전이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선 학습자가 어휘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존하며 수용하는지 살펴보아

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다중언어 학습자의 머릿속 어휘집에 대

해 다루도록 하겠다.

4.1 다중언어 학습자의 머릿속 어휘집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가 어휘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 20년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동시

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머릿속의 어휘집(mentales Lexikon)’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는데, 제3언어

학습 관련 문헌(예를 들면 Neuner/Hufeisen et al. 2001: 39;

Müller-Lancé 2006: 75)에서 Raupach(1997)의 개념 정의에 따르는 것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머릿속 어휘집은 보편적으로 장기 기억 가운데서 한 언어의 어휘가

정신적으로 재현되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 이에 따르면 머릿속 어휘

집은 한편으로는 특수한 감각적 인상(언어 지각에 있어서: 입력) 혹은

동적인 패턴(언어 생산에 있어서: 산출),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재

현된 지식 구조 간의 연결점을 만들어 낸다. [...] 이것은 여러 개의 부분

어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휘는 각각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정보를 비롯하여 가능한 한 다른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Raupach 1997: 21)

이와 같은 언어 사용자의 어휘 처리 과정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를 연구하기 위해 직접 머릿속을 들여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

기 때문에 점화 테스트(Priming-Test)나 연상 테스트, 번역 테스트, 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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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precher) 관찰하기, 실어증(Aphasie) 연구 등을 통하여 어휘 처리

메커니즘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영상 촬영 기술이

발달하여 PET와 fMRI가 머릿속 어휘를 추적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있

다. 하지만 이런 기술 역시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 되는지에 대한 정보

만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머릿속 어휘집을

구상해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단일언어 사용자의 머릿속 어휘집에 비해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어휘 처리 과정에 작용하기 때문

에 더 복잡한 모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수십 년간 이중언어 사용자의 머릿속 어휘집에 대한 연구에서 가

장 두드러진 화두는 - 구조주의 언어학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 두 언어

의 기표가 하나의 기의(이하 Konzept)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서로 분리

된 의미 체계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다.

Weinreich(1968)는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어휘가 하나의 Konzept에 각

각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복합 가설(compound hypothesis), 두 언

어의 어휘가 서로 분리되어 저장되어 각 어휘에 대해 다른 의미 체계가

있다고 보는 독립 가설(coordinate hypothesis), 마지막으로 Konzept는

한 언어에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한 언어 어휘는 직

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 언어의 어휘를 통해서만 Konzept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종속 가설(subordinate hypothesis)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가설은 이중언어 사용자의 어휘 저장 체계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복합 가설과 독립 가설의 타당성에 대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경험 연구 결과 오늘날에는 이 두

가지 가설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힘들며, 상황에 따라서 두 가설 모두 타

당성이 입증되었다 (Kroll 1993; De Groot 1993; Albert 1998; Larsen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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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언어 습득 상황에 따라서 이중언어 사용자가 각 언어의 어휘를

복합적, 혹은 독립적으로 저장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 상호언

어적 의미 점화 실험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결과 독립적 이중언어 사용

자와 복합적 이중언어 사용자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Larsen et al. 1994).

또한 해당 어휘 의미의 구체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휘가

저장되기도 하며35) (Jin 1990; De Groot 1997), 머릿속의 어휘집을 조사

하기 위해 연구자가 사용하는 테스트의 종류도 연구 결과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Durgunoğlu/Roediger 1987).

이중언어 사용자의 머릿속 어휘집에 대한 다양하고 종종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합의에 도달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

는 언어 숙달도 정도가 외국어 단어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이다.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모국어에서 이에

상응하는 어휘를 찾은 다음 Konzept에 접근하게 되는 반면, 그 언어에

능숙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Konzept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lbert

1998: 94). Kroll과 Stewart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1언어와 제2언어 능력

이 불균형적인 이중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 언어와 Konzept의 연관

관계 및 두 언어들 간의 연관 관계에 관해 실험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가 제시한 자료는 제2언어에서 제1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어휘적으로 중개되는 반면, 제1언어에서 제2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중개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Kroll/Stewart

1994: 168).

35) De Groot(1993)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는 서로

같은 저장소에 저장되며 추상적인 단어는 독립적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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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Kroll/Stewart 1994: 158)

<그림 4.1.1> 이중언어 사용자의 어휘 처리 방식

이를 외국어 학습에 적용해 보면 학습자가 초기 단계에서는 제2언어의

새로운 단어를 이 어휘에 해당하는 제1언어 어휘를 통해 Konzept에 연

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제2언어의 어

휘를 직접적으로 Konzept에 연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또 한 가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사실은 똑같거나 유사성을 띈 어휘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Albert 1998: 94). 머릿속 어

휘집은 거미줄이나 지하철 노선도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네트워

크 체계로 비유되며, 이 때 네트워크의 매듭, 즉 개별 어휘는 연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 모국어의 머릿속 어휘집은 의미와 관련하여

연상이 이루어진다. 한 단어가 앞에 나오면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지

닌 단어나 같은 의미장에 속한 단어, 혹은 대립되는 의미를 지닌 어휘를

연상하게 된다.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품사에 속하는 단어를 연

상하는 경향이 있다 (Aitchison 2003: 85ff). 반면 철자나 음운이 유사한

단어는 보통 연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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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대조적으로 제2언어에서는 비슷하게 들리거나 보이는 단어 간

에도 연상 작용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제2언어의 어휘는 머릿속 어휘집

에서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도 정리가 되어 있고 음성에 따라서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Hufeisen/Marx 2001: 39f). 형태적 유사성을

띤 어휘들은 그렇지 않은 어휘에 비해 번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확실

히 짧다는 사실도 이처럼 유사한 형태를 지닌 어휘들 간에는 더 강한 연

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36) (De Groot 1993: 43ff).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서 제3언어 학습자에게 적용해 보면, 제3언어의

어휘는 학습 초기에 직접적으로 Konzept에 연결되지 못하고 제1언어 내

지는 제2언어를 매개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제3언어 머릿속 어

휘집은 훨씬 복잡하겠지만 Neuner/Hufeisen et al.(2001: 41f)은 언어별로

어휘의 Konzept에 대한 접근성과 각 언어 어휘들 간의 연관 관계를 극

도로 단순화 시켜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K: Konzept, Ln: 제n언어

　　　　　　　　　(Neuner/Hufeisen et al. 2001: 41f)

<그림 4.1.2> 다중언어 사용자의 어휘 처리 방식

36) De Groot(1993: 44f)에 따르면 유사한 형태의 단어를 번역할 때는 하나의

개념적 재현을 공유하고 이 공유된 재현이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들의 개념

적 재현에 연결된다. 반면, 유사하지 않은 단어의 경우에는 언어별로 독립적

인 개념적 마디에서 재현되며 이 마디는 단지 동일한 언어 내에서 의미적으

로 연관된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어휘의 형태적 유사성에 따라

서 어휘의 저장 방식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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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A는 제3언어가 제1언어와 어휘적 유사성을 띤 반면, 제2언어와는

유사하지 않은 경우이고 B의 경우에는 제3언어가 제2언어와는 어휘적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학습자의 모국어와는 유사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C의 모형은 제3언어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언어 수준에 도달해 Konzept

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위의 세 가지 모형 외에도

언어 간의 유사성이나 학습자의 각 언어에 대한 능력에 따라 훨씬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제3언어로서의 독

일어 학습자에게 이 도식을 적용해 보면 한국인 학습자의 머릿속 어휘집

은 B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학습자는 초기 단계에

Konzept에 연결하기 위해 한국어나 영어에서 상응하는 어휘를 찾게 된

다. 이때 한국어보다는 음운적, 정서법적 형태가 비슷한 영어를 통해

Konzept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많은 경우 영어와 독일어의 친족

성이 어휘의 형태적 유사성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 두 언어의 결속이

영어와 한국어나 독일어와 한국어의 결속보다 더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의 독일어 어휘 학습에서 영어가 왜 큰 관련성을

갖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

이 가운데 다중언어 학습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학습자의

머릿속 어휘집에 언어 내적(intralingual)인 연관 관계나 개념과의 연관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언어적, 즉 언어 간의 연결점이 만들

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어휘가 제1언어나 제2언어, 경

우에 따라서는 제3언어에 대해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던 지식의 그물망

에 통합되는 원인을 학습의 경제성에서 찾는다 (Ecke/Hall 2000;

Meißner 1993; 1999). 상호언어적 연관 관계를 통해 새로운 어휘를 학습

함으로써 새롭게 표상과 연결 고리를 만드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것은 인

지 처리 과정에 드는 노력을 줄이려는 일반적 인지 원칙에 부합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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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사용자 내지 학습자는 최소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것에 기대어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려 하는 “기생 전략(parasitäre

Strategie)”(Ecke/Hall 2000: 30)을 사용한다.

이처럼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다

른 영역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과거에는

이전에 배운 언어의 부정적 전이가 두려워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 다른

언어를 철저히 배제시킨 반면, 최근에는 “상호언어적 학습 경제성 효

과”(Meißner 1999: 63)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다. 외국어 학습이나 외국어 수업에 이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데서 언어가 이미 서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교사

나 교재 저자가 어떻게 이러한 연결을 요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다음에 배우는 언어에 대해 스스로

이러한 연관 관계를 만들어 내도록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히

는 것이 시급하다.” (Hufeisen/Marx 2001: 43)

이를 통하여 일차적으로는 독일어 학습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

며, 결과적으로는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이득을 보는 것에 그칠 것

이 아니라 이러한 이득을 어떤 형태로든 다시 되돌려 주거나, 개인의 전

체적 언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공생 전략(symbiotische Strategie)’

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4.2 제3언어 학습자의 잠재적 어휘

언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휘 능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어휘

를 능동적 어휘(aktiver Wortschatz)와 수동적 어휘(pass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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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schatz)로 구분한다. 어휘 관련 문헌에서 이 용어를 많은 경우 각각

전달 어휘(Mitteilungswortschatz)와 이해 어휘(Verstehenswortschatz),

혹은 생산 어휘(produktiver Wortschatz)와 수용 어휘(rezeptiver

Wortschatz)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이 일련의 용어가 설명해 주듯, 능동

적 어휘는 언어 사용자가 발화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휘를

가리키고 수동적 어휘는 듣거나 읽었을 때 이해가 가능한 어휘이다.

제2언어 연구에서는 능동적, 수동적 어휘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한 개

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어휘의 수와 그 둘 간의 차이 및 차이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략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

는 수동적 어휘가 능동적 어휘에 비해 적게는 두 배에서 심한 경우 다섯

배까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elka 1997: 92f; Laufer 1998).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어휘 요소를 능

동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이 어휘가 오랜 기간 동안 수동적 어휘로서의

“잠복기(incubation period)”(Billows 1961: 36)를 거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다.

“새로운 단어나 표현은 마음 속 깊이 들어가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이나 둥지 속 알처럼 일정 기간 성숙해지고 나서야 독립적이

고 살아있는 말의 단위로서 등장하게 된다.” (Billows 1961: 36f)

즉 언어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를 인식하게 되면 이 어휘가 사용된 문

맥에 근거하여 이 어휘의 의미장에 귀속시킨다. 그 후 해당 어휘의 대략

적인 형태와 의미가 수동적 어휘의 일부가 되며, 이 어휘와 관련된 언어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상당히 긴 단계가 이어진다. 즉 이 어휘가 지

시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단어와 함께 사

용되며 어떤 통사적 관계 속에서, 또한 어떤 형태적 변화가 나타나며 어

떤 화용론적 관계 내에서 이 어휘를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확신에 다다르게 되면 비로소 이 어휘를 능동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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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된다37) (Bleyhl 1995: 26).

제3언어 어휘 학습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어휘 가운데서 수동적 어휘

능력의 확장을 중요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어휘가 능동적

으로 사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초급

수업에서는 우선 가능한 수동적 어휘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다양한 읽

기 및 듣기 텍스트를 다루고 이를 통해 학습자가 목표어에 빨리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경향은 3.4장의 이해 및 내

용, 텍스트 지향적 제3언어 교수 학습 방법적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앞서 3.3.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3언어에 할당된 수업 시

간은 제1언어나 제2언어 수업 시간보다 적은 데 반해 주어진 시간 내에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며, 이는 어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

에 효율적으로 수동적 어휘를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습할 어휘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제1외국어의 기본 어휘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나 필요성(Brauchbarkeit), 세력 범위

(Reichweite)를 고려하며, 특히 제3언어 학습을 위한 어휘 선택에 있어서

는 ‘이해 가능성(Verstehbarkeit)’이라는 또 한 가지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Neuner/Hufeisen et al. 2009: 52ff).

이해 가능한 어휘란 학습자가 모국어나 다른 외국어 지식에 근거하여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어휘를 지칭하는 것으로 앞서 다루었던 국제 통용

37) 일각에서는 능동적 능력과 수동적 능력과 관련하여 이 두 능력 간에 차이

가 나타나는 원인이 학습자의 머릿속 어휘집에서 제1언어와 제2언어가 각각

Konzept과 다른 강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제2언어를 수용

할 때는 Konzept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생산할 때는 제2언어에서 제1언

어를 거쳐 Konzept에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Green 1998; Kroll/Stewart

1994). 하지만 수동적, 능동적 능력의 차이는 비단 제2언어에만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단일언어 사용자의 모국어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설

득력이 높지 않다.



- 89 -

어나 차용어, 같은 어원에서 기원한 어휘 등이 여기 속하는데, 이것은 최

근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잠재적 어휘(potentieller Wortschatz)’와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능동적, 수동적 어휘가 실제 어휘(realer Wortschatz), 즉 학습자가 그

시점에 학습을 통해 배워서 그 형태와 의미를 알고 있는 어휘라면, 잠재

적 어휘는 학습자에게 아직까지 학습한 적은 없지만, 이 어휘를 듣거나

읽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이다 (Denninghaus 1976: 3f; Lübke

1984: 374). 예를 들어 일반 성인이 텍스트를 읽거나 들으면서 이해하는

어휘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까지의 모국어 습득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

은 낯선 어휘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언어 능력을 갖춘 사람의 경우 모국

어의 다른 어휘 지식과 문장 내에서 이 어휘의 기능, 전체적인 문맥에

근거해 이 낯선 어휘의 의미를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어휘는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는 심지어 이 어휘가 전혀 낯설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제1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 경험을 돌이켜 보아도 이런 잠재적 어휘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fair’-‘unfair’,

‘certain’-‘uncertain’, ‘usual’-‘unusual’의 대립 쌍을 이미 알고 있고,

‘fortunate’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읽기 텍스트에

‘unfortunate’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단어가 낯설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 단어의 의미를 별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다. 다

른 예로 ‘sad’-‘sadness’, ‘blind’-‘blindness’와 같은 단어 쌍을 이미 학습

한 사람이라면 이미 학습한 다른 형용사 어휘에 ‘-ness’라는 접미사가

덧붙여질 경우 거의 무의식적으로 품사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모국어에 사용되고 있는 영어 차용어나 국제 통용어의

경우에도 학습자가 별 어려움 없이 그 어휘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잠재적 어휘는 “한편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요소(형태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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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모국어(혹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언어)의

지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목표어 어휘와 모국어 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능

력에 토대를 두고 있다” (Denninghaus 1976:4). Lübke(1984) 역시 영어

학습에 이어 제3언어로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독일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학습자가 잠재적 어휘의 의미를 다른 프랑스어 어휘 지

식에서, 다른 외국어 지식(영어)으로부터 혹은 모국어인 독일어로부터 도

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해 보면 잠재적 어휘는 특별한 학습 없이도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

로 이해가 가능하며, 아직까지 학습자의 실제 수동적 어휘 목록에 포함

되지는 않았지만, 수업에서 텍스트 작업이나 어휘 작업을 통해 학습자가

추론한 의미가 옳은지를 검증 받게 되면 다른 어휘에 비해 아주 적은 인

지적 에너지 소비를 통해 쉽게 수동적 어휘로 전환될 수 있는 최상의 어

휘 학습 후보군이라 할 수 있다38).

Lübke(1984)는 전체 어휘 가운데 잠재적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10학년이 사용하는 프랑스어 교재의 어휘 가운데

서 무작위로 철자 B로 시작하는 어휘 128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69%

에 달하는 89개의 어휘가 잠재적 어휘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89개의 잠

재적 어휘의 추론 토대를 살펴보면 이 가운데 30개는 앞서 학습한 목표

어의 다른 어휘로부터 추론 가능한 것이고, 51개는 모국어나 제1외국어

인 영어 어휘로부터 추론 가능한 단어이다. 즉 학생들은 새로운 프랑스

38) 이 논문에서는 잠재적 어휘를 일차적으로 수동적 어휘로 전환하는 것에 한

정 짓고자 한다. 잠재적 어휘를 언어 생산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목표어

조어 방식에 대한 방대한 언어학적 지식이 요구되며, 또한 수동적 어휘로 전

환하는 것에 비해 학습자 자신이 생산한 어휘가 틀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

하려는 준비가 좀 더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초급 독일어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잠재적 어휘를 능동적 어휘로 활용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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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휘의 정확한 뜻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언어의 어휘나

이미 학습한 프랑스어 어휘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문맥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다 (Lübke 1984: 375ff).

물론 제3언어로 독일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위의 연구

상황과 달리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간에 어휘적 공통성이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또한 위의 연구에서 제2언어인 영어와 제3언어인 불어의

어휘적 공통성보다 영어와 독일어의 어휘적 공통성이 적다. 따라서 모국

어나 제2언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전체 잠재적 어휘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위의 연구에서보다는 적을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어와 독일어의 공통 어휘의 수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이며, 거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 적지 않은 수의 어휘를 쉽게

수동적 어휘 지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이를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과정이나 외국어 수업에서

잠재적 어휘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잠재적 어휘

는 학습자 스스로는 전혀 추론이 불가능한 어휘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새

로운 어휘처럼 제시되기 마련이었다 (Denninghaus 1976: 3).

수동적 어휘 능력의 효율적 확장을 목표로 잠재적 어휘를 제3언어 학

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학습

자에게 잠재적 어휘를 그냥 제시하는 것만으로 학습자가 여기 속하는 모

든 어휘의 의미를 자동적으로 추론해 내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무엇보다 이런 추론 작업을 수행하겠다는 학습자의 의지가 있을 때만 단

어의 의미가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추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

적, 학습 상황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어휘까지 학습자

가 추론할 수 있는지, 즉 잠재적 어휘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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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보고자 한다.

