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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외국어 학습자의 모국어 문장 처리 방식이 외국어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어 모국어자가 외국어인 영어
문장을 읽는 동안 안구 운동을 측정하였다. 초보 학습자들이 흔히
사용하리라 예상하는 전략 즉, 시선을 고정했을 때 지각되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문장으로 재구성하면서 이해하려는 전략을
상정하고, 영어 원문과 번역된 한국어 문장 간 두 언어의 구문론적 차이로
인해 처리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세 가지 실험의 독립
변수는 모두 영어 문장의 구문론적 특성과 번역된 한국어 문장의 구문론적
특성 간의 상충 여부이고, 종속 변수는 문장 처리 과정을 반영할 것으로
간주되는 안구운동추적을 통해 얻어진 안구운동측정치들이다. 실험
참여자들은 외국어인 영어에 대하여 단어의 뜻과 구문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영어 문장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로서 영어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삼 학년 학생들이었다.
첫째 실험 조건은 부사절 접속사 처리 과정을 다루었다. 모국어인
한국어로 번역하면, 구문론적 특성 즉 연결어미 어간의 부재 때문에
단어-중간언어 통합 시 즉각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유발되리라 예상되는
부사절 접속사와, 접속부사로 번역되어 그런 어려움이 유발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등 접속사로 구별하고, 이 접속사들이 포함된 영어
문장을 읽을 때 한국어 모국어자의 안구 운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접속사
뒤 부사구의 삽입으로 인지부담을 가중시킨 문장들을 이용하여 즉각 처리
어려움에 대한 지연 처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부사절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을 읽을 때, 접속사 영역에 해당하는 애매영역에서 고정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고, 해당 부사절의 동사 영역에 해당하는 애매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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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안구운동 역방향누적시간이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이런 두
가지 관찰 사실들은 실험 참여자들이 부사절을 처리할 때 번역에 기인한
처리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실험 조건은 관계절 처리 과정을 다루었다. 모국어인 한국어로
번역하면, 구문론적 특성 즉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간의 부재 때문에
단어-중간언어 통합 시 즉각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유발되리라 예상되는
관계사와, 접속부사로 번역되어 그런 어려움이 유발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등 접속사로 구별하고, 이 접속사들이 포함된 영어 문장을
읽을 때 한국어 모국어자의 안구 운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관계사 뒤
부사구의 삽입으로 인지부담을 가중시킨 문장들을 이용하여 즉각 처리
어려움에 대한 지연 처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관계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으로 처리 시 한국어와 영어 간 수식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도 살펴보았다. 관계절을 포함한 문장을
읽을 때, 관계사에 해당하는 즉각 처리 애매영역에서는 고정시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관계절의 동사에 해당하는 즉각 처리
애매해소영역에서는 단일고정시간과 역방향누적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관계사 앞 명사 영역에 해당하는 분지 방식 차이에 대한
애매해소영역에서 인지부담을 가중시킨 관계사 조건의 총읽기시간이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이런 관찰 사실들은 실험 참여자들이 관계절을
처리할 때 번역에 기인한 처리의 어려움과 수식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실험 조건은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과정을 다루었다. 중학생 실험
참여자에게는 구문 구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주로 단어 정보에
의존하여 처리해야 하는 현재분사 부사절을 이용하여, 주어가 포함된
현재분사 부사절과 주어가 생략된 현재분사 부사절로 구별하여, 이런
구조를 포함한 영어 문장을 읽을 때 한국어 모국어자의 안구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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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현재분사 부사절의 현재분사에 해당하는 애매영역에서 주어가
있는 현재분사 부사절의 주시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고, 주어가 생략된
현재분사 부사절의 총읽기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 전자의 결과는 현재
처리하는 단어의 통합과정에서 단어의 품사 정보와 형태소 정보 상충에
의한 처리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후자는 생략된 논항에 의한 술어와
논항 간 처리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외국어인 영어에 대하여 단어와 구문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영어 문장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영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로 번역한 문장을 만들어가며
처리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외국어 문장의 단어들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만들어진 구문 구조에 대한 모국어와 외국어 간 구문론적 특성이
상충될 때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 방식으로, 모국어 부정적 전이가
일어나 외국어 문장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외국어 학습 발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영어 문장 읽기, 안구운동추적, 번역, 즉각 처리,
단어-중간언어 통합, 모국어 부정적 전이
학번: 2005-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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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글 읽기의 인지적 처리 산물: 명제 표상
인지적 관점에서 언어 처리는 인지 문제 해결 과정(Anderson, 1983)으로,
글 읽기도 텍스트1)로부터 인지적 표상을 만들어 내는 일종의 인지 문제
해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인지 문제 해결 과제로서의 글 읽기는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명제 표상(propositional representation)을 계산해 내는
과제(Kintsch & Keenan, 1973)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명제’라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성분인 개별 단어들이 이루는 관계로, ‘단어들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의미의 기본단위’에 해당하며, 문장에 대한 명제
표상은 두 가지 처리 과정 즉, 명제 내의 처리(개별 명제의 처리)와 명제
간의 처리(명제 간의 관계 계산)를 통해 얻어진다(Kintsch, 1974). 명제
내의 처리란 명제를 구성하는 술어와 논항의 관계 계산을 주 내용으로
하며, 명제 간의 처리는 두 개 이상의 명제로 구성된 문장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명제들의 관계를 계산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글 읽기 시 저장과 처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작업 공간: 작업 기억
글 읽기라는 인지 문제 해결 과정은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이란
작업 공간에서 이뤄지며, ‘저장’과 ‘처리’가 작업 기억이라는 하나의 자원을
이용하여 이뤄진다(Baddeley, 1983, 1986; Anderson, 1983; Newell &
1) ‘텍스트’란 인쇄된 글(printed text) 즉, ‘문장 처리 시 물리적 자극으로서의 글’이란 의미로 본
연구에서 ‘텍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1

Simon, 1972).
작업 기억의 특징: 제한적 용량
글 읽기와 관련한 작업 기억의 중요한 특징은 용량이 제한적(Just &
Carpenter, 1992)이라는 점이다. 작업 기억은 글 읽기라는 인지 문제 해결
과제에 대한 숙련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인지능력에
따라서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된 특징은 범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작업 기억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장과 처리가 하나의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이뤄지고 그 자원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장에 용량이 많이
할당되면 처리에 사용 가능한 용량은 그만큼 줄어들고 그 반대로 처리에
용량이 많이 할당되면 저장에 가능한 용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문장
이해와 관련하여 저장과 처리가 동시에 관여하는 작업 기억의 이러한
특징은 문장을 처리하면서(소리 내어 읽으면서) 동시에 저장(문장의
마지막 단어를 저장)해야 하는 ‘읽기 폭 과제’(reading span task)를 통한
측정에 실지로 반영된다(Daneman & Carpenter, 1980; 이병택, 김경중,
조명한, 1996).
글 읽을 때 안구운동 특징
글을 읽을 때 시선은 글이 쓰인 방향으로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안구의 움직임이
미미한 고정(fixation)과 다음 고정점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도약
안구운동(saccade)을 번갈아 반복적으로 보이며(Huey, 1908), 고정 시에
시각 정보를 얻는다. 시각 정보는 고정 시에만 추출되며 도약 중에는 거의
추출되지 않는다는 ‘도약 억제’(saccadic suppression) 현상(Rayner &
Pollatsek, 1989)이 알려져 있으며, 또한 도약 안구운동 중에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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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정보는 계속 처리될 수 있음(Irwin, 1998)이 알려져 있다. 또한
‘지각 폭’(perceptual span) 즉, ‘하나의 시선 고정에서 지각되는 글의
영역’(Huey, 1908)이 있어서 한 번의 시선 고정으로 추출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지각 폭은 ‘움직이는-창 기법’(moving
window technique) 즉, 현재 고정하고 있는 눈의 위치를 파악하여 좌우에
일정한 수의 글자들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영역은 무의미한 문자들로 바꿔
읽을 수 있는 글의 범위를 통제하는 기법(McConkie & Rayner, 1975)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영어 문장을 이용한 움직이는-창 기법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영어의 지각 폭은 시선 고정 위치에서 글을 읽어가는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는 3-4자(Rayner, Well, Pollatsek, 1980; Underwood &
McConkie, 1985), 글 읽어가는 방향인 오른쪽으로는 14-15자 정도임이
보고되었다(Rayner, Inhoff, Morrison, Slowiaczek, Bertera, 1981; Rayner,
1986). 실지로 이 정도의 움직이는-창 크기에서 독자가 영어 문장을
읽으면, 시선 고정 시 정보를 최대로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이므로 독자는 움직이는 창이 없을 때와 별 차이 없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글을 읽을 때의 안구 운동 특성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점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한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에서 추출한 정보를 처리하여 이전 고정들에서 추출한 정보를 통해
만들어 놓은 문장 구조와 통합해 가며 조금씩 점진적 처리(incremental
processing)를 한다는 점이다. 즉, 글 읽기 과정은 한 번에 조금씩 추출한
정보를 구성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작업 기억이란 작업 공간에서 계속
갱신해가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명제 표상을
얻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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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성 가설
문장을 조금씩 읽어 가면서 정보를 추출하고 작업 기억이라는 하나의
인지적 자원을 이용하여 저장 및 처리가 이뤄지는 특성 하에 글 읽기
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전략으로 글 읽기 처리의 ‘즉각성
가설’(immediacy assumption)이 제안되었다(Just & Carpenter, 1980). 글
읽기 처리의 즉각성 원리란 글을 읽는 동안 작업 기억 내 어떤 정보가
입력되면 그와 관련한 가능한 모든 처리 즉, 지각적 분석, 단어 정보 처리,
통사 처리 등 가능한 모든 수준의 처리가 즉각적 및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작업 기억 내 입력된 정보가 바로
바로 처리되지 않고 지연 처리된다면 글을 읽어 감에 따라 처리해야할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것에 작업 기억 내 저장 용량이
사용되면 그만큼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 기억 용량이 감소할
것이기에 지연 처리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며 즉각 처리가 효율적인 처리
전략이라 생각할 수 있다.
글 읽기 처리 모형
글 읽기 처리 모형에는 글 읽기 처리 각 단계에 관여하는 정보의 특징에
따라 상향식 (bottom-up) 모형, 하향식 (top-down) 모형, 상호작용
(interactive) 모형이 있는데(Rayner, 1989), 본 연구에서는 글 읽기 처리
각 단계에서 정보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처리됨을 고려하여 상호작용
모형이면서 안구 운동이 적절한 수준으로 반영된 모형으로 Just와
Carpenter (1980)의 글 읽기 모형을 채택했다. 이 모형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호작용 모형에는 Rumelhart (1977)의 모형과 Rayner와 Pollatsek
(1989)의 모형도 있으나, Rumelhart의 모형은 통사 정보, 의미 정보, 표기
정보, 단어 정보와 같은 다양한 정보의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특히 안구 운동에 대한 특징이 고려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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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반면 Rayner와 Pollatsek (1989)의 모형은 안구
운동에 관한 요소가 너무 구체화되어있어 외국어 글 읽기에 대한 초기
모형에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판단하여, 상호작용 모형이면서 안구
운동이 적절한 수준으로 반영된 Just와 Carpenter (1980)의 모형을 본
연구에서 참고한 모국어 글 읽기 모형으로 채택했다.
Just와 Carpenter (1980)는 안구 운동을 통한 글 읽기 시 정보의 입력과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 내 정보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국어 글 읽기
모형을 제안했다(그림1). 이 모형에 따르면, 글 읽기 과정은 시선 고정으로
시작하는데, 다음 고정위치로 이동하는 ‘다음 입력 과정’(‘Get Next
Input’)전까지 그 위치에 고정하여 고정된 단어의 의미가 작업 기억에
활성화 될 때까지 모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다. 고정된 단어의 의미가
작업 기억에 활성화되면 그 다음 한두 단어로 안구 도약이 일어나며
고정과 동시에 그 다음 처리가 시작된다. 고정 시에는 네 가지의 처리가
이뤄진다. 첫째, ‘물리적 속성 추출 과정’(‘Extract Physical Features’)에서
텍스트로부터 고정된 단어의 물리적 정보들이 추출된다. 둘째, ‘단어
부호화와 단어 정보 접근 과정’(‘Encode Word and Access Lexicon
stages’)에서, 고정된 단어가 지각적으로 부호화되며 단어와 관련된 개념이
활성화된다. 셋째, ‘의미역 할당 과정’(‘Assign Case Roles’)으로 이
과정에서 단어의 의미역이 결정되는데, 이 과정은 단어들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첫 번째 과정이 된다. 또한 격 할당은 절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절 구분 과정’(clausal segmentation procedure)을
포함한다. 넷째, ‘이전에 처리된 문장 구조와 표상 통합 과정’(‘Integrate
with Representation of Previous Text’)으로, 현재 고정에서 처리한
정보가 그 고정 전에 처리하여 작업 기억 내 저장되어 있는 문장 처리
결과물에 통합되어 새로운 문장 처리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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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모국어 글 읽기 모형 (Just & Carpenter, 1980)
이러한 과정은 문장의 마지막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즉, 한 고정에서
‘이전 텍스트와 표상 통합 과정’까지 끝나면 문장이 끝났는지를 확인하여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다시 ‘다음 입력 과정’을 통하여 다음 고정 영역으로
시선이 이동하며, 만약 문장이 끝났다면 ‘문장 마무리 과정’(‘Sentence
Wrap-up’)에서, 글 읽는 이는 문장 내 모순을 찾아 해결하려 시도한다.
이를테면, 아직 할당되지 않은 단어의 지시 대상(referent)이 있는지 찾는
일을 수행한다.
통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형에서 글 읽기 시 통합이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각 단어를 만날 때 그 단어의
정보를 이전 정보와 연관 지을 때 통합이 일어난다. 둘째, 절의 해석 시에
통합이 일어난다.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이 사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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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첫 번째는 새로운 정보가 이미 작업 기억 내에 있는 정보와
연관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처리 오류가
판별되고 수정이 시도되는 과정으로 이는 첫 번째 통합과정에 비해 좀 더
오래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모국어 글 읽기에 대한 이 모형에
따르면, 오류가 생겨서 수정을 해야 할 때 문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정보의 위치를 활용하며,
문장의 끝은 한 생각이 끝나고 새로운 생각이 시작하는 지점이므로,
문장의 끝에서 통합을 시도하는 게 적절하지만, 절의 끝에서 또는 문장
이상의 단위의 끝에서 마무리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글 읽기 처리가 반영되는 안구운동
제한된 용량의 작업 기억을 통한 문장 읽기 시, 처리 어려움은 글 읽기
시 안구운동에 반영된다. 글을 읽는 동안 안구운동을 측정해 보면, 고정된
단어의 특징이 고정 시간에 반영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독자들은 어렵고 중요한 단어를 더 오래 본다(Ehrlich & Rayner,
1981; Just & Carpenter, 1980; Rayner, 1978, 1983, 1998).
외국어 글 읽기의 인지적 관점
외국어 및 제 2언어(second language 또는 L2) 글 읽기도 외국어로 쓰인
텍스트로부터 명제 표상을 계산해 내는 인지 문제 해결 과제로 이해할 수
있다. 외국어와 제 2언어 둘 간의 차이는 생활 언어가 모국어(first
language 또는 L1)이면서 두 번째 언어를 학습할 때를 외국어 환경으로,
생활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두 번째 언어이면서 그 언어를 학습할 때를 제
2언어 환경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은
외국어 환경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어를 제 2언어가 아닌 외국어로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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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글 읽기와 모국어 글 읽기의 차이점: 모국어 전이
외국어 글 읽기가 모국어 글 읽기와 차이가 나는 점은 ‘모국어 전이’(L1
transfer) 즉, 외국어 문장 읽기 과정에서 모국어가 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Weinreich, 1953; Schachter, 1983; Jarvis et al, 2008). 이러한 언어
간 상호작용은 제 2언어 사용자가 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말을 이해할
때도 관찰된다(Dussias & Sagarra, 2007).
외국어 글 읽기 처리의 특징: ‘중간언어’를 이용한 처리
외국어 글 읽기가 모국어 글 읽기와 또 다른 차이점은 외국어 문장 처리
과정 중 두 언어의 특징이 공존하는 중간언어 )(interlanguage)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Selinker, 1972). Selinker는 중간언어를 외국어 학습자가
모국어의 언어체계에서 벗어나 목표 언어의 체계를 습득하는 외국어
발달의 중간 단계에서 외국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만들어 가는 언어
체계로 이해하여, 외국어로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중간언어에서 관찰되는
오류를 외국어 학습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겼다.
본 연구에서 ‘중간언어 문장’이라는 용어는 Selinker의 중간언어 개념에
대하여 모국어와 외국어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개념이나, Selinker의 중간언어란 의미가 외국어의 말하기나 글쓰기와 같은
언어 ‘생산’ 과정의 ‘결과물’이란 점과는 대비되는 관점으로, 외국어 읽기와
같은 언어 ‘이해’ 과정의 ‘실시간 처리를 반영하는 표상’이란 의미로
사용했다. 즉, ‘중간언어 문장’이란 ‘외국어 문장 읽기 시 문장 처리를
위하여 외국어 문장과도 모국어 문장과도 각각 동일하지 않으면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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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중간언어’(interlanguage)라는 용어는 기계번역의 규칙기반 접근법의 한 방식으로서의
‘중간언어’(interlingua) 즉, 모든 언어에 공통적인 표상체계인 중간언어를 상정하고 특정 언어를
중간언어로 변환한 뒤 이것으로부터 여러 언어로 번역을 시도하는 기계번역 방식에 이용되는
중간언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습득과정 중 외국어 처리를 위해 작업 기억 내에
만들어질 것이라 여겨지는 모국어와 외국어의 특징의 중간적 특징을 보이는 언어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외국어 단어의 대표적인 번역으로 만들어진 문장 구조’ 또는 ‘외국어 문장의
도식적인 해석으로 만들어진 문장 구조’의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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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외국어와 모국어의 중간적 특징을 갖고 있는 문장 구조’란 의미로
사용했다. 같은 정의를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읽기 시 중간언어 문장 구조’에 적용하면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읽기 시
외국어인 영어의 어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단어는 모국어인 한국어로
번역되어 구성된 문장 구조로, 처리를 위해 작업 기억 내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리라 예상되는 단어의 대표적인 번역 또는 도식적인 해석으로
만들어진 문장 구조’로 정의하여 사용했다. 외국어 문장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외국어 사용자가 문장을 읽어 가면서 중간언어를 통하여 성공적인
인지적 표상을 구성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보 외국어 학습자의 외국어 단어 처리의 특징: 모국어 단어로 번역
초보 이중언어자는 제 2언어의 단어를 처리할 때 제 2언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념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경로를 이용하기보다는
모국어로 번역된 단어를 경유하여 모국어 단어와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결된 의미정보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Kroll & Stewart, 1994).