4.3 어휘 추론 전략

3.3.5장에서 다중언어 학습자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훌륭한 전략 사용

능력을 말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추론 전략이다.

잠재적 어휘는 학습자가 완전히 낯설게 느끼든 친숙하게 느끼든 아직

까지 다루어진 적이 없는 새로운 어휘이다. 잠재적 어휘를 수동적 어휘

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가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추론이 맞는지를 스스로, 혹은 제3자에 의해 검증받아야

한다.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새로운 어휘와 마주치게 되면, 이 어휘를 무시하

고 계속 텍스트를 이해하려 할 수도 있고, 사전을 찾아보거나 교사 및

급우에게 이 어휘의 의미를 물어볼 수도 있으며, 문맥이나 언어적 지식

을 동원하여 이 어휘의 의미를 추론해 볼 수도 있다 (Fraser 1999).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 텍스트의 의미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 어휘

의미가 부재하므로 텍스트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어휘는 수동

적 어휘 능력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조언을 구하는 경우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낯선 어휘

를 접했을 때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목표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 대개의 경우 스스로 이 낯선 어

휘의 의미를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실제 언어 사용 상황과 어휘 학습 효과를 반영하듯 낯선 언어

를 대하는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외국어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추측하기

를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9) (Fraser 1999;

39) Fraser(1999)는 어휘 추론 전략 가운데 추론이 44%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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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bahkt/Wesche 1999; Qian 2004).

하지만 각 국가의 학습 전통이나 학습자에 따라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어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교재 단

원 첫 부분이나 수업을 시작할 때 새로 학습할 어휘의 의미를 미리 모국

어 번역과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가 추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혹

은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서 추론 외의 다른 방법이 더 자주 사용될 수

있다. 낯선 단어가 텍스트에 나타나면 더 이상 읽기를 멈춰버리는 경우

도 있으며, 추론이라는 불완전한 의미 구성 대신 사전을 통해 정확한 의

미를 확인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3언어 수업에서 교재의 저자나 교사가 잠재적 어휘를 제시하

는 것만으로 학습자가 잠재적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추론이 배제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추론은 발견하는 학습

(entdeckendes Lernen)의 한 형태로 학습자의 자립성을 촉진하며 이로써

학습자 자율성(Lernerautonomie)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De Florio-Hansen 1996: 7f). 또한 어휘 학습 효과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전이나 교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방법보다는 스스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거칠 때 어휘의 보존(retention) 효과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Haastrup 1994: 145f).

추론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학

습자가 추론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추론이란 학습자가

Paribakht/Wesche(1999)는 80%가 추론이며 나머지 전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Qian(2004) 역시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이 읽

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사전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추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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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학습자가 전이 토대

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추론이 일어

나지 않는다. 즉, 추론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가 활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하

나의 학습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Carton 1969: 45f; Müller-Lancé

2006: 143f; Reinfried 1998: 37f).

따라서 외국어 수업의 어휘 학습은 선언적 지식을 교수하는 데 주력하

지만 말고 새로운 단어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가르쳐야 할 것이다. 시간

이 많이 걸리더라도 학습자들이 추론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추론 과정에 대해 성찰해 보면서 과정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aastrup 1994: 131).

다른 한 가지 전제는 학습자가 추론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될 정보를 갖

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Carton(1969: 50ff)은 외국어 학습에서 추론을 위한 단서를 제시하였는

데, 이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 목표어의 성질: 언어 내적인 단서(intra-lingual cues)

- 배경어 혹은 학습자가 알고 있는 다른 언어들과 목표어의 관계:

상호언어적 단서(inter-lingual cues)

- 메세지나 언어 재료의 내용: 언어 외적 단서(extra-lingual cues)

이 외에도 일화적(episodisch)으로 추론하거나, 일반 상식에 근거해 추

론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세 가지 단서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모국어 학습에서는 주로 언어 내적인 단서와 언어 외적인 단서, 즉 학

습자의 상식이나 문맥에 근거해 의미를 추론한다면, 외국어 학습에서는

원칙적으로 언어 내적 단서와 언어 외적 단서, 상호언어적 단서가 다 활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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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습자의 수준이나 목표어와 배경어의 관계에 따라 주로 활용

되는 단서의 종류가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 모국어 사

용자와 같이 목표어와 배경어 간의 친족성이 너무 멀어서 어원적 유사성

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상호언어적 단서를 이용하여 의미를 추론하기 힘

들다. 혹은 학습자의 목표어 수준이 아직까지 목표어의 내적 단서를 사

용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언어 내적 단서의 사용 빈도가 낮을 것이

다. 또한 초급자일수록 철자와 음성에 기초하여 추론하는 경향이 강하며

목표어 능력이 높을수록 주변 상황과 문맥에 기초하여 추론하는 경향을

띤다 (Fraser 1999: 232; Müller-Lancé 2006: 427).

위의 논거를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제3언어로서 독일어를 학습하는

초급 한국인 학습자에 적용해보면, 이들은 문맥적, 상황적 단서보다는 언

어적 단서에 더 의존적이며, 목표어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목표어에 대

한 지식, 즉 언어 내적인 단서를 추론에 이용하는 빈도가 낮으리라 판단

된다. 그리고 상호언어적 단서 가운데서는, 어원적 유사성이 적은 한국어

보다는 영어를 추론 과정에 활용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 기대된다.

4.4 어휘의 유사성

이 장에서는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가 낯선 독일어 어휘의 의미를 추론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어휘 지식을 선택

하고, 이를 전이시키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우선 개별 단어 내에서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어휘의 유사성을 판단하

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제2언어인 영어와 제3언어인 독일어의 유사성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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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유사성 판단 기준

이미 몇 연구자가 외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어떤 어휘가 빨리 전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대부분의 기준에서 형태적, 음성

적 유사성이 전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Ard와 Homburg은 스페인어 사용 영어 학습자와 아랍어 사용 영어 학

습자의 언어 전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유사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그

중 하나는 어휘의 형태적 유사성에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미의

유사성에 관련된 것이다 (Ard/Homburg 1992: 55ff).

형태적 유사성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철자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

2. 문법적 어미가 조금 상이한 경우

3. 철자의 상응 규칙에 맞게 철자가 상이한 경우

4. 비교적 유사한 어휘이나 영어에 대한 정서법적 관계가 불규칙한

경우

5. 철자나 형태론적 관점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단어

이들은 의미론적 유사성40)도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Ard/Homburg 1992: 57ff). 이들의 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어휘들의

사전적 정의이다.

1. 제1언어 어휘의 기본 의미(사전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의미)가 제2

40) Ard와 Homburg 외에 Meißner(1993: 1998b)도 의미의 유사성을 분류하고

있다. 어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는 형태적 유사성과 의미적 유

사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낯선 어휘의 의미를 몰라서 추론에 사용할 언어

를 결정할 때는 형태적 유사성만이 기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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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어휘의 의미와 같을 경우

2. 제1언어 어휘의 기본 의미는 벗어나지만 두 번째로 적힌 의미가

제2언어 어휘의 의미에 상응할 경우

3. 제1언어 어휘의 세 번째 의미가 제2언어 어휘의 의미에 상응할

경우

4. 제2언어 어휘의 의미가 제1언어 어휘 의미를 확장하거나 축소시

킨 것에 해당되는 경우

5. 어휘의 의미가 거의 같지 않은 경우

이들의 분류는 어휘의 유사성을 지표로 표시하여 학습자가 어떤 어휘

를 더 잘 전이시킬지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국어 교사나 연구자에

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 전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음성적인 유사성을 간과했으며, 제1언어의 뜻에 대해 마치 하나의

제2언어의 뜻이 존재하는 듯이 기술했다는 결함이 있다 (Müller-Lancé

2006: 161ff).

Müller-Lancé(2006: 164ff)도 전이의 토대가 되는 두 가지 구분법을 제

시하였는데 한 가지는 위계적 모형이며 하나는 단선적 모형이다.

위계적 모형은 단어 전체의 유사성, 즉 우선 어근의 유사성을 살피고

접사의 유사성을 보는 방식이고, 단선적 모형은 텍스트를 읽는 사람이

읽는 방향, 즉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음절의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

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위계적 구분에서는 우선 단어 전체(철자 단위)의 유사성을 고려한다.

a) 철자와 음성, 의미가 모두 동일한 어휘

b) 철자와 의미가 동일하고 음성적으로 유사한 어휘

c) 철자와 음성이 동일하고 의미가 유사한 어휘

d) 철자가 동일하고 음성이나 의미가 유사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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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의미가 동일하고 철자와 음성이 유사한 어휘

f) 철자와 음성, 의미가 유사한 어휘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어근의 유사성과 접미사와 접두사의 유사성도

각각 구분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이와 같은 구분 방식이 각 언어의 친

족성과 조어 양식을 확연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학습자들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한다 (Müller-Lancé 2006:

167).

반면 단선적 구분 방식은 특별한 언어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하

기 쉽고 낯선 단어를 볼 때 앞에서부터 뒤로 지각한다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상응한다. 즉, 단어 인식을 할 때 첫 번째 음절과 음절의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찰도 단선적 모형을 지지한다.

이 구분 모형에서 유사성의 척도는 동일한 철자나 음소가 아니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음절의 수다. 하지만 이 때 몇 음절까지 동일해야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는지가 위계적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제이다. 또한 철

자의 유사성 판별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Müller-Lancé(2006: 169ff)는

이 모형을 또다시 강한 형태와 약한 형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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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형태 약한 형태

음절 동일성에 따른 분류 음절 유사성(-동일성)에 따른 분류

1. 전체 단어가 동일

2. 1, 2, 3, 4음절이 동일

3. 1, 2, 3음절이 동일

4. 1, 2음절이 동일

5. 1음절이 동일

1. 전체 단어가 유사하거나 동일

2. 1, 2, 3, 4음절이 유사하거나 동일

3. 1, 2, 3음절이 유사하거나 동일

4. 1, 2음절이 유사하거나 동일

5. 1음절이 유사하거나 동일

6a. 두 번째 음절(및 그 후의 음절)이 동일하거나 유사

6b. 세 번째 음절(및 그 후의 음절)이 동일하거나 유사

6c. 네 번째 음절(및 그 후의 음절)이 동일하거나 유사

6d. 다섯 번째 음절(및 그 후의 음절)이 동일하거나 유사

6e. 마지막 음절이 동일하거나 유사

<표 4.4.1> 단선적 모형의 강한 형태와 약한 형태

다중언어 학습자와 같이 언어 학습 경험이 많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특

정 음이 목표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서 반드시 음

절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강한

형태보다는 약한 형태가 더 유용할 것이라 주장한다 (Müller-Lancé

2006: 169). 하지만 경험 많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어휘를 파악할 때 단선

적으로 한 방향으로 읽기보다는 어휘의 구조, 즉 어간과 어미, 접사 등을

분석하여 파악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계적 모

형에 따라 어휘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고 전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클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역시 접사가 있거나 없는 경우, 한 단어의 첫음절이 다른 언어

단어의 두 번째나 세 번째 음절과 일치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유사

성을 판단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Müller-Lancé 2006: 17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학습자가 어떤 어휘를 더 유사하다고

느끼고 추론 작업을 위해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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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어휘의 철자와 음성적 유사성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5.4장의 어휘

테스트에 활용된 어휘 목록 역시 이처럼 음성과 철자의 유사성에 근거해

어휘의 전이 가능성과 추론 가능성을 예측하여 작성되었다.

4.4.2 영어와 독일어의 어휘적 유사성

앞서 3.3.6장과 4.1장, 4.3장에서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있어 모국어보다는 제2언어인 영어가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논증

하였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제2언어인 영어와 제3언어인 독일어 간에 어

떠한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roCom41)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이의 ‘일곱 가지 체

(sieben Siebe)’에 기초하여 두 언어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4.4.1장에서

제시한 유사성 판단 기준이 미시적으로 개별 어휘 내에서의 의미 추론의

토대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 일곱 가지 체는 개별 어휘를 넘어서 문장과

텍스트의 전반적인 의미 추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체인 기본 문장 유형과 같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어휘 영역과 직접적 관

련성이 없는 영역의 전이 토대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통사적 유사성

41) EuroCom(European Intercomprehension)은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

간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동일 어족에 속하는 여러 언어를 쉽고 빠르게 학습

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처음에 로만어를 중심으로 시작되

어, 현재 게르만어와 슬라브어, 스칸디나비아어까지 확대되었다. 여기서는 특

히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기존의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낯선 언어

의 어휘의 의미를 추론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일곱 가지 전이의 토대, ‘일곱 개의 체'를 제시하였다. 이 토대

는 일반 언어 학습자가 특별히 언어 수업을 받지 않고도 활용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언어학적 비교-대조 분석의 결과물에 비해 한국

의 독일어 학습자에게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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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해당 어휘가 문장 내에서 어떤 품사로 사용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

움을 주어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이하에

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a. 첫 번째와 두 번째 체:　(한국어,) 영어, 독일어의 공통 어휘42)

한국인의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에 있어 제1, 제2, 제3언어 간에

존재하는 공통 어휘를 어휘의 의미 추론에 이용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국제 통용어와 유럽 공통 어휘

- 독일어 내의 영어 차용어

- 게르만어 공통 어휘

- 한국어 내의 독일어 차용어

i. 국제 통용어

가장 첫 번째 체는 국제통용어(Internationalismen)에 대한 지식이다.

국제 통용어에 속하는 어휘들은 여러 언어에 서로 매우 유사하거나 아예

같은 의미와 형태로 분포되어 있어서, 대부분 번역하는 번거로움 없이

즉흥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Volmert 2003: 25).

EuroComRom(Klein/Stegmann 2000)은 독일어와 로만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000개의 국제통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5,000이라는 숫자는 초

급 독일어 수업에서 요구하는 기본 어휘의 수를 훌쩍 뛰어넘는다. 만약

독일어 초급 수업에서 큰 어려움 없이 5,000개의 어휘에 대한 추론 능력

42) EuroComRom(Klein/Stegmann 2000)에서는 첫 번째 체로 국제 통용어를,

두 번째 체로 같은 어족 내의 공통 어휘를 제시하였으나 EuroComGerm

(Hufeisen/Marx 2007)은 이 두 체를 ‘공통 어휘’라는 표제로 함께 다루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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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게 된다면 엄청난 효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목록에 제시된

어휘 가운데는 아주 높은 수준의 모국어 어휘를 구사하는 사람들만 이해

할 수 있거나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러 언어에 분포된 단

어라기보다는 독일어에 존재하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프랑스어(혹은 영

어)에 기원을 둔 외래어와 차용어로, 유럽어 내에서만 통용되는 단어가

대부분이다 (Braun 1978: 368f). 가령 ‘Text’, ‘Baguette’, ‘Bus’, ‘Ticket’,

‘Sofa’, ‘Restaurant’ 등의 단어는 독일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텍스트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 독일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에도

텍스트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 모국어에 포함된 외래어 지식을 활용

해서 바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43).

하지만 5,000개의 어휘 가운데 이처럼 한국어에서도 통용되는 단어는

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은 ‘Typologie’, ‘Nationalität’, ‘Reaktion’,

‘kompetent’, ‘investieren’, ‘explizit’과 같이 유럽 언어 내에서는 공통적으

로 존재하는 어휘이지만 일상 한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어휘이다. 이

처럼 유럽 언어 내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휘를 국제 통용어라고 명

명하는 것은 그 외 언어권의 입장에서는 극히 유럽 중심적 용어 사용으

로 비춰진다. 이것은 ‘유럽 공통 어휘(Europäismen)’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영어 지식만 활용한다면 이처럼 독일어와 영

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럽 공통 어휘 가운데 상당수의 어휘에 대해

힘들지 않게 정확한 의미 추론이 가능하며, 이는 초급 독일어 학습자의

43) 이 어휘가 한국어 내에 존재하는 차용어이기는 하지만 독일어에서 이 어휘

를 접한 한국인이 이를 한국어의 일부로 간주할지 아니면 이후에 제시한 다

른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통해 제3언어에 접근하는 지에 대해서는 밝

혀진 바가 없다. (만약 이 단어를 듣게 되는 경우에는 제1언어에 기대어 그

의미를 파악할 가능성도 높겠지만, 이 어휘를 읽게 되는 경우에는 독일어 한

국어가 서로 다른 절차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2언어에 의존할 가능성도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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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이해에 있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단, 유럽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독일어 학습자는 제3언어 어휘에 포

함되어 있는 이 유럽 공통 어휘의 의미를 추론할 때 제1언어와 제2언어

가운데 하나 혹은 둘 다를 매개로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반면, 제1언어

가 한국어인 사람의 경우에는 제2언어가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있

어 유일한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모국어에 따라 다른 추론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교수법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유럽어를 모국

어로 습득한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때와는 차별화

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의 효과를 예상할 때도 다른 기

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ii. 독일어 내에 존재하는 영어 차용어

오늘날 일상 독일어 의사소통에서 흔히 사용되는 영어 차용어는 영어

와 독일어 공통 어휘의 수를 증가시켰다. 독일어에 영어 차용어가 사용

된 역사는 이미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며, 18, 19세기부터 영어권 국가의

정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수많은 영어 차용어가 독일어에

유입되었다. 특히 세계 2차 대전 후에는 나치 시대의 외국인 혐오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루어진 앵글로-아메리칸 재교육 정책과 이로 인한

영어권 국가를 향한 정치적, 문화적 선호는 자연스럽게 독일어 내에 영

어 차용어가 많이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 사용

이 확대되면서 증가한 국제적 의사소통과 국가 경제의 세계화는 영어 어

휘 차용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강창우 2007: 24ff; 정시호 2000: 15ff;

Busse/Görlach 2004: 13ff; Kupper 2003: 33).

현재 독일어에 포함된 영어 차용어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

만 독일 언어 아카데미 회장인 Meier(1999)에 의하면 대략 4,000개 정도

의 영어 차용어가 사용된다고 한다. 영어 차용어는 경제, 기술 등의 분야

와 오락산업, 신체 관리, 청소년 언어, 패션, 음식, 주거, 여가와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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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Spiegel>과 같은 시사 잡지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Fink 2003; Yang 1990).

독일어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서는 영어 차용어가 늘어가고 더 자주 사

용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44) (강창우 2007; Fink

2003). 하지만 영어 학습 후 이루어지는 독일어 학습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오히려 학습에 긍정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미 34년

전에 Braun(1978)은 라틴어에서 기원한 통용어를 다른 외국어 수업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에게는 라틴어

대신 영어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독일어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영어 차용어를 텍스트를 듣거나 읽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극 활

용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혹은 수업에서 사용될 텍스트의 내용적 다양성

을 위해서도 영어 단어를 사용해 볼 수 있다. 특히 독일어를 처음 배우

기 시작하는 학습자에게는 영어 차용어가 친숙한 요소로 다가와 낯선 언

어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빨리 독일어에 입문하도록 도와줄 것으

로 기대된다 (정시호 2000).

iii. 게르만어 공통 어휘

영어와 독일어는 같은 게르만 어족에 속하는 언어로 상당히 많은 공통

어휘를 갖고 있다. 영어가 11세기 노르만인들의 잉글랜드 정복 이후 프

랑스어 어휘 요소를 많이 차용하게 됨으로써 다른 게르만어와 비교했을

때 특히 어휘 영역에서 가장 동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영역에서 공통적인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어휘 영역, 예를 들어 숫자, 요일, 신체 부위

등에서 많은 공통 어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어휘는 텍스트 안에

서 문맥을 바탕으로 큰 어려움 없이 추론이 가능하다.

44) 반면 Eisenberg(2004)는 독일어 내에 이런 외래어 사용이 영어의 영향인지

다른 로만어의 영향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직까지 그 수가 제한적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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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ner/Hufeisen et al. (2009)은 이와 같은 독일어-영어 공통 어휘 목

록을 제시하였는데, 한국 독일어 교육과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147ff)에 제시된 어휘의 상당수가 이 목록에 속해 있다. 다시 말해 한국

고등학교 독일어 학습자는 독일어 어휘 학습에 있어 자신의 영어 지식을

바탕으로 어휘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어

휘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으며 이후 언어 생산에도 사용할 수 있다.

iv. 한국어와 독일어의 공통 어휘

한국어 내에 독일어 차용어가 존재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차

용 역사가 길어서 이미 음이나 철자, 형태, 조어 면에서 한국어에 동화되

었으며, 많은 경우 의미가 변화되었다 (이광숙 2005). 따라서 한국어에

사용되는 독일어 차용어를 바탕으로 독일어 어휘를 학습하게 된다면 긍

정적인 효과보다는 거짓 짝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어 어휘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45).

b. 세 번째 체: 음의 상응

유럽 공통어나 영어 차용어 가운데는 차용되면서 독일어의 음운 규칙

에 맞게 변형되거나, 게르만어 공통 어휘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음운

변화를 거치면서 공통성을 쉽게 인식하기 힘들게 변한 어휘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 각 언어에 존재하는 음이 다른 언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음의 상응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면, 굳이 새로 학습하지 않아도 정

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한 어휘가 더 늘어날 것이다.

Berger/Colucci(1999)는 독일어와 영어 간의 음의 상응을 교수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연습 과제를 제작했다.

45) 이처럼 원래 독일어 의미가 아닌 ‘한국화’된 독일어 차용어 사용은 독일어

수업에서 다루어볼 흥미로운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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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er/Curci/Gasparro 2003: 32)

<그림 4.4.2> 독일어-영어 음의 상응에 대한 연습 과제

이 연습 과제를 통하여 학습자는 스스로 영어와 독일어 간의 음운 상

응 규칙을 도출해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지식을 위의 음운 규칙에

따르는 또 다른 독일어 어휘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음의 상응에 대한 교수가 언어학적인 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인 음운의 변천이나 언어학적 음운 법칙은 오히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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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또 하나의 학습 부담으로 다가오며, 이것은 학습의 효율성과 경

제성을 강조하는 DaFnE의 수업 원칙에 위배된다.

c. 네 번째 체: 철자와 발음

독일어와 영어는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변모음과 ‘ß’를 제외하면 모든

철자가 같기 때문에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는 제2언어 수업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열심히 학습해야 했던 철자에 대한 능력을 그대

로 독일어 학습에 전이할 수 있다 (Lie 2003: 69).

독일어 학습자가 쓴 텍스트에 나타나는 철자 오류 가운데 영어의 영향

으로 해석되는 오류가 많다고 하지만, 영어 학습 후 일본어나 중국어 철

자를 학습하는 데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교하면 이런 오류는 비

교적 적은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읽기 이해에 있어서는 이러한

오류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Duke/Hufeisen/Lutjeharms 2004: 119).

발음 영역에서도 영어 학습을 통해 얻은 음성학적 지식을 독일어 학습

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운이나 구분되지 않는

음운 가운데 상당수가 독일어와 영어에 구분되어 존재한다46). 대표적으

로 영어 학습을 통해 /p/와 /f/, /b/와 /v/와 같은 양순음과 순치음의 차

이, /r/47)과 /l/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의미의 차이를 만든

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이러한 지식을 독일어 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 (Lie 2003: 68).

46) 한국어-영어-독일어 음운 체계에 대한 비교는 김명룡(1999)을 참고하기 바

란다.

47) 독일어와 영어의 /r/은 서로 다르지만, 영어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최소한

이 두 음운이 서로 다르게 구현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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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다섯 번째 체: 핵문장 유형 (혹은 범게르만 통사 구조)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주어와 동사, 목적어, 보충어 등의 위치를 파악해야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만어의 경우에는 문장 구조

가 매우 흡사하여 EuroCom에 제시된 아홉 가지 핵 문장 유형을 다른

로만어 텍스트의 내용을 추론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

(Klein/Stegmann 2000: 115f).

로만어에 비해서 게르만어의 핵문장 유형은 부분적으로 상이하지만 텍

스트 이해에 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다 (Berthele 2007: 167). 독일어

와 영어의 경우에도 상당히 비슷한 기본 문장 구조를 갖고 있다.

Klein/Stegmann(2000)과 Berthele(2007: 167)을 기초로 정리해 보면 독

일어와 영어 간에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1 주어+sein동사+명사구(Prädikativ)

2 주어+sein동사+형용사(Prädikativ)

3 주어+술어+목적어

4 주어+술어

5 주어+술어+전치사구(Umstandsbestimmung)

6 주어+술어+목적어(Akk)+전치사구(Umstandsbestimmung)

7 주어+술어+목적어(Dat) 영어 x

8 주어+술어+목적어(Dat)+목적어(Akk)

9 주어+술어+목적어(Dat)+전치사구(Umstandsbestimmung) 영어 x

10 의문사+서술어+[명사구]: W-Frage

11 술어+주어+목적어: Ja/Nein-Frage 영어 x

12 술어+보충어(들): 명령형

13 주어+술어+형용사 비교급+비교급partikel+명사구

14 접속사(연결사)+주어+술어+[...]

영어에서는 부

문장 동사 위

치 변화 없음

<표 4.4.2> 독일어-영어의 핵문장 유형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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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의 구문분석기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인이

독일어 문장을 파악하는 데는 제1언어뿐만 아니라 영어 문장 구조에 대

한 이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우평/최명원/이성은

2005).

이처럼 독일어와 영어의 문장 구조는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서 서로 공

통점이 많다. 특히 Braun(1998: 43)이 제시한 것처럼 대략 60%의 독일어

진술문이 ‘주어+술어+X’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영어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영어의 통사적 구조는 특히 초급 독일어 수업에서 더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에서 독일어 문장과 영

어 문장을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과정이 필

수적이다.

e. 여섯 번째 체: 형태 통사론적 요소

EuroComRom과 EuroComGerm에서는 각 언어 간의 형용사 비교급 및

최상급, 관사, 명사의 복수형, 형용사 어미변화, 격 표시, 동사 변화, 시제

와 양태, 분사 등의 영역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를 수용적

이해 능력 개발에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Hufeisen/Marx

2007; Klein/Stegmann 2000).

로만어와 비교했을 때 게르만어의 경우 역사적으로 각각 상이하게 발

달이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아 유사성이 확연하게 드러

나지 않는다. 영어는 역사적으로 라틴어와 스칸디나비아어, 프랑스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어와 동사의 굴절이 많이 생략된 반면, 독일어는

아직까지 이러한 형태론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 지

식을 바탕으로 독일어를 학습한다고 해도 학습자는 독일어에만 존재하는

이러한 형태-통사론적 요소를 생소하게 느낄 것이다. 게다가 이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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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사나 명사, 형용사의 모음이 변모음화 되어서

영어를 바탕으로 낯선 독일어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작업을 더욱 어렵

게 만든다 (Zeevart 2009: 181).

실제로 이런 형태-통사론적 요소 때문에 많은 학습자들이 독일어가 복

잡한 언어라는 인상을 받고,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독일어

습득 관련 연구에서 영어 중간어로 인해 형태-통사론 영역에서 많은 오

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어가 독일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하

게 만드는 영역이기도 하다 (Groseva 1998a; Kjär 1998; Marx 2005:

114).

하지만 Duke/Hufeisen/Lutjeharms(2004: 123)는 영어와 독일어의 형태

-통사론적 유사성을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며, 적어도 모국어가 유럽언어가 아닌 독일어 학습자의 경

우에는 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범주의 경우 각각 독일어와 영어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형태들

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들은 EuroCom에서 목표

로 하는 것처럼 단어의 뜻을 즉각적으로 유추하는 데는 큰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영어라는 비슷한 형태-통사론적 범주를 가

진 언어를 미리 배움으로써 이러한 문법적인 범주가 독일어에 존재한다

는 사실을 쉽게 추측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영어 수업에서는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 정관사/부정관사, 관

계절의 형태를 익히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이 통사론

적 요소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소가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어떤 맥락에

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인지적 능력이 요구된다.

학습자가 영어 학습을 통해 힘들게 습득한 이러한 언어적 지식을 독일어

학습에 전이하게 되면 학습 부담을 덜 수 있다. 독일어 학습에서는 단지

이 요소가 독일어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는지 익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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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일곱 번째 체: 접두사와 접미사

효율적으로 추론을 하는 데 바탕이 되는 마지막 체는 접사이다. 그리

스어와 라틴어에서 기인한 이 접사들은 비단 로만어나 영어, 독일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럽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공

통 접사(Eurofixe)’(Braun 1999)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nti-’, ‘de-’, ‘dis-’, ‘ex-’, ‘extra-’, ‘inter-’, ‘multi-’ 등의 접

두사와 ‘-enz/ence’, ‘-ion’, ‘-ismus/ism’, ‘-ist’, ‘-ment’, ‘-los/less’ 등의

접미사는 영어와 독일어에서 공통적으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milli-’, ‘maxi-’, ‘mini-’ 등의 수형태소도 접사와 마찬가지로 의미 추론

에 바탕이 된다. Braun(1999)에 따르면 현재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띤 35

가지 접두사와 26가지 접미사가 독일어와 영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와 독일어 간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존

재하며, 특히 이는 어휘 영역을 중심으로 극명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어 학습자가 이러한 유사성 내지는 전이 가능

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두 언어가 유사하다고 해도 전이가 이

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어 수업은 이러한 전이의 가능성과 전이가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학습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점

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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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DaFnE 수업의 어휘 학습을 위한 경험 연구

5.1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경험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독일어 학습 상

황 및 학습자의 전반적인 전제 조건을 조사하여 제3언어 학습의 틀에 비

추어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언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어떤 영향

을 미치며, 학습자가 이를 어떻게 독일어 학습에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또한 독일어를 배운 적이 없는 잠재적 독일어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과 낯선 독일어 어휘의 의미를 추론해 내는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제3언어 학습자가 어떤 출발점에서 독

일어 학습을 시작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각 조사 목적에 따라 서면 설문지, 어휘 테스트, 읽기 과제 분석 방법

이 동원되었다.

우선 독일어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과 현재 독일어 학습 상황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습득한 언어

의 종류와 순서, 각 언어의 능력 수준, 습득 맥락, 현재 언어 학습 상황

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더 나아가 기존의 독일어 수업에서 다른 언어와

의 연관 하에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았다.

각 언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효용성에 대한 학습자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서면 설문이 이루어졌다. 설문에서 각

학습자의 견해를 조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제3언어(L≥3)로서의 독

일어 학습에서 어떤 언어의 학습 경험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 엿보

고, 이러한 학습자의 판단에 비추어 지금까지의 언어 학습 경험이 후속

언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 했다. 따라서 제1언어, 제

2언어, 독일어를 제외한 다른 제3언어(L≥3) 학습 경험이 각각 독일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질문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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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습자가 실제로 이런 학습 경험을 독일어 어휘 학습에 잘 적용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어휘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독

일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다중언어 학습자에게 낯선 언어인 독일어의

어휘를 단계별로 추론해 보게 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어를 처음 시작하

는 학습자의 전제 조건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떤 언어적 경험을 제3언어

로서의 독일어 학습에 전이시킬 수 있는지, 또한 이것이 독일어 어휘 학

습에 어떤 효과를 미치며, 어떤 어휘가 전이되기 쉬운지 검증해 보았다.

더 나아가 학습자의 언어적 경험과 언어 학습 경험이 개별 어휘 차원

을 넘어, 읽기 텍스트 내에서 어휘 추론과 텍스트 내용 파악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어 학습자에게 세 가지 텍스

트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낯선 어휘를 골라 의미를 추론해 보게 하였다.

또한 전체 텍스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

이 경험 연구에 참가한 독일어 학습자 및 다중언어 학습자 집단의 인

원을 경험 연구에 사용된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48).

인원 설문지 언어테스트 텍스트독해

대학 S 20 x

대학 H/S2 30 x x

외국어 고등학교 E학급 35 x x

외국어 고등학교 D학급 36 x

어학원 G 11 x

대학 P 7 x

<표 5.1> 경험 연구 참가자

48)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위해 구체적인 학교나 기관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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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Microsoft Excel과 SPSS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연속변수 중 정규분포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평균값

과 표준편차를 기록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비율을 %로 나타내었다. 연속

변수의 평균값의 비교를 위해서 독립적인 두 군 간의 비교는 Student

t-test 또는 비모수 검정법(non-parametric test)인 Mann-Whitney test

를 이용하였고 관련이 있는 두 군간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

으며 세 군 이상의 비교는 ANOVA와 Bonferroni post hoc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s coefficient 또는 Spearman’s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여러 변수들 간의 요인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범주형 변수들 간의 비율에 대한 검정은

Chi-square test (likelihood ratio)를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10%로 보

고 p<0.10 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2 사전 조사

독일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의 수행 가능성을 평가해 보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1.2장에

서 기술했듯 기존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선행 언어 학습의 긍정적

효과는 어휘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과연 한국의 독일어 학습

자에게 있어서도 어휘 영역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큰지 알아보기 위하여

서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18-29세의 독일어를 전공하는 남녀 각각 9명과 11명의

대학생으로, 모두 한국어를 제1언어로, 영어를 제2언어로 6년 이상 배웠

으며, 독일어를 제3언어 내지 제4언어로 학습하였다. 학생 가운데 2/3는

한국어, 영어, 독일어 외에 1-3가지 다른 언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기재한 바에 따르면, 이 학습자들의 독일어 수준은 초급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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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단계가 각각 10명이었다.

설문의 주된 내용은 어휘, 문법, 발음 및 어조를 학습하는 데 영어 지

식이 미치는 영향과 네 가지 언어 능력인 말하기, 듣기 이해, 읽기 이해,

쓰기에 있어 영어 지식이 미치는 영향이었다.

우선 어휘, 문법, 발음 및 어조를 배우는 데 있어 응답자의 견해는 각

영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어휘 면에서 한 명의 응답자가 무관하다고 답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응답자가 독일어 어휘 학습에 영어 지식

이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문법 영역에서도 영어 지식이 긍

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우세했다. 하지만 발음과 어조를

익히는 데 있어서는 영어 지식이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견해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림 5.2-1> 각 영역별 영어가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영어 지식이 독일어 어휘 습득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 대해서 어휘의

형태적, 음성적 유사성 때문에 어휘 의미 추론이 가능하고 습득이 용이

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와 관련하여 독일어 학습자들은 읽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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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영어 지식의 도움이 가장 크고, 듣기 영역에서 영어 지식의 도움

이 가장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0 5 10 15 20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매우도움

조금방해대부분 도움

조금도움대부분 방해

매우방해

영향없음

<그림 5.2-2> 영어가 네 가지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위의 결과는 학습자의 언어 경험이나 현재 영어 학습의 빈도, 영어 학

습 시작 시기, 영어 학습 기간, 독일어 학습 기간, 현재 독일어 수준과

같은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독일어 학습

에 있어 영어 지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많은 독일어 학

습자가 공감하고, 그 가운데서 어휘와 읽기 영역에서 특히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학습자가 지

금까지 배운 언어 경험, 영어 지식, 더 나아가 영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독일어 학습 시 학습자가 느끼는 영어 학습의 긍정적 효과가 읽기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실제로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5.3 독일어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과 학습 상황

5.3.1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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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학습자가 갖고 있는 언어 의식, 언어 학습 의식, 기존의 언어

학습 경험, 특히 영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자

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09년, 2010년, 2012

년 서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외국어 고등학교 독일어반 학생 71명(모두 여학생), 어

학원 수강생 11명(남자 2명), 독어교육과 학생 7명(남자 3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각 학습자 집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학원 수강생과 대학생의 설문지에는 본 연구와 관련된 문항만

있었고, 외국어 고등학교 독일어 학습자의 경우 본 연구 관련 문항 외에

학기 초와 학기 말 학생들의 학습 동기, 수업 매체 선호도 및 수업 평가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공통적인 설문 문항의 내용은 우선 학습자의 기존에 학습한 언어의 순

서와 학습 시작 연령, 기간 및 장소,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각 언어 능력 순서, 각 언어별 현재 학습 상황과 같은 기본 정보였다. 또

한 기존 독일어 수업에서 교사가 독일어를 다른 언어와 연관하여 교수하

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5.3.2. 결과 및 해석

5.3.2.1 언어 학습 순서

a. 외국어 고등학교

모두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공통적으로 중국어를 제3외국어로 학습하고

있었다.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E학급의 경우에는 한 학기, D학급

의 경우는 막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였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

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영어, 독일어, 중국어의 네 가지 언어 수업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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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49).

E학급 35명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4명 학생의 언어 습득 순서를 조

사하였다. 30명의 학생이 독일어를 제3언어 및 제 4, 제 5, 심지어 한 명

은 제6언어로 학습하였다.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제3언

어를 언어 학습 순서에 따라 영어 학습이 이루어진 후 세 번째 내지는

그 이후에 습득하는 언어로 정의한다. 나머지 네 명의 학습자 가운데 학

습자 E5는 영어와 독어를 동시에 제2언어로 습득했으며, E19는 독일어

를 제2언어로, E21은 독일어를 제1언어로, E24는 독일어, 한국어, 영어를

동시에 습득한 삼중언어 아동이었으므로 향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겠

다.