그림2. 이중언어자 단어 처리 모형 (Kroll & Stewar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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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이중언어자의 단어 처리를 나타내는 그림2를 살펴보면,
모국어(L1)와 제 2언어(L2)를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의 크기는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에서 각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즉, 초보
이중언어자의 경우는 제 2언어보다는 모국어가 언어 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살표는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다. 제 2언어의 단어 처리 시, 가용한 정보의 경로는 두 가지 첫째,
제 2언어 단어와 언어적으로 연결된 즉, 번역하여 얻어진 모국어 단어를
경유하여 그 번역된 모국어 단어와 강하게 연결된 개념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즉, 제 2언어-모국어의 언어적 연결과 모국어-개념의 개념적
연결(L2-L1 lexical links & L1-concepts conceptual links)을 이용하는
경우(그림2에서 굵은 화살표를 이용한 경로에 해당)와 둘째, 제 2언어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단어의 개념을 이용하는 경우 즉, 제
2언어-개념의 개념적 연결(L2-concepts conceptual links)을 이용하는
경우(그림2에서 양방향 점선 화살표에 해당)가 있는데,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초보 이중언어자의 경우 아주 미약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제 2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중언어자는 제 2언어 단어 처리 시 개념
정보로 연결되는 약한 연결을 통해 처리하기보다는 모국어로 전환된
단어의 언어적 정보를 이용하여 모국어 단어와 강하게 연결된 개념 연결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모델을 영어 문장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읽기에 확장하여 생각하면, 초보 영어 학습자가 고정 시
텍스트로부터 얻어진 영어 단어의 물리적 속성을 이용하여 그것에
상응하는 한국어 단어로 번역하고 이어서 한국어 단어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 즉, 의미를 인출할 것이라는 예측, 달리 말해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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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
앞서 모국어 글 읽기가 텍스트로부터 명제 표상을 계산해 내는 인지
문제 해결 과제이며 이 과정이 작업 기억이라는 제한적 용량으로 저장과
처리가 모두 이뤄지는 작업 공간에서 이뤄짐을 알아보았고, 안구운동과
장기 기억과 작업 기억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모국어 글 읽기 모형도 살펴보았다. 텍스트로부터 명제 표상을 계산해
내는 인지 문제 해결 과제로서의 외국어 글 읽기와 모국어 글 읽기와의
차이점으로 모국어가 외국어 글 읽기 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점과 처리 시
작업 기억 내 모국어와 외국어의 특징이 공존하는 중간언어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초보 외국어자의 경우 단어 처리를 모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러나 외국어 문장
처리에 학습자의 모국어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고, 특히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읽기에 관한 안구운동추적 실시간 처리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한국어
모국어자가 외국어인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실시간 처리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실시간 처리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 문장 읽기가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명제 표상을
얻는 인지 문제 해결 과제라는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중간언어 개념과
초보 외국어 학습자의 외국어 단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에 대하여, 모국어 글 읽기 모형인 Just와
Carpenter (1980) 모형을 기초로 외국어 문장 읽기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외국어 문장 읽기 과정을 다룬 본 연구의 가설과 모국어 문장 읽기
과정을 다룬 Just와 Carpenter (1980) 모형과의 분명한 차이는 단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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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있다. 즉, 본 연구의 가설에서는 시선이 고정된 영어 단어의 처리는
물리적 정보의 부호화, 영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로 번역, 문장 성분 계산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가설은 Just와 Carpenter (1980) 모형의
단어 처리 과정과 유사하나 단어의 의미처리 과정에서 번역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단어 처리에 대한 가설
1. 영어 단어 처리 즉, 인쇄된 텍스트로부터 단어의 의미표상이 작업
기억 내 활성화되기 위하여, 텍스트로부터 얻어진 영어 단어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 작업 기억 내 활성화된 영어 단어는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
단어로 번역된 후 한국어 단어와 연결된 의미 표상이 작업 기억 내
활성화될 것이다. (이 가설은 Kroll과 Stewart (1994)의 연구 결과를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읽기에 적용한 것으로 영어 단어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외국어 의미표상과의 연결은 초보 영어 학습자의 경우
미약하기 때문에, 그보다 강한 연결을 갖고 있는 한국어 단어에 의한
모국어 의미표상을 이용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번역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2. 영어 단어의 문장 성분 판단에는 번역된 한국어 단어의 형태소
정보뿐만 아니라 번역되기 전 영어 단어의 형태소 정보와 영어의 격
표지인 어순과 같은 영어 문법 지식도 이용될 것이다.
3. 문장 성분 판단 결과 격조사가 붙은 한국어 단어가 작업 기억 내
활성화될 것이다. (영어의 동사는 번역과정을 거치면 서술어라는 문장성분
판단이 자연스럽게 완료되므로 이 과정이 생략될 것이다.)
이상의 가설에 따르면, 영어 단어 처리 중 작업 기억에는 ‘영어의 어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한국어로 번역된 단어에 격조사가 붙여진 중간 언어’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다음으로, Just와 Carpenter (1980) 모형과 같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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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언어 문장과의 통합 과정이 수행될 것이다.
단어-중간언어 통합 처리에 대한 가설
4. 단어의 처리가 완료되면 이전에 만들어진 중간언어 문장 구조와
통합을 거쳐 새로운 중간언어 문장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5. 단어-중간언어 통합으로 중간언어 갱신까지 완료되면 다음 위치로
도약안구운동이 이뤄지고 고정과 동시에 다음 단어의 처리가 시작되는데,
위의 단어 처리 과정과 동일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다.
6. 단어-중간언어 문장 통합 과정을 통하여, 중간 언어는 문장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갱신될 것이다.
명제 간 통합 처리에 대한 가설
7. 명제 간의 통합은 절의 마지막과 문장의 마지막에서 이뤄질 것이다.
8. 문장의 마지막 단어의 처리와 중간언어와의 통합과정이 모두 끝나면
만들어진 중간언어에 오류가 있는지 마무리 처리가 이뤄질 것이다.
모국어 글 읽기 처리 모형인 Just와 Carpenter (1980) 모형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상의 가설을 요약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인 영어 글
읽기에 대한 한국어 모국어자의 문장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연구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의 가설
가설 1.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시, 영어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될 것이다.
가설 2.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시, 영어 어순이 유지되어 있으면서 한국어로 번역된 중간언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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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작업 기억 내 유지될 것이다.
가설 3.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시, 영어 단어의 문장 성분 처리 과정에서 번역된 한국어 단어의 정보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의 형태소 정보와 영어의 문법 지식도 이용될 것이다.
가설 4.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시, 영어 문장 처리가 진행되면서 중간언어는 단어 처리가 완료되면
즉각적으로 갱신될 것이다.
가설 5. 중간언어의 구문론적 특징이 한국어 구문 처리 방식과 상충될
때 처리 어려움이 유발될 것이다.

제 3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실시간 처리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더 나아가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실시간 처리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위의 가설들과 관련하여 세부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시,
영어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하는지 확인한다.
2.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시,
영어 어순이 유지되어 있으면서 한국어로 번역된 중간언어 문장 구조가
작업 기억 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3.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시,
영어 단어의 문장 성분 처리 과정에서 번역된 한국어 단어의 정보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의 형태소 정보와 영어의 문법 지식도 이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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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4.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시,
영어 문장 처리가 진행되면서 중간언어는 단어 처리가 완료되면
즉각적으로 갱신되는지 확인한다.
5. 중간언어의 구문론적 특징이 한국어 구문 처리 방식과 상충될 때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 확인한다.
위 목적을 위하여,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 부사절 접속사가 포함된 영어
문장과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영어 문장을 이용하여, 영어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처리되는지(가설1), 단어 처리가 완료되면
단어-중간언어 통합과정을 통해 즉각적으로 처리되는지(가설4), 그리고
중간언어의 구문론적 특징이 한국어 구문 처리 방식과 상충될 때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가설5)를 확인하였다. 관계절 처리 실험에서는
관계사가 포함된 영어 문장과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영어 문장을
이용하여, 영어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처리되는지(가설1), 단어 처리가
완료되면 단어-중간언어 통합과정을 통해 즉각적으로 처리되는지(가설4),
그리고 중간언어의 구문론적 특징이 한국어 구문 처리 방식과 상충될 때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가설5)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의 차이에 의한 처리 어려움을 가정하여 중간언어에 영어의
어순이 유지되어 있는지(가설2)를 확인했다. 그리고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는 영어의 현재분사 부사절의 특성을 이용하여 영어 단어의 문장
성분 처리 과정에서 영어 단어의 형태소 정보와 영어의 문법 지식이
이용되는지(가설3)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부사절 처리 실험의 부사절 처리는 부사절 접속사를 번역하여 만들어진
중간언어 산물이 즉각 처리의 어려움을 유발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고, 관계절 처리 실험의 관계절 처리는 관계사를 번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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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중간언어 산물이 즉각 처리의 어려움을 유발하는지와 아울러
수식방식의 차이에 의한 어려움이 유발되는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는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외국어인 영어의 현재분사 부사절에 대한 구문 구조 정보를 잘
알지 못하여 주로 단어 정보에 의존하여 문장을 처리해야 할 때 명제 내의
통합과정인 술어와 논항 관계 처리에 단어의 의미 정보 외에 형태소
정보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주어가 생략된
현재분사 부사절에 대해서 생략된 주어를 복원할 문법 지식이 없는 것이
명제 내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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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부사절 처리의 특성
제 1 절 서론
본 실험의 목적은 외국어 초보 학습자의 경우 단어 처리 시 모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Kroll과 Stewart (1994)의 주장을 확장하여,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단어
수준에서 번역이 일어나는지를 실시간 영어 문장 읽기 상황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부사절이 포함된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부사절 처리 시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만약 부사절 처리 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부사절 접속사에 의해 즉각
처리의 어려움이 유발되는지 알아보았다.
외국어 글 읽기 시 작업 기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력 즉시
즉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즉각성 원리가 기본 처리 전략이지만, 영어의
부사절 접속사는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이러한 즉각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영어의 ‘when’, ‘although’, ‘because’와 같은
부사절 접속사는 한국어로 번역될 때 ‘～할 때’, ‘～할지라도’, ‘～하기
때문에’와 같이 부사적 기능을 하는 ‘연결 어미’ 또는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표현’(국립국어원, 2005a)으로 번역되는데, 이러한 어미는 어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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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없으면 그 자체 정보만으로는 두 절의 연결이라는 접속사의 기능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he won the prize.’라는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할 때, 독자는 보통
첫 단어부터 차례차례 읽어가며 처리에 필요한 중간언어 구문을 형성하고
새로운 단어를 읽을 때마다 그 단어의 형태소 및 품사 처리와 문장 성분
파악과 더불어 이전 중간언어 구문에 덧붙여 새로운 중간언어 처리 구문을
형성해 가며 문장 전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명제 표상을 얻을 때까지 읽기
처리 과정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그런데 ‘when’에 해당하는 영역에
이르러 이 부사절 접속사를 ‘～할 때’로 번역하면 그 자체로는 어미의
어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불충분하여 즉각 처리가
완료될 수 없는 ‘일시적인 애매함’(temporal ambiguity)이 유발될 것이다.
이 ‘애매해소’(disambiguation)는 어간 정보에 해당하는 부사절의 동사가
처리되어 ‘그가 상을 탔을 때’와 같이 어간 정보가 채워질 때 비로소
부사절 접속사가 번역된 연결어미의 처리가 완료 될 수 있다.
부사절 처리 실험의 기본 논리인 부사절 접속사의 즉각 처리와 관련한
일시적 애매함과 애매해소에 대한 가설을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문장1. 영어 문장.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he won the prize.
문장2. 애매영역 when까지 처리 시 중간언어 문장.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할 때 (→ when 처리 미완료)
문장3. 애매해소영역 won까지 처리 시 중간언어 문장.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그가 탔을 때 (→ when 처리 완료)

문장1의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할 때, 외국어 학습자는 문장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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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한 것처럼 한 단어씩 읽고 번역하며, 어순은 영어이며 단어는
한국어로 구성된 중간언어 문장 구조를 만들어 가며 문장을 처리할 것이라
가정했다.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영역(문장1의 ‘when’)에
이르러서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번역된 단어(문장2의 ‘～할 때’)는
연결어미로 여기에는 어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처리가
완료되지 못 할 것이다. 즉각 처리 되지 못한 번역된 부사절 접속사인
연결어미는 문장3에서처럼 부사절 동사가 처리 될 때(문장3의 ‘탔을 때’)
그제야 비로소 연결어미의 어간이 채워지면서 처리가 완료될 것이다.
‘부사절 접속사가 번역된 연결어미의 처리가 완료된다.’는 것의 의미는
접속사 단어의 정보를 추출하여 이전에 만들어진 중간언어 표상에
통합하여 갱신된 새로운 중간언어 표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종속접속사로서의 기능인 주절과 종속절을 부사적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 즉, 두 개의 명제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여
부사절 접속사가 이전 중간언어 처리 구조에 통합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3에서 부사절의 ‘탔을 때’가 주절의 명제 표상 ‘경주용
차는 레이서를 만족시켰다’와 부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사의 의미를 구체화 시켜주는 연결로 특히 ‘만족시켰다’에 대해 언제
만족시켰나에 대한 시간 정보의 구체화를 통한 정보 통합이 이루어져
새로운 중간언어 문장 구조 즉, ‘경주용차가 레이서를 만족시켰다 그가
탔을 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글 읽기의 점진적 처리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면,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부사절 접속사를
그 이전에 처리해서 만든 앞 절의 문장 구조에 연결하여 새로운 중간언어
문장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 문장 구조 이외에 어떠한
부가적인 저장의 부담 없이 다음 단어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부사절 접속사가 번역된 연결어미의 즉각 처리가 곤란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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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문장2에서처럼 부사절 접속사가 번역된 연결어미가 앞서 처리하여
만든 주절에 해당하는 중간언어 구조에 통합된 새로운 중간언어 문장
구조를 형성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그 결과 처리가 완료되지 못
하였으므로 이전에 구성된 문장 구조도 계속 저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처리 완료되지 않은 현행 단어의 정보도 저장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작업
기억 내 저장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부사절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과 비교하여,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
처리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겠다.
문장4. 영어 문장.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he won the prize.
문장5. and까지 처리 시 중간언어 문장.
경주용 차는/만족시켰다/레이서를,/그리고 (→ and 처리 완료)
문장6. won까지 처리 시 중간언어 문장.
경주용 차는/만족시켰다/레이서를,/그리고 그가 탔다

부사절 접속사가 포함된 영어 문장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4의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할 때, 외국어 학습자는
문장5에서처럼 한 단어씩 읽고 번역하며, 어순은 영어이며 단어는
한국어로 구성된 중간언어 문장 구조를 만들어 가며 문장을 처리할
것이다.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영역(문장1의 ‘when’)에
이르러서 이를 연결어미로 번역하면 번역된 단어(문장2의 ‘～할 때’)에는
어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완료되지 못 할 것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에서의 예상과는 달리, 대등 접속사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문장5에서처럼 대등 접속사는 ‘그리고’와 같이 ‘접속부사’로
번역되어(국립국어원, 2005a) 즉각적으로 처리가 완료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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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처리 되지 못한 번역된 부사절 접속사인 연결어미는 문장3에서처럼
부사절 동사가 처리 되었을 때(문장3의 ‘탔을 때’) 그제야 비로소
연결어미의 어간이 채워지면서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에서의 예상과는 달리, 대등 접속사는 즉각 처리 지연에 따른
저장의 부담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래서 문장6에서 대등절
동사에 해당하는 ‘won’을 처리할 때 부사절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과는
달리 해소될 애매함이 없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대등 접속사가 번역된 접속조사의 즉각 처리가 완료된다.’는 것의
의미는 ‘대등 접속사로서의 기능인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을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기능 즉, 두 개의 명제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여 대등
접속사가 번역된 한국어 접속조사가 첫 번째 절에 해당하는 이전 중간언어
처리 구조에 통합되어 새로운 문장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5에서, 앞 절에 처리에 의해 만들어진 중간언어 명제 표상(‘경주용
차는 레이서를 만족시켰다’)에 대등 접속사가 번역되어 만들어진
접속조사(‘그리고’)가 즉각적으로 통합되어 새로운 구조(‘경주용 차는
레이서를 만족시켰고’)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
과정에는 지연된 처리 부담이 없으므로 작업 기억 내에 부가적인 저장의
부담 없이 다음 단어의 처리를 시작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는 부사절 접속사와 대등 접속사 처리와 관련한
이러한 예측을 이용하여, 즉각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 예측되는 부사절
접속사가 포함된 영어 문장과, 비교조건으로 한국어로 ‘그러나’, ‘그리고’,
또는 ‘그래서’와 같이 ‘접속조사’로 번역되기 때문에 즉각 처리의 어려움이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영어 문장을 읽는
동안 안구운동을 측정 비교하여 부사절 접속사 처리 시 즉각 처리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부사절 접속사가 번역되어
만들어진 중간언어 산물이 즉각 처리가 곤란할 때 이것이 지연 처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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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부사절 처리 실험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의 부사절 접속사 처리 시 모국어인 한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과 둘째. 대등 접속사를
번역하여 만들어진 중간언어 결과물과는 달리, 부사절 접속사를 번역하여
만들어진 중간언어 결과물은 어간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어서 즉각 처리
어려움이 유발된다면,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는
부사절 접속사를 지연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외국어인 영어의 부사절
접속사 처리 시 모국어인 한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사절 접속사 조건과 대등 접속사 조건을 사용했다.
번역했을 때 만들어지는 중간언어 결과물이 즉각 처리의 어려움을
유발하리라 예상되는 부사절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으로 구성된 부사절
조건과 부사절 조건과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되 부사절 접속사의
위치에 즉각 처리의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대등 접속사 조건을 이용하여 문장 읽기 시 안구운동측정치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번역에 의해 유발된 처리 어려움이 지연 처리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번역하였을 때 즉각 처리의 어려움이
유발되리라 예상되는 중간언어 애매영역(ambiguous region)인 부사절
접속사와 어간 정보를 포함하는 중간언어 애매해소영역(disambiguation
region)인 부사절의 동사 앞부분인 부사절의 주어 사이에 부사구를
삽입하여 지연 처리 부담이 가중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지연 처리의 어려움이 없으리라 예측되는 대등 접속사 조건과
비교하였다.
부사절 처리 실험에 사용된 4가지 조건의 문장과 예상되는 처리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예측은 외국어 문장을 읽으며 처리할 때 중간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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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구조를 만들어가며 보통 문장의 첫 단어에서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점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중간언어 문장’이라는 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어인 영어의 어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단어는 모국어인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 구조로, 말 그대로 외국어와
모국어의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각각 외국어 문장도 모국어 문장도
아닌 두 언어의 중간적 특징을 갖고 있는 문장 구조로서 처리를 위해 작업
기억 내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단어의 대표적인 번역
또는 도식적인 해석으로 만들어진 문장 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외국어
문장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문장을 읽어 가면서 중간언어를 통하여
성공적인 인지적 표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점진적
처리에 의해 중간언어는 처리 도중에 일시적인 애매함이 유발될 수도
있으며, 이 처리 어려움은 애매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 애매함이 해소되리라 예상된다.
[조건1] 부사절 접속사 조건
문장7. 외국어 문장:
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he won the prize.

T

문장8. 중간언어 문장1: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할 때 그가 탔다 상을.

문장9. 중간언어 문장2: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그가 탔을 때 상을.

문장10. 모국어 문장:

이서가 상을 탔을 때 경주용 차는 그를 만족시켰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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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2] 대등 접속사 조건
문장11. 외국어 문장:

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he won the prize.

T

문장12. 중간언어 문장: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그리고 그는 탔다 상을.

문장13. 모국어 문장:

경주용 차는 레이서를 만족시켰다. 그리고 그는 상을 탔다.

부사절 접속사 조건인 조건1과 대등 접속사 조건인 조건2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부사절 접속사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에서 즉각 처리의
어려움이 유발될 것이나 대등 접속사 조건에서는 즉각 처리의 어려움이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조건1에서 문장8은 중간언어 문장
구조에서 일시적 애매함(‘～할 때’는 어간 정보의 부재로 앞서 만들어진
중간언어 구조에 통합되는 즉각 처리가 완료될 수 없기 때문)이 유발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문장9는 이러한 애매함이 애매해소 영역에 이르렀을 때
애매함이 해소됨(‘탔을 때’와 같이 어간 정보가 채워져 앞 중간언어 구조에
통합되어 처리가 완료됨)을 보여준다. 또한 두 개의 도식화된 중간언어
문장인 문장8과 문장9는 문장8에서 문장9로 처리될 때까지 어려움이 지연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조건2에서는 중간언어 문장인 문장12에
보이는 것처럼 조건1과 같은 애매함이 유발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and’가 접속부사인 ‘그리고’로 번역되면 이대로 앞 중간언어
구조에 통합되어 즉각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언어 구조인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그리고’는 즉각
처리되기에 애매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조건1과 조건2의 비교를 통해 접속사의 번역에 의한 결과물에 의해 즉각
처리의 어려움이 유발되는지를 비교 확인할 수 있다. 조건1과 조건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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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해소영역에서 조건1의 읽기 시간이 조건2의 읽기시간보다 더 긴
결과를 얻는다면, 이는 본 연구의 가설대로 부사절 접속사를 연결어미로,
대등 접속사를 접속조사로 번역하여 처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건3] 부사구를 삽입한 부사절 접속사 조건
문장14. 외국어 문장:

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in the last racing game he won the prize.

T

문장15. 중간언어 문장: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할 때 마지막 자동차 경주에서 그가 탔다 상을.

문장16. 중간언어 문장: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마지막 자동차 경주에서 그가 탔을 때 상을.

문장17. 모국어 문장:

지막 자동차 경주에서 레이서가 상을 탔을 때 경주용 차는 그를 만족시켰다.

마

[조건4] 부사구를 삽입한 대등 접속사 조건
문장18. 외국어 문장:

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in the last racing game he won the prize.

T

문장19. 중간언어 문장: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 경주에서 그는 탔다 상을.

문장20. 모국어 문장:

경주용 차는 레이서를 만족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 경주에서 그는 상을 탔다.