D학급의 36명은 영어를 제2언어로, 독일어를 모두 제3, 제4, 제5언어로

학습하였다. 하지만 DA10의 경우 제1언어가 일본어이기 때문에 향후 연

구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려 한다.

b. 어학원

11명의 학습자 모두 한국어를 제1언어로, 영어를 제2언어로, 독일어를

제3언어(3명), 제4언어(5명), 제5언어(2명)로 학습하였으며, 한 명의 학습

자는 제6언어로 학습하고 있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외에 학습한 기

타 언어로는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순서를 보였다.

c. 대학

대학생의 경우에도 모두 한국어를 제1언어로, 영어를 제2언어로, 독일

어를 제3언어(2명), 제4언어(4명), 제5언어(1명)로 학습하였으며 그 외에

일본어(5명), 중국어(2명), 스페인어(1명)을 학습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49) 몇 응답자의 경우 자신의 언어 학습 목록에 중국어를 적지 않았다. 중국어

학습 기간이 너무 짧아 중국어를 전혀 할 수 있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추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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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대상자의 언어 학습 경험 패턴은 한국어-영어-독일어를 비롯한

기타 외국어 순서로 정형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이 단일

언어 사회이며 한국 사회 내에서, 혹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영어가 차

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반영해 준다. 역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

한 다른 언어의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독일어 학

습자가 영어, 한국어 외에 배우는 언어 가운데 중국어와 일본어가 차지

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3.2.2 학습 연령

a. 외국어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문 응답자는 만 15-17세 사이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를 조기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D학급의 모든 응답자가 영어를 초등학교 졸업 전에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를 시작한 학생도 상당수

를 차지했다. E학급의 경우에도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 전에 영어

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제3언어는 대부분 중학교 입학 후에 시작하였으며, 독일어는 고

등학교 2학년에 독일어반으로 편입한 E18을 제외한 모든 연구 대상자가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독일어 학습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설문 시점에 E18을 제외한 모든 E학급 학생이 주당 5-6시간씩 (한국인

교사 4시간, 원어민 2시간) 3학기(1학기=약 38주) 이상 독일어를 배운 상

태였으며, D학급의 경우 주당 6시간씩 (한국인 교사 2시간, 원어민 4시

간) 2학기 이상 독일어를 배운 상태였다.

b. 어학원

설문 응답자 11명은 만 15세와 30세 사이로, 두 명을 제외한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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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 전에 영어를 시작하였으며,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는 중

학교 입학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대학생

만 15세와 25세 사이의 학습자로 어학원 수강생과 마찬가지로 모두 초

등학교 졸업 전에 영어 학습을 시작하였으며,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는

중학교 입학 이후에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는 전체적으로 한국어를 제1언어, 영어를 제2언어로 습득

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앞서 선행 연구 결

과까지 포함시켜 볼 때, 영어 학습 시작 시기는 연령이 어릴수록 앞당겨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점차 영어 조기 학습의 경향이 뚜렷

해지며, 만 20세 이하의 독일어 학습자 가운데 30% 이상이 영어를 초등

학교 취학 전에 접하고,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 전에 영어 학습을 시작하

게 된다. 이러한 영어 조기 학습 경향은 현재 한국 사회의 영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뒷받침해주며, 이는 7차 교육과정 이후 점차 영어

수업 시작 시기가 앞당겨진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2.2> 현재 연령과 영어 학습 시작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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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3언어는 중학교 입학 후에 처음 접하게 되며, 중학교에서 학습

하는 외국어의 대다수는 일본어와 중국어였다. 반면 모든 독일어 학습자

는 고등학교 입학 후에 처음 독일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어 학습이 다른 제3언어에 비해서 더 높은 연령에서 시작된

다는 것을 말해준다.

5.3.2.3 언어 구사 능력 순서

a. 외국어 고등학교

E학급 학생들은 언어 능력 면에서 대부분 한국어-영어-독일어 순서를

나타냈다. 35명 가운데 두 명만 한국어-영어-일본어-독일어 순서를 나타

냈다.

<그림 5.3.2.3-1>　E학급 독일어 학습자의 언어 구사 능력 순서

D학급 학생들도 대부분 한국어–영어–독일어 순서의 언어 구사 능력

을 보였으며, 두 명의 학생이 독일어보다는 일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

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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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3-2> D학급 독일어 학습자의 언어 구사 능력 순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학습자 집단의 영어 능력은 평균적인 고등학교 2학년 영어

학습자의 능력에 비해 우수하다.

독일어 능력과 관련하여 E학급 대부분의 학생들은 A2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B1에 해당하는 Zertifikat

Deutsch 시험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 아직 A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학생도 간혹 있었다. D학급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사 당시

DSD(Deutsche Sprachdiplom) 프로그램 A2 모의 테스트에서 2/3 정도가

A2, 1/3이 A1 수준의 독일어 실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b. 어학원

설문 응답자는 모두 가장 초급 단계 수업을 듣는 수강생으로 A1 수준

의 독일어 실력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어 능력 수준이

영어와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에 비해 스스로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즉, 영어와 한국어를 제외한 제3언어(L3≥3)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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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3-3>　어학원 독일어 학습자의 언어 구사 능력 순서

c. 대학

<그림 5.3.2.3-4> 대학 독일어 학습자의 언어 구사 능력 순서

독어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별도의 언어 번역 과제 수행 시 관

찰한 바에 따르면 집단 간의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1, P3

의 경우 독일어 학습 기간도 짧고 아직까지 A1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두 학습자의 경우, 독일어의 능력 수준을 자신의 언어 목

록에서 최하위라고 판단했다.

세 집단에서 모두 한국어-영어-독일어 순서의 언어 구사 능력 패턴이

나타났다. 이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한국어-영어-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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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순서에 따르는 언어 구사 능력을 보였다. Hammarbuerg(2001)과

Williams/Hammarberg(1998)에서 제시된 디폴트 언어로 선택되는 기준

에 따라 어떤 언어가 더 영향을 미칠지 일본어를 포함하여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능력 ++ + +(<영어)

독일어와의 유형학적 거리 -- ++ --

(학습자가 느끼는 유형학적 거리) (--) (+ ~ ++) (--)

최근성 ++ ++ - 50)

제2언어 지위 -- ++ +/-

<표 5.3.2.3> 독일어 학습 시 디폴트 언어로서의 요건 비교

따라서 일본어가 언어 능력 순서 상 독일어보다 우세할지라도, 유형학

적 거리나 최근성 면에서 일본어가 독일어 학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5.3.2.4 학습 맥락

세 집단 모두 영어의 경우 다수의 학습자가 지금까지 학교 수업 외에

학원, 어학 연수, 영어권 거주 등을 통해 습득하는 반면, 독일어를 제외

한 다른 외국어는 대부분 학교 및 대학 수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일본어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업을 받지 않고 학습지나 독학으로 배

웠던 경우도 종종 관찰할 수 있었다. 독일어의 경우에도 어학원 수강생

집단을 제외한 다른 두 집단에서 어학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잠시

50) 현재 학습하는 외국어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어를 현재 학습하고 있는 독일

어 학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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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녔던 경험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학교 수

업에만 의존하는 학습자가 대다수였다.

5.3.2.5 언어 학습 시간

a. 외국어 고등학교

E학급과 D학급은 서로 다른 독일어 교육과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각 언어별로 수업 시간이 차이가 난다. 학생들이 기재한 수업 시간을 바

탕으로 볼 때 D학급의 주당 영어 수업 시수와 독일어 수업 시수가 각각

한 시간과 세 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E학급 학생들이 D학급 학생보다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어 학습 시간은 E학급 학생

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D학급의 자율 독일어 학습 시

간 표준편차가 약 0.9인 반면 E학급의 표준편차는 약 6.2정도이므로, E

학급의 학생들 간에는 독일어 학습 시간 수 차이가 개인별로 극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51). 두 학급 모두 일주일에 두 시간 제3외국어로 중

국어를 배우고 있었으나, 수업 외에 중국어를 혼자 공부하는 경우는 매

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51) D학급 학생들은 독일어 수업 시수도 많고, 학교 교과과정에 B1 능력 시험

이 포함되어 있지만, E학급의 다수 학생이 독일어 수업과 별개로 대학 입시

를 위해 Zertifikat Deutsch 시험을 치르려 했으며, 조사가 이루어진 당시 집

중적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E학급의 30명의 유효한 응

답자 가운데 11명이 학교 수업 외에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독일어를 추가적

으로 학습하였다. 대조적으로 D학급의 학생은 전원이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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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5> 주당 언어별 학습 시간

b. 어학원

설문 응답자의 평균 영어 학습 시간은 5.3시간이나, 표준편차가 9시간

이상으로 학습자 간에 학습 시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

균적으로 주당 7시간 독일어 수업을 받고, 평균 3시간 자습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외의 언어에 대한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c. 대학

학생들은 현재 영어 학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당 독일어 학습 시간은 6.2시간(표준편차 3.7)으로 나타났다. 이들도 어학

원 수강생과 마찬가지로 다른 외국어 학습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응

답했다.

5.3.2.6 기존 독일어 수업 방법

독일어 학습에 있어 다른 언어 학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학습자의 주관적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학습자가 기존에 받았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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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 수업에서 다른 언어와의 관련성이 고려되었는지 조사하였다.

a. 외국어 고등학교

설문 이전의 독일어 수업에서 교사가 독일어를 다른 언어 학습 경험과

연관시켜 교수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 두 학급에서 모두 응답자의 약

2/3이 종종 그러하다고 답하였고, 이 가운데 수업에 연관되어 사용된 언

어는 영어라고 답한 응답자가 75%였고,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관련되

었다는 경우가 20%, 한국어 5% 순서로 나타났다.

다른 언어 학습과 관련하여 배운 독일어 영역은 영어의 경우 대부분

어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어 어휘의 의미가

갖고 있는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

며(E11, E31, DB1, DB8, DB16), 때에 따라 독일어 문법에 등장하는 개

념을 설명하기 위해 영어 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어와 연

관하여 교수되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부 응답자가 문법 설명 시에 한국어와 연관되었다고

답하였다.

E33은 독일어 교사가 “영어는 단어 어원이 비슷해서 외우기 편하다고,

한국어와는 표현이 다름을 강조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

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많은 수의 학습자가

이미 영어와 독일어의 어휘적 유사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독일어 수업에

서 영어와 연관시키는 것이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응답자의 약 30%가 교사가 독일어 수업에서 다른 언어를 전혀

관련시키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은, 실제로 독일어 교사가 다른 언어를

수업에서 전혀 배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언어

와 연계하여 교수하는 경우에도 학습자가 이런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했

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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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이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 외국어 고등학교 용 독

일어 문법 교과서와 <Planet>, <Themen aktuell>은 영어와 독일어, 혹

은 기타 다른 언어와 체계적으로 비교, 대조를 하는 과제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독일어 수업에서 교사가 독일어를 다른 언어와 비교, 대

조를 하는 방식으로 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았거나 규모가 제한적이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언어적인 면 외에 학습 과정이나 학습 방법에 관련해서는 다른

언어 학습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b. 어학원

수강생의 약 80%가 다른 언어와 관련지어 독일어 학습이 이루어져왔

다고 답하였다. 외국어 고등학교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연관시킨

언어가 영어라고 답한 응답자가 다수였으며,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한국

어만 연관시켜 교수하였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한 명이었다.

영어를 관련시키는 영역은 어휘와 문법이었으며, 영어와 서로 대조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G9)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c. 대학

대학생 응답자 7명 가운데 3명은 기존 독일어 수업에서 교사가 종종

영어와, 1명은 영어 및 한국어와 관련시켜 교수하였다고 답한 반면 나머

지 3명은 다른 언어와 관련지어 수업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답하였

다.

영어와 관련되어 교수된 영역은 다른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어휘와

문법 영역이었으며, P4는 교사가 독일어 어순을 설명할 때 한국어와 관

련시켜 교수하였다고 답했다.

세 집단의 독일어 학습자 가운데 2/3가 기존 독일어 수업에서 교사가

다른 언어 학습과 관련시켜 교수하였다고 답하였으며, 그 비율도 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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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마다 거의 비슷하다. 연관된 언어로는 영어나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사용되었다는 답이 절대 다수인 반면, 한국어만 사용되었다는 응답은 전

체의 6%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독일어 수업에서 교사가 영

어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독일어를 교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와의 연관성도 고려되지만 그 비중에 영어에 비해 미약하며,

이 외의 다른 외국어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

<그림 5.3.2.6> 기존 독일어 수업과 다른 언어 학습과의 연계성 및

관련 언어

영어 학습과의 관련성 안에서 교수되는 영역은 어휘와 문법 영역으로

비교와 대조를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하지

만 언어적인 면에서 더 나아가 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교사가 다른 언어

학습 경험과 독일어 학습을 연관시켰는지에 대한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자가 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혹은 교사가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시도하지 않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독일어 수업

에서 학습 방법에 대한 것이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인지, 그 원인

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존의 독일어 수업은 언어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영어와 관련성을 갖고 교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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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행 언어 학습의 영향에 대한 의식

다음에서는 각 언어 학습이 독일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견해를 언어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조사에 참가한 독일어 학습자는 5.3장의 설문조사 참가자와 동일하

다. 각 언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가

‘매우 방해’, ‘약간 도움 대부분 방해’, ‘약간 방해 대부분 도움’, ‘매우 도

움’, ‘무관’의 다섯 개의 범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어떠한 영역에서

방해 혹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었다.

5.4.1 한국어

독일어 학습에 있어 한국어 지식이나 학습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무관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각 학습 집단별

로 견해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A B C D E F

외고 3 13 5 0 43 1

어학원 1 0 1 0 9 0

대학 0 0 1 0 6 0

총계 4 13 7 0 58 1

비율(%) 4.8 15.7 8.4 0.0 69.9 1.2

A: 매우 큰 도움이 된다, B: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된다, C: 약

간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방해 되는 면이 더 많다, D: 매우 방해가 된다, E: 특별한

관련이 없다, F: 기타 (도움=방해)

<표 5.4.1-1> 한국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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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언급한 한국어 지식이 도움이 되는 영역과 방해가 된다고 생

각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도움 방해

독해

문법 개념 설명

문장 구조(어순) 차이, 발음,

언어별로 서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방해,

한국어에는 명사 성이 없어서,

3, 4격 사용이 한국어 문법과 일치하지 않을 때

<표 5.4.1-2> 한국어 학습 경험이 도움/방해가 되는 영역

다수의 학습자가 한국어와 독일어의 상당한 거리감이 독일어 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

다.

한국어 학습 방법이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 응답자

의 수는 많지 않았다. 총 네 명의 응답자에게서 이와 관련된 진술을 찾

아볼 수 있었다.

- DA18: “한국 단어에도 독일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낯설지 않다.

But 국어 독해할 때처럼 자세히는 독일어 독해 할 수 없어

그 습관이 방해”

- DB5: “문법 같은 것을 할 때 한국어와 독일어의 문장구조, 해석방

법, 순서 등이 달라서 잘 헤맨다.”

- P04: “문법을 배울 때 한국어로 학습하고자하는 강박 관념이 있다.

전치사의 해석을 한국어로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이와

같이 한국어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다 보니 방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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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한국어는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도움

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연관성을 느끼지 못하겠다.)”

응답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언어적 지식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 방

법 측면에서도 한국어는 독일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 영역에 있어서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어감 차이가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4.2 영어

한국어와는 대조적으로 영어 지식 및 영어 학습이 독일어 학습에 영향

을 미치며, 세 집단 모두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 A B C D E F

외고 29 28 3 0 5 0

어학원 3 6 0 0 2 0

대학 0 6 1 0 0 0

총계 32 40 4 0 7 0

비율(%) 38.6 48.2 4.8 0 8.4 0

A: 매우 큰 도움이 된다, B: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된다, C:

약간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방해 되는 면이 더 많다, D: 매우 방해가 된다, E: 특별한

관련이 없다, F: 기타

<표 5.4.2-1> 영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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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10%

미만이 독일어 학습에 영어 학습 경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도움을 받는 영역으로는 많은 응답자가 어휘 학습을 꼽았으며, 문장

구조나 철자, 발음 면에 있어서는 학습자 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도움 방해

비슷한 점이 많아 단어 의미 추론

발음 유사성

연상 용이함

단어 암기

문장구조/어순 유사성

단어 형태 (철자 유사성)

어감 이해

발음 유사한데 다른 의미

철자와 문법 혼동

어순

<표 5.4.2-2> 영어 학습 경험이 도움/방해가 되는 영역

대부분 학습자가 독일어와 영어의 유사성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유사성의 근거, 즉 독일어와 영어의 언어사적 발달에 대한 약

간의 지식도 갖고 있었다.

- E14: “독일어가 영어의 할아버지 격이라고 들었다.”

- DA6: “언어 기원이 같으면 단어 모양이 비슷해서 연상시키기 쉽

다.”

- DB10: “독일어가 영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용하여

독어의 문법을 유사한 영어의 문법과 관련짓는다. [...]”



- 134 -

독일어 학습자가 영어 지식을 자신의 독일어 학습에 어떻게 이용하

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DA5: “영어 단어와 독일어 단어가 비슷해서 형태만 보고도 대충

뜻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음”

- DB10: “독일어가 영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용하여

독어의 문법을 유사한 영어의 문법과 관련짓는다. 지문을

읽을 때는 문장 하나하나를 다 알려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

내용을 읽고 모르는 부분(단어)를 좀 더 알아본다.”

- DB17: “영어랑 독일어랑 살짝 비슷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유추

하며 공부할 수 있다.”

- E6: “영어와 비슷한 단어 多, 도움이 잘 되는 것 같고, 연관 지어

공부하면 재미있다.”

- E11: “단어 뜻 같은 것을 영어로 외우면 그 의미가 더 잘 들어온

다.”

- E31: “문법이나 뉘앙스 이해할 때 영어단어와 비교해서 배우면 편

하다.”

- E33: “가끔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서 외울 때 편하게 해준다.”

- P5: “독해할 때 단어 뜻을 추리할 때 영어 단어를 통해 의미를 추

론할 수 있다. 스피킹을 할 때는 영어와 독일어 단어가 동시



- 135 -

에 생각나서 방해가 될 때도 있다. 특히 aber나 und 같은 접

속사”

- P6: “두 언어 수준이 완전하지 않다보니 자꾸 섞인다. 독일어 단어

를 생각해야 할 때 영어가 떠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알파벳이 비슷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문장

어순도 둘이 다르다보니 회화에서 헷갈린다. 근데 비슷한 단

어가 많아서 어휘 추론에 도움이 될 때도 많다.”