조건3은 부사절 접속사 다음과 애매해소영역인 부사절 동사 전 위치에
부사구(문장14-20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를 삽입하여 부사절 접속사가
번역되어 만들어진 중간언어 문장 구조에 부사절 접속사의 즉각 처리
어려움에 의한 인지부담이 가중되도록 만든 조건이다. 문장15에서 ‘～할
때’에 해당하는 부사절 접속사 영역과 ‘탔다’에 해당하는 부사절의 동사에
해당하는 애매해소 영역 사이에 부사구 ‘in the last racing game’ 즉,
25

‘마지막 자동차 경주에서’라는 부사구가 삽입되어 조건1과 비교 시
애매영역부터 애매해소영역까지의 거리가 길어져 인지부담이 가중되리라
예상된다. 조건4는 조건3과 마찬가지로 부사구를 삽입한 문장이지만 대등
접속사가 접속부사로 번역되어 처리될 경우 조건3에서 예상되는 즉각 처리
지연에 따른 처리 부담의 가중은 예상되지 않는다.
조건1과 조건3 간의 차이와 조건2와 조건4 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부사절 접속사의 번역에 의한 즉각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중된 인지부담에 의해 이러한 처리 어려움에 대한 지연 처리
어려움이 가중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부사절 접속사에 의해 연결된 복문과 대등 접속사에 의해 연결된 중문이
구문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동일한 부사구 삽입에 의해 처리
어려움이 복문에서만 가중될 이유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동일한 접속사
다음 부사구 삽입에 의해 복문에서만 처리 어려움이 가중된 결과가
관찰되면 그것은 가설대로 번역된 접속사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사구를 삽입하는 위치를 접속사 다음이
아닌 애매해소영역인 동사 다음에 삽입한 문장들을 비교해서 두 조건 간에
차이가 없는 결과가 관찰되는지를 보는 방법도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연구 가설이 반영된 네 가지 조건을 이용하여, 부사절 처리
실험의 두 가지 목적 첫째,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모국어인 한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하는지를 영어의 부사절 접속사 처리를
통하여 알아보았고 둘째, 대등 접속사를 번역하여 만들어진 중간언어
결과물과는 달리, 부사절 접속사를 번역하여 만들어진 중간언어 결과물의
어간 정보 부재로 인한 즉각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유발된다면 지연 처리되는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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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방법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외국어인 영어의 부사절
접속사 처리 시 모국어인 한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사절 접속사 조건과 대등 접속사 조건을 사용했다.
번역했을 때 만들어지는 중간언어 결과물이 즉각 처리의 어려움을
유발하리라 예상되는 부사절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으로 구성된 부사절
조건과 부사절 조건과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되 부사절 접속사의
위치에 즉각 처리의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대등 접속사 조건을 이용하여 문장 읽기 시 안구운동측정치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번역에 의한 처리 어려움이 지연 처리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번역하였을 때 즉각 처리의 어려움이 유발되리라 예상되는 중간언어
애매영역인 부사절 접속사와 어간 정보를 포함하는 중간언어
애매해소영역인 부사절의 동사 앞부분인 부사절의 주어 사이에 부사구를
삽입하여 지연 처리 부담이 가중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지연 처리의 어려움이 없으리라 예측되는 대등 접속사 조건과
비교하였다.
실험 참여자 영어 사용 국가의 거주 경험이 없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영어 상위권 실력을 가진 한국에 거주하는 중3 학생 남녀 22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만 15(표준편차 0.4)
세였으며 남 8명, 여 14명이었다. 이들은 준수한 모국어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 외국어인 영어에 대한 단어와 문법 실력을 충분히 갖추었으나 영어
읽기 시 속도와 이해 면에서 숙달되지 않은 초보 영어 학습자란 기준에
부합하여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한국어 모국어자로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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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초보 영어 학습자’를 3가지로 분류하여,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하여는
단어 및 문법 실력이 상위이며 한글 문장 읽기 시 속도와 이해 면에서
준수함을 공통으로 하나, 외국어인 영어에 대해서는 영어 글 읽기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단어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를 ‘하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로, 단어 지식이 있고 절 내에서의 문법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절
간의 처리 정보가 미흡한 경우를 ‘중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로, 단어 정보
및 절 내에서의 문법지식과 절 간의 구문 구조 정보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를 ‘상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로 분류하여, 이중에서 외국어인 영어에
대한 단어와 문법 실력을 충분히 갖추었으나 영어 읽기 시 속도와 이해
면에서 숙달되지 않은 상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들을 본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다. 상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한민국
정규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상급생이라 판단하여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는 중학교 3학년 학생 군을 잠정 실험 참여자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아울러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한국 중3 학생들 중에서 ‘상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의 ‘상급’ 영어 실력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영어성적이
상위권인 즉, 영어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런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인근 중학교의 협조를 얻어 자발적 의사를 밝힌 학생들 가운데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정상/교정시력이 1.0이상으로 글 읽기에 문제가
없는 남녀 중학교 3학년 학생 22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중학교 삼 학년
학생으로 영어 실력이 우수한지에 대한 확인은 안구운동측정 실험 후에
중학교 삼 학년 수준에 맞게 출제한 단어 지식과 독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영어실력평가 설문지를 통하여 재차 확인하였다. 단어 지식의
평가 문항은 실험 문장 40개에 사용된 동사 80개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는
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독해 능력의 평가 문항은 실험 문장 6개와
채우개 문장(filler sentence) 14개 총 20개의 실험에 사용된 문장을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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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단어 점수는 맞힌
개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구했으며, 독해 점수는, 명제 내 논항을
맞게 파악하여 해석하면 1점을 주고 명제 간 처리를 맞게 해석하면 2점을
주어 채점하였으며,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구했다. 단어 점수나
독해 점수가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3배를 뺀 점수보다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실험 참여자는 분석 제외의 기준으로 삼았다.
실험 자극 실험 자극은 실험 문장 160 문장과 채우개 문장 80 문장으로
총 240개의 영어 문장(부록1 참조)이 사용되었다. 실험 문장은 40개의
문장에 대하여 각 문장 당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조건1과 조건3은 부사절 접속사가 사용된 조건이며 조건2와 조건4는 대등
접속사가 사용된 조건이다. 조건3과 조건4에서는 처리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접속사와 그 이후에 나오는 절의 주어 앞에 부사구를
삽입한 문장으로 조건3은 조건1의 문장에 부사구가 삽입된 부사절
조건이며 조건4는 조건2의 문장에 부사구가 삽입된 대등 접속사
조건이었다. 실험 참여자에게 한 실험 문장에 대한 4가지 조건 가운데
역균등화(counterbalance)되어 제시되는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실험
문장만이 제시되었으며, 실험 참여자가 실험목적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실험목적과 무관한 다양한 영어 문장 구조로 구성된 80개의 채우개
문장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한 실험 참여자에게 제시된 문장은 40개의
실험 문장과 80개의 채우개 문장으로 구성된 총 120개의 실험 자극이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다.
조건1]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he won the prize.
[조건2]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he won the prize.
[조건3]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in the last racing g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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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on the prize.
[조건4]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in the last racing game
he won the prize.
조건1] 주어1 동사1 논항1 부사절접속사 주어 동사 논항 ….
[조건2] 주어1 동사1 논항1 대등접속사 주어 동사 논항 ….
[조건3] 주어1 동사1 논항1 부사절접속사 부사구 주어 동사 논항 ….
[조건4] 주어1 동사1 논항1 대등접속사 부사구 주어 동사 논항 ….
[

2

2

2

2

2

2

2

2

2

2

2

2

동사와 논항들의 관계는 세상사 지식(world knowledge)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게 의미 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성되었다. 주절과 종속절 또는
대등절 간의 관계 또한 세상사 지식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게 절 간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구성하였다. 40쌍의 실험 문장에서 사용된 80개의
동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수록된
동사 중 3종류의 교과서에 공통으로 실린 고빈도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사용되었다. 문장에 포함될 사람이름은 미국사회보장국이 공개한
2008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의 명단을
참조하여 낯설지 않은 이름이 사용되었다. 총 80문장의 채우개 문장은
부사절을 포함한 복문을 배제하여 실험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단문, 중문, 복문의 다양한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대등
접속사가 사용된 조건2와 조건4의 경우 대등 접속사 앞에 쉼표(,)를 넣어야
문법적으로 맞지만, 쉼표가 필요하지 않은 부사절 접속사 조건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하여, 쉼표 삽입에 의한 문장 처리의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2와
조건4의 대등 접속사 앞에 쉼표를 넣지 않았다. 그러나 채우개 문장의
경우엔 대등 접속사 앞에 쉼표를 넣은 문장이 사용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240개의 영어 문장은 한국어-영어에 대해 모두 유창한 실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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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자(Korean-English balanced bilingual) 3인의 교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영어 강사인 영어 원어민의 교정을
통해 영어 문장으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되었다.
실험 도구 안구운동 자료는 적외선으로 동공 반사를 이용하여 동공의
크기와 시선의 위치를 안경의 정면에 장면을 추적하는 카메라가 달려있는
SR Research EyeLink II 안구 운동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500Hz의
표집률(sampling rate)로 기록되었다.
각 자극 문장은 19인치 삼성 CRT 모니터에 1024 X 768 공간해상도에서
85Hz로 제시되었으며, 영문은 20 포인트 ‘Arial’ 서체로, 한글은 20 포인트
‘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으며 실험 참여자의 눈과 모니터 중앙 사이의
거리는 67cm이었으며 이 때 한글 한 음절의 크기는 시각 약 0.8도였으며
영문 한 자의 평균 크기는 시각 약 0.4도였다. 참가자들은 양 눈으로 글을
읽었으나 오른쪽 눈의 안구 운동만 측정하였다. 안구 운동 측정 중 측정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턱과 이마 받침대(chin & forehead rest)를
사용하여 실험 참여자의 턱과 이마를 고정한 상태에서 안구운동을
측정하였다.
실험 절차 실험 참여자들은 실험실에 도착하면 먼저 과제설명서와
실험동의서를 충분히 읽은 후 실험자로부터 실험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실험자의 안내에 따라 실험 참여자의 머리에 안구운동
추적 장치 착용 완료 후, 실험 참여자 눈의 위치를 정위(calibration)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는 화면에 제시된 9개의 점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계산된 눈의 위치와 제시된 점의 위치의 차이가 0.5도 이하 일 때 유효한
측정치로 받아들여졌다. 정위 및 확인(validation) 절차가 완료되면 다섯
번의 연습 시행을 거친 후 질문을 통해 실험 참여자가 과제 참여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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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확실히 이해했음을 확인 한 후 본 시행이 시작되었다. 다섯 번의
연습 시행 중 두 번은 이해도 질문이 포함된 시행이었다.
본 시행의 매 시행 시작에는 화면 중앙에 한 점이 제시되어 눈의
미끄러짐을 보정(drift correction)하였으며, 이 점을 정확하게 응시하면
실험자가 실험자 컴퓨터의 키보드를 눌러 자극 문장을 제시하였다. 실험
문장 제시 전에 화면의 왼쪽 문장 첫 단어가 시작되는 해당 지점에 문장이
시작될 곳을 알리는 별표(*)를 1초 동안 제시하여 이 위치로 시선을
이동하게 한 뒤 실험 문장이 제시되도록 하여 실험 문장의 제시 후 문장의
첫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시선의 움직임을
최소화했다. 참가자는 모니터 상에 제시되는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평소
책 읽듯이 자연스럽게 읽도록 지시받았으며, 주어진 문장을 다 읽고
버튼박스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참여자가 제시된 문장을 다 읽은 후 버튼을 누르면 실험 문장은
화면에서 사라지도록 했다. 영어문장으로 구성된 모든 실험 자극 문장은
각각 한 줄로 제시되었다. 글 읽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120
문장의 50%인 60개의 문장에 대하여 즉 실험 문장 절반인 20개 문장과
채우개 문장 절반인 40개 문장에 대해서 읽은 문장에 대한 2지 선다형의
이해도 질문을 한글 문장으로 제시했다. 이때 이해도 질문의 답이 왼쪽
선택지이면 버튼박스의 왼쪽 버튼을, 답이 오른쪽 선택지이면 버튼박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답하도록 했다. 정위와 연습시행 및 본 시행을 포함한
전체 실험 시간으로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제 3 절 실험 결과
문장 이해도의 정답률은 89.5(4.7)%였다. 역균등화는 조건1:조건2:조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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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4 각각 6:5:5:6이었으며 문장 읽기 과제 후 평가한 단어 점수는
87.5(9.0)%점이었고, 독해점수는 90.9(8.2)%점이었다. 눈 깜빡임과 자료저장
오류 등으로 분석에서 제외된 시행은 전체시행의 4%였다. 영어 실력 평가
점수가 분석 제외 기준보다 낮아서 제외된 실험 참여자는 없었다.
안구운동 자료를 R(Baayen, Davidson, Bates, 2008; R Development
Core Team, 2010)의 lme4 패키지(package)내의 선형 혼합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참여자와 실험 문장은
무선 요소(random factors)로 접속사의 차이와 지연 처리 부담을 위한
부사구 유무가 반영된 4가지의 실험조건을 고정요소(fixed factors)로 하여
분석하였다. p-값은 모든 고정요소에 대하여 n=10,000의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표본 테스트(Markov chain Monte Carlo sampling test)를
이용하여 구했다. p-값이 0.05보다 낮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1] 중간언어 애매영역인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영역 (영역4)
먼저 다음 예문에서 칸이 채워져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중간언어
애매영역인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영역인 4번째 영역(영역4)의
안구운동측정치의 결과를 살펴보겠다.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비교
조건에서는 대등 접속사에 해당하는 4번째 영역에 해당한다. 처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안구운동측정치(Rayner, 1998)로, 첫고정시간(first
fixation duration: 어떤 영역에 대한 첫 번째 고정시간), 단일고정
시간(single fixation duration: 어떤 영역에 단 한번 고정했을 때의
고정시간), 주시시간(gaze duration: 어떤 영역에 고정 후 그 영역을
벋어나기 전 모든 고정시간), 역방향누적시간(go-past time 또는
regression path duration: 어떤 영역에 고정 후 그 영역의 오른쪽
영역으로 벋어나기 전까지의 총 고정시간), 총읽기시간(total rea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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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역에 대한 모든 고정시간) 및 건너뛰기율(skipping rate: 어떤
영역에 고정하지 않고 건너뛴 비율)이 계산되었다.
영역4

영역7

조건1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he

won

the prize.

조건2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he

won

the prize.

조건3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in the last racing game

he

won

the prize.

조건4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in the last racing game

he

won

the prize.

중간언어 애매영역(interlanguage ambiguous region)인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영역인 영역4에서, 부사절 접속사 조건(조건1과 조건3)이 대등
접속사 조건(조건2와 조건4)에 비하여 즉, 조건1과 조건2의 비교와 조건3과
조건4의 비교에서 거의 모든 안구운동 고정시간 측정치 즉,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역방향 고정시간, 총읽기시간이 부사절 접속사
조건인 조건1과 조건3이 대등 접속사 조건인 조건2와 조건4에 비하여 각각
유의미하게 길었다(그림3). 조건1의 첫고정시간(338ms, p=0.0131)과
단일고정시간(381ms, p=0.0003)이 조건2의 첫고정시간(303ms)과
단일고정시간(312ms)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 그리고 조건1의
주시시간(497ms, p<0.0001), 역방향누적시간(609ms, p<0.0001),
총고정시간(732ms,
p<0.0001)이
조건2의
주시시간(339ms),
역방향누적시간(435ms), 총고정시간(457ms)보다 각각 유의미하게 더
길었으며, 조건3의 주시시간(473ms, p<0.0001), 역방향누적시간(591ms,
p<0.0001), 총고정시간 (722ms, p<0.0001)이 조건4의 주시시간(350ms),
역방향누적 시간(436ms), 총고정시간(492ms)보다 각각 유의미하게 더
길었다. 건너뛰기율은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1은 부사절
실험의 애매영역인 영역4에서 관찰된 안구운동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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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부사절 실험 애매영역(영역4)에서의 안구운동 고정시간 비교
[ms]

부사절 실험 영역4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첫고정시간

338 (58)

303 (64)

324 (55)

321 (64)

단일고정시간

381 (111)

312 (79)

340 (102)

340 (78)

주시시간

497 (146)

339 (93)

473 (132)

350 (75)

역방향누적시간

609 (203)

435 (190)

591 (196)

436 (168)

총읽기시간

732 (225)

457 (163)

722 (211)

492 (158)

건너뛰기율 [%]

3

(7)

21 (17)

2

(5)

22 (20)

표1. 부사절 실험 애매영역(영역4)에서의 안구운동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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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언어 애매해소영역인 부사절 동사에 해당하는 영역 (영역7)
영역4

영역7

조건1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he

won

the prize.

조건2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he

won

the prize.

조건3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in the last racing game

he

won

the prize.

조건4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in the last racing game

he

won

the prize.

다음으로, 중간언어 애매해소영역인 부사절의 동사에 해당하는 7번째
영역(영역7)의 안구운동측정치의 결과를 살펴보겠다. 부사구를 삽입하여
인지부담을 가중시킨 부사절 접속사 조건3의 역방향누적시간(735ms)이
인지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은 부사절 접속사 조건1의 역방향누적시간
(589ms)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길었다(p=0.0327). 반면 부사구를 삽입한
대등 접속사 조건4의 역방향누적시간(719ms)은 부사구를 삽입하지 않은
대등 접속사 조건2의 역방향누적시간(638ms)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4). 조건 1의 조건3의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총읽기시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조건2와
조건4의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총읽기시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건너뛰기율도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2는 부사절 실험의 애매해소영역인 영역7에서 관찰된 안구운동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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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부사절 실험 애매해소영역(영역7)에서의 역방향누적시간
[ms]

부사절 실험 영역7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첫고정시간

313 (54)

306 (53)

327 (82)

320 (53)

단일고정시간

341 (73)

339 (94)

353 (128)

322 (55)

주시시간

487 (104)

514 (147)

520 (144)

511 (160)

역방향누적시간

589 (155)

638 (274)

735 (336)

719 (331)

총읽기시간

729 (217)

767 (259)

760 (299)

767 (247)

건너뛰기율 [%]

3

(6)

4

(7)

6

(8)

4

표2. 부사절 실험 애매해소영역(영역7)에서의 안구운동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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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4 절 논의
문장 이해도의 높은 정답률 89.5(4.7)%는 실험 참여자들이 글 읽기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문장 읽기 과제 후 평가한 영어 실력
평가에서 보인 단어 점수 87.5(9.0)%점과 독해점수 90.9(8.2)%점은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 실험 참여자들의 영어 실력이 중학생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상위권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영어실력평가
점수는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에 대한 기준인 영어 단어 지식과 문법
지식은 알고 있으나 모국어가 한국어이며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어 학습자인 ‘상급 수준의 초보 영어 학습자’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이다.
중간언어 애매영역인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영역인 영역4에서,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한국 중3 학생들이 부사절 또는 대등절을 포함한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대체로 부사절 접속사 조건인 조건1과 조건3이 대등
접속사 조건인 조건2와 조건4에 비하여 고정시간이 각각 유의미하게 더
길었다. 이는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한국 중3 학생들이 대등 접속사를
처리할 때보다 부사절 접속사의 처리가 더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는
가설대로 각각의 접속사가 번역되어 만들어진 중간언어 결과물에 의한
즉각 처리의 어려움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한국 중3 학생들은 접속사를 모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사절 접속사를 번역하여 만들어지는 중간언어 결과물에
포함되는 서술어의 어간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 영역까지는 아직 없으므로
인하여 생긴 즉각 처리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사절 접속사 조건이 대등 접속사 조건과 비교해서 사용된
접속사의 단어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었으므로 이 결과의 해석에는 처리
어려움의 반영이 아닌 길이 차이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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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자수로 나눈
읽기시간’(millisecond-per-character reading time)을 사용하는 분석
(Rayner, 1998)을 추가적으로 수행했다.
이 결과에서는 표3에서 보이는 값처럼, 조건1의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역방향누적시간, 총읽기시간의 모든 읽기시간이
조건2의 읽기시간에 비하여 유의하게 짧았으며, 조건3의 읽기시간이
조건4의 읽기시간에 비하여 유의하게 짧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자수로
나누지 않은 읽기시간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림3과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자수로 나누지 않은 읽기시간 결과에서는 조건1의
읽기시간이 조건2에 비하여, 조건3의 읽기시간이 조건4의 읽기시간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길었다. 이러한 분석이 읽기시간에 대한 단어 길이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특히 영역이 짧을 때 더욱 그러한 비선형적 관계를
보인다고 지적된 것과 같이(Trueswell, Tanenhaus, Garnsey, 1994),
부사절 접속사 조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대등절 조건에 사용된
접속사의 짧은 길이와 읽기 시간 간에 비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는 의미 있는 해석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ms/characters]

부사절 실험 영역4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첫고정시간

48 (9)

78 (18)

44 (8)

83 (17)

단일고정시간

57 (19)

81 (23)

51 (17)

89 (23)

주시시간

66 (14)

83 (18)

64 (17)

86 (20)

역방향누적시간

84 (30)

113 (51)

83 (31)

112 (44)

총읽기시간

100 (33)

113 (34)

99 (29)

123 (33)

표3. 부사절 실험 애매영역(영역4)에서의 안구운동측정치
[ms/characters]
39

처리 부담을 주기위한 부사구가 삽입된 조건3과 조건4가 부사구가
삽입되지 않은 조건1과 조건2와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이 관심
영역에서는 부사구 삽입 전 영역으로 이들 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 영역
이후의 삽입구에 의한 처리의 차이가 이 영역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중간언어 애매해소영역인 부사절 또는 대등절의 동사에 해당하는 영역인
7번째 영역에서는 부사구가 삽입된 부사절 조건인 조건3이 부사구가
삽입되지 않은 부사절 조건인 조건1에 비하여 역방향누적시간이
유의미하게 더 길었다. 부사구가 삽입된 대등절 접속사 조건인 조건4와
부사구가 삽입되지 않은 대등절 조건인 조건2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 가설처럼 조건3에서 삽입된
부사구에 의하여 부사절 접속사의 지연 처리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조건1] 부사절 접속사 조건
문장7. 외국어 문장:
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he won the prize.

T

문장8. 중간언어 문장1: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할 때 그가 탔다 상을.

문장9. 중간언어 문장2: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그가 탔을 때 상을.

문장10. 모국어 문장:

이서가 상을 탔을 때 경주용 차는 그를 만족시켰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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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3] 부사구를 삽입한 부사절 접속사 조건
문장14. 외국어 문장:

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in the last racing game he won the prize.

T

문장15. 중간언어 문장: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할 때 마지막 자동차 경주에서 그가 탔다 상을.

문장16. 중간언어 문장: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마지막 자동차 경주에서 그가 탔을 때 상을.

문장17. 모국어 문장:

지막 자동차 경주에서 레이서가 상을 탔을 때 경주용 차는 그를 만족시켰다.

마

조건1과 조건3의 차이는 부사절 접속사가 번역된 연결어미가 즉각
처리에 애매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조건3은 조건1보다
애매해소영역이 더 멀리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조건3은
조건1보다 인지 부담이 더 가중되어 있다. 조건3에서 문장15에서
문장16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조건1에서 문장8이 문장9와 같이 처리되는
시간에 비해 더 길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지연되는 만큼 처리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조건3의 역방향누적시간이
조건1의 값보다 유의미하게 긴 것은 이러한 가중된 처리 부담이
안구운동측정치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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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2] 대등 접속사 조건
문장11. 외국어 문장:

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he won the prize.