위의 진술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습자가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고,

어휘를 암기하며 문법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독일어와 영어의 유사성을 활

용하고 있다. 이들은 영어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독일어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한다.

학습자들이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언급한 것은 대부분 언어적 측면에

만 치우쳐 있다. 설문 문항이 언어 학습 지식과 학습 경험에 대해 질문

하고 있으나 사전 언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

진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16번 문항이 독일어 학습을 위한 자신만의 특별

한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응답에서 영어 학습에서 얻

은 방법적 지식을 독일어 학습에 적용하는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학

습자가 영어 학습 방법을 독일어 학습에 적용시키는 예는 다음과 같다.

(16번 문항)

- DB1: “영어를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 눈과 귀와 입을 통해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 DB17: “듣기?? 답답하지만 가끔 들리는 단어에 매우 뿌듯함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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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 그래서 영어 공부하면서 노래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독일어 노래를 다운 받았습니다! [...]”

이들은 영어 학습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독일어 학습에 적용하여 긍정

적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5.4.3 다른 제3언어

거의 모든 응답자가 중국어 학습이 독일어 학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두 언어가 너무 상이하다는 사실과 자

신들의 중국어 능력이 아직 너무 낮아서 중국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

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원인으로 답하였다.

중국어 A B C D E F

외고 0 0 0 1 64 0

어학원 0 0 0 0 4 0

대학 0 0 0 0 2 0

총계 0 0 0 1 70 0

비율(%) 0 0 0 1.4 98.6 0

A: 매우 큰 도움이 된다, B: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된다, C:

약간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방해 되는 면이 더 많다, D: 매우 방해가 된다, E: 특별한

관련이 없다, F: 기타

<표 5.4.3-1> 중국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독일어와 어휘나 문법 면에서 거의 아무런 연관

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에 비해서 중국어 학습

이 독일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은 학

습자의 중국어 수준이 한국어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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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의 수준이 다른 언어 학습에 긍정적이

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 밖에 일본어를 배운 독일어 학습자 전원이 일본어 학습 경험이 독

일어 학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반면, 영어와 독

일어 외에 다른 유럽 언어인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학습자의 경우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E35 (스페인어): “스페인어도 영어랑 비슷한 단어가 있지만 독일

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 것 같다”

- G2 (프랑스어): “문법, 어휘, 발음에 있어 도움이 된다”

- P6 (스페인어): “거의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

E35의 경우에는 여러 언어를 서로 비교-분석하면서 이 언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 의식을 발달시킨 듯하다. 하지만 유럽 언어를 학

습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 수가 매우 적어서 전반적인 특정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학습 경험이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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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독일어 학습에 다른 언어 학습이 미치는 영향 비교

위의 표를 보면, 한국어 학습과 중국어 학습의 경우에는 독일어 학습

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영어 학습은 독일어 학습에 영향

을 주며, 대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이러한 사실

은 앞서 언급한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언어 간의

친족성과 언어 능력의 기준에 비추어 본 결과와도 부합하며, 독일어 학

습과 영어 학습을 연관시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준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어나 중국어 학습이 독일어 학습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기술한 학습자 수에 비해 영어

학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한 학습자의 수가 월등히 많으며, 내용

도 훨씬 구체적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구체적 답변 수 39명/ 총 83명 66명/ 총 83명 18명/ 총 71명

비율 47.0% 79.5% 23.4%

<표 5.4.3-2> 각 언어 학습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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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국어나 중국어에 비해 독일어와 훨씬 유사한 영어와 독일어

의 관계가 학습자가 언어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자극하고, 좀 더 세련된

메타 언어적 의식을 갖도록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미 부분적으로 교사가 독일어 수업에서 독일어와 영어 간의 유사성

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식으로 교수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하

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재료를 이용하여 교수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사전 조사의 설문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이 설문조사에 참가한 대다수

의 학습자가 영어와 독일어의 유사성, 그 가운데서도 어휘의 유사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도 실제 자신의 독일어 학습에 영어 학

습을 통해 얻은 언어적, 과정적 지식을 활용하며, 높은 메타 언어적 의식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5.5 어휘 의미 추론 테스트

학습자가 느끼는 영어 학습 경험의 유용성이 실제 독일어 학습에 드러

나는지, 독일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이 어떤 언어적 지식과 학습 경

험을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까지 접해본

적이 없는 낯선 독일어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5.5.1 참가자

테스트 참가자는 서울 소재 H대학과 S2대학에서 경영학, 전자공학, 교



- 140 -

육학, 미디어학 등을 전공하는 학부생이었다. 2002년 당시 연령은 18세와

24세 사이로, 남녀 각각 18명, 12명이었다. 이 두 대학에서 모두 독일어

를 교양수업으로 제공하므로 이들은 소위 잠재적인 독일어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어휘의 의미 추론에 있어 언어 내적인 전이, 즉 독일어 지식을 바탕으

로 추론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독일어를 전혀 학습한 적이

없는 학생들만 선별하여 어휘 테스트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모든 참가자

의 모국어와 제2언어는 각각 한국어와 영어였다. 영어의 평균 학습 기간

은 8.2년(표준편차 2.47)이었고, 모두 6년 이상 영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

었다. 제3언어로는 14명이 프랑스어, 9명이 일본어, 7명이 중국어를, 제4

언어로는 한 명이 프랑스어, 2명이 일본어, 5명이 중국어, 한 명이 스페

인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 두 학생은 각각 중국어와 일본어를 제5언어

로 학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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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연령 성별
영어학습

기간(년)
L1 L2 L3 L4 L5 L6　

T1 24 여 13 K E J 　 　 　

T2 24 남 9 K E J 　 　 　

T3 24 남 6 K E C F 　 　

T4 23 여 6 K E F 　 　 　

T5 22 남 6 K E J C 　 　

T6 21 여 6 K E F 　 　 　

T7 21 남 11 K E F J 　 　

T9 20 여 10 K E F S C 　

T9 20 여 10 K E F 　 　 　

T10 20 남 9 K E F J 　 　

T11 20 여 7 K E C 　 　 　

T12 20 여 9 K E F 　 　 　

T13 20 남 14 K E F 　 　 　

T14 20 남 8 K E J 　 　 　

T15 20 여 8 K E F 　 　 　

T16 20 남 12 K E J 　 　 　

T17 20 남 9 K E F C 　 　

T18 20 남 6 K E F C 　 　

T19 20 남 8 K E J 　 　 　

T20 19 남 7 K E C 　 　 　

T21 19 여 6 K E F 　 　 　

T22 19 남 8 K E F 　 　 　

T23 19 남 6 K E C 　 　 　

T24 18 남 6 K E C 　 　 　

T25 18 남 7 K E C 　 　 　

T26 18 남 7 K E J 　 　 　

T27 18 여 14 K E F C J 　

T28 18 여 6 K E F 　 　 　

T29 18 여 6 K E J C 　 　

T30 18 남 7 K E C 　 　 　

(T: 설문참가자 Test-Teilnehmer/ K: 한국어/ E: 영어/ F: 프랑스어/ C: 중국어/ J: 일본

어/ S: 스페인어)

<표 5.5.1> 전체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언어학적 특성

Deutsch als

potentielle

L4, L5,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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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어휘 목록

2002년 시행 중이었던 7차 독일어 교육과정은 약 800개의 기본 어휘를

제공하였으며 이 어휘는 학교 독일어 교재를 집필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되었다 (교육부 1997: 148ff). 여기 속하는 300개의 명사들 가운데서 4.4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자나 음운적 유사성을 기초로 영어 지식을

이용하여 추론이 가능한 100개의 명사를 선별하여 <부록 3>에 제시된

어휘 목록을 작성하였다52). 이 어휘 테스트에 명사만 선택한 것은 여러

품사 가운데 명사가 어휘 목록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동사나

형용사에 비해 문장 내에서 형태 변화가 적으므로, 이후 실제로 이 어휘

가 문장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접하더라도 테스트와 비슷한 결과를 가

져올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어휘는 텍스트나 문장 내에서 제시되지 않고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정렬되었다. 가능한 많은 어휘를 테스트 하려는 목적과 어휘 테스트 참

가자의 참여 자발성을 고려하여 100단어의 어휘를 모두 문장이나 텍스트

나 문장 내에서 제시하기 어려웠고, 다른 한편으로 문맥에 의한 추론을

배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53).

5.5.3 수행 방법

어휘 테스트에 앞서 참가자의 연령, 성별, 테스트 시점까지 습득한 언

52) 어휘 테스트에 사용된 100개의 단어 외에 ‘Apfel’, ‘Bluse’, ‘Haar’ 등의 단어

도 의미 추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테스트 참가자의 참여도와 시간

제약을 고려하여 어휘수를 100개로 제한하였다.

53) 실제 텍스트 이해에서는 영어 지식뿐만 아니라 문맥에 의거하여 추론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 테스트 결과보다 더 좋은 추론 결과를 나타낼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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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영어 학습 기간을 조사하였다.

어휘 테스트는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는 모두 의미 추론의 가

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단계는 정서법의 유사성을 바탕

으로, 두 번째 단계는 정서법 및 음성적 유사성으로, 세 번째 단계는 영

어 어휘 목록 근거로 독일어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독일어 어휘를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을 영어나 한국어로 기입하였다. 아무런 연상도 불러일으키지 않은

경우 빈 칸으로 남겨졌다. 이 때 참가자들에게 이 어휘가 어떻게 발음되

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는 오직 정서법과 영

어 발음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추론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어휘의 음성적 정보가 제공되었다. 조사자는

참가자들에게 각 단어를 천천히 명확하게 두 번씩 읽어주었다. 참가자들

은 정서법과 발음을 근거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

서 생각한 단어의 의미가 계속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칸을 다시 한

번 채울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일어 어휘에 상응하는 영어 어휘 목록을 나눠주

었다. 이 때 모든 독일어 어휘에 대한 영어 어휘가 주어진 것은 아니고,

영어 어휘와 형태적으로 차이가 나서 의미를 추론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되는 59개의 어휘에 대한 영어 단어만 제시하였다. 비록 처음 두 단어

‘address’와 ‘appetite’은 이런 어휘에 속하지 않지만 테스트 참가자들에게

이 영어 어휘 목록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목록에 포함시켰다.

어휘 테스트를 하기 전에 테스트 수행 과정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 각

단계별로 참가자들은 연구자가 준비한 검은색, 파란색, 붉은색 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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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으로 이전 단계에 자신이 기입한 내용을 고치는

행위를 방지하였다.

또한 잘못된 연상을 불러일으키거나 해당 영어 어휘의 수많은 의미 가

운데 한국인들이 한 가지 의미만 편향하여 사용하는 어휘에 대해서는 어

휘에 대해서는 ‘*’를 표시하고, 추론한 의미를 반드시 한국어로 적도록

하였다. 테스트에 앞서 독일어 명사는 첫 글자를 반드시 대문자로 적는

다는 사실도 주지시켰다.

5.5.4 결과와 해석

어휘 의미 추론 결과는 세 가지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 정확한 의미를 추론한 경우 (R)

- 추론을 시도하였으나 잘못된 의미를 추론한 경우 (F)

-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N)

각 단계별 정답률은 다음과 같이 정답률이 고르게 상승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정답률

평균 표준편차

1단계 44.6 9.6

2단계 53.2 9

3단계 69.9 8.8

<표 5.5.4-1> 어휘 의미 추론 단계별 정답률

테스트 참가자의 답변을 분류한 결과를 정답자의 수에 따라 다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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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어휘군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어휘군은 정답자의 수가 10명 미

만, 두 번째 어휘군은 정답자의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어휘이며,

마지막 그룹에 해당되는 어휘는 20명 이상의 참가자가 정확하게 의미를

추론해 낸 어휘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아무런 음성적 정보 없이 단어의 형태에만 기초하여

비교적 쉽게 의미 추론이 가능한 어휘는 36개에 달했다. 어휘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어휘의 음성적 정보와 영어 어휘 목록을 기초로 하여 정

확한 의미가 추론 가능해진 어휘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정답자의 수가

스무 명 이상인 그룹에 속하는 어휘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세 단계를 모

두 마쳤을 때는 66개에 이르렀다. 즉 목록상의 전체 어휘 가운데 2/3가

여기 해당되었다.

단계
정답자 1단계 2단계 3단계

0-9명 48개 어휘 36개 어휘 14개 어휘

10-19명 16개 어휘 18개 어휘 20개 어휘

20-30명 36개 어휘 46개 어휘 66개 어휘

<표 5.5.4-2> 어휘 추론 단계별, 정답자 수별 어휘 수

첫 번째 단계에서 의미 추론이 어렵지 않았던 어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같은 그룹에 속해있었다. 이 어휘들은 대부분 영어와

정서법 및 음성적 면에서 매우 유사한 단어로 ‘Adresse’, ‘Ball’, ‘Bier’,

‘Familie’, ‘Glas’, ‘Hand’, ‘Lampe’, ‘Maschine’, ‘Musik’, ‘Universität’ 등의

어휘가 여기에 해당된다.

위의 표에 나타난 어휘 수는 테스트 참가자가 많은 어휘에 대해 첫 번

째 단계에서는 아무런 연결점을 찾을 수 없었던 반면, 두 번째 단계에서

는 발음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를 쉽게 추론할 수 있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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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Reis’를 들 수 있다. 이 어휘에 대해 참

가자들은 처음에 정서법 면에서 영어와는 다른 이중모음 때문에 영어의

‘rice’를 좀처럼 떠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독일어 발음

[rais]가 영어 발음과 거의 흡사한 것을 들은 후 의미를 파악한 참가자

수는 2명에서 21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독일어 수업에서는 발음을 학습 초기 단계에서 교수하며, 때로

는 첫 번째 독일어 수업시간에, 혹은 교재의 첫 번째 페이지가 철자와

발음 훈련에 할당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는 독일어 학습

초반에 이미 발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곧 새

로운 독일어 어휘를 음성적 측면에서도 영어 어휘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어휘 테스트의 결과는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가 특별한 추가적 도움이 없어도 테스트 참가자가 두 번째

단계에서 수행한 만큼의 어휘에 대해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

다. 즉, 독일어 학습 초기에 학습자가 독일어 발음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면, 최소한 많은 어휘 테스트 참가자가 두 번째 단계에서 쉽게 추론

할 수 있었던 46개의 어휘에 대해서 이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해당 어휘

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영어 어휘 목록이 제시된 후에

의미 추론이 가능한 어휘도 다수 있었다. ‘Fleisch’, ‘Firma’, ‘Jacke’,

‘Polizist’, ‘Suppe’, ‘Schiff’, ‘Wort’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영어 어휘의 정

서법과 발음이 독일어 어휘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어휘가 여기 해당

된다. 이 어휘의 대부분 일상생활 영역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 어

휘에 속하여 의미 추론이 쉬울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아무런 유추가 일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수업에서 이 어휘 의미에 대한 비교나 유추

가능성을 학습자에게 의식시키지 못하는 경우, 혹은 학습자가 자신의 언

어 지식을 활성화 시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좀처럼 추론되기 힘들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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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어휘 테스트에 사용된 100개의 단어가 모두 어느 정도의 연결 가능성

에 의거하여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단어에 대해서는 마지막

단계까지 정확한 의미를 추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15개의 어휘

가운데 ‘Feuer’, ‘Nacht’, ‘Tochter’, ‘Platz’와 같은 어휘는 제한적으로 영

어 어휘와 어떠한 연상을 불러일으킨 반면, ‘Bad’, ‘Bett’, ‘Durst’, ‘Kind’,

‘Note’, ‘Wetter’의 경우에는 무응답의 비율은 낮았지만, 오답률이 높았다.

이 어휘는 어느 정도 영어와 형태적, 음성적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원래

독일어 어휘와 관련 없는 영어 어휘를 연상시켰다.

독일어 어휘 연상되는 의미

Note 공책

Auto 오토매틱 자동변속기

Pass 통과

Kind 친절함, 종류

Bad 나쁨

Bett 야구 방망이

Durst 먼지

<표 5.5.4-3> 잘못된 의미를 연상시키는 독일어 어휘

종종 독일어 학습자는 이와 같은 거짓 짝으로 인해 텍스트 이해나 의

사소통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독일어 어휘 학습에 있어 영어 지식을 사

용하는 데 망설이게 된다. 이 어휘 테스트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러

한 거짓 짝의 수는 영어 지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독일어 어휘 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 따라서 독일어 수업 초반에 위의 단어와 같이 거짓

짝을 이루는 어휘 쌍에 대해서 학습자에게 주의 시키고, 자신의 영어 지

식을 독일어 어휘 학습에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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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학습자의 오류는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하

지만 테스트 참가자가 틀리게 추론 한 것을 관찰함으로써 수용자 특수적

인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학습자의 몇 가지 잘못된 답은 학습자가 일상 언어 사용에서 차용어나

외래어(대부분은 영어차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한

국어에 존재하는 영어 차용어의 수는 전체 어휘의 수에 비해 한정적이지

만, 특정 영역에서는 현재 한국어 어휘가 이에 상응하는 영어 어휘로 대

치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 대화에 자주 사용되는

영어 어휘의 경우 종종 실제 영어에서 이 어휘가 지칭하는 의미에 벗어

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auto’는 한국어 일상 대

화에서 대부분 자동차의 ‘자동변속장치(automatic transmission)’를 의미

하는 어휘로 사용된다. 그 때문에 테스트 참가자 가운데 20명 이상이 영

어의 ‘Auto’를 ‘자동변속장치’와 연관시켰다.

또 다른 예시로, ‘Bett’의 의미를 추론해 보는 과제에서 상당수의 참가

자들이 영어의 ‘(baseball-)bat’이라 답하였다. 각 단계에서 ‘Bett’에 대해

야구 방망이라고 답한 참가자 수는 다음과 같다.

Bett 1단계 2단계 3단계

(baseball-)bat 11명 18명 15명

<표 5.5.4-4> ‘Bett’을 ‘(baseball-)bat’으로 추론한 참가자 수

야구 방망이라고 대답한 참가자의 수가 많은 것은 한국 야구 중계에서

는 해설자가 종종 ‘배트’라는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

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야구에 대한 관심이 적은 유럽 및 다른 지역

의 독일어 학습자는 이 어휘에 대해 야구 방망이라고 의미를 추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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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잠재적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의 경우 ‘Auto’와 ‘Bett’의 정확한

의미를 추론하기 쉽지 않은 반면, Neuner/Hufeisen et al.(2001: 49; 80)

은 이 어휘를 영어와 독일어의 친족성을 바탕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론 가능한 어휘로 분류하고 있다. 어휘 테스트의 결과가 이들이 제시

한 공통 어휘 목록에서 벗어난 원인은 테스트 참가자의 특수한 언어 사

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습자의 언어 사용은 그들의 생

활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어휘 작업에 있어서 학습자는 무엇보

다 그들의 언어 사용과 그들의 생활 경험으로부터 더 친숙한 것을 활성

화시킨다. 이 두 어휘 외에 ‘Wasser’, ‘Salz’, ‘Salat’, ‘Jacke’와 같은 어휘

도 Neuner/Hufeisen et al.(2001)의 공통 어휘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인 테스트 참가자는 이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다.

이러한 사실은 거짓 짝을 이루는 어휘나 의미 추론이 쉬운 어휘, 어려

운 어휘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기준에만 근거해서는 안 된

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습 집단에 따라 그들의 언어 경험과 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기본 어휘 목록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순수한 모국어의 영향은 이 어휘 테스트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단지

추론에 사용된 영어 어휘의 발음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한국어의 영향

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독일어 단어 ‘Wetter’에 대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수의 참가자가

‘water’ 혹은 ‘waiter’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단어의

발음을 듣고서, 7명의 참가자가 심지어 품사가 명사가 아닌데도 영어 어

휘 ‘better’를 기입하였다. 한국어와는 달리 독일어와 영어의 음운론에서

는 /v/와 /b/가 서로 독립적인 음소이며,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는

영어 학습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게다가 4.4.1장에서 언급했듯 학



- 150 -

습자들은 단어의 처음이 다른 것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모국어와 관계없이 모든 독일어 학습자가 이 어휘에

대해 쉽게 ‘better’라는 단어를 연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실을 ‘Kaffe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 명의 참가자가

이 단어에 대해 ‘coffee ’ 대신 ‘copy’, ‘복사’라고 답하였다. 차용어인

‘coffee [kɔ:fi]’가 외래어인 ‘copy [ka:pi]’보다 일반적으로 더 자주 사용되

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copy’를 떠올리게 된 것은 자음 [f]와 [v]의 차

이보다 모음 [ɔ:]와 [a:]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는 분명 /f/와 /p/, /v/와 /b/가 의미를 구

분해 준다는 것을 영어 학습을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어떤 음의 대립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

친다. 한국어에서 자음 [f]와 [p]와는 달리 이 두 모음은 명확하게 구분

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순치음과 양순음의 차이가 명확한 유럽어를 모

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테스트를 시행했다면 상이한 결

과를 얻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독

일어 어휘를 판단하는데 있어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음성적 거리뿐만 아

니라 학습자의 음성적 민감성도 고려해야 한다.

참가자 개개인의 변수에 따라서도 테스트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

석에 사용한 개인적 요인은 연령, 성별, 지금까지 습득한 언어의 수와 그

가운데 독일어를 제외한 유럽 언어가 있는지의 여부, 영어 학습 기간이

다.

우선 정답률과 관련하여, 어휘 추론에 있어 특히 1단계와 2단계가 시

행되는 동안 학습자의 정답률은 실제 독일어 학습 상황에서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음

분석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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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영어 학습 기간은 정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습

득한 언어의 수가 많을수록 1단계와 2단계의 정답률이 높았다. 하지만

유럽 언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와 그렇지 않은 참가자 간에는

정답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54).

습득한
언어수

세 가지(N=21) 네 가지(N=7) 다섯 가지(N=2)55)
Sig.
(p)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단계 42.7 8.0 46.1 11.2 60.0 5.7 0.039

2단계 51.1 8.1 56.0 9.2 66.0 7.1 0.047

3단계 68.4 9.0 72.0 7.9 78.5 6.4 0.245

<표 5.5.4-6> 습득한 언어 수에 따른 각 단계별 어휘 추론 정답률

연령에 따른 정답률 차이가 모든 단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

지만, 2단계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정답률이 상승하였다 (p=0.089).

54) T13은 SPSS를 이용한 Outlier-Test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대상자로 분류되

어, 추가적으로 T13을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 유럽 언어가 2

단계와 3단계의 정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유럽어 없음 (N=14) 유럽어 있음 (N=15)

Sig.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단계 42.6 6.2 47.7 10.8 0.136

2단계 50.8 7.0 56.4 9.6 0.085

3단계 67.9 7.1 73.2 8.4 0.077

<표 5.5.4-5> 유럽어 학습 경험에 따른 각 단계별 정답률 비교

또한 1단계와 2단계의 정답률이 영어 학습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4, p=0.059)

55) 본 어휘 테스트에서는 다섯 가지 언어를 습득한 참가자의 수가 2명에 지나

지 않아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향후 좀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습득

한 언어 수와 어휘 추론 능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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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단계와 2단계에서 정답률이

높았다.

　
남성 (N=18) 여성 (N=12)

Sig.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단계 42.3 9.1 48.3 9.5 0.094

2단계 50.8 8.5 56.8 8.9 0.072

3단계 67.9 8.3 73 9.1 0.122

<표 5.5.4-7> 성별에 따른 각 단계별 어휘 추론 정답률

추론 시도율과 관련하여서도 지금까지 학습한 언어의 수가 1단계와 2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득한
언어수

세 가지 (N=21) 네 가지 (N=7) 다섯 가지 (N=2)

Sig.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단계 57.9 12.1 62.0 14.9 83.5 6.4 0.034

2단계 70.1 11.4 75.7 11.7 94.5 2.1 0.020

3단계 86.3 7.9 86.4 8.1 98.0 0 0.144

<표 5.5.4-8> 학습한 어휘 수에 따른 각 단계별 어휘 추론 시도율

또한 정답률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단계와 2단계에서 추

론 시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과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56), 언어 학습 경험이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낯선 어휘의 의미 추론을 더 많이 시도하며, 정답률도 더

56) 성별에 따른 외국어 학습 경향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지만,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과 관련성이 적으므로 제외하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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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은 사람이 정확하게 추론할 가능

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어 학습 수에 따른 정답률과 시도율의 차이는 모국어 외에 낯선 언

어를 많이 접할수록 낯선 어휘를 스스로 추론하는 데 대한 거부감을 줄

여주고, 더 나아가 보유하고 있는 언어적 지식과 학습 전략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보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

급한 다중언어 학습자의 특징과도 부합하며, 제2언어 학습과 제3언어(L

≥3) 학습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과 추론의 정확성 간의 상관관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 학습 능력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독일어와 영어의 형태적, 음성

적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연령이 낮은 학습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일어 학습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연령이 고등학교 입

학 이후 시기이며, 독일어 학습 전에 여러 언어를 접한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위의 결과는 독일어 어휘 이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해

본다.

5.6 읽기 텍스트 이해 과제

어휘 테스트가 언어 내적인 추론 방법과 문맥에 의한 추론 등을 제외

하여 실제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에서 추론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짧은 텍스트를 주고 학습자가 실제로 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하여

낯선 어휘의 의미를 어떻게 추론하는지 알아보았다.

5.6.1 참가자

텍스트 내용 이해 과제에 참가한 독일어 학습자는 앞서 5.3장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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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에 참가했던 외국어 고등학교 E학급 학생 35명 중 언어 학습 순

서와 관련하여 유효하지 않은 참가자 5명을 제외한 30명이다.

모든 조사가 학습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코드화 되어 시행되었기 때

문에 학습자의 영어 성적은 조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외국어 고

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영어 시험을 치르고 선발되었으므로 평균적으로

높은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영어 성적 대신 각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시간 및 학습 시작 시점을 조사하여 결과 분석에 반

영하였다. 각 학습자의 독일어 시험 성적57)은 결과 분석에 반영되었다.

5.6.2 텍스트

읽기 이해에 사용된 텍스트는 총 세 가지로, Text 1은 <Themen

neu> Band 2, 96쪽에 나오는 신문 기사, Text 2는 같은 책 95쪽의 연습

문제에 사용된 텍스트 가운데 문장을 발췌하여 만든 텍스트, Text 3은

여성 잡지 <Elle>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실제 텍스트였다.

각각 텍스트의 내용은 ‘항공사의 파업’, ‘옷 만드는 과정’, ‘팝스타

Gwen Stefani의 스타일’에 관련된 것으로 참가자들이 독일어 수업 시간

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를 사용하였

다. 또한, 영어-독일어 공통 어휘의 수도 텍스트 선정 시 고려하였다. 일

반적으로 독일어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접하는 읽기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영어-독일어 공통 어휘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이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떻게 어휘 추론을 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문법적,

어휘적 수준이 참가자의 독일어 수준보다 높은 텍스트를 선택하였다.

57) 두 차례에 걸쳐 코드화된 ID로 독일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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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수행 방법

우선 <부록 4>에 제시된 각 텍스트에 있는 어휘 가운데 학습자가 독

일어 텍스트 내에서 처음 보는 어휘를 적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텍스트

를 읽으면서 그 어휘의 의미를 추론해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추

론한 낯선 어휘의 의미와 추론에 사용된 방법을 함께 기입하도록 하였

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적도록 했다.

5.6.4 결과 및 해석

최소 한 명 이상의 학습자가 낯선 어휘로 분류한 어휘는 총 49개였다.

추론한 어휘의 의미가 본래의 의미와 일치하거나 가까우면 정답 ‘R’, 일

치하지 않으면 오답 ‘F’로 표기하였고 추론을 시도하였으나 추론한 어휘

의 의미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무응답 ‘N’으로 분류하였다.

추론한 방법은 Müller-Lancé(2006:182)가 제시한 언어 추론 전략을 수

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모국어를 사용하여 추론 (M)

- 영어를 사용하여 추론 (E)

- 목표어 내적 단서를 사용하여 추론 (I)

- 문맥상 의미를 추론 (K)

- 일반 상식에 근거한 의미를 추론 (W)

- 일화적으로 의미를 추론 (P)

- 추론한 방법이 기술되지 않음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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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텍스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에는 ‘성공’

으로 분류하였고 이해가 약간 미흡하거나 오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부분 성공’으로, 텍스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흡’으로, 아무 것도 기입하지 않은 경우는 ‘무응답’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어휘는 모두 49개로 ‘unbefristeten’, ‘Modellskizze’와 같

이 각각 30명, 29명이 추론을 시도한 어휘가 있는가 하면 ‘Popstar’,

‘Diva’, ‘gegen’, ‘damit’, ‘warteten’, ‘Flüge’, ‘Kleid’와 같이 한 명씩만 추

론을 시도한 어휘도 있다. 어휘 당 각각의 추론 방법을 사용한 학습자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 수의 평균 표준편차

E 3.2 4.4

I 1.7 2.2

K 1.8 2.6

P 0.1 0.4

W 0.1 0.3

UI 1.7 1.9

<표 5.6.4-1> 어휘별 각각의 추론 방법을 사용한 학습자 수의 평균

위의 표에서 보면 낯선 독일어 어휘의 의미를 영어 지식을 이용하여

추론하려는 학습자의 비율이 다른 단서를 이용하여 추론하는 학습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지식을 바탕으

로 추론을 시도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추론한 어휘의 정답률을 미응답 어휘를 제외하고 답변이 적혀 있는 어

휘 가운데 정답이 차지하는 비율과 미응답을 포함한 총 추론 시도 어휘

의 정답률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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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답변(이 기술된 어휘)의 정답률 30 53.2 18.8

총 추론시도 어휘의 정답률 30 31.8 15.9

<표 5.6.4-2> 어휘 추론의 정답률

다수의 학습자가 추론을 시도하는 어휘는 ‘unbefristeten’, ‘entworfen’,

‘Modellskizze’, ‘Entlassung’, ‘vereint’, ‘Lidstrich’, ‘Fachmesse’,

‘einzelnen’, ‘Stil’, ‘Ikone’, ‘Schnittteile’, ‘Computerbildschirm’,

‘präsentiert’, ‘Kussmund’, ‘Markenzeichen’, ‘treu’, 'Fluggesellschaft',

'konstruiert', 'protestieren' 등이었다.

이 가운데 ‘protestieren’, ‘Ikone’, ‘präsentiert’, ‘konstruiert’에 대해서는

영어 지식을 근거로 추론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 어휘는 영어와 형

태적, 음성적인 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58). 다음 표는 이 어휘에

대한 학습자의 추론 방법과 정답률을 분석해 놓은 것이다.

58) ‘CAD-Systeme’, ‘Designer-Team’, ‘Popstars’, ‘Diva’, ‘Winterkollektion’은

영어 지식에 근거한 추론 시도율은 높지만, 전체적인 학습자의 추론 시도율

이 매우 낮다. 이것은 학습자가 이 어휘를 이미 학습한 어휘라기보다는 독일

어에 사용되는 영어 외래어이거나 영어와 너무 비슷해서 처음 접하는 어휘라

고 인식하지 않아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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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ieren Ikone präsentiert konstruiert

응답률 88.2 79.2 82.6 94.4

미응답률 11.8 20.8 17.4 5.6

응답의정답률 93.3 100 100 100

전체정답률 82.4 79.2 82.6 94.4

응답의E비율 86.7 94.7 78.9 58.8

전체E비율 76.5 75 65.2 55.6

응답의I비율 6.7 0 0 0

응답의K비율 0 21.1 0 11.8

응답의UI비율 6.7 5.3 21.1 29.4

<표 5.6.4-3> E추론 비율이 높은 어휘의 추론 방법 및 정답률

반면 아래 표의 어휘는 다수의 학습자가 추론을 시도한 어휘 가운데

영어 지식을 활용한 추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어휘이다. 이 어휘는

이에 상응하는 영어 어휘와 형태적, 음성적 공통점을 찾기 힘들다.

entworfen vereint Entlassung einzelnen fliegende

응답률 78.6 33.3 25.9 42.3 46.7

미응답률 21.4 66.7 74.1 57.7 53.3

응답의정답률 9.1 0 28.6 36.4 57.1

전체정답률 7.1 0 7.4 15.4 26.7

응답의E비율 0 0 0 0 0

전체E비율 0 0 0 0 0

응답의I비율 13.6 11.1 14.3 27.3 71.4

응답의K비율 68.2 33.3 71.4 9.1 14.3

응답의UI비율 22.7 44.4 28.6 72.7 14.3

<표 5.6.4-4> E추론 비율이 낮은 어휘의 추론 방법 및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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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추론 시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학습자는 의식적으로 어떤 단서를 사

용할지 결정하게 되고 이에 대해 논증한다. 위의 표에 제시된 영어 지식

을 활용하여 추론 시도가 많이 이루어진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를 비

교해 보면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는 해당 독일어 어휘를 추론하는

데 영어 어휘 지식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휘 간의 음성적, 형태적

유사성이다.

한편, 세 가지 텍스트에 대한 해석 성공 여부는 다음과 같았다.

N (%) 무응답 미흡 부분성공 성공

Text 1 10 (33.3) 0 (0) 11 (36.7) 9 (30)

2 3 (10) 8 (26.7) 14 (46.7) 5 (16.7)

3 12 (40) 0 (0) 15 (50) 3 (10)

<표 5.6.4-5> 세 가지 텍스트에 대한 해석 성공 여부

Text 2가 Text 1이나 3보다 유의하게 해석 시도가 높았다 (각각 90%,

66.7%, 60%). 전체 텍스트 이해의 성공 비율은 Text 1이 높았으나 부분

성공까지 포함할 경우 세 텍스트 모두 비슷하였다 (각각 66.7%, 63.4%,

60%).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텍스트 이해에 성공하거나 부분 성공한

학생들이 무응답이나 미흡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론한 어휘

의 정답률이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어휘 추론 정답률이 높을

수록 텍스트 이해가 용이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 어휘 지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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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무응답 미흡 부분
성공

성공 Sig.
(p)

답변의 정답률 39.5 　 60.1 60 0.013
1

총 추론시도 어휘의 정답률 21.8 　 36.7 36.9 0.046

2
답변의 정답률 37.6 47.7 59.8 52.8 0.215

총 추론시도 어휘의 정답률 23.3 23.4 35.7 39.6 0.161

3
답변의 정답률 40.2 　 57.6 83.1 <0.001

총 추론시도 어휘의 정답률 23.2 　 32.7 61.7 <0.001

<표 5.6.4-6> 텍스트 이해도에 따른 추론한 어휘의 정답률 비교

학생들이 추론에 사용한 방법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른 추론 방법에 비

해 영어 지식을 이용해 추론하는 비율이 독일어 지식이나 문맥을 이용하

여 추론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별다른 추론 방법

을 사용하지 않고 어휘 의미를 기술한 비율도 24% 가량 차지하였다.