T

문장12. 중간언어 문장: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그리고 그는 탔다 상을.

문장13. 모국어 문장:

경주용 차는 레이서를 만족시켰다. 그리고 그는 상을 탔다.

[조건4] 부사구를 삽입한 대등 접속사 조건
문장18. 외국어 문장:

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in the last racing game he won the prize.

T

문장19. 중간언어 문장:

경주용 차는 만족시켰다 레이서를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 경주에서 그는 탔다 상을.

문장20. 모국어 문장:

경주용 차는 레이서를 만족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 경주에서 그는 상을 탔다.

반면에, 조건2와 조건4는 부사구에 의한 삽입 여부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대등 접속사가 번역된 접속부사가 즉각 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 조건에서 보이는 처리 지연에 의한 인지부담의 가중에 따른
안구운동측정치의 차이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부사절을 포함한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부사절 처리 시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부사절 접속사의 번역에 의해 만들어진 연결어미가 즉각
처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이러한 처리 어려움이
애매해소영역에 이를 때까지 지연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사절 처리 실험은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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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읽을 때 단어 수준에서 번역하여 처리한다는 것을 대등 접속사
조건에 비하여 부사절 접속사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더 긴 역방향누적
시간을 보인 결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 읽을 때, ‘단어-텍스트
통합’(word-to-text integration) 처리 시 영어 문장 읽기에 일시적
애매함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부사절이 포함된 영어 문장 읽기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일시적 처리 애매함이 외국어인 영어를
모국어인 한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하는 ‘번역된 단어-중간언어 텍스트 통합’
(translated word-to-interlanguage text integration)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장을 구성하는 명사구, 동사구와 같은
구성성분을 만드는 과정과 의미의 기본 단위인 명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어-텍스트 통합 과정은 글 읽기 시 초기 문장 이해 과정에
해당하지만(Perfetti & Stafura, 2014) 부사절을 처리하는 영어 초보
학습자에게는 이 과정의 처리가 즉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필요한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 초기 문장 이해 과정이 지연되어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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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관계절 처리의 특성
제 1 절 서론
본 실험의 주요 목적은 중간언어 구문론적 특징이 한국어 구문 처리
방식과 상충될 때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관계절
문장과 대등절 문장 읽는 동안 안구운동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부사절 문장을 통하여 번역된 단어-중간언어 텍스트 통합 과정의
어려움을 다룬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관계절 처리
실험에서는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중간언어 처리 과정에서 두 가지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리라
예상되는 관계절 처리를 다루었다. 관계절에 의해 유발되리라 생각하는 두
가지 어려움은 첫째, 부사절 접속사의 경우와 유사한 어간 정보 부재에
의한 즉각 처리 어려움과 둘째,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어려움으로 이는 ‘중간언어에서 유지되는 영어의 어순’이 처리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먼저
관계사가 번역된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어간 정보 부재에 의한 즉각 처리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관계절의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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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된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어간 정보 부재에 의한 즉각 처리 어려움
외국어 글 읽기 시 작업 기억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입력 즉시
즉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즉각성 원리가 기본 처리 전략이지만, 영어의
관계사는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이러한 즉각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영어의 ‘who’, ‘that’, ‘which’와 같은 관계사는 한국어로
번역될 때 ‘～는’과 같이 관형사절을 수식받는 명사와 연결해 주는 기능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국립국어원, 2005b)로 번역되는데, 이러한 어미는
어간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으면 그 자체 정보만으로는 두 절의 연결이라는
접속사의 기능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She admires the
man who complains about his income.’이라는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할
때, 독자는 보통 첫 단어부터 차례차례 읽어가며 처리에 필요한 중간언어
구문을 형성하고 새로운 단어를 읽을 때마다 그 단어의 형태소 및 품사
처리와 문장 성분 파악과 더불어 이전 중간언어 구문에 덧붙여 새로운
중간언어 처리 구문을 형성해 가며 문장 전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명제
표상을 얻을 때까지 읽기 처리 과정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그런데
‘who’에 해당하는 영역에 이르러 이 관계사를 ‘～는’으로 번역하면 그
자체로는 어미의 어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있기 때문에 정보가
불충분하여 즉각 처리가 완료될 수 없는 ‘일시적인 애매함’이 유발될
것이다. 또한 이 애매함에 대한 ‘애매해소’는 어간 정보에 해당하는
관계절의 동사가 처리되어 ‘불평하는’과 같이 어간 정보가 채워질 때
비로소 관계사가 번역된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처리가 완료 될 수 있다.
관계절 처리 실험에서 주목하는 관계사의 즉각 처리와 관련한 일시적
애매함과 애매해소에 대한 가설에 대한 기본 논리를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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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21. 외국어 문장.
She admires the man who complains about his income.
문장22. 애매영역 who까지 처리 시 중간언어 문장.
그녀는/존경한다/그 남자를/～는 (→who 처리 미완료)
문장23. 애매해소영역 complains까지 처리 시 중간언어 문장.
그녀는/존경한다/그 남자를/불평하는 (→who 처리 완료)

문장21의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할 때, 외국어 학습자는 문장22에
도식화한 것처럼 한 단어씩 읽고 번역하며, 어순은 영어이며 단어는
한국어로 구성된 중간언어 문장 구조를 만들어 가며 문장을 처리할
것이다. 그런데 관계사에 해당하는 영역(문장21의 ‘who’)에 이르러서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번역된 단어(문장22의 ‘～는’)는 전성어미로 여기에는
어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처리가 완료되지 못 할 것이다. 즉각
처리 되지 못한 번역된 관계사인 전성어미는 문장23에서처럼 관계절
동사가 처리 될 때(문장23의 ‘불평하는’) 그제야 비로소 전성어미의 어간이
채워지면서 처리가 완료될 것이다.
‘관계사가 번역된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처리가 완료된다.’는 것의 의미는
접속사 단어의 정보를 추출하여 이전에 만들어진 중간언어 표상에
통합하여 갱신된 새로운 중간언어 표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전성어미로서의 기능인 관형사절과 그것의 수식을 받는
주절의 명사를 수식하여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여 관계사가 이전
중간언어 처리 구조에 통합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23에서 관계절의 ‘불평하는’과 주절의 명제 표상 ‘그녀는 존경한다 그
남자를’과 관형적으로 연결되어 즉 관형사절에 의해 주절의 명사가 수식을
받는 식으로 정보 통합이 이루어져 새로운 중간언어 문장 구조 즉, ‘그녀는
존경한다 그 남자를 불평하는’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글
읽기의 점진적 처리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면, 관계사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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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를 그 이전에 처리해서 만든 앞 절의 문장 구조에 연결하여 새로운
중간언어 문장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 문장 구조 이외에
어떠한 부가적인 저장의 부담 없이 다음 단어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관형절의 처리는 수식 어구의 어순 차이라는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지만 이는 관계절의 즉각 처리와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뒤에서 다루겠다.
반면, ‘관계사가 번역된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즉각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은 문장22에서처럼 관계사가 번역된 전성어미가 앞서 처리하여 만든
주절에 해당하는 중간언어 구조에 통합되어 새로운 중간언어 문장 구조를
형성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그 결과 처리가 완료되지 못 하였으므로
이전에 구성된 문장 구조도 계속 저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처리 완료되지
않은 현행 단어의 정보도 저장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작업 기억 내
저장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관계사가 포함된 문장과 비교하여,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 처리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겠다.
문장24. 외국어 문장.
She admires the man, but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문장25. and까지 처리 시 중간언어 문장.
그녀는/그 남자를/존경한다,/그러나 (→‘but’ 처리 완료)
문장26. complains까지 처리 시 중간언어 문장.
그녀는/그 남자를/존경한다,/그러나/그는/불평한다.

관계사가 포함된 영어 문장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4의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할 때, 외국어 학습자는
문장25에서처럼 한 단어씩 읽고 번역하며, 어순은 영어이며 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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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구성된 중간언어 문장 구조를 만들어 가며 문장을 처리할
것이다. 그런데 관계사가 포함된 문장에서 관계사에 해당하는
영역(문장21의 ‘who’)에 이르러서 이를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번역하면
번역된 단어(문장22의 ‘～는’)에는 어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완료되지 못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에서는 대등 접속사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문장25에서처럼 대등
접속사는 ‘그러나’와 같이 ‘접속부사’로 번역되어 즉각적으로 처리가 완료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사가 포함된 문장에서 즉각 처리 되지 못한 관계사가
번역된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문장23에서처럼 관계절 동사가 처리되었을 때
(문장23의 ‘불평하는’) 그제야 비로소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어간이
채워지면서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에서 대등 접속사는 즉각 처리 지연에 따른 저장의 부담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래서 문장26에서 대등절 동사에 해당하는
complains를 처리할 때 관계절 문장과는 달리 해소될 애매함이 없다고
예측할 수 있다.
‘대등 접속사가 번역된 접속조사의 즉각 처리가 완료된다.’는 것의
의미는 ‘대등 접속사로서의 기능인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을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기능 즉, 두 개의 명제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여 대등
접속사가 번역된 한국어 접속조사가 첫 번째 절에 해당하는 이전 중간언어
처리 구조에 통합되어 새로운 문장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25에서, 앞 절에 처리에 의해 만들어진 중간언어 명제 표상(‘그녀는 그
남자를 존경한다’)에 대등 접속사가 번역되어 만들어진 접속조사
(‘그러나’)가 즉각적으로 통합되어 새로운 구조(‘그녀는 그 남자를
존경하였으나’)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 과정에는
지연된 처리 부담이 없으므로 작업 기억 내에 부가적인 저장의 부담 없이
다음 단어의 처리를 시작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8

관계절의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어려움
이상의 논리 전개는 번역된 어미의 어간 정보 부재에 의한 즉각 처리
어려움이라는 면에서 부사절 접속사 연구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어 모국어자의 관계절 처리에 관한 연구는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의
차이에 의한 어려움이라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다는 점에서 부사절 처리
연구와 차별화된다. 즉, 관계절 처리 실험에서는 ‘수식어구가 우분지 되는
중간언어에서 유지되는 영어의 어순’이라는 중간언어 구문론적 특징이
수식어구가 좌분지 되어야 하는 한국어 구문 처리 방식과 상충될 때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 확인하였다.
앞서 보았던 관계절이 포함된 영어 문장인 문장21을 다시 살펴보자.
문장21. 외국어 문장.
She admires the man who complains about his income.
문장22. 애매영역 who까지 처리 시 중간언어 문장.
그녀는/존경한다/그 남자를/～는 (→who 처리 미완료)
문장23. 애매해소영역 complains까지 처리 시 중간언어 문장.
그녀는/존경한다/그 남자를/(불평하는 그의 수입에 대하여)
(→who 처리 완료 그러나 수식어구의 어순 애매)
문장27. 수식 어구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어려움이 해소된 중간언어 문장.
그녀는 존경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불평하는) 남자를.
(→수식어구의 어순 애매해소)
문장28. 모국어 문장.
그녀는 그의 수입에 대해 불평하는 남자를 존경한다.

문장21의 영어 문장을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처리 시, 문장2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관계사의 번역에 의해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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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형 전성어미(문장22의 ‘～는’)의 어간(문장23의 ‘불평하다’)이 채워져
즉각 처리에 대한 애매함이 해소되었지만 문장23을 보면 그래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다. 즉, 바로 수식어구의 어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중간언어 문장은 어순은 영어의 어순을 따르고
단어는 영어 단어가 번역된 한국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중간언어 문장23의 어순을 보면 수식을 하는 관형사절이 수식을
받는 명사 뒤에 놓여 있는데, 이는 영어의 수식 어구 분지 방식인 우분지
방식에는 맞지만 한국어의 수식 어구 분지 방식인 좌분지 방식에는 맞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순은 한국어 단어로 구성된 중간언어에서는
구문론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어순이다. 즉, 중간언어에서 만들어진
영어의 어순과 한국어에서의 수식 어구 분지 방식에 따른 어순이
상충된다. 따라서 문장27과 같이 중간언어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어순을
바꿔 재구성하는 한 단계 처리를 더 거쳐야 비로소 애매함이 모두 해소된
중간언어 문장이 얻어질 것이다. 물론 자연스러운 한국어 모국어
문장(문장28)과는 전형적인 어순(주어 목적어 서술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어에서
의미파악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므로, 외국어인 영어를 읽는 한국어
모국어자가 문장27의 중간언어 문장 표상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면 문장21의
관계절이 포함된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관계절
문장과는 달리 대등 접속사 문장(문장24～문장25)에서는 수식 어구의
어순에 의한 어려움은 유발되지 않는다.
관계절 처리 실험에서는 관계사와 대등 접속사 처리와 관련한 이러한
예측을 이용하여, 번역에 따른 즉각 처리의 어려움과 중간언어에서의
수식어구의 어순 차이에 의한 어려움이 예측되는 관계사가 포함된 영어
문장과, 비교조건으로 한국어로 ‘그러나’, ‘그리고’, 또는 ‘그래서’와 같이
‘접속조사’로 번역되기 때문에 즉각 처리의 어려움과 중간언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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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어구의 어순차이에 의한 어려움이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영어 문장을 읽는 동안 안구운동을 측정 비교하여
관계사 처리 시 즉각 처리 어려움과 수식 어구 분지 방식의 차이에 의한
어려움이 유발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관계사가 번역되어 만들어진
중간언어 산물이 즉각 처리가 곤란할 때 이것이 지연 처리되는지
확인하였다.
관계절 처리 실험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영어의 관계사를
한국어의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번역하였을 때 즉각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 확인하는 것. 둘째, 관계사의 처리가 즉각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연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 셋째, 관계사 처리에서 수식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외국어인 영어의 관계사
처리 시 모국어인 한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사 조건과 대등 접속사 조건을 사용했다. 번역했을 때
만들어지는 중간언어 결과물이 즉각 처리의 어려움을 유발하리라 예상되는
관계사를 포함한 문장으로 구성된 관계사 조건과 관계사 조건과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되 관계사의 위치에 즉각 처리의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대등 접속사 조건을 이용하여
문장 읽기 시 안구운동측정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번역에 의한 처리
어려움이 지연 처리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번역하였을 때 즉각
처리의 어려움인 유발되리라 예상되는 중간언어 애매영역인 관계사와 어간
정보를 포함하는 중간언어 애매해소영역인 관계절의 동사 사이에 부사구를
삽입하여 지연 처리 부담이 가중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지연 처리의 어려움이 없으리라 예측되는 대등 접속사 조건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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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절 처리 실험에 사용된 4가지 조건의 문장과 예상되는 처리 특징을
정리해 보겠다. 기본적인 예측은 외국어 문장을 읽으며 처리할 때
중간언어 문장 구조를 만들어가며 보통 문장의 첫 단어에서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점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장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문장을 읽어 가면서 중간언어를 통하여 성공적인 인지적 표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점진적 처리에 의해 중간언어는
처리 도중에 일시적인 애매함이 유발될 수도 있으며, 이 처리 어려움은
애매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
애매함이 해소되는 특징이 있다.
[조건1] 관계사 조건
문장29. 외국어 문장:

She admires the man who complains about his income.

문장30. 중간언어 문장1:

그녀는 존경한다 그 남자를 ～는 불평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문장31. 중간언어 문장2:

그녀는 존경한다 그 남자를 불평하는 그의 수입에 대해.

문장32. 중간언어 문장3:

그녀는 존경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불평하는 그 남자를.

문장33. 모국어 문장:

그녀는 그의 수입에 대해 불평하는 그 남자를 존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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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2] 대등 접속사 조건
문장34. 외국어 문장:

She admires the man, but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문장35. 중간언어 문장:

그녀는 존경한다 그 남자를 그러나 그는 불평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문장36. 모국어 문장:

그녀는 그 남자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수입에 대해 불평한다.

관계사 조건인 조건1과 대등 접속사 조건인 조건2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관계사 조건의 관계사에서 즉각 처리의 어려움이 유발될 것이나
대등 접속사 조건에서는 즉각 처리의 어려움이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조건1에서 문장30은 중간언어 문장 구조에서 일시적
애매함(‘～는’은 어간 정보의 부재로 앞 중간언어 구조에 통합되는 즉각
처리가 완료될 수 없기 때문)이 유발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문장31은
이러한 애매함이 애매해소 영역에 이르렀을 때 애매함이 해소됨
(‘불평하는’과 같이 어간 정보가 채워져 앞 중간언어 구조에 통합되어
처리가 완료됨)을 보여준다. 또한 두 개의 도식화된 중간언어 문장인
문장30과 문장31은 문장30에서 문장31로 처리될 때까지 어려움이 지연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문장32는 문장31에서 전성어미
애매해소 후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수식 어구의 어순에 의한 어려움이
어순의 재구성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조건2에서는
중간언어 문장인 문장35에 보이는 것처럼 조건1과 같은 두 종류의
애매함이 유발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but’이 접속부사인
‘그러나’로 번역되면 이대로 앞 중간언어 구조에 통합되어 즉각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언어 구조인 ‘그녀는 그 남자를
존경했으나’는 즉각 처리되기에 애매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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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3] 부사구를 삽입한 관계사 조건
문장37. 외국어 문장:

She admires the man who all the time complains about his income.

문장38. 중간언어 문장1:

그녀는 존경한다 그 남자를 ～는 항상 불평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문장39. 중간언어 문장2:

그녀는 존경한다 그 남자를 항상 불평하는 그의 수입에 대해.

문장40. 중간언어 문장3:

그녀는 존경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항상 불평하는 그 남자를.

문장41. 모국어 문장:

그녀는 그의 수입에 대해 항상 불평하는 그 남자를 존경한다.

[조건4] 부사구를 삽입한 대등 접속사 조건
문장42. 외국어 문장:

She admires the man, but all the time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문장43. 중간언어 문장:

그녀는 존경한다 남자를 그러나 항상 그는 불평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문장44. 모국어 문장:

그녀는 그 남자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의 수입에 대해 불평한다.

조건3은 관계사 다음과 애매해소영역인 관계절 동사 이전에 부사구를
삽입하여 관계사가 번역되어 만들어진 중간언어 문장 구조에 관계사의
즉각 처리 어려움에 의한 인지부담이 가중되도록 만든 조건이다.
문장38에서 ‘～는’에 해당하는 관계사 영역과 ‘불평한다’에 해당하는
관계절의 동사에 해당하는 애매해소 영역 사이에 부사구 ‘all the time’ 즉,
‘항상’이라는 부사구가 삽입되어 조건1과 비교 시 애매영역부터
애매해소영역까지의 거리가 길어져 인지부담이 가중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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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장40은 문장39에서 전성어미 애매해소 후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수식 어구의 어순에 의한 어려움이 어순의 재구성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건4는 조건3과 마찬가지로 부사구를 삽입한
문장이지만 대등 접속사가 접속부사로 번역되어 처리될 경우 조건3에서
예상되는 즉각 처리 지연에 따른 처리 부담의 가중은 예상되지 않는다.
조건1과 조건3 간의 차이와 조건2와 조건4 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관계사의 번역에 의한 즉각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중된 인지부담에 의해 이러한 처리 어려움에 대한 지연 처리
어려움이 가중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절
연구에서는 이들 조건 간 비교를 통해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어려움이 유발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사에 의해 연결된 복문과 대등 접속사에 의해 연결된 중문이
구문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동일한 부사구 삽입에 의해 처리
어려움이 복문에서만 가중될 이유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동일한 접속사
다음 부사구 삽입에 의해 복문에서만 처리 어려움이 가중된 결과가
관찰되면 그것은 가설대로 번역된 접속사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사구를 삽입하는 위치를 접속사 다음이
아닌 애매해소영역인 동사 다음에 삽입한 문장들을 비교해서 두 조건 간에
차이가 없는 결과가 관찰되는지를 보는 방법도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
확인해 보진 않았다.
이상의 연구 가설이 반영된 네 가지 조건을 이용하여, 관계절 처리
실험의 세 가지 목적 첫째, 영어의 관계사를 한국어의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번역하였을 때 즉각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 둘째, 관계사의
처리가 즉각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연 처리되는지. 셋째, 관계사
처리에서 수식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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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방법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의 관계사 처리 시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번역하면 즉각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사 조건과 대등 접속사 조건을 사용했다.
번역했을 때 만들어지는 중간언어 결과물이 즉각 처리의 어려움을
유발하리라 예상되는 관계사를 포함한 문장으로 구성된 관계사 조건과
관계사 조건과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되 관계사의 위치에 즉각
처리의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대등
접속사 조건에 대하여 중간언어 애매영역(영역4)과 애매해소영역(영역6)
두 관심 영역에서의 안구운동측정치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관계사를 지연
처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사와 관계절의 동사 사이에 부사구를
삽입하여 지연 처리 부담이 가중되도록 하여 이를 지연 처리의 어려움이
없으리라 예측되는 대등 접속사 조건과 비교하였다. 지연 처리 확인을
위하여 관계절 조건인 조건1과 조건3 간의 차이 유무와 대등 접속사
조건인 조건2와 조건4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의 차이에 따라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관계절 문장 처리 시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애매해소영역인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에 해당하는 영역인 영역3에서 조건 간 총읽기시간과
‘되돌아-들어와-고정한-비율’ (regression-in ratio:되돌아-들어와-고정한
-비율은 대상 영역을 글 읽는 방향으로 지나갔다가 다시 그 영역으로
되돌아와 고정한 비율)을 비교했다.
실험 참여자 부사절 처리 실험과 같은 기준으로 모집된, 영어 사용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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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험이 없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영어 상위권 실력을 가진
한국에 거주하는 중3 학생 남녀 25명이 실험에 지원하였다. 이 가운데
사후영어실력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명을 제외하여, 총
23명이 자료 분석에 포함된 최종 실험 참여자였다. 실험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만 14(0.5)세였으며 남 8명, 여 15명이었다.
거

실험 자극 실험 자극은 실험 문장 160 문장과 채우개 문장 80 문장으로
총 240개의 영어 문장이 사용되었다. 실험 문장은 40개의 문장에 대하여
각 문장 당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조건1과 조건3은
관계사가 사용된 조건이며 조건2와 조건4는 대등 접속사가 사용된
조건이다. 조건3과 조건4에서는 처리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접속사 뒤에 부사구를 삽입한 문장으로 조건3은 조건1의 문장에 부사구가
삽입된 관계절 조건이며 조건4는 조건2의 문장에 부사구가 삽입된 대등
접속사 조건이었다. 나머지는 부사절 처리 실험과 같았다.
조건1] She admires the man who complains about his income.
[조건2] She admires the man but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조건3] She admires the man who all the time complains about his income.
[조건4] She admires the man but all the time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

조건1] 주어1 동사1 논항1 관계사 동사 논항 ….
[조건2] 주어1 동사1 논항1 대등접속사 주어 동사 논항 ….
[조건3] 주어1 동사1 논항1
관계사 부사구 동사 논항 ….
[조건4] 주어1 동사1 논항1 대등접속사 부사구 주어 동사 논항 ….
[

실험 도구 부사절 처리 실험과 같았다.
실험 절차 부사절 처리 실험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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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결과
문장 이해도의 정답률은 87.3(4.3)%였다. 역균등화는 조건1:조건2:조건3:
조건4 각각 6:5:6:6이었으며 문장 읽기 과제 후 평가한 단어 점수는
87.5(7.9)%점이었고, 독해점수는 89.7(6.6)%점이었다. 눈 깜빡임과 자료저장
오류 등으로 분석에서 제외된 시행은 전체시행의 4%였다.
안구운동 자료는 부사절 처리 연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즉, R(Baayen, Davidson, & Bates, 2008; R Development Core Team,
2010)의 lme4 패키지내의 선형 혼합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참여자와 실험 문장은 무선
요소(random factors)로 접속사의 차이와 지연 처리 부담을 위한 부사구
유무가 반영된 4가지의 실험조건을 고정요소(fixed factors)로 하여
분석하였다. p-값은 모든 고정요소에 대하여 n=10,000의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표본 테스트(Markov chain Monte Carlo sampling test)를
이용하여 구했다. p-값이 0.05보다 낮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1] 중간언어 즉각 처리 애매영역인 관계사에 해당하는 영역 (영역4)
먼저 다음 예문에서 칸이 채워져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중간언어
애매영역인 관계사에 해당하는 영역인 4번째 영역(영역4)의
안구운동측정치의 결과를 살펴보겠다. 대등 접속사가 포함된 비교
조건에서는 대등 접속사에 해당하는 4번째 영역에 해당한다. 처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안구운동측정치로,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역방향누적시간, 총읽기시간 및 건너뛰기율이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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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3

영역4

영역6
complains

about his income.

조건1

She

admires

the man

who

조건2

She

admires

the man

but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조건3

She

admires

the man

who

all the time

complains

about his income.

조건4

She

admires

the man

but

all the time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표4는 관계절 실험의 애매영역인 영역4에서 관찰된 안구운동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중간언어 즉각 처리 애매영역인 관계사에
해당하는 영역인 영역4에서는, 부사절 접속사를 이용한 부사절 처리
실험과는 달리, 관계사와 대등 접속사 즉, 접속사 간 고정시간에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조건1의 고정시간과 조건2의
고정시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ms]

관계절 실험 영역4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첫고정시간

279 (71)

277 (52)

288 (72)

303 (68)

단일고정시간

293 (102)

280 (60)

315 (94)

322 (79)

주시시간

317 (106)

304 (73)

341 (121)

328 (79)

역방향누적시간

338 (135)

328 (95)

382 (146)

372 (93)

총읽기시간

396 (141)

410 (121)

492 (183)

460 (145)

건너뛰기율 [%]

14 (15)

19 (18)

9 (11)

23 (20)

표4. 관계절 실험 즉각 처리 애매영역(영역4)에서의 안구운동측정치
반면, 관계사와 대등 접속사 조건 모두에서 부사구 유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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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누적시간과 총읽기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조건1의
역방향누적시간(338ms)에 비하여 조건3의 역방향누적시간(382ms)이
유의미하게(p=0.0141) 길었고, 조건2의 역방향누적시간(328ms)에 비하여
조건4의 역방향누적시간(372ms)이 유의미하게(p=0.0030) 길었다. 그리고
조건1의 총읽기시간(396ms)에 비하여 조건3의 총읽기시간(492ms)이
유의미하게(p<0.0001) 길었고, 조건2의 총읽기시간(410ms)에 비하여
조건4의 총읽기시간(460ms)이 유의미하게(p=0.0375) 길었다. 그리고
조건1의 단일고정시간(293ms)와 조건3의 단일고정시간(315ms)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조건2의 단일고정시간(280ms)에 비하여 조건4의
단일고정시간(322ms)은 유의미하게(p=0.0042) 길었다.
건너뛰기율은 조건1과 조건2, 조건1과 조건3, 조건2와 조건4 사이의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단, 조건3의 건너뛰기율(9%)은 조건4의
건너뛰기율(23%)에 비하여 유의미하게(p<0.0001) 낮았다.
[2] 중간언어 즉각 처리 애매해소영역 관계절 동사에 해당하는 영역
(영역6)
영역3

영역4

영역6
complains

about his income.

조건1

She

admires

the man

who

조건2

She

admires

the man

but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조건3

She

admires

the man

who

all the time

complains

about his income.

조건4

She

admires

the man

but

all the time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중간언어 즉각 처리 애매해소영역에 해당하는 관계절 동사에 해당하는
영역인 영역6에서는, 부사구를 삽입하여 인지부담을 가중시킨 관계사
조건인 조건3의 단일고정시간(333ms)이 부사구를 삽입하지 않은 관계사
조건인 조건1의 단일고정시간(319ms)에 비하여 유의미하게(p=0.0069)
길었다(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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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관계절 실험 즉각 처리 애매해소영역(영역6)에서의
단일고정시간
또한 조건3의 역방향누적시간(536ms)이 조건1의 역방향누적시간
(470ms)에 비하여 유의미하게(p=0.0183) 길었다(그림6). 반면, 부사구를
삽입한 대등 접속사 조건인 조건4와 부사구를 삽입하지 않은 대등 접속사
조건인 조건2 사이에는 고정시간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표5는 관계절 실험의 애매해소영역인 영역6에서 관찰된
안구운동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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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관계절 실험 즉각 처리 애매해소영역(영역6)에서의
역방향누적시간
[ms]

관계절 실험 영역6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첫고정시간

297 (59)

286 (51)

312 (67)

300 (56)

단일고정시간

319 (73)

307 (75)

333 (86)

325 (80)

주시시간

428 (136)

447 (136)

467 (145)

440 (103)

역방향누적시간

470 (146)

539 (164)

536 (151)

524 (160)

총읽기시간

654 (213)

655 (198)

723 (278)

690 (263)

건너뛰기율 [%]

1

(4)

1

(3)

6

(8)

3

표5. 관계절 실험 즉각 처리 애매해소영역(영역6)에서의
안구운동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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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수식어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애매해소영역인 관계절 앞 명사에
해당하는 영역 (영역3)
영역3

영역4

영역6
complains

about his income.

조건1

She

admires

the man

who

조건2

She

admires

the man

but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조건3

She

admires

the man

who

all the time

complains

about his income.

조건4

She

admires

the man

but

all the time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애매해소영역에 해당하는 관계절 앞
명사에 해당하는 영역인 영역3에서는, 이 영역으로 되돌아와 읽은
읽기시간이 반영된 안구운동측정치인 총읽기시간에 대하여, 부사구가
삽입된 관계절 조건인 조건3의 총읽기시간(984ms)이 부사구가 삽입되지
않은 관계절 조건인 조건1의 총읽기시간(872ms)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p=0.0028) 길었다(그림7).

그림7. 관계절 실험 수식어 분지 방식 애매해소영역(영역3)에서의
총읽기시간
63

반면, 대등 접속사 조건들인 조건2와 조건4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영역3으로 되돌아와 읽은 읽기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안구운동측정치인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역방향누적
시간에서는 관계절 조건들인 조건1과 조건3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
영역으로 시선이 ‘되돌아와 고정한 비율’에는 어떠한 조건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6).
관계절 실험 영역3
총읽기시간 [ms]
되돌아와 고정한 비율 [%]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872 (315)

876 (243)

984 (369)

925 (312)

27 (15)

28 (20)

30 (23)

25 (19)

표6. 관계절 실험 수식어 분지 방식 애매해소영역(영역3)에서의
총읽기시간과 되돌아와 고정한 비율

제 4 절 논의
문장 이해도의 높은 정답률 87.3(4.3)%는 실험 참여자들이 글 읽기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문장 읽기 과제 후 평가한 영어 실력
평가에서 보인 단어 점수 87.5(7.9)%점과 독해점수 89.7(6.6)%점은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 실험 참여자들의 영어 실력이 중학생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상위권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영어실력평가
점수는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에 대한 기준인 영어 단어 지식과 문법
지식은 알고 있으나 모국어가 한국어이며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어 학습자인 ‘상급 수준의 초보 영어 학습자’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이다.
중간언어 즉각 처리 애매영역인 관계절 영역에서는, 부사절 접속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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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부사절 처리 실험과는 달리, 관계사와 대등 접속사 즉, 접속사 간
고정시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관계사는
‘who’(40문장 중 35문장에서 사용)와 ‘that’(40문장 중 5문장에서
사용)이었고, 등위 접속사는 ‘and’(40문장 중 25문장에서 사용)과
‘but’(40문장 중 15문장에서 사용)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접속사의 길이는
대부분 3자로 짧은 단어 길이라는 물리적 속성에 의해 글로 쓰인
단어로부터 물리적 정보를 얻어내는 데 많은 인지적 자원이 사용되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조건1이 14%, 조건2가 19%, 조건3이 9%,
조건4가 23%인 높은 건너뛰기율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단어로부터
물리적 정보를 추출하는데 많은 인지적 자원이 쓰이지 않았으므로 아마도
이러한 점은 물리적 정보 추출 후 인지적 처리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유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여지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즉각 처리 애매영역과 즉각 처리 애매해소영역이 물리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관계절이 번역된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의한 즉각 처리
어려움이 저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전에 즉각 처리 애매해소영역인
관계사 다음 단어인 동사로부터 어간 정보가 채워져 즉각 처리 애매영역인
영역4의 조건1에서는 안구운동측정치에 처리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영역4에서 조건3이 조건1에 비하여 역방향누적시간과
총읽기시간이 유의미하게 긴 결과와 조건4가 조건2에 비하여
역방향누적시간과 총읽기시간이 유의미하게 긴 결과는 모두 접속사 뒤
다음 단어의 물리적인 복잡성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용된
접속사가 짧은 단어였기에 접속사 다음 단어의 물리적 속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조건3의 건너뛰기율이 조건4의 건너뛰기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은 이러한 물리적인 속성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고
아마도 처리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부사절 접속사의 경우는 각각에 대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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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명시적으로 학습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관계사는 한국어로 번역된
의미 정보가 부사절 접속사에 비해 명시적으로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즉 ‘although’와 ‘～일지라도’의 연결 강도가 ‘who’와
‘～는’의 연결 강도가 아마도 더 클 것이라는 해석으로, 그 결과 관계사인
who의 처리 시 ‘～는’이라는 번역에 의해 즉각 처리 애매함이 유발될
가능성이 부사절 접속사의 번역에 의해 즉각 처리 애매함이 유발될
가능성보다 희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해석 가능성으로
관계사 영역인 영역4에서 고정시간이 접속사의 종류 간 차이 없는 결과가
관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간언어 즉각 처리 애매해소영역에 해당하는 관계절 동사에 해당하는
영역인 영역6에서 부사구를 삽입하여 인지부담을 가중시킨 관계사 조건인
조건3에서 부사구를 삽입하지 않은 관계사 조건인 조건1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긴 단일고정시간과 역방향누적시간을 보인 결과는, 부사구를
삽입하여 인지부담을 가중시킨 대등 접속사 조건(조건4)에서는 부사구를
삽입하지 않은 대등 접속사 조건(조건2)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던
결과와 함께 해석해볼 때, 관계사 영역에서 유발된 즉각 처리의 어려움이
지연 처리 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건3의 역방향누적시간이 조건1보다 유의미하게 긴 결과는 수식어 분지
방식의 애매해소과정에서 수식어 분지 방식 애매해소영역인 영역3과 즉각
처리 애매해소영역인 영역6까지의 거리가 조건1에 비하여 조건3에서 더
길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수식어구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처리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조건3에서 영역3으로
회귀하여 더 오래봤다면 이러한 처리가 영역6의 역방향누적시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수식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애매해소영역에 해당하는 관계절 앞
명사에 해당하는 영역인 영역3에서는 되돌아-들어와-고정한-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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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3과 조건1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조건3의 총읽기시간은 조건1의
총읽기시간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길었다. 총읽기시간의 차이는 부사절의
삽입에 의하여 인지부담이 가중된 관계절 조건(조건3)에서 분지 방식의
차이에 의한 처리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관계절 조건이 대등
접속사조건에 비하여 되돌아-들어와-고정한-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되돌아-들어와-고정한-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되돌아-들어와-고정한-비율과 되돌아와서 읽는 시간이 반영된
총읽기시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총읽기시간의
차이만으로도 부사절의 삽입에 의하여 인지부담이 가중된 관계절
조건(조건3)에서 분지 방식의 차이에 의한 처리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건1] 관계사 조건
문장29. 외국어 문장:

She admires the man who complains about his income.

문장30. 중간언어 문장1:

그녀는 존경한다 그 남자를 ～는 불평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문장31. 중간언어 문장2:

그녀는 존경한다 그 남자를 불평하는 그의 수입에 대해.

문장32. 중간언어 문장3:

그녀는 존경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불평하는 그 남자를.

문장33. 모국어 문장:

그녀는 그의 수입에 대해 불평하는 그 남자를 존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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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3] 부사구를 삽입한 관계사 조건
문장37. 외국어 문장:

She admires the man who all the time complains about his income.

문장38. 중간언어 문장1:

그녀는 존경한다 그 남자를 ～는 항상 불평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문장39. 중간언어 문장2:

그녀는 존경한다 그 남자를 항상 불평하는 그의 수입에 대해.

문장40. 중간언어 문장3:

그녀는 존경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항상 불평하는 그 남자를.

문장41. 모국어 문장:

그녀는 그의 수입에 대해 항상 불평하는 그 남자를 존경한다.

조건1과 조건3은 관계사가 번역된 연결어미가 즉각 처리에 애매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조건3은 조건1보다 애매해소영역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조건3은 조건1보다 작업
기억에 반영되는 인지 부담이 더 가중되어 있다. 조건3에서 문장38에서
문장39로 처리되는 시간이 조건1에서 문장30이 문장31과 같이 처리되는
시간에 비해 더 길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지연되는 만큼 처리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각 처리 애매해소와 더불어,
수식어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애매해소 과정에서도, 조건3에서 문장40의
과정이 조건1의 문장32보다 거리와 저장 정보의 양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인지적 부담이 더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조건3의 역방향누적시간이
조건1의 값보다 유의미하게 긴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가중된
처리 부담이 안구운동측정치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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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2] 대등 접속사 조건
문장34. 외국어 문장:

She admires the man but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문장35. 중간언어 문장:

그녀는 존경한다 그 남자를 그러나 그는 불평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문장36. 모국어 문장:

그녀는 그 남자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수입에 대해 불평한다.

[조건4] 부사구를 삽입한 대등 접속사 조건
문장42. 외국어 문장:

She admires the man but all the time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문장43. 중간언어 문장:

그녀는 존경한다 남자를 그러나 항상 그는 불평한다 그의 수입에 대해.

문장44. 모국어 문장:

그녀는 그 남자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의 수입에 대해 불평한다.

반면에, 조건2와 조건4는 부사구에 의한 삽입 여부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대등 접속사가 번역된 접속부사가 즉각 처리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관계사 조건에서 보이는 처리 지연에 의한 인지부담의 가중에 따른
안구운동측정치의 차이는 없으리라는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관계사를 포함한 영어 문장을 읽을 때 관계절 처리 시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관계사의 번역에 의해 만들어진 연결어미가 즉각 처리
어려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애매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처리 어려움이 유발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즉각 처리 애매함에 의한 처리 어려움은 애매해소영역에
이를 때까지 지연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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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절 처리 실험에서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단어-텍스트 통합’(word-to-text integration) 처리
시 영어 문장 읽기에 일시적 애매함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부사절을 이용한
부사절 처리 실험에 이어, 관계절이 포함된 영어 문장 읽기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관계절 처리 실험에서는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 읽을 때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중간언어에
유지되는 영어의 어순이 모국어의 구문처리 방식과 상충될 때 이것이 처리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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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의 특성
제 1 절 서론
본 실험에서는 영어 단어의 문장 성분 판단 시 번역된 한국어 단어의
형태소 정보뿐만 아니라 번역되기 전 영어 단어의 형태소 정보와 영어의
격 표지인 어순과 같은 영어 문법 지식도 이용되는지 확인하였다.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는 부사절 문장을 통하여 번역된 단어-중간언어 텍스트
통합 과정의 어려움을 다뤘고, 관계절 처리 실험에서는 관계절 문장을
통하여 번역된 단어-중간언어 텍스트 통합 과정의 어려움과 아울러
중간언어에 유지된 영어의 수식어의 어순이 한국어의 수식어 어순과
상충되어 처리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다. 영어 문장에 대한
단어 지식과 문법 지식을 알고 있지만 처리 어려움을 겪음을 확인한
부사절 처리 실험과 관계절 처리 실험의 연구 논리와는 달리,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는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읽고 있는 영어 구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주로 단어 지식에 의존하여
이해해야 할 때의 중간언어를 통한 영어 문장 처리 특성을 다루었다.
텍스트의 시각 정보를 해독하여 명사구나 동사구와 같은 문장 구성성분을
구성하는 과정과 이것들을 이용하여 의미의 기본 단위인 명제 표상을
형성하는 문장 읽기 초기 과정에서, 문장 이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에서 추출된 정보(lexical outcomes)는 크게 3가지 정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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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의미 정보’, ‘단어의 형태소 정보’, ‘단어의 통사정보’(이것은 다시
두 가지 논항구조 정보와 문장성분 정보로 구성)로 구성된다(Perfetti &
Stafura, 2014).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는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구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중간언어를
형성하는 처리 과정에서 단어의 의미정보와 단어의 형태소 정보가 충돌할
때 이것이 단어의 통사정보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문장45.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현재분사 부사절 문장.
M

argaret washed her children, her husband watching television.

M

argaret washed her children, quietly watching television.

문장49. 주어가 생략된 현재분사 부사절 문장.

현재분사 부사절은 문장45처럼 현재분사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달라 주어가 생략되지 못하는 경우와 문장49처럼 현재분사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아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2가지 문장 구조가
있다. 문장45에서는 ‘watching’의 주어가 ‘her husband’이며, 문장49에서
‘watching’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Margaret’이다. 이처럼 현재분사
부사절에 대한 문법지식을 알고 있다면 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절을 다 읽은 숙련된 독자는
세상사 지식을 이용하여 두 절의 관계를 계산해 낼 것이다. 즉,
문장45에서는 ‘남편이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마가렛은 아이들을
씻겼다.’와 같이 시간의 부사적 연결 관계라 계산할 것이며, 문장46에서는
두 절의 관계를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가렛은 아이들을 씻겼다.’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계산할 것이다. 문장45는 독자가
적용하는 세상사 지식에 따라, ‘마가렛은 아이들을 씻겼지만,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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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텔레비전을 보았다.’와 같이 두 절의 관계가 역접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분사 부사절에 관한 구문 지식이 없을 때엔 이러한
처리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독자가 문법지식을 모를 때 현재분사
부사절은 문장 이해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실험 재료가 될 수 있다.
현재분사 부사절에 대한 문법지식이 부족할 때 현재분사 부사절이 문장
이해과정에서 어떤 실험 재료가 될 수 있는지, 앞서 보았던 두 가지
현재분사 부사절이 포함된 문장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자.
조건1]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현재분사 부사절 문장 조건
문장45. 외국어 문장.
[

M

argaret washed her children, her husband watching television.

문장46. 중간언어 문장1.

가렛은 씻겼다 그녀의 아이들을, 그녀의 남편은 보는
(‘watching’에서 형태소와 품사의 정보가 상충되리라 예상)
마

문장47. 중간언어 문장2.

가렛은 씻겼다 그녀의 아이들을, 그녀의 남편은 본다 텔레비전을.

마

(애매해소)
문장48. 모국어 문장.

가렛의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그녀는 그녀의 아이들을 씻겼다.