평균 (%) 표준편차(%)

E비율 38.7 17.6

I비율 19.9 16.8

K비율 22.2 19.5

P비율 1.1 2.8

W비율 1.0 3.5

UI비율 24.0 23.1

<표 5.6.4-7> 추론 방법 비율

또한 추론 방법 간에도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영어 지식을 통한 추

론 비율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 독일어 지식을 이용한 추론 비율도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pearman’s coefficient 0.515, p=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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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4-1> 영어 vs. 독일어를 이용한 추론의 상관관계

반대로 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문맥에 근거한

추론 비율과 추론 방법 미상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다. (Spearman’s coefficient 각각 -0.373, p=0.042; -0.626, p<0.001)

<그림 5.6.4-2> 영어 vs. 문맥에 근거한 추론의 상관관계

<그림 5.6.4-3> E추론 vs. 추론 방법 미상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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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과 정답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어를 이

용한 추론 비율이 올라갈수록 답변이 이루어진 어휘 중 정답률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pearman’s

coefficient 0.390, p=0.033)

<그림 5.6.4-4> E추론과 답변의 정답률의 상관관계

영어 추론 비율이 높을수록 총 추론 시도 어휘 중 정답률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Spearman’s

coefficient 0.252, p=0.179)

<그림 5.6.4-5> E추론과 총 추론 어휘 중 정답률의 상관관계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영어를 이용한 추론 방법 외의 다른 추론 방

법 가운데 정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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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았다. 다만 추론방법 미상 비율이 높을수록 답변 어휘 중 정답

률이 낮고 총 추론 어휘 중 정답률이 낮아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E I K P W U

답변의
정답률
　

Pearson
Correlation 0.39 0.192 0.144 0.23 -0.05 -0.427

Sig.
(2-tailed) 0.033 0.309 0.446 0.221 0.793 0.019

총추론시
도어휘의
정답률
　

Pearson
Correlation 0.252 0.261 0.283 0.234 0.006 -0.377

Sig.
(2-tailed) 0.179 0.164 0.13 0.214 0.977 0.04

<표 5.6.4-8> 추론 방법과 정답률의 상관관계

영어를 활용한 추론 비율이 높은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

고 이것이 독일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에 따라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영어 학습 시작 시점과 관련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p=1.0). 성적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습

득한 언어 수, 영어와 독일어 각각의 학습 시간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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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이 낮은 집단

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이 높은 집단
　

sig. (p)

Mean Std. Mean Std.
Deviation

성적 16.0 3.9 17.3 3.7 0.358

습득언어수 4.6 0.5 4.3 0.6 0.207

영어수업시간 8.7 0.6 8.7 0.6 1.000

영어자습시간 5.2 4.6 3.4 4.6 0.276

영어학원과외시간 1.3 2.1 2.5 3.9 0.307

독어수업시간 6.1 0.3 6.0 0.0 0.326

독어자습시간 4.5 5.6 4.5 7.0 0.973

독어학원과외시간 2.7 4.5 3.1 4.6 0.844

영어학습시간합계 15.3 5.2 14.6 7.9 0.786

독어학습시간합계 13.3 9.1 13.6 11.2 0.927

<표 5.6.4-9> 언어 학습 경험 및 영어/독어 학습 상황과 E추론 비율

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이 높은 학생이 한국어 학습이 독일어 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likelihood ratio 7.5, p=0.058)

<그림 5.6.4-6> E추론 비율과 한국어 학습의 영향에 대한 견해

영어 학습을 시작한 시점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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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하지만 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 간

에 영어 학습이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두 집단 모두 영어 학습이 독일어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생

각하는 학습자의 수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이 높은 학습자 가운데는 방해가 된다는 답은 있었지만 무관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고, 대조적으로 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이 낮은 학

생들 중에는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학습자가 있었다. (likelihood ratio

7.343, p=0.062)

<그림 5.6.4-7> E추론 비율과 영어 학습의 영향에 대한 견해

두 언어의 학습 간에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영어가 독일

어 어휘 추론에서 차단되는 반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학습자의 독일어 학습에서 두 언어 간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의미하며,

영어 지식이 독일어 학습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는 답변이 기술된 어휘 중 정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영

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을 포함한 단변량 분석 및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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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30
답변
중정
답률

E비율 I비율 K비율 UI비
율

영어
학습
시간

독어
학습
시간

습득
언어
수

성적

답변의정답률 1 0.35 0.14 0.09 -0.37 -0.036 0.261 -0.048 0.361

E비율 0.35 1 0.51 -0.391 -0.669 -0.245 0.014 -0.002 0.195

I비율 0.14 0.51 1 -0.374 -0.612 -0.094 0.102 -0.04 0.209

K비율 0.09 -0.391 -0.374 1 -0.214 0.212 -0.16 -0.085 -0.171

UI비율 -0.37 -0.669 -0.612 -0.214 1 0.068 0.161 0.077 -0.026

영어학습시간 -0.036 -0.245 -0.094 0.212 0.068 1 -0.203 -0.014 -0.069

독어학습시간 0.261 0.014 0.102 -0.16 0.161 -0.203 1 -0.187 0.634

습득언어수 -0.048 -0.002 -0.04 -0.085 0.077 -0.014 -0.187 1 -0.102

성적 0.361 0.195 0.209 -0.171 -0.026 -0.069 0.634 -0.102 1

。

 

답변의정답률 . 0.029 0.23 0.319 0.022 0.424 0.082 0.4 0.025

E비율 0.029 . 0.002 0.016 0 0.096 0.471 0.496 0.151

I비율 0.23 0.002 . 0.021 0 0.311 0.296 0.417 0.134

K비율 0.319 0.016 0.021 . 0.128 0.131 0.199 0.328 0.183

UI비율 0.022 0 0 0.128 . 0.361 0.198 0.342 0.446

영어학습시간 0.424 0.096 0.311 0.131 0.361 . 0.141 0.471 0.358

독어학습시간 0.082 0.471 0.296 0.199 0.198 0.141 . 0.161 0

습득언어수 0.4 0.496 0.417 0.328 0.342 0.471 0.161 . 0.296

성적 0.025 0.151 0.134 0.183 0.446 0.358 0 0.296 .

<표 5.6.4-10> 상관관계 분석표

.

위의 표에서 볼 때 답변 어휘 중 정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이는 변수는 4가지가 있었다. 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이 높을수

록, 추론 방법 미상 비율이 낮을수록, 독일어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성

적이 높을수록 답변이 이루어진 어휘 중 정답률이 높았다. 독일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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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추론 비율, 문맥에 근거한 추론 비율, 영어 학습 시간, 지금까지 습

득한 언어 수 등은 답변 어휘 중 정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의미 있는 4가지 변수에 대해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

석을 수행하였다.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Change
Statistics

R Square
Change

F
Change df1 df2 Sig. F

Change

1 0.370a 0.137 0.106 0.17751 0.137 4.454 1 28 0.044

2 0.511b 0.261 0.206 0.16735 0.123 4.505 1 27 0.043

a. Predictors: (Constant), 추론 방법 미상 비율, b. Predictors: (Constant), 추론 방법

미상 비율, 성적, c. Dependent Variable: 답변 중 정답

<표 5.6.4-11> 선형 회기 분석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표

위의 표를 보면 추론 방법 미상 비율과 성적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답변 어휘 중 정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이 추론 방법 미상 비율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

는 점과 추론 방법 미상 비율과 답변 중 정답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는 것을 고려하면 답변의 정답률은 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과 추론

방법 미상 비율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실제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영어를 이용한 추론 비율이 높을수록 독일어 내적

단서를 이용한 추론 비율이 높은 것은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문맥에 근거한 단서와 대립적으로 언어적 단서라는 동일한 틀

에서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가 낯선 어휘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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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자신의 언어 지식의 활용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면, 이 지식이 어

떤 언어 학습 경험에서 비롯되는지와 상관없이 단서로 활용하려 한다.

반면, 두 가지 추론 비율이 추론 방법 미상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추론 방법 미상은 가용한 언어적 자원을 활용

하지 못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어휘 처리 과정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것

으로 해석된다. 영어 지식에 기초한 추론 비율이 답변의 정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추론 방법 미상 비율이 정답률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어휘의 의미 추론에 있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언어 자원에 대한 메타 언어적 의식과 자신의 어휘 처리

과정에 대한 통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일어 학습 시 언어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목표어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자신이 이전에 학습한 언어와 목표

어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이 독일어 학습에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상황에서는 영어와 독일어의 관계에 대

해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5.6.4-7>가 보여주듯 영어 학습이 독일어 학습에 긍정적이든 부

정적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영어 지식을 독일어 학습

에 전이시키는 것을 촉진시킨다. 이처럼 영어 지식에 근거해 추론을 할

경우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가능성이 다른 추론 방법에 비해 높

고, 더 나아가 정답률이 높아짐으로써 독일어 성적과 텍스트 내용을 성

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독일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 학습과 독일어 학습 간에 언어적인 면에서 혹은

언어 외적인 면에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 낯선 어휘를 처리하는 데 있어 자신이 추론한 의미가

어떠한 단서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스스

로 파악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교재나 교사가 이러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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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지 않고 낯선 어휘의 의미를 먼저 제시하거나 바로 사전을 찾아보

게 함으로써 스스로 추론해 낼 기회를 박탈한다거나 추론 작업 이후 이

에 대해 검증하고 논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 학습자는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낯선 어휘를 접했을 때 스스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해 내

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추론 내용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

다. 이는 곧 발화나 텍스트를 성공적으로 이해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독일어 교재와 독일어 수업은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스스로 추

론해 보게 하고 자신의 추론 과정을 성찰하는 과제를 제공하고 이에 대

한 시간과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Rubin(1975)이 ‘훌륭한 언어 학습자 (good

language learner)’의 특성을 정의한 것과 같이 독일어 어휘 학습과 관련

하여 ‘훌륭한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해 볼 수 있다: 훌륭한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는 낯선 독일어 어

휘를 접했을 때 목표어 내적으로 혹은 목표어와 유사성을 띠는 언어의

단서를 이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려 한다. 해당 어휘의 형태적, 음

성적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의미를 추론해

내고 이를 텍스트 내용 파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때 이 학습자는

목표어와 이전에 배운 친족 관계의 언어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 170 -

6 결론

지금까지 제3언어라는 틀에서 영어 학습 경험이 한국인의 독일어 학습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휘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제3언어 학습

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역사가 길지 않고 제3언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3언어 학습이 제2언어 학습에서 그

저 학습할 언어의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우선 제3언어 학습은 출발점이 제2언어 학습과 다르다. 독일어 학습자

의 언어 학습 경험 및 학습 연령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한국의 독일어 학

습자 대부분이 영어는 아동기에 시작하는 반면 독일어는 사춘기가 지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령의 차이는 3.3.1장에서 언

급하였듯 단순한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적 발

달과 정서적 변화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을

시작할 때 제2언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나 수

업 내용, 수업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자칫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열

의를 저하시키며, 학습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즉, 제2언어 학습과는

차별적인, 제3언어 학습 상황과 학습자의 기본 요건에 알맞은 학습 방법

과 재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어 학습자의 학습 경험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한국 독일어

학습자가 처음에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중언어 학습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다른 제3언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경험 많은 학습자’이다.

조사에 참가한 대부분의 학습자는 자신의 다른 제3언어 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만, 구사 능력과 무관하게 이들은

다양한 문자와 언어 체계, 이 언어를 배우는 데 적합한 새로운 학습 방

법, 언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 언어권의 정신세계를 이미 접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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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erdina/Jessner(2002)의 주장처럼 단지 한 학습자의 언어 목록의 양

적 증가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자 전체를 바꾸는 질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질의 변화는 독일어 학습자를 더 성숙한 다중언어

학습자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5장의 경험 연구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학습자가 지금까지 쌓

아온 다양한 언어적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 초기부터 이전의 언어 학습 경험으로

부터 축적된 언어적 지식과 언어 학습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독일어 교사와 교재의 저

자는 각각 독일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교재를 집필하기 전에 대상

이 되는 독일어 학습자의 언어 경험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해당 학습자에

게 적합한 학습 방법과 재료를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언어 학습 경험으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가운데서 대부분의 독일어 학습자가 제2언어로 학습한 경험이 있고, 모

국어와는 달리 독일어와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어 전이될 가능성이 큰

영어의 학습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는 이미 고양된 메타 언어적 의식

을 바탕으로 독일어와 영어를 비교 분석하면서 영어 어휘 지식이 독일어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단 학습자의 주관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어휘 테스트와 읽기 텍스트 과제 결과도 독일어 어휘 학습에 있

어서 영어 어휘 지식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에서는 학습 초기부터 학습자가 갖고 있는

발달된 메타 언어적 의식을 밖으로 끌어내고 영어 지식의 전이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하게 하여 추론 가능한 잠재적 어

휘를 수동적 어휘로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전환시켜 학습자의 어휘 목록

을 확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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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독일어 교육과정을 만들 때 학습자가 쉽게 추

론할 수 있는 잠재적 어휘를 분류하여 새로운 기본 어휘 목록을 제작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본 어휘 목록은 제2언어 기본 어휘 목록이나 다

른 제3언어의 기본 어휘 목록과는 다른 어휘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어

휘 선별에 있어서 영어와의 유사성도 고려되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의 어휘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어휘 목록의 확장은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의 폭을

넓히고, 특히 독일어 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텍스트의 종류와 주제의 다

양성에 기여한다. 이 어휘 목록에 기초하여 교재에 제시될 텍스트를 선

정하게 되면 학습자의 관심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되고 좀

더 많은 실제 텍스트를 수업에서 다룰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학습자

는 독일어 학습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학습 동기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영어 학습 경험을 독일어 학습에 활용한다는 것을 자칫 독일어 학습자

가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표

5.6.4-10>를 보면 알 수 있듯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시간과 영어를 이용한

추론 능력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영어 지식

을 독일어 어휘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영어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

영어 지식이나 영어 학습 시간보다는 학습자의 메타 언어적 의식과 언

어 학습 의식이 DaFnE 교수 개념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한다. 아무리 영

어 지식이 훌륭하고 다양한 언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독일어 및 독일어 학습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자

원은 학습에 활용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따라서 독일어 수

업은 독일어와 영어, 즉 유사성을 띠는 언어에 대한 언어 의식을 강화하

며, 수업에서 이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인식시키고 학습자 스스로 이

를 찾아내어 자신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

시키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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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독일어 수업에서는 언어 지식 전달에만 치

중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에 비해 과중한 학습량과 학습자의 동기 부족,

제3언어 학습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수 재료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사실 독일어와 영어, 혹은 지금까지 학습한 다른 언어에 대

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보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현황을 파악하는 작

업이 동일한 시간에 무작정 단어를 암기한다거나 문법 규칙을 배우는 것

보다 훨씬 더 독일어 학습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독일어 수업 시간에 이

러한 작업을 위해 반드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

교재 역시 학습자가 계속 독일어와 영어의 유사성에 대해 민감해지도

록 자극해야 한다. 학습자가 두 언어를 비교하고 가설을 세우며, 이를 검

증하고 규칙을 도출해 내도록 교재를 구성해야 한다. 자칫 영어와 독일

어를 비교 분석한다고 해서 교재의 내용이 대조 언어학 입문서가 되어서

는 안 된다. DaFnE 수업의 최종 목표는 ‘언어학’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 학습의 효율성과 경제성이므로, 교재의 내용이 학습자가

자신의 메타 언어적 의식과 교사나 교재로부터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거나 또 다른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혼자 힘으로도 이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

DaFnE 교수 개념을 실제 독일어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

스로 제3언어 학습을 고려해서 제작된 수업 재료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도 필요하다. DaFnE의 개념에 기초해 만든 수업 재료라 할지라

도, 교사가 이 수업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자칫 DaFnE 수업이

‘영어+독일어 수업’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DaFnE-워크숍을 통해

DaFnE 교수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교수 재료를 제작해

보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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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DaFnE 학습은 독일어 학습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것 외에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선택 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

른 제2외국어와의 경쟁에서 독일어를 선택하는 학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제1외국어인 영어와 전혀 상이한 어휘, 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제2외국어나, 친족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자가 생소한 다른

제2외국어에 비해 독일어는 영어와의 관련성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다

는 사실을 이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편으로 제2외국어를 선택하기 전에 독일어 맛보기 강좌

(Schnupperkurs)를 제공하고, 이 강좌에서 영어와 독일어의 유사성 및

이를 통한 학습의 용이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학습자들에게 독일어

학습의 매력과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 후 이루어지는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을 그

림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림 6> Der Baum ‘Deutsch als Fremdsprache nach Engl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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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모국어와 영어를 비롯한 다른

외국어라는 토대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Deutsch als Fremdsprache

nach Englisch’는 외부적,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동기 및 메타 언어적 의

식과 학습자의 학습 경험, 삶의 경험에서 자양분을 얻고, 독일어 수업에

서 학습자가 각 언어의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해 담화적 말하기를 함으로

써 만들어진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여 학습의 경제성과 독일어 학습

의 매력이라는 산소(O2)를 생성해낸다.

본 논문은 영어 학습 경험이 어휘의 의미 추론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만 한정하여 다루었으나 어휘를 암기하고 장기 기억에 보존하

며, 이 어휘를 이후 텍스트 이해나 발화에 사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으

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경험 연구가 더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적용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DaFnE 교수 개념은 독일어 수업에 있어 엄청

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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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사전 조사 설문지

본 설문조사는 이미 학습한 영어 지식이 독일어 학습 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일부입니다.

작성된 설문지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다음 물음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1. 생년월일: 양력 ......... 년 ......... 월 ......... 일

2. 성별: 男 □ 女 □

3. 지금까지 어떤 외국어를 어떤 순서로 배우셨습니까? 괄호 안에 학습한 외국어의 학습 순서를 적

어주십시오.

영어 ( ) 독어 ( ) 불어 ( )

일어 ( ) 중국어 ( ) 스페인어 ( )

러시아어 ( ) 기타 ..................( )

4. 언제부터 영어를 (자율적, 수업, 학교, 학원에서든) 학습하셨습니까? 만 ........... 세부터

5. 영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학습하셨습니까?

a. 3년 미만 b. 3년 이상 6년 미만

c. 6년 이상 9년 미만 d. 9년 이상

e. 기타 .........................................

6. 현재 얼마나 집중적으로 영어를 학습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영문 텍스트 읽기, TV 또는 라디오 방송 청취, 통역, 영어시험 준비, 유학 준비 등)

a. 전혀 영어를 학습하거나 사용할 기회가 없다 → 얼마나 오래 전부터? ............ 개월 전부터

b. 일주일에 한 시간 미만

c.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그다지 집중적이지는 않음

d. 일주일에 2-3일 이상

e. 거의 매일, 매우 집중적으로

7. 언제부터 독어를 학습하셨습니까? 만 .......... 세부터

8. 지금까지 대략 몇 시간 독일어를 학습하셨습니까? ............. 시간 (예: 대략 600시간)

대략의 시간을 계산하기 힘드시면 현재 수강하고 있는 독일어 강좌명을 적어주십시오. 현재 독일

어 강좌를 듣고 있지 않다면 가장 최근에 들은 어학원이나 그 외 독일어 교육 기관의 강좌명

(Grundstufe Ib, Mittelstufe 2 etc.)을 적어주십시오. 또한 Zertifikat Deutsch, ZMP, DSH 등의 독일

어 인정 시험을 보신 적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204 -

9. 좌측의 항목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칸에 v 표시를 하십시오.

a. 어떠한 영향

도 미치지 않는

다. (독어학습과

영어학습은 전

혀 무관하다)

b. 매우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

다. (독어학습을

매우 어렵게 한

다.)

c.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d.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e. 매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다. (독어학습을

매우 용이하게

한다.)

f. 기타

어휘학습

(예: 단어, 숙어,

속담)

문법학습

(예: 어미변화.

문장구조)

발음 및 어조

9-1. 문항 9의 어휘학습과 관련하여 b와 c를 택하신 분은 영어 지식이 독어 학습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적어주십시오.

9-2. 문항 9의 어휘학습과 관련하여 d와 e를 택하신 분은 영어 지식이 독어 학습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적어주십시오.