마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현재분사 부사절 문장 조건인 문장45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는 문장46과 같은
중간언어 문장을 형성해 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watching’이라는 단어를 처리할 때, 단어-텍스트 통합 즉, 바로 앞
단어에서 계산한 주어인 명사 ‘her husband’에 통합되는 단계에서 이
단어의 현재분사인 형태소 정보가 이 위치에 필요한 품사 정보(동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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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된다. ‘her husband’ 뒤에 동사가 필요한데 영어에서 현재분사는
동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형태소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는 처리 어려움을 유발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watching’ 뒤에 그것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므로 형태소가
동사가 아니어도 동사로 처리하여 절을 구성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문장47은 이러한 애매해소가 이뤄진 처리를 도식화한 문장이다.
반면, 문장46에서 형태소 정보(‘watching’의 ‘-ing’)가 무시되고
‘watching’의 의미정보에 해당하는 ‘watch’ 즉, ‘보다’라는 의미 정보에
의존해 처리한다면, 그 결과 문장46과 같은 애매함을 겪지 않고
문장47처럼 처리될 것이다.
조건2] 주어가 생략된 현재분사 부사절 문장 조건.
문장49. 외국어 문장.
[

M

argaret washed her children, quietly watching television.

문장50. 중간언어 문장1.

가렛은 씻겼다 그녀의 아이들을, 조용히 보는
(watching에서 형태소 정보와 품사 정보가 상충되지 않으리라 예상)
마

문장51. 중간언어 문장2.

가렛은 씻겼다 그녀의 아이들을, 조용히 본다 텔레비전을.
(재분석 필요: 생략된 주어 계산 필요, 절 간의 관계 계산 필요)
마

문장52. 모국어 문장.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가렛은 그녀의 아이들을 씻겼다.

주어가 생략된 현재분사 부사절 문장 조건인 문장49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는 문장50과 같은
중간언어 문장을 형성해 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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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는 ‘watching’이라는 단어를 처리할 때, 단어-텍스트 통합 즉,
바로 앞 단어에서 계산한 부사어 ‘quietly’에 통합되는 단계에서 이 단어의
현재분사인 형태소 정보가 이 단어의 품사 정보(형용사)와 상충되지
않는다. 즉, 문장50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용히 보는’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다음 단어인 television을 처리할 때 ‘조용히
보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조용히 본다 텔레비전을’이 되어 재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문장51에서처럼, ‘watching’을 형용사가 아니 동사로
처리해야 하며 또한 생략된 주어라는 논항을 계산해 내야 한다. 이러한
재분석과정은 글 읽기 처리 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분사 부사절에 대한 문법 지식이 없어서 생략된 주어를 복원할 방법을
모르면 문장 내에서는 애매해소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생략된 주어
복원에 따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생각해 보면,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현재분사
부사절 조건인 조건1에서는 ‘watching’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어려움이
유발되리라 예상이 되지만, 주어가 생략된 현재분사 부사절 조건인
조건2의 ‘watching’에서는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반면, 주어가 생략된 현재분사 부사절 조건인 조건2에서는 ‘television’에서
생략된 주어를 찾아야 하는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예상되지만,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현재분사 부사절 조건인 조건1의 ‘television’에서는
재분석이 요구되지 않으며 오히려 앞 영역에서 형태소-품사 정보 상충에
따른 애매함에 대한 애매해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문장46에서 ‘television’까지 처리하면, ‘그녀의 남편은 보는 텔레비전을’이라는
애매한 해석이 문장47에서 ‘그녀의 남편은 본다 텔레비전을’과 같이
애매해소가 된다는 가설이다. 그러므로 현재분사 부사절에 관한 구문구조
지식이 부족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두 종류의
현재분사 부사절 문장을 읽을 때 두 조건의 현재분사 부사절의 현재분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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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영역을 비교하면 문장 처리 시 이용하는 단어 정보의 특성에
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명제 내 술어와
논항을 통합하여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단어 정보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어 구문 구조에 대한 정보가 희박하여 단어 정보에
주로 의존하여 문장을 처리해야 하는 현재분사 부사절을 이용하여
중간언어 구성과정에서 단어의 의미와 형태소 정보가 문장 처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둘째, 주어가 생략된 현재분사
부사절에 대해서 생략된 주어를 복원할 문법 지식이 없는 것이 명제 내
술어와 논항 간의 통합 과정에 어려움을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제 2 절 실험 방법
현재분사 부사절에 대한 구문 구조 정보가 미흡한 (문장 읽기 실험 후
실험 문장 해석을 통해 확인) 실험 참가자들에 대하여, 현재분사 부사절의
주어가 현재분사 앞에 위치한 조건(조건1)과 현재분사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아 생략된 구조에 조건1과 길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부사
하나를 삽입한 조건(조건2)에 대하여 애매영역인 현재분사 부사절의
현재분사에 해당하는 영역(영역5)에서의 안구운동측정치를 비교하였다.
단어의 형태 정보에 의한 문장 처리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을 비교하였고, 생략된 주어의 명제 내
통합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총읽기시간을 비교하였다.
실험 참여자 부사절 처리 실험과 같은 기준으로 모집된, 영어 사용
국가의 거주 경험이 없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영어 상위권 실력을
가진 한국에 거주하는 중3 학생 남녀 20명이 실험에 지원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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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눈 깜빡임이 심하여 안구운동측정이 어려운 참여자 2명과
사후영어실력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명을 제외하여, 총
16명이 자료 분석에 포함된 최종 실험 참여자였다. 실험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만 15(0.5)세였으며 남 5명, 여 11명이었다.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2배를 뺀 단어 점수나 독해 점수를 기준으로 그 이하 점수에 해당하는
실험 참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험 자극 실험 자극은 실험 문장 80 문장과 채우개 문장 80 문장으로
총 160개의 영어 문장이 사용되었다. 실험 문장은 40개의 문장에 대하여
각 문장 당 아래와 같이 2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조건1은 현재부사
부사절에 주어가 있는 구조이며, 조건2는 현재부사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아 주어가 생략된 조건으로 조건1과 길이를 유사하게
해주기 위하여 주어 자리에 부사 단어를 삽입한 조건이다. 실험
참여자에게 한 실험 문장에 대한 2가지 조건 가운데 역균등화되어
제시되는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실험 문장만이 제시되었으며, 나머지는
부사절 처리 실험과 같았다.
조건1] Margaret washed her children, her husband watching television.
[조건2] Margaret washed her children, quietly watching television.
[

조건1] 주어1 동사1 논항1, 주어 동사 -ing 논항 ….
[조건2] 주어1 동사1 논항1, 부사어 동사 -ing 논항 ….
[

2

실험 도구 부사절 처리 실험과 같았다.
실험 절차 부사절 처리 실험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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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제 3 절 실험 결과
문장 이해도의 정답률은 84.9(4.9)%였다. 역균등화는 조건1:조건2 각각
8:8이었으며 문장 읽기 과제 후 평가한 단어 점수는 76.7(11.8)%점이었고,
독해점수는 74.1(13.2)%점이었다. 눈 깜빡임과 자료저장 오류 등으로
분석에서 제외된 시행은 전체시행의 3%였다.
안구운동 자료는 R(Baayen, Davidson, Bates, 2008; R Development
Core Team, 2010)의 lme4 패키지내의 선형 혼합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참여자와 실험 문장은 무선
요소(random factors)로 2가지의 실험조건을 고정요소(fixed factors)로
하여 분석하였다. p-값은 모든 고정요소에 대하여 n=10,000의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표본 테스트(Markov chain Monte Carlo sampling
test)를 이용하여 구했다. p-값이 0.05보다 낮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1] 관심 영역인 현재분사 부사절의 현재분사 영역 (영역5)
영역1

영역2

영역3

조건1

Margaret

washed

her

조건2

Margaret

washed

her

영역4

영역5

영역6

children,

her husband

watching

television.

children,

quietly

watching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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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현재분사 부사절 실험 관심 영역(영역5)에서의 주시시간
현재분사 부사절의 현재분사에 해당하는 관심 영역인 영역5에서,
조건1의 주시시간(567ms)이 조건2의 주시시간(524ms)보다 유의미하게
(p=0.0459) 길었다(그림8).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역방향고정시간,
건너뛰기율에서 두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7).

그림9. 현재분사 부사절 실험 관심 영역(영역5)에서의 총읽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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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분사 부사절의 현재분사에 해당하는 관심 영역인 영역5에서,
조건2의 총읽기시간(972ms)이 조건1의 총읽기시간(925ms)에 비하여 (로그
변환 비교 시) 유의미하게(p=0.0395) 길었다(그림9).
표7은 현재분사 부사절 연구의 관심 영역인 영역5에서 관찰된
안구운동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ms]

현재분사부사절 실험 영역5

조건1

조건2

첫고정시간

341 (57)

332 (56)

단일고정시간

394 (94)

394 (71)

주시시간

567 (140)

524 (111)

역방향누적시간

705 (256)

720 (240)

총읽기시간

925 (385)

972 (379)

건너뛰기율 [%]

2

(3)

1

(2)

표7. 현재분사 부사절 실험 관심 영역(영역5)에서의 안구운동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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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의
문장 이해도의 높은 정답률 84.9(4.9)%는 실험 참여자들이 글 읽기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문장 읽기 과제 후 평가한 영어 실력
평가에서 보인 단어 점수 76.7(11.8)%점과 독해점수는 74.1(13.2)%점은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 실험 참여자들의 영어 실력이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의 목적에 맞게 현재분사 부사절에 대한 문법 정보가 부족하다는
기준을 충족했다는 걸 보여준다. 독해 평가 20문항 중 현재분사 부사절
관련 문항은 6개였는데 실제 대부분 실험 참여자가 현재분사 부사절 관련
독해 문항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
형태소-품사 정보 상충에 따른 중간언어 애매영역에 해당하는 현재분사
부사절의 현재분사에 해당하는 영역(영역5)에서 주시시간이 조건1이
조건2보다 유의미하게 더 길었다. 문장이해의 초기과정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는 안구운동측정치인 주시시간(Rayner, 1998)의
차이는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이해의 초기과정 중 현재 고정 단어를
이전 문장 구조에 통합하는 과정 즉, 단어-텍스트 통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분사 부사절의 구문 구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험 참여자는 단어의 정보에 근거하여 문장을 처리해야
한다. 조건1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다음에 와야 할 동사가 동사의
형태가 아닌 현재분사의 형태로 등장하므로 이 현재분사 영역을 처리하기
직전까지 만들며 처리해 온 중간언어 문장 구조에 붙이는 과정에 형태소
정보와 품사 정보가 상충되는 애매함이 유발된 결과라 여겨진다. 반면
조건2에서는 부사어 다음에 현재분사를 붙여서 처리하는 것은 ‘조용히
보는’처럼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애매성이 유발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읽기 시 초기 문장 처리에 속하는 명제 내의 술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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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항 간의 통합단계에서 형태소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시간 문장 처리를 반영하는 안구운동측정치 결과와는 달리 사후평가
시에는 현재분사를 많은 실험 참여자가 현재분사 부사절의 동사로
해석했다. 안구운동측정치에는 문장 처리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관찰된
반면에, 사후평가에는 문장 처리의 어려움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사후평가보다는 안구운동측정이 실시간 문장 처리 연구에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방금 읽은 단어의 정보를 처리하여 이전까지 만든 문장
구조에 통합하는 과정인 ‘단어-텍스트 통합’(word-to-text integration)에
대한 연구는 글을 읽는 동안 단어 수준 읽기 이해를 나타내는 실시간 측정
방법을 통해서만 연구가 가능하며(Perfetti & Stafura, 2014), 이러한
실시간 측정법으로 알려진 3가지 방법 즉, ‘단어-단위 읽기’(word-by-word
reading), 안구운동추적기법,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 측정법
가운데 안구운동추적기법이 유용함을 재확인 시켜주는 결과이다.
단어-단위 읽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독자의 읽기 전략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두 가지
기법은 독자의 의식적인 결정이 반영되지 않는 측정치를 얻을 수 있어서
‘단어-이해 연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Perfetti & Stafura, 2014).
재분석과정의 어려움을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는 총읽기시간(Juhasz
& Rayner, 2003)은 조건2가 조건1에 비하여 (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처리하였을 시) 유의미하게 컸다. 이는 읽기과정의 초반 통합과정에서와는
반대로 읽기과정의 후반부인 ‘명제 내의 통합과정’에서 조건2에서는
문장51의 ‘television’까지 처리하면 문장50의 ‘조용히 보는’이 ‘조용히
본다’와 같이 재분석이 이뤄지는데 이때 현재분사부사절의 주어가
없으므로 명제 내 통합 시, 생략된 주어 논항에 의하여 현재분사 부사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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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와 논항의 통합 시 어려움을 유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건1]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현재분사 부사절 문장 조건
문장45. 외국어 문장.
[

M

argaret washed her children, her husband watching television.

문장46. 중간언어 문장1.

가렛은 씻겼다 그녀의 아이들을, 그녀의 남편은 보는
(watching에서 형태소와 품사의 정보가 상충되리라 예상)
마

문장47. 중간언어 문장2.

가렛은 씻겼다 그녀의 아이들을, 그녀의 남편은 본다 텔레비전을.

마

(애매해소)
문장48. 모국어 문장.

가렛의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그녀는 그녀의 아이들을 씻겼다.

마

조건2] 주어가 생략된 현재분사 부사절 문장 조건.
문장49. 외국어 문장.
[

M

argaret washed her children, quietly watching television.

문장50. 중간언어 문장1.

가렛은 씻겼다 그녀의 아이들을, 조용히 보는
(watching에서 형태소 정보와 품사 정보가 상충되지 않으리라 예상)
마

문장51. 중간언어 문장2.

가렛은 씻겼다 그녀의 아이들을, 조용히 본다 텔레비전을.

마

(재분석 필요: 생략된 주어 계산 필요, 절 간의 관계 계산 필요)
문장52. 모국어 문장.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가렛은 그녀의 아이들을 씻겼다.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의 결과는 영어 단어의 문장 성분 계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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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된 한국어 단어의 형태소 정보뿐만 아니라 번역되기 전 영어 단어의
형태소 정보와 영어의 격 표지인 어순과 같은 영어 문법 지식도
이용된다는 걸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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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합 논의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의 실시간 처리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더 나아가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의 실시간
외국어 문장 처리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세부적인 가설을 세우고 세 가지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부사절 처리 실험과 관계절 처리 실험의 결과는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 읽을 때 단어 수준에서 번역하여
처리한다는 가설1을 지지한다.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 부사절 접속사가
번역되어 만들어진 단어 의미 표상에 해당하는 연결어미가 만들어져
단어의 처리가 완료된 후 그 다음 단계인 단어-중간언어 통합의 즉각
처리가 시도될 때 어간 정보의 부재로 앞 절에 통합될 수 없기 때문에
애매해소영역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며 이것이
애매해소영역에서 긴 역방향누적시간으로 관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계절 처리 실험에서는 관계사가 번역되어 만들어진 단어 의미 표상에
해당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만들어져 단어의 처리가 완료된 후 그 다음
단계인 단어-중간언어 통합의 즉각 처리가 시도될 때 어간 정보의 부재로
앞 절에 통합될 수 없기 때문에 애매해소영역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며 이것이 애매해소영역에서 긴 역방향누적시간으로
관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계절 처리 실험의 결과는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시, 영어 어순이 유지되어 있으면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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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된 중간언어 문장 구조가 작업 기억 내 유지될 것이라는 가설2를
지지한다. 수식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의한 애매해소영역인 관계절 앞
명사에 해당하는 영역인 영역3에서는 되돌아-들어와-고정한-비율은
조건3과 조건1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조건3의 총읽기시간은 조건1의
총읽기시간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길었다. 이는 문장 마지막 단어 처리 후
문장 처리 마무리 단계에서 얻어진 중간언어 문장의 수식어구 분지 방식이
한국어 분지 방식과 상충되어 만들어지는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분지 방식 차이에 대한 애매해소영역으로 되돌아와 고정한 것이
긴 총읽기시간으로 관찰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의 결과는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시, 영어 단어의 문장 성분 처리 과정에서
번역된 한국어 단어의 정보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의 형태소 정보와 영어의
문법 지식도 이용될 것이라는 가설3을 지지한다.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 형태소-품사 정보 상충에 따른 중간언어 애매영역에 해당하는
현재분사 부사절의 현재분사에 해당하는 영역(영역5)에서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조건에서 문장 이해의 초기과정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는
주시시간이 비교 조건에 비해 더 길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읽기 시 초기 문장 처리에
속하는 단어-중간언어 통합 단계에서 번역되기 전 영어의 형태소 정보가
이용되어 어려움이 초래된 것이 긴 주시시간으로 관찰된 것으로 이해된다.
부사절 처리 실험, 관계절 처리 실험,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의
결과들은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시, 영어 문장 처리가 진행되면서 중간언어는 단어 처리가 완료되면
즉각적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가설4를 지지한다.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
부사절 접속사가 번역되어 얻어진 단어 처리 결과물인 의미 표상
(연결어미)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단어-중간언어 통합이 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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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며, 관계절 처리 실험에서는 관계사가 번역되어 얻어진 단어 처리
결과물인 의미 표상(전성어미)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단어-중간언어
통합이 즉각적으로 시도되며,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현재분사 부사절 조건의 현재분사에서 단어의 의미
표상(동사가 아닌 현재분사에 해당하는 표상; 문장46에서 ‘보는’에 해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단어-중간언어 통합이 즉각적으로 시도되는데
일시적인 어려움이 유발되리라 예측된 조건에 따라 즉각 처리가 완료되지
못하여 부사절 처리 실험과 관계절 처리 실험에서는 지연 처리되어 이것이
애매해소영역에서의 긴 역방향누적시간으로 관찰되었으며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는 통합의 어려움이 관심 영역의 긴 주지시간으로 관찰된
것으로 이해된다.
관계절 처리 실험의 결과는 중간언어의 구문론적 특징이 한국어 구문
처리 방식과 상충될 때 처리 어려움이 유발될 것이라는 가설5를 지지한다.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과 같이 중간언어의 구문론적 특징이 영어의 어순에
따라 우분지이고 한국어의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은 좌분지로 중간언어의
구문론적 특징이 한국어의 구문 처리 방식과 서로 상충될 때 앞서 가설2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의 차이에 의해
애매함이 유발되며 이것이 수식 어구 분지 방식에 대한 애매해소영역의 긴
총읽기시간으로 관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국어 부정적 전이의 기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영어 문장 처리 중 겪은 처리 어려움은 초보 영어
학습자가 영어 처리를 위하여 생성한 중간언어 문장이 모국어의 구문처리
방식과 상충될 때 일어나는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높은 영어 단어와 독해 점수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에
사용된 영어 문장에 포함된 단어와 문법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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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절과 관계절 처리 시 어려움을 겪었음이 안구운동측정치를 통해서
관찰되었는데, 이는 외국어의 단어 지식과 문법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문장 처리 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초보 영어
학습자가 영어 처리를 위하여 생성한 중간언어 문장이 모국어의 구문처리
방식과 상충될 때 일어나는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라 이해할 수 있다.
부사절 처리 실험의 부사절 문장 읽기에서 번역된 부사절 접속사에 의해
만들어진 중간언어는 단어-중간언어 통합 시 영어 원문에는 없는 처리
애매함이 유발된다. 이는 결국 영어 부사절 접속사 번역에 의해 유입된
모국어의 지식이 영어 문장 처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계절 처리 실험의 관계절
문장 읽기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사의 번역에 의해 만들어진 중간언어가
단어-중간언어 통합 시 영어 원문에는 없는 처리 애매함을 유발하는 것과
중간언어에 유지되어 있는 영어 어순이 한국어의 수식 어구 분지 방식과
상충되어 또한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중간언어와
한국어의 구문 처리 방식이 상충되어 나타나는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 모국어자의 실시간 영어 문장 처리 연구
본 연구 결과는 영어 문장의 실시간 처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처리 과정으로 다루고 있는, 현재 읽고 있는
단어의 정보를 처리하여 이전까지 만든 문장 구조에 통합하는 과정인
‘단어-텍스트 통합’에 대한 연구는 글을 읽는 동안 단어 수준의 읽기
특징이 반영되는 실시간 측정 방법을 통해서만 연구가 가능하며(Perfetti &
Stafura, 2014), 이러한 문장 처리에 대한 실시간 측정법에는 3가지 즉,
‘단어-단위 읽기’(word-by-word reading), 안구운동추적기법, 사건관련전위
(event-related potential) 측정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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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단위 읽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독자의 읽기 전략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나머지 두 가지 기법은 독자의
의식적인 결정이 반영되지 않는 측정치를 얻을 수 있어서 ‘단어-이해
연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erfetti
& Stafura, 2014)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측정법 가운데
안구운동추적기법을 이용하여 단어-텍스트 통합 과정의 실시간 처리가
반영된 안구운동측정치들을 얻어서 해석의 근거로 삼았다.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 현재분사 부사절의 현재분사를 글 읽기 실험 후
실시한 영어 실력 평가에서는 대부분 동사로 해석했지만, 주시시간
안구운동측정치에는 실시간 처리 시에만 나타날 수 있는 단어-텍스트
통합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는 사후평가지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언어의 실시간 처리 특징이 안구운동측정기법에서는 반영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안구운동추적기법이 언어의 실시간 처리 연구 시 유용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초보 외국어 학습자의 외국어 단어 처리 특성: 모국어로 번역
본 논문의 연구 결과들은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단어 처리 과정에서 번역을 통하여 처리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외국어 단어를 모국어 개입 없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모국어로의 번역을 통하여 처리하는 이유로 초보 외국어 학습자에서
외국어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 연결은 미약한 반면 외국어
단어가 번역된 모국어 단어와 개념과의 연결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주장(Kroll & Stewart, 1994)은 번역 처리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하는 것은
영어 동사 처리 시 독특한 장점이 있다. 즉, 영어 동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만으로도 단어의 의미 처리는 물론 문장 성분의 파악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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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어 처리 시 문장성분 파악이라는 한 단계를
생략하게 해주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The girl
admires her father.’라는 문장에서 영어 동사에 해당하는 ‘admires’를
‘존경한다’라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만으로 단어의 처리가 완료된다. 즉,
의미와 문장 성분 파악이 완료된다. 반면, 나머지 품사는 ‘girl’을 예로
살펴보면 ‘소녀’라고 번역한 뒤에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 단어의 형태소와 영어의 격 표지인 어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어라고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과정을 더 거쳐야한다. 그래야
비로소 ‘소녀’는 ‘소녀가’로 처리되어 단어 처리가 완료될 수 있다. 영어
동사의 한국어 번역은 문장 성분 파악이라는 과정을 생략해주는 방식으로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국어 전이가 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하겠다.
완료

본 연구 해석의 한계
본 연구는 실험 참여자 대조군이 없다는 점에서 해석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의 해석은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로 연구 결과의 해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실험 재료를
이용하여 영어 읽기가 능숙한 한국어 모국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그 결과를 대조군으로 영어 읽기 숙련도에 따라 영어 문장
읽기의 특성 특히 처리 어려움들이 숙련자들에게서 어떤 안구운동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한 실험 재료를
이용하여 영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그 결과를 대조군으로
영어 원어민과 외국어 학습자 간의 영어 문장 처리 차이가 어떤 안구운동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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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이중언어자 분류 기준 및 실험 참여자 선정 타당성
본 연구에서 외국어 학습자의 분류 시 사용한 기준은 실지 글 읽기에서
사용되리라 여겨지는 영어 단어의 지식과 영어 문법 지식으로, 연구 전에
정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문장 읽기 실험 참여 후
영어실력평가를 통한 재확인을 통하여 엄격히 통제하였다. 실지 외국어
또는 이중언어 연구에서 외국어 학습자 또는 이중언어자의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모국어는 숙련자 수준이라는 전제 하에 제 2언어를 기준으로
이중언어자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연구 가설 및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제 2언어에 대한 습득 시기를 기준으로 이른
이중언어자(early bilingual)와 늦은 이중언어자(late bilingual)로
이중언어자를 분류할 수 있는데(Genesee 외 5인, 1978) 이 기준으로
이중언어자를 분류할 때 습득 시작 후 그들의 제 2언어 능력발달 정도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채 사용하면 연구 가설 및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 선정 시 인지과학적 접근에 따라
외국어학습자를 정보처리자로 보고 그들이 ‘실제 영어 문장 처리에
이용하리라 여겨지는 정보의 양과 종류’를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즉, 단어
실력, 절 내 문법지식, 절 간 처리 문법 지식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정보
보유 정도에 따라 실험 참여자를 선정했다. 한국어 모국자로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초보 영어 학습자’를 3가지로 분류하여,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하여는 단어 및 문법 실력이 상위이며 한글 문장 읽기 시 속도와 이해
면에서 준수함을 공통으로 하나, 외국어인 영어에 대하여서는 영어 글
읽기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단어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를 ‘하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로, 단어 지식이 있고 절 내에서의 문법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절 간의 처리 정보가 미흡한 경우를 ‘중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로, 단어
정보 및 절 내에서의 문법지식과 절 간의 구문 구조 정보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를 ‘상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로 분류하여, 이중에서 외국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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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 대한 단어와 문법 실력을 충분히 갖추었으나 영어 읽기 시 속도와
이해 면에서 숙달되지 않은 상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들을 본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다. 상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한민국 정규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상급생이라 판단하여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는 중학교 3학년 학생 군을 잠정 실험 참여자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아울러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한국 중3 학생들 중에서 ‘상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의 ‘상급’ 영어 실력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영어성적이
상위권인 즉, 영어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런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인근 중학교의 협조를 얻어 자발적 의사를 밝힌 학생들 가운데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정상/교정시력이 1.0이상으로 글 읽기에 문제가
없는 남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안구운동측정 실험 후에 중학교 3학년 수준에 맞게 출제한
단어 지식과 독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영어실력평가 설문지를
통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 수준에서 영어 실력이 우수한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단어 점수나 독해 점수가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3배를 뺀
점수보다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실험 참여자는 분석 제외의 대상으로 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실험 참여자는 결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부사절 처리 실험의 실험 참여자의 단어 점수는 87.5(9.0)%점이었고,
독해점수는 90.9(8.2)%점이었고, 관계절 처리 실험의 실험 참여자의 단어
점수는 87.5(7.9)%점이었고, 독해점수는 89.7(6.6)%점이었다. 이는 모두
90%에 가까운 높은 점수로 이들이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높은 단어
실력과 문법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의 실험 참여자의 단어 점수는 76.7(11.8)%점이었고, 독해점수는
74.1(13.2)%점으로 다른 연구에 비하여 낮았다. 이는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 사용한 논리가 현재분사 부사절에 대한 문법 지식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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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제로 하여 진행한 연구이기에 독해실력평가 20개의
문항에서 실험 관련문항 6개의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부사절 처리
실험과 관계절 처리 실험보다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의 실험 참여자 기준에 부합했다.
관계절 처리 실험의 실험참가자 중에는 영어권 거주 경험자가 연구에
참여한 경우도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 참여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했다.
사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분류한 세 가지 등급의 초보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문장 처리의 특성 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초보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단어 지식을 이용하여 한국어로 된
중간언어 문장을 구성하여 처리할 것이라 예상하는 데 이때 영어 동사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문장성분이 자동적으로 파악이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술어의 논항 파악 즉, 명사의 격만 파악하면 되나 이때 사용가능한
영어의 문법 지식이 부족하므로 그 대신 세상사 지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제 간 통합 처리도 영어의 문법 지식이 부족하므로 세상사
지식을 이용할 것이라 예상한다. 중급-초보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단어
지식을 번역하여 한국어의 중간언어 문장을 구성해 가며 처리할 것이라
예상하는데 명제 내의 술어와 논항 관계를 파악하는데 영어의 문법 지식을
활용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명제 간의 통합 처리는 세상사 지식을 활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상급-초보 영어 학습자들은 가용한 세 가지
정보 즉, 단어의 지식, 명제 내 처리지식과 명제 간 처리지식을 활용하여
한국어로 된 중간언어를 만들어 처리할 것이라 예상된다.
영어 학습에의 함의
외국어인 영어에 대하여 상급-초보 영어 학습자의 경우엔 세 가지 정보
즉, 단어의 지식, 명제 내 처리지식과 명제 간 처리지식을 모두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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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사절 접속사 처리나, 관계절의 처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어민은 겪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처리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영어 학습 관점에서 갖는 함의로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어떤 영어 문장 구조를 처리할 때 중간언어와 모국어의 구문 처리 방식이
상충되어 어려움이 유발되는지 아는 것은 영어 학습발달에 유익하리라
예상된다. 바로 이것이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필히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인지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과 직결되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부사절, 관계절, 현재분사 부사절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 구조에서 어떤
상충된 내용에 의해 어려움이 유발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테면,
관계절 처리 실험에서 살펴본 관계절과 같이 중간언어에 유지되는 영어
어순에 의해 수식 어구의 분지 방식이 한국어와 달라 어려움이 유발되리라
예상되는 영어 문장 구조에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전치사구, 형용사로
사용되는 to-부정사구, 후치 수식하는 현재분사구가 있다. 이런 영어 문장
구조는 관계절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분석의 어려움을 유발할 것이라
예상되는 구조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구조들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이 필요하다. 둘째, 영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배운 지식이 영어 처리
시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처리 어려움은 영어
문장 처리 시 작업 기억에 활성화된 영어-한국어 중간언어의 구문적
특징과 모국어의 구문처리 방식이 상충될 때 생기는데, 예를 들어 영어의
부사절 접속사 ‘although’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일지라도’라고 배운 영어
지식이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리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영어의 부사절 접속사인
‘because’에 대해 ‘～이기 때문에’로 학습한 경우와 ‘왜냐하면’으로 학습한
경우를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자의 경우 처리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누락된 정보가 없으므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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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접속사처럼 앞 절과의 통합 시에 즉각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영어 교육에 응용 가능한 모국어 부정적 전이에 대한 해결책 예시
본 연구는 영어 교육 시 모국어 부정적 전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상충의 성격을 구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그것에 따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외국어인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겪을 수 있는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외국어인 영어 문장 처리 과정 중 만들어진 중간언어에서 모국어의
특성과 외국어의 특성이 상충될 때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여기서 상충되는 두 언어 간 특성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것과 구조적으로 회피가 어려운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because’를 예처럼, 이를
‘～이기 때문에’로 학습하면 부사절 처리 실험에서 관찰된 결과처럼
단어-중간언어 통합 과정에서 즉각 처리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왜냐하면’으로 학습하여 번역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예로 관계절 처리 실험에서 다룬
관계사를 살펴보면, ‘She admires the man who complains about his
income.’라는 문장에서 주격 관계사 ‘who’를 ‘～는’으로 처리하도록
학습시키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학습시키면, 이를테면 ‘그런데 그 남자는’으로 해석하도록 학습시키면
이러한 조치에 의해 학습자들은 단어-중간언어 통합 시 즉각 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식어구의 분지
방식 차이에 대한 처리 어려움 또한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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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에 의해 두 가지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중간언어에서 두 언어 간 처리 특징이 상충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처리 방법을 학습시키는 것이 최선의 학습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he won the
prize.’라는 부사절을 포함한 문장에서 ‘when’은 ‘because’에 대하여
‘왜냐하면’과 같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어간 정보가 없는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표현인 ‘～할 때’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즉각 처리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 학습자에게 이런 구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인지시키고 애매해소정보가 있는 부사절의 동사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즉, ‘그가 탔을 때’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연습시키는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어
수준의 번역에서 적절한 단위까지 번역의 단위를 늘릴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영어 학습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가 영어의 어떤
구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학습을 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어 교육에서 의미가
있다.
외국어 학습 현장에서의 모국어 사용과 외국어 학습자의 모국어 사용
외국어 학습 시 교실에서 모국어의 사용은 영어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특히 새로운 어휘 학습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대립 양상을
보인다. 새로운 어휘 학습 시 외국어 단어를 번역한 모국어 단어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법이라는(Carter, 1987; Cook, 1991) 모국어
사용을 옹호하는 주장도 있지만, 새로운 어휘 학습은 모국어를 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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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외국어의 ‘맥락’(context) 안에서 체득되어야 한다는 주장(Krashen,
1989; Ferris, 1988)처럼 외국어 어휘 학습 시 모국어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학습 결과를 비교하면 새로운 어휘 학습 시 모국어를
이용한 경우가 우월한 학습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학습자들이 글의 맥락으로부터 모르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유추하지
못 했기 때문이었다(Bensoussan & Laufer, 1984; Haynes, 1993; Kelly,
1990; Schatz & Baldwin, 1986). 그러나 어휘 학습 결과에서 모국어의
명시적인 사용을 배제하고 맥락에 의존하여 학습한 경우 어휘 향상에 낮은
성취도를 보였지만, 이는 사용한 책이 새로운 어휘에 대한 맥락 정보를
충분히 주지 못해서 얻어진 결과이거나 다른 영향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실이라 해석하는 데에는 좀 더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외국어 학습이 이뤄지는 교실에서의 문제는 학습자 개인에서도
마찬가지 견해가 적용될 수 있다. 외국어 학습 시 모국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모국어 사용을 배제하여 몰입 교육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를
본 연구와 연관 지어 보면,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명시적으로 모국어를
개입하여 처리하는 방식과 의식적으로 모국어 개입을 배제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모국어의 개입으로 인해
유발되는 처리 어려움에 주목하였지만, 모국어 전이가 외국어 처리에
도움을 주는 모국어 긍정적 전이(L1 positive transfer)도 있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로 외국어 문장 처리 시 모국어 개입을 부정적이라 결론 내리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에 대한 모국어의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생각할 때 먼저 어떤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또 어떤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쌓여야 할
것이며, 그 다음 긍정적인 항목은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정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모국어의 영향을 고려한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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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외국어 학습자의 두 언어 표상 문제에 대한 신경과학적 고찰
본 연구 결과는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뇌에 두 언어의 표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장기기억
내 두 언어의 표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정보는 처리 시 작업
기억 내 활성화 되는 중간언어 처리를 통하여 상호작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하나의 뇌에 두
언어의 표상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하여 Kirsner 외 4인 (1984)은 이중언어
단어 정보에 대한 다섯 가지 모형을 제시했다(그림10).

그림10. 이중언어 어휘 표상(lexical representation)에 대한
다섯 가지 모형 (Kirsner 외 4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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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은 크게 두 가지 즉, ‘분리된 기억’(segregated memory) 모형과
‘통합된 기억’(integrated memory) 모형으로 나뉜다. 이 모형에서 세로줄은
의미 관계(semantic relation)를 나타내고 가로 줄은 번역을 통한 어휘적
연결(lexical connection)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영어의 ‘HORSE’와
영어의 ‘COW’는 세로 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의미적으로
(semantically) 연관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독일어의 ‘PFERD’(영어의
‘HORSE’)와 독일어의 ‘KUH’(영어의 ‘COW’)도 서로 세로 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모형 B,
D에서 영어의 ‘HORSE’와 독일어의 ‘PFERD’가 가로 줄로 연결된 것은
번역에 의해 어휘적(lexical) 연결이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모형A는 분리된
기억 체계의 극단적인 경우로 번역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현실적
모형이다. 모형B는 분리된 기억 모형으로, 각 언어의 단어에 대한 어휘
마디(lexical node)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번역에 의해 언어 간 연결이
가능하지만 연관 단어들의 언어 간 연결은 가능하지 않은 모형이다. 이에
대하여 모형D는 통합된 기억 모형으로, 모형B와 유사하나 연관 단어들의
언어 간 연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형B와 차이가 난다. 모형C는
극단적인 통합 기억 모형으로 두 언어 간 어휘마디를 공유하므로 같은
언어 내에서나 다른 언어 간 모두 의미 관계를 공유하는 특징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모형E는 두 언어 간에 개념 표상은 공유하되 어휘 표상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통합 기억 모형이다. 다섯 가지 모형 가운데서 언어
간 점화효과(priming effect) 실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모형은 모형D와
모형E뿐 이었다(Kirsner 외 4인, 1984). 특히, 모형E는 분리된 기억 모형과
통합된 기억 모형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서 분리와 통합 기억
모형의 해결 모형으로 여러 연구자들에게 채택된 모형이다(Kroll & Sholl,
1992; Potter, So, Von Eckardt, Feldman, 1984). 즉, 의미적 표상을
공유하며 어휘적 표상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어휘 수준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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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과제를 통해서는 두 언어 간 독립된 기억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가 얻어지고, 의미 처리를 반영하는 과제를 수행 시에는 통합된 기억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즉, 장기기억 내 두 언어의 표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정보는 처리 시 작업 기억 내 활성화 되는
중간언어 처리를 통하여 상호작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은 분리된 기억
모형인 모형B와 통합된 기억 모형인 모형D와 모형E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Kirsner 외 4인 (1984)의
언어 간 점화효과 실험을 적용한다면 모형D와 모형E가 남는다. 단,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초보 영어 학습자의 경우 모형E와는 달리 두 언어
간 의미 관계에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형D가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기억 모형에 가장 적합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모형B에
대해서는 한국어 영어 두 언어 간 점화효과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아야겠다. 모형D(와 모형B)는 의미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번역을 통하여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중언어자의 기억 표상에 대한 모형과 관련하여 모형D(와 모형B)
그리고 모형E를 지지하는 주목할 만한 뇌영상기법 연구가 있다(Kim,
Relkin, Lee, Hirsch, 1997). 이 연구에서 어른이 되어 늦게 제 2언어를
배운 이중언어자(late bilinguals)의 경우 지시에 따라 오전, 오후, 밤에
있었던 일을 모국어 또는 제 2언어로 묘사하여 말하는 과제를 수행했을 때
브로카 영역에서 뇌활성의 차이를 보였으나, 유아기부터 외국어에 노출된
이중언어자(early bilinguals)의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어른이 되어 제 2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제 2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중언어자가 모국어와 제 2언어 발화 시 서로 다른 브로카 영역의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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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결과는 모형B 또는 모형D로 설명 가능하며, 유아기부터 제 2언어에
노출되어 제 2언어 처리에 능숙한 이중언어자들이 모국어와 제 2언어의
발화 시 브로카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은 모형E로 설명이 가능하다.
수행하는 과제가 말하기와 읽기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모국어 사용자이므로 제 2언어에 늦게
노출된 이중언어자가 분리된 의미 표상을 갖고 있다는 뇌영상기법 실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뇌영상기법으로 얻어진 결과가 항상 의미 표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뇌영상기법으로 얻어진 결과가
처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Perani 외 7인, 1996). 이
연구에서는, 이중언어자에게 모국어와 제 2언어를 들려주고 양전자단층
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을 했는데, 그 결과 모국어를 들을 때
비하여 제 2언어를 들을 때에만 좌반구하전두이랑(left inferior frontal
gyrus)과 전측대상회(anterior cingulate) 영역에서 유의한 활성을 보였다.
좌반구하전두이랑의 활성은 들은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작업 기억 내
제 2언어 문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운순환고리(articulatory loop)를
사용하여(Paulesu, Frith, Frackowiak, 1993) 영어 단어들을
반복(rehearsal)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주의, 조절, 중앙 관리자(central
executive)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Pardo, Pardo, Janer, Raichle,
1990; Posner & Dehaene, 1994) 전측대상회의 활성은 실험 참여자가 제
2언어를 처리하는 동안 더 큰 주의를 들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해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뇌영상기법의 활성화에는 언어 표상은
물론 언어 처리에 관여하는 요소들에 의한 활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뇌영상기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의미 표상과 연관하여 해석할
때엔 이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뇌기능영상기법과는 달리 실어증(aphasia) 환자의 사례연구는
101

이중언어자의 언어 표상과 처리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만약 이중 해리(double dissociation)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두
언어의 표상과 처리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명백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즉, 외국어 글 읽기에 능숙했던 사람이 실어증 발병 후 모국어의 글
읽기 능력은 유지된 채 능숙했던 외국어 글 읽기 능력만 상실된 경우가
발견되고 또한 반대로 실어증 발병 후 외국어 글 읽기 능력은 유지된 채
모국어 글 읽기 능력만 상실된 경우가 발견된다면 이는 이중 해리의
증거로 두 가지 능력이 뇌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어증 환자의 사례 연구는 병변의 위치와 범위 그리고 손상된
인지 기능에 대한 자료가 축적된다면 이중언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를 통한 연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읽기 모형 제안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읽기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그림11은 서론에서 세운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영어 문장 처리 모형이다. 이는 모국어 글
읽기의 모형인 Just와 Carpenter (1980) 모형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모형에 반영하여 외국어 글 읽기 모형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모형은 참고한 Just와 Carpenter (1980) 모형과 마찬가지로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안구운동 및 문장 처리 내용이 포함된 부분과 작업
공간으로 표상이 활성화되는 작업 기억 부분과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식들이 저장되어 있는 장기 기억 부분으로 구성된다.
영어 문장 처리 과정은 ‘다음 입력 과정(안구도약)’에 이은 시선
고정으로 시작한다. 단어에 시선이 고정되면 ‘다음 입력 과정(안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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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고정된 단어의 의미가 작업 기억에 활성화 될 때까지 모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다. 고정 시에는 5가지 처리가 이뤄진다. ① ‘(시선
고정)물리적 속성 추출’ 과정으로, 텍스트로부터 추출된 ‘영어 단어의
물리적 속성’이 작업 기억 내 활성화된다. ② ‘영어 단어 부호화와 영어
단어 정보 접근’ 과정으로, 작업 기억 내 활성화된 영어 단어의 물리적
속성과 관련된 장기 기억 내 영어 지식 정보가 이용되어 ‘영어 단어가
부호화’되며 단어의 부호화 결과 단어의 표기정보와 소리정보가
활성화된다. ③ ‘한국어 단어로 번역’ 과정으로, 영어 단어의 표기정보 및
소리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장기 기억 내 한국어 지식 정보가 이용되어
작업 기억 내 ‘한국어 단어의 의미’가 활성화된다. ④ ‘의미역
할당(문장성분 파악)’ 과정으로, 한국어 단어의 문장성분이 파악되어 그
결과 작업 기억 내 ‘격 표지가 붙은 한국어 단어’가 활성화된다. 이때 장기
기억에 저장된 영어 지식과 한국어 지식이 모두 사용된다. 이 과정은
단어들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첫 번째 과정이 된다. ⑤ ‘단어-중간언어
통합’ 과정으로, 현재 작업 기억 내 활성화된 ‘격 표지가 붙은 한국어
단어’를 이전에 처리되어 작업 기억 내 활성화되어 있는 중간언어 문장
구조와 통합하여 새로운 중간언어 문장 구조로 갱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문장의 마지막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즉, 한 고정에서
‘단어-중간언어 통합’ 과정까지 마치면 문장이 끝났는지를 확인하여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다시 ‘다음 입력 과정(안구도약)’ 과정을 수행하여 다음
고정 영역으로 시선이 도약하며, 만약 문장이 끝났다면, ‘문장 마무리 과정
(문장 모순 검색․수정)’에서 문장의 모순을 발견하고 있다면 수정한다.
재분석 과정도 여기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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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외국어인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모형 (Just & Carpenter 1980 모형 참조)
이 모형은 외국어인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처리 모형으로, 초보 외국어 학습자의 외국어 처리 모형이다. 이
모형이 Just와 Carpenter (1980) 모형과 뚜렷한 차이점은 ‘③ 한국어
단어로 번역’에 있다. 모국어 모형에서는 ‘단어 부호화와 단어 정보
접근과정’에서 부호화된 단어의 표기와 음운정보를 통해 의미가 활성화
되는 반면, 이 모형에서는 영어의 표기와 음운정보를 통한 직접적인
영어의 의미정보의 활성은 미비하며, 활성화된 영어의 표기와 음운정보를
통해 그것과 연관된 한국어의 의미정보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견해는 초보
제 2언어 사용자는 제 2언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의미정보가 약하기
때문에 대신 모국어로 번역하여 모국어와 강하게 연결되어있는 의미정보를
이용한다는 Kroll과 Stewart (1994)의 단어 수준 연구를 통한 주장을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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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까지 확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필요한 연구 제안
본 연구는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읽기 특성에 관하여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처리하며 영어의 어순이 유지되어 있으면서 번역된 한국어 단어로 구성된
중간언어를 이용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다양한 능숙도의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읽기 특성을 이해하고 만족할 만한 모형을
얻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표상의 특징,
표상의 수준, 대뇌피질에 표상이 활성화되는 양상, 처리의 특징,
대뇌피질에 처리의 특징이 활성화되는 양상, 모국어에 의한 외국어 발달의
저해와 이득, 외국어 학습에 의한 모국어 처리의 변화, 동일한 문장자극을
이용한 영어 읽기에 능숙한 한국어 모국어자와 영어 원어민의 문장 처리
결과와의 비교 등이 이뤄진다면 이중언어자의 문장 처리 특징을 이해하고
언어와 인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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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의 결과들은 외국어인 영어에 대하여 단어의 뜻과 구문 구조를
해석할 수 있으나 영어 문장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영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로 번역한 문장을
만들어가며 처리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외국어 문장의
단어들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만들어진 중간언어 구문 구조에 대한
모국어와 외국어 간 구문론적 특성이 상충될 때 처리 어려움이 유발되는
방식으로,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모국어 구문 처리 방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외국어 학습 발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모국어 부정적 전이가 발생하는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조사와
그것에 의한 처리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어 학습 내용의 개발을
통하여 언어 처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가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본 연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한국어 모국어자의 이중언어 문장
처리 특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언어와 인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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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실험재료 (실험 자극 문장과 이해도 질문)
부사절 처리 실험. 실험 자극 문장
연습시행
문장번호
1

5

연습시행문장
The man is a doctor.
John is a teacher.
Anna's husband is Edward.
Richard met Jane.
Olivia ran fast, and her brother walked slowly.