10. 좌측의 항목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칸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a. 어떠한 영향

도 미치지 않는

다. (독어학습

과 영어학습은

전혀 무관하다)

b. 매우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

다. (독어학습

을 매우 어렵게

한다.)

c.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d.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e. 매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다. (독어학습

을 매우 용이하

게 한다.)

f. 기타

말하기

(예: 독일인과

대화하기)

듣고이해하기

(예: 방송 청취)

읽고이해하기

(예: 텍스트

읽고 해석)

작문

(예: 편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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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mer : ___________ (어머니의 성(姓) + 자기 핸드폰번호 끝 두 자리) (예) 박 07

순서 언어 기간 학습 및 습득 장소

1
한국어 태어나서-현재 학교수업/집

영어 태어나서-현재 학교수업 / 영어권거주 / 외국인학교

2 독일어 고등학교1학년-현재 학교수업 / 독일어권 거주 1년

3 일본어 고등학교 2학년&3학년 학교수업

순서 언어 기간 학습 및 습득 장소

    

    

    

    

    

순서 언어 비고

1 한국어 전반적으로 영어가 나은 것 같은데 말하기는 독일어가 나은
것 같음2 영어

3 독일어

4 일본어

순서 언어 비고

<부록 2.1> 외국어 고등학교용 설문지

본 설문은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언어학습 경험과 독일어 수업 및 학습에 대한 의

견을 조사하여 독일어 수업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수

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진행되어 작성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니

아래 질문에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해주십시오.

1. 나의 언어학습(습득) 경험을 시간순서에 따라 적어봅시다.

(예)

2.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언어구사 능력 순서대로 적어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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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1주일에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______시간 받으며, 1주일 평균 ______시간 정도 혼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영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에게 해당하는 □ 칸에 표시하세요.

□ 학원 1주일에 ______시간 □ 과외 1주일에 ______시간

□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 기타 (구체적으로)

5. 나는 1주일에 학교에서 독일어 수업을 ______시간 받으며, 1주일 평균 _____시간 정도 혼자 독일

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 학교 독일어 수업 외에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독일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 학원 1주일에 ______시간 □ 과외 1주일에 ______시간

□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독일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 기타 (구체적으로)

7. 나는 1주일에 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을 ______시간 받으며, 1주일 평균 _____시간 정도 혼자 중국

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8. 학교 중국어 수업 외에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중국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 학원 1주일에 ______시간 □ 과외 1주일에 ______시간

□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중국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 기타 (구체적으로)

9. 그 외에 다른 외국어를 정기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9.1. “예”라고 답했다면 어떤 외국어를 어디서, 어떻게 학습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10.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한 동기와 현재 독일어를 배우고 있는 개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

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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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관련된 언어 다른 언어 학습과 관련하여 배운 독일어 영역

□ 종종 그렇습니다

□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11-16. 다음은 효과적인 독일어 학습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1, 지금까지 학교 독일어 수업 혹은 학원 및 과외에서 교사가 종종 독일어를 한국어, 영어 혹은

기타 외국어 언어지식 및 학습방법과 관련시켜서 가르쳤습니까?

12. 독일어를 공부할 때 나의 한국어 지식 및 국어 학습 경험이 나의 독일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

까? 아니면 독일어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 칸에 표시하고 어떤 영역에

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되는지 적어봅시다.

어떤 영역에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됩니까?

□ 매우 큰 도움이 된다

□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된다.

□ 특별한 관련이 없다

□ 약간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방
해되는 면이 더 많다.

□ 매우 방해가 된다

13. 독일어를 공부할 때 나의 영어 지식 및 영어 학습 경험이 나의 독일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독일어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 칸에 표시하고 어떤 영역에서 도

움 혹은 방해가 되는지 적어봅시다.

어떤 영역에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됩니까?

□ 매우 큰 도움이 된다

□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된다.

□ 특별한 관련이 없다

□ 약간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방
해되는 면이 더 많다.

□ 매우 방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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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일어를 공부할 때 나의 중국어 지식 및 중국어 학습 경험이 나의 독일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

까? 아니면 독일어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 칸에 표시하고 어떤 영역에

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되는지 적어봅시다.

어떤 영역에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됩니까?

□ 매우 큰 도움이 된다

□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된다.

□ 특별한 관련이 없다

□ 약간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방
해되는 면이 더 많다.

□ 매우 방해가 된다

15. 한국어 영어 독일어 중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답하세요.

독일어를 공부할 때 기타 나의 _______어(語) 지식 및 ______어(語) 학습 경험이 나의 독일어 학습

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독일어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 칸에 표시하

고 어떤 영역에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되는지 적어봅시다.

어떤 영역에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됩니까?

□ 매우 큰 도움이 된다

□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된다.

□ 특별한 관련이 없다

□ 약간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방
해되는 면이 더 많다.

□ 매우 방해가 된다

16. 지금까지 “나의” 독일어 학습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습방법을 적어봅시다. (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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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법, 어휘, 발음, 정서법, 듣기, 말
하기, 쓰기 등)

주제

(쇼핑하기, 학교생활, 여행, 음식, 음
악 등)

17. 내가 목표로 하는 독일어 능력을 적어봅시다.

(예) 외교관이 되고 싶기 때문에 거의 native speaker처럼 독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 대학가서 독일어로 된 전공서적을 읽을

정도 / 독일어권으로 여행가지 않는 한 독일어 사용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므로 여행가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

18. 나의 독일어 학습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독일어 영역을 구체적으

로 적어봅시다. (교과서를 펼쳐놓고 앞서 다뤘던 내용 중에 이해가 힘든 부분을 상세하게 모두 적

어도 좋고, 어휘, 문법, 독해, 청취 등의 영역을 적어도 됨)

19. 앞으로 독일어 수업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영역과 주제를 모두 적어봅시다.

20. 독일어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길 희망하는 매체들(사진, 영상, 칠판 필기, Handout, 책 등)을 모
두 적어봅시다.

지금까지 손가락에 땀나도록 열심히 적느라 수고했습니다.
설문지에 적은 여러분의 의견을 독일어 수업에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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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언어 기간 학습 및 습득 장소

1
한국어 태어나서-현재 학교수업/집

영어 태어나서-현재 학교수업 / 영어권거주 / 외국인학교

2 일본어 고등학교 2년 학교수업

3 독일어 2개월 전 - 현재 학원

순서 언어 기간 학습 및 습득 장소

    

    

    

    

    

순서 언어 비고

1 한국어 독해는 영어가 낫지만, 말하기는 일본어가 더 우수함

2 영어

3 독일어

4 일본어

순서 언어 비고

<부록 2.2> 어학원 및 대학용 설문지

본 설문은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언어학습 경험과 독일어 수업 및 학습에 대한 의

견을 조사하여 독일어 수업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령: □ 만 15-만 20세 □ 만 21세 - 만 25세 □ 만 26세 - 만 30세 □ 만 36세-만 35세

성별: □ 남 □ 여

1. 나의 언어학습(습득)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어봅시다.

(예)

2.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언어구사 능력 순서대로 적어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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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관련된 언어 다른 언어 학습과 관련하여 배운 독일어 영역

□ 종종 그렇습니다

□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3. 나는 1주일에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______시간 받으며, 1주일 평균 ______시간 정도 혼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 나는 1주일 평균 _______ 시간 정도 혼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5. 나는 1주일 평균 _______ 시간 정도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영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6. 나는 1주일에 어학원/대학에서 독일어 수업을 _______시간 받으며, 1주일 평균 ______ 시간 정도

혼자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7. 나는 1주일에 (어학원/대학 외 다른) 기관에서 수업을 _____ 시간 받고 있습니다.

8. 영어와 독일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정기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1. “예”라고 답했다면 어떤 외국어를 어디서, 어떻게 학습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9.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한 동기와 현재 독일어를 배우고 있는 개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

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10. 내가 목표로 하는 독일어 능력을 적어봅시다.

(예) 거의 native speaker처럼 독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가서 독일어로 된 전공서적을 읽을 정도, 여행가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

11, 지금까지 학교 독일어 수업 혹은 학원 및 과외에서 교사가 종종 독일어를 한국어, 영어 혹은

기타 외국어 언어지식 및 학습방법과 관련시켜서 가르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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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일어를 공부할 때 나의 한국어 지식 및 국어 학습 경험이 나의 독일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

까? 아니면 독일어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 칸에 표시하고 어떤 영역에

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되는지 적어봅시다.

어떤 영역에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됩니까?

□ 매우 큰 도움이 된다

□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된다.

□ 특별한 관련이 없다

□ 약간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방
해되는 면이 더 많다.

□ 매우 방해가 된다

13. 독일어를 공부할 때 나의 영어 지식 및 영어 학습 경험이 나의 독일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독일어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 칸에 표시하고 어떤 영역에서 도

움 혹은 방해가 되는지 적어봅시다.

어떤 영역에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됩니까?

□ 매우 큰 도움이 된다

□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된다.

□ 특별한 관련이 없다

□ 약간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방
해되는 면이 더 많다.

□ 매우 방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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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일어를 공부할 때 나의 중국어 지식 및 중국어 학습 경험이 나의 독일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

까? 아니면 독일어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 칸에 표시하고 어떤 영역에

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되는지 적어봅시다.

어떤 영역에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됩니까?

□ 매우 큰 도움이 된다

□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된다.

□ 특별한 관련이 없다

□ 약간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방
해되는 면이 더 많다.

□ 매우 방해가 된다

15. 한국어 영어 독일어 중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답하세요.

독일어를 공부할 때 기타 나의 _______어(語) 지식 및 ______어(語) 학습 경험이 나의 독일어 학습

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독일어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 칸에 표시하

고 어떤 영역에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되는지 적어봅시다.

어떤 영역에서 도움 혹은 방해가 됩니까?

□ 매우 큰 도움이 된다

□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된다.

□ 특별한 관련이 없다

□ 약간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방
해되는 면이 더 많다.

□ 매우 방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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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어휘 테스트를 위한 어휘 목록

1 2 3

Adresse

Appetit

Arm

Auto

Bäckerei

Bad

Ball

Bank

Bett

Bier

Bruder

Buch

Butter

Chef *

Durst

Eis

Ende

Familie

Feuer

Finger

Firma

Fisch

Fleisch

Freund

Garten

Gast

Gitarre

Glas

Hand

Haus



- 215 -

1 2 3

Hobby

Hunger

Hut *

Idee

Instrument

Jacke

Kaffee

Karte

Katze

Kind *

Kino

Klasse

Konzert

Lampe

Land

Licht

Mann

Markt

Maschine

Men

Milch

Million

Minute

Moment

Museum

Musik

Mutter

Nacht

Name

Natur



- 216 -

1 2 3

Note *

Nudel

Nummer

Onkel

Packung

Papier

Park

Pass

Person

Pfeffer

Platz

Polizei

Polizist

Post

Preis

Problem

Programm

Pullover

Reis

Restaurant

Salat

Salz

Schiff

Schokolade

Schuh

See *

Sohn

Strasse

Student59) *

Su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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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Tee

Theater

Tochter

Universität

Vater

Wasser

Wetter

Wind

Wort

Zigarette

address appetite automobile bakery bath bed book

brother card cat chief child chocolate cigarette cinema

coffee concert daughter father fire firm flesh friend

garden guest house hood idea jacket light market milk

mother noodle nose number pack paper passport pepper

police policeman price rice salad salt sea ship shoe

son soup street sun thirst uncle university water

weather word

 

영어 어휘 목록

59) 연구자가 어휘 목록 제작 시 ‘Straße'를 ’Strasse'로 기입하는 오류를 범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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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gpersonal streikt bei Austrian Airlines

Das fliegende Personal der österreichischen Fluggesellschaft

Austrian Airlines trat in einen unbefristeten Streik. Die Mitarbeiter

wollen damit gegen geplante Entlassungen protestieren. Auf dem

Wiener Flughafen warteten in der Nacht Hunderte von Passagieren

auf ihre Flüge.

Sie ist Chamäleon unter den Popstars

Gwen Stefani erfindet sich immer wieder neu und bleibt doch

ihrem eigenen Stil treu. Die 39-Jährige ist eine Ikone, die

Homegirl und Diva in ihrem Look vereint. Ihr Markenzeiche: roter

Kussmund schwarzer Lidstrich.

Wie macht man ein Kleid?

[..] Das Designer Team hat die neue Winterkollektion entworfen.

Nach der Modellskizze werden die einzelnen Schnittteile am

Computerbildschirm über CAD-systeme konstruiert. [...] Die neue

Winterkollektion ist fertig gestellt. Jetzt wird sie auf den

Fachmessen präsentiert.

<부록 4> 읽기 과제 텍스트

Text 1

Text 2

Tex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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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flüsse des Englischlernens auf das Lernen

des Deutschen als Tertiärsprache

- mit Schwerpunkt auf Wortschatzarbeit -

Im Allgemeinen wird die Terminologie ‘Tertiärsprache’ bzw. ‘L3’ als

eine dritte Sprache definiert, die man in chronologischer Reihenfolge

nach dem Erlernen der Muttersprache und der ersten Fremdsprache

lernt. In manchen Fällen vertritt der Begriff auch alle anderen

Sprachen, die nach dem Erlernen der Muttersprache und der ersten

Fremdsprache erworben bzw. gelernt werden.

Der Deutschunterricht wird bisher im Rahmen der

Zweitsprachenerwerbsforschung behandelt. Die verstärkte Tendenz,

Englisch als erste Fremdsprache zu lernen und die Förderung von

Mehrsprachigkeit führen jedoch dazu, Deutsch generell als

Tertiärsprache nach Englisch zu lernen. In der Fremdsprachenlehr-

und -lernforschung hat sich auch in den letzten Jahren die Erkenntnis

durchgesetzt, dass sich das Erlernen einer Tertiärsprache hinsichtlich

der sprachlichen Interaktion, Sprachlernerfahrung, kognitiven Fähigkeit,

metasprachlichen Bewusstheit, Emotion der Lernenden und der

Unterrichtsbedingungen vom Erlernen der ersten Fremdsprache

deutlich unterscheidet. Für das Erlernen des Deutschen als

Tertiärsprache wird somit eine spezielle Methodik und Didaktik

gefordert, die sich von der der ersten Fremdsprache abgrenzt.

Daraus folgt die Entwicklung des Konzepts ‘DaFnE (Deutsch 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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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mdsprache nach Englisch)’, das beim Deutschlernen die

Sprachlernerfahrung des Englischen, das große Gemeinsamkeiten mit

dem Deutschen aufweist, und der erhöhten metasprachlichen

Bewusstheit der Lernenden Vorteile zieht.

Was die sprachtypologische Distanz zwischen Koreanisch, Englisch

und Deutsch, das Schulcurriculum und die Lern- und

Unterrichtsbedingungen anbelangt, so ist das Deutschlernen in Korea

einem typischen Tertiärsprachenlernen zuzuordn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ie Anwendungsmöglichkeit des Konzepts DaFnE im

koreanischen Deutschunterricht überprüft. Unter den verschiedenen

Sprach- und Sprachlernbereichen geht es in dieser Arbeit

hauptsächlich um das Wortschatzlernen, weil das DaFnE-Konzept in

vorangehenden Tertiärsprachenforschungen im Wortschatzbereich eine

große Anwendungsmöglichkeit bewiesen hat. Besonders wird die

Frage, wie die Lernenden im Anfängerniveau bei der Erschließung der

Bedeutung von unbekannten deutschen Wörtern ihre

Englischkenntnisse und Lernerfahrungen aktivieren und benutzen,

empirisch untersucht.

Insgesamt 139 Oberschülerinnen und Studierenden wurden

schriftliche Umfragen, ein Wortschatztest und eine Aufgabe zum

Leseverstehen gestellt. Durch die Analyse der Ergebnisse wurden

folgende Erkenntnisse erlangt:

1)　 im Hinblick auf die Sprachlernbiographie, das Alter, die

Sprachkompetenz der Deutschlerner und den Lernbedingungen

weist das Deutschlernen in Korea Besonderheiten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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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tiärsprachenlernens auf, mit denen sich dieses deutlich vom

Lernen der ersten Fremdsprache unterscheidet.

2) Die Probanden erkennen auf ihrer erhöhten metasprachlichen

Bewusstheit lexikalische Ähnlichkeiten und Unterschiede

zwischen Deutsch und Englisch und begreifen die

Transfermöglichkeit ihrer Englischkenntnisse und

Lernerfahrungen bei der deutschen Wortschatzarbeit.

3) In der Praxis können die Probanden mit Hilfe ihrer

Englischkenntnisse die Bedeutung von unbekannten deutschen

Wörtern, die mit den entsprechenden englischen Wörtern

phonologische bzw. orthographische Ähnlichkeiten aufweisen,

erfolgreich erschließen. Diese Erschließungsfähigkeit der

Lernenden bezieht sich jedoch weder auf die Lerndauer noch auf

die Lernintensität der englischen Sprache. Vielmehr wird sie von

der metasprachlichen Bewusstheit und Sprachlernbewusstheit der

Lernenden determiniert.

Diese Erkenntnisse weisen darauf hin, dass die Lerneffektivität

schon im Anfängerunterricht gesteigert werden kann, indem die

Deutschlerner ihr gesammeltes sprachliches Wissen und die

Sprachlernerfahrungen vom früheren Sprachenlernen aktivieren und

einsetzen. Der Deutschunterricht und die Deutschlehrwerke sollen dazu

so konzipiert werden, dass Deutschlerner durch das Vergleichen und

Besprechen von Ähnlichkeiten und Unterschieden ihre

Sprachbewusstheit gegenüber der deutschen und englischen Sprache

verstärken können. Zudem soll die Fähigkeit der Lernenden trainiert

werden, selbst Gemeinsamkeiten beider Sprachen für das

Deutschlernen zu nutzen. Außerdem ist es notwendig, dass di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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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lcurriculum angeführte Grundwortschatzliste revidiert wird, indem

der potentielle Wortschatz, dessen Bedeutung aufgrund der

Englischkenntnisse leicht zu erschließen ist, aufgenommen wird. Die

Erweiterung des Wortschatzinventars ermöglicht den Einsatz

authentischer Texte mit verschiedenen Themen und Inhalten im

Deutschunterricht und trägt weiterhin dazu bei, das Interesse und die

Motivation der Lernenden zu fördern und zu stärken.

Stichwörter:

Tertiärsprachenlernen

Mehrsprachigkeit und multiples Sprachenlernen

Wortschatzarbeit im Deutschunterricht

Einflüsse des Englischlernens

Deutsch als Fremdsprache nach Engl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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