이해도 질문
문장번호

질

2

3
4

2
5

문
질문: 존은 학생입니다.
질문: 빨리 달린 사람은?

선택지
그렇다
올리비아

본 시행

아니다
그녀의 동생

(정답)
우
좌

문장번호 조건
실험 문장
1
1 She admires her father although s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1
2
She admires her father but s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1
3 She admires her father although all the time s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1
4 She admires her father but all the time s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2
1 He didn't agree with her although his friends liked her opinion.
2
2
He didn't agree with her but his friends liked her opinion.
2
3 He didn't agree with her although from the beginning his friends liked her opinion.
2
4 He didn't agree with her but from the beginning his friends liked her opinion.
3
1 The man believed Anna although he heard her rumors.
3
2
The man believed Anna but he heard her rumors.
3
3 The man believed Anna although from her friends he heard her rumors.
3
4 The man believed Anna but from her friends he heard her r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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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1
2

5

3
4
1

5

2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ichard disliked Jane although he didn't bother her.
Richard disliked Jane but he didn't bother her.
Richard disliked Jane although in the school he didn't bother her.
Richard disliked Jane but in the school he didn't bother her.
John brought all his money when he traveled to California.
John brought all his money and he traveled to California.
John brought all his money when with his old friends he traveled to California.
John brought all his money and with his old friends he traveled to California.
Mary finished the dinner when her husband called the waiter.
Mary finished the dinner and her husband called the waiter.
Mary finished the dinner when in a loud voice her husband called the waiter.
Mary finished the dinner and in a loud voice her husband called the waiter.
She depended on new teachers after her son failed the exam.
She depended on new teachers but her son failed the exam.
She depended on new teachers after despite all efforts her son failed the exam.
She depended on new teachers but despite all efforts her son failed the exam.
David moved to Seoul because he began a new business.
David moved to Seoul and he began a new business.
David moved to Seoul because with his Korean friends he began a new business.
David moved to Seoul and with his Korean friends he began a new business.
Daniel forgave the thief when the police recovered his car.
Daniel forgave the thief and the police recovered his car.
Daniel forgave the thief when around his house the police recovered his car.
Daniel forgave the thief and around his house the police recovered his car.
She didn't help Tom although his parents hoped for high scores.
She didn't help Tom but his parents hoped for high scores.
She didn't help Tom although in the final exam his parents hoped for high scores.
She didn't help Tom but in the final exam his parents hoped for high scores.
Robert came to school although all classmates ignored him.
Robert came to school but all classmates ignored him.
Robert came to school although except for his teacher all classmates ignored him.
Robert came to school but except for his teacher all classmates ignored him.
The man invited the musician although his wife hated his music.
The man invited the musician but his wife hated his music.
The man invited the musician although all the time his wife hated his music.
The man invited the musician but all the time his wife hated his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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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6
16
16
16
17
17
17
17
18
18
18
18
19
19
19
19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20

3
4
1

20

2

20
20

1
21
21
21
2

3
4
1
2

3
4

e joined the research group when he received much money.
He joined the research group so he received much money.
He joined the research group when from the university he received much money.
He joined the research group so from the university he received much money.
The fox killed the chicken while its owner walked into the farm.
The fox killed the chicken and its owner walked into the farm.
The fox killed the chicken while as usual its owner walked into the farm.
The fox killed the chicken and as usual its owner walked into the farm.
Mary kissed her boyfriend before she drove the car.
Mary kissed her boyfriend and she drove the car.
Mary kissed her boyfriend before for the first time she drove the car.
Mary kissed her boyfriend and for the first time she drove the car.
Olivia left her company because it moved to a foreign country.
Olivia left her company and it moved to a foreign country.
Olivia left her company because in the last summer it moved to a foreign country.
Olivia left her company and in the last summer it moved to a foreign country.
She arrived at the airport although she couldn't locate her passport.
She arrived at the airport but she couldn't locate her passport.
She arrived at the airport although from her bag she couldn't locate her passport.
She arrived at the airport but from her bag she couldn't locate her passport.
Jane looked at him when she answered his question.
Jane looked at him and she answered his question.
Jane looked at him when with strong confidence she answered his question.
Jane looked at him and with strong confidence she answered his question.
He married the woman although he expected a beautiful baby.
He married the woman but he expected a beautiful baby.
He married the woman although very seriously he expected a beautiful baby.
He married the woman but very seriously he expected a beautiful baby.
The mother didn't meet the doctor although she felt pains.
The mother didn't meet the doctor but she felt pains.
The mother didn't meet the doctor although in her right knee she felt pains.
The mother didn't meet the doctor but in her right knee she felt pains.
The young man needed Jane although she hurt his feelings.
The young man needed Jane but she hurt his feelings.
The young man needed Jane although several times she hurt his feelings.
The young man needed Jane but several times she hurt his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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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22

2

22
22

3
23
23
23
24
24
24
24
2

3
4
1
2

3
4
1
2

25

3
4
1

25

2

25
25

6
26
26
26
27
27
27
27
28
28
28
28
29
29
29
29
30
30
30
30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e couldn't observe monkeys although he went to the zoo again.
He couldn't observe monkeys so he went to the zoo again.
He couldn't observe monkeys although with his family he went to the zoo again.
He couldn't observe monkeys so with his family he went to the zoo again.
The man praised God when his son found a gold ring.
The man praised God so his son found a gold ring.
The man praised God when in the street his son found a gold ring.
The man praised God so in the street his son found a gold ring.
He pushed the car while his friend started the engine.
He pushed the car and his friend started the engine.
He pushed the car while with complete concentration his friend started the engine.
He pushed the car and with complete concentration his friend started the engine.
She didn't recommend Tom although he completed her work.
She didn't recommend Tom but he completed her work.
She didn't recommend Tom although without any problem he completed her work.
She didn't recommend Tom but without any problem he completed her work.
The man cannot remember her name although he talks to her.
The man cannot remember her name but he talks to her.
The man cannot remember her name although every morning he talks to her.
The man cannot remember her name but every morning he talks to her.
The mother removed the books although she loved them.
The mother removed the books but she loved them.
The mother removed the books although for a long time she loved them.
The mother removed the books but for a long time she loved them.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he won the prize.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he won the prize.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en in the last racing game he won the prize.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in the last racing game he won the prize.
The soldier saw the enemy when his officer drank water.
The soldier saw the enemy and his officer drank water.
The soldier saw the enemy when beside the tree his officer drank water.
The soldier saw the enemy and beside the tree his officer drank water.
They sought for male members although he selected the girl.
They sought for male members but he selected the girl.
They sought for male members although at the audition he selected the girl.
They sought for male members but at the audition he selected the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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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
31
31
32
32
32
32
33
33
33
33
34
34
34
34
35
35
35
35
36
36
36
36
37
37
37
37
38
38
38
38
39
39
39
39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he father sent his son although only ladies attended the dance party.
The father sent his son but only ladies attended the dance party.
The father sent his son although every year only ladies attended the dance party.
The father sent his son but every year only ladies attended the dance party.
He separated his sheep when the travelers reached his farm.
He separated his sheep and the travelers reached his farm.
He separated his sheep when with many children the travelers reached his farm.
He separated his sheep and with many children the travelers reached his farm.
The policeman shot the thief when his partner entered the room.
The policeman shot the thief and his partner entered the room.
The policeman shot the thief when with the neighbor his partner entered the room.
The policeman shot the thief and with the neighbor his partner entered the room.
Mary didn't suspect the man although her daughter lost the diamond.
Mary didn't suspect the man but her daughter lost the diamond.
Mary didn't suspect the man although at the party her daughter lost the diamond.
Mary didn't suspect the man but at the party her daughter lost the diamond.
The teacher taught them although he suffered from a heart disease.
The teacher taught them but he suffered from a heart disease.
The teacher taught them although for two years he suffered from a heart disease.
The teacher taught them but for two years he suffered from a heart disease.
The nurse didn't trust the doctor although she knew his ability.
The nurse didn't trust the doctor but she knew his ability.
The nurse didn't trust the doctor although without any doubt she knew his ability.
The nurse didn't trust the doctor but without any doubt she knew his ability.
The salesman didn't visit Alice although she worked on Sundays.
The salesman didn't visit Alice but she worked on Sundays.
The salesman didn't visit Alice although in her office she worked on Sundays.
The salesman didn't visit Alice but in her office she worked on Sundays.
She waited for her coffee while her family stayed in the cafe.
She waited for her coffee so her family stayed in the cafe.
She waited for her coffee while for one more hour her family stayed in the cafe.
She waited for her coffee so for one more hour her family stayed in the cafe.
She washed her children while her husband watched television.
She washed her children and her husband watched television.
She washed her children while in the living room her husband watched television.
She washed her children and in the living room her husband watched televisi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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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
40
40

1

e didn't welcome David although he wanted a new face in his team.
2
He didn't welcome David but he wanted a new face in his team.
3 He didn't welcome David although all the time he wanted a new face in his team.
4 He didn't welcome David but all the time he wanted a new face in his team.

문장번호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

1

52

3
54
5

55

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5

H

우개 문장
The men cut down many trees last weekend.
The boy repeatedly imagined his successful life.
The child opened the door silently.
The computer performed many tasks successfully.
We should protect ourselves.
People freely shared their opinions.
My grandmother doesn't speak English yet.
John's family spends much time together.
My father suggested a good job for the orphan.
The girl wrote a report last night.
The population in the city increased in the last five years.
The movie with many interesting scenes never disappointed her.
The man with much money founded his company.
The foods on the table are for you.
The woman without a baby took care of the orphan.
People in the city couldn't sleep at all because of the hot weather.
Students in the classroom talked to each other.
My father in Seoul is a professor of biology.
The man in the car is his father.
The book with the yellow cover consisted of several chapters.
The solar cells change sunlight into electricity.
The man dropped some eggs from the top of the building.
The man filled his mind with positive thoughts.
The man introduced Jane to his mother yesterday.
Vegetables produce a lot of gas inside the body.
Lately many companies have sold their products in the world market.
A ship was sailing through a violent storm.
Many people told the policeman about the traffic accident.
The girl tried a new exercise in May.
Doctors use their talent for patients.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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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ercise daily is necessary for growing children.
To express feelings is good for your mental health.
It was not possible to fly like a bird.
It was exciting to climb the mountain alone.
It is better to keep your own style.
Many children learned to swim in the pool.
The man decided to live in London with his family.
The man wished to earn much money during the summer.
The father promised to buy his son a puppy.
We chose to have lunch in a seafood restaurant.
Our team had no time to waste.
The students have many books to read during the winter vacation.
This vacation is a chance to improve your situation.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Our team had no water to drink after the football game.
Richard raised his right hand to ask a question.
To make good friends, you must be a good friend first.
This book is hard to understand.
This bag is too heavy to carry.
The mother turned off the radio not to disturb her son.
The man played the piano, singing the song.
God created birds, and people created airplanes.
The woman cooked dinner, her husband wearing his shirt.
Many people had applied to the company, but all of them didn't succeed.
Jenny was born without a right hand, but became a good baseball player.
Jake always helps his friends, but they never help him.
I was hungry, so I ate a sandwich.
There was no chair in the classroom, so I had to stand for a long time.
My friend would read the book, or he would listen to the music.
Knowledge has to be improved constantly, or it disappears.
It was strange that nobody had even mentioned this.
It gives us great joy that we can still do something for others.
It is true that the earth is round.
It seems that young people are interested only in fashion.
It is a pity that the fish can't swim longer.
The man realized that there wa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money.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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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ple think that a father should spend a lot of time with his children.
His words showed that he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women.
Some people say that mone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The father was sure that the son will do better next time.
Whether the plan will succeed or not is not important to me.
Whether the scientist solved the problem or not was uncertain.
The man wondered whether Jane accepted his suggestion.
The scientist couldn't discover whether there is any life on Mars.
I am not sure when it will rain again.
The girl asked me when I ordered a pizza.
Where the king stored his treasure was a secret.
The students learned how the tree has grown.
Why ancient Egyptians built pyramids remains a mystery.
The teacher didn't explain why students hav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P

부사절 처리 실험. 이해도 질문 (정답)
문장번호 질문
2

6-1
6-2
6-3
6-4
10
11
12-1
12-2
12-3
12-4
13
14-1
14-2
14-3
14-4

문: 그의 친구들은 그녀의 의견을 좋아했다.
질문: 메리는 저녁식사를 마쳤다.
질문: 그녀의 남편은 웨이터를 불렀다.
질문: 메리는 저녁식사를 마쳤다.
질문: 큰소리로 그녀의 남편은 웨이터를 불렀다.
질문: 그녀는 톰을 도와주지 않았다.
질문: 로버트는 학교에 왔다.
질문: 누가 그의 음악을 싫어했나?
질문: 누가 그의 음악을 싫어했나?
질문: 부인은 작년부터 그의 음악을 좋아했다.
질문: 부인은 작년부터 그의 음악을 좋아했다.
질문: 그는 연구 집단에 합류하지 않았다.
질문: 닭 주인은 농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질문: 여우가 닭을 죽였다.
질문: 닭 주인은 농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질문: 여우가 닭을 죽였다.

선택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남자
남자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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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부인
부인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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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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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좌
좌
좌

우
우
우
우
우
좌
좌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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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
20-2
20-3
20-4
22

3-1
23-2
23-3
23-4
28
29-1
29-2
29-3
29-4
31
32-1
32-2
32-3
32-4
33
34
35-1
35-2
35-3
35-4
37-1
37-2
37-3
37-4
39-1
39-2
39-3
2

문: 올리비아가 떠난 곳은?
질문: 엄마는 고통을 느꼈다.
질문: 엄마는 고통을 느꼈다.
질문: 엄마는 무릎에 고통을 느꼈다.
질문: 엄마는 무릎에 고통을 느꼈다.
질문: 그가 관찰하지 못한 것은?
질문: 아들은 금반지를 발견했다.
질문: 아들은 금반지를 발견했다.
질문: 아들은 길에서 금반지를 발견했다.
질문: 아들은 길에서 금반지를 발견했다.
질문: 경주용차는 레이서를 실망시켰다.
질문: 적이 물을 마셨다.
질문: 적이 군인을 보았다.
질문: 적이 물을 마셨다.
질문: 적이 군인을 보았다.
질문: 오로지 남자들만 그 댄스파티에 참석했다.
질문: 여행객들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분리시킨 것은?
질문: 농장에 도착한 것은?
질문: 많은 아이들과 함께 여행객들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분리시킨 것은?
질문: 농장에 도착한 것은?
질문: 그 경찰관이 도둑을 쐈다.
질문: 메리는 그 남자를 의심했다.
질문: 그들은 심장병으로 고생했다.
질문: 선생님은 심장병에 대해 가르쳤다.
질문: 그들은 2년 전에 심장병으로 고생했다.
질문: 선생님은 2년 전에 심장병에 대해 가르쳤다.
질문: 엘리스는 일요일에도 근무했다.
질문: 세일즈맨은 엘리스를 방문하지 않았다.
질문: 엘리스는 일요일에도 근무했다.
질문: 세일즈맨은 엘리스를 방문하지 않았다.
질문: 그녀의 남편은 TV를 보았다.
질문: 누가 텔레비전을 보았는가?
질문: 거실에서 그녀의 남편은 TV를 보았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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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거실에서 누가 텔레비전을 보았는가?
질문: 그 남자는 지난주에 나무를 심었다.
질문: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을 나눴다.
질문: 나의 할머니는 영어를 잘 하신다.
질문: 존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질문: 소녀가 지난밤에 쓴 것은?
질문: 그 도시 인구는 지난 5년간 증가했다.
질문: 테이블 위의 책들은 너를 위한 것이다.
질문: 그 도시 사람들은 잠을 잘 잤다.
질문: 그 반 학생들은 서로 얘기를 했다.
질문: 차안의 남자는 누구인가?
질문: 남자가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것은?
질문: 그 남자는 제인을 그의 어머니에게 소개했다.
질문: 최근 많은 회사들이 자사제품들을 세계시장에서 판다.
질문: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에게 그 교통사고에 대해 말했다.
질문: 의사들은 그들의 재능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한다.
질문: 매일 운동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질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다.
질문: 아이들이 배운 것은?
질문: 그 남자는 가족과 함께 런던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질문: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아지를 목욕시키기로 약속했다.
질문: 우리 팀은 낭비할 돈이 없었다.
질문: 학생들이 겨울방학동안 읽을 책들이 별로 없다.
질문: 리차드는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질문: 이 책은 이해하기 쉽다.
질문: 엄마는 무엇을 끄셨나?
질문: 누가 피아노를 쳤나?
질문: 그녀는 저녁을 만들었다.
질문: 나는 배가고파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질문: 내 친구들은 영화를 보곤 했다.
질문: 지식은 계속 발전시키지 않으면 사라진다.
질문: 지구가 파랗다는 것은 사실이다.
질문: 젊은 사람들은 단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거 같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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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그 남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질문: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이들과 여행을 많이 다녀야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질문: 그 계획의 성공여부는 내게 중요하다.
질문: 그 남자는 제인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궁금했다.
질문: 언제 비가 다시 올지 난 확실히 안다.
질문: 왕이 보물을 둔 곳은 비밀이다.
질문: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영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다.
질

관계절 처리 실험. 실험 자극 문장
연습시행
(부사절 처리 실험과 동일)
본 시행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문장번호 조건 실험 문장
1
1 She admires the man who complains about his income.
1
2
She admires the man but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1
3 She admires the man who all the time complains about his income.
1
4 She admires the man but all the time he complains about his income.
2
1 He didn't agree with the girl who liked his opinion.
2
2
He didn't agree with the girl but she liked his opinion.
2
3 He didn't agree with the girl who from the beginning liked his opinion.
2
4 He didn't agree with the girl but from the beginning she liked his opinion.
3
1 Anna believed the man who heard her rumors.
3
2
Anna believed the man but he heard her rumors.
3
3 Anna believed the man who from his friends heard her rumors.
3
4 Anna believed the man but from his friends he heard her rumors.
4
1 Jane disliked the boy who didn't bother her.
4
2
Jane disliked the boy but he didn't bother her.
4
3 Jane disliked the boy who in the school didn't bother her.
4
4 Jane disliked the boy but in the school he didn't bother her.
5
1 She brought along the son who finished the homework.
5
2
She brought along the son and he finished the homework.
5
3 She brought along the son who with his sister finished the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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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he brought along the son and with his sister he finished the homework.
1 The teacher didn't call the boy who traveled to California.
2
The teacher didn't call the boy and he traveled to California.
3 The teacher didn't call the boy who with his parents traveled to California.
4 The teacher didn't call the boy and with his parents he traveled to California.
1 She depended on the son who failed the exam.
2
She depended on the son but he failed the exam.
3 She depended on the son who despite all efforts failed the exam.
4 She depended on the son but despite all efforts he failed the exam.
1 People forgot the salesman who began a new business.
2
People forgot the salesman and he began a new business.
3 People forgot the salesman who with his old friends began a new business.
4 People forgot the salesman and with his old friends he began a new business.
1 Jane forgave the thief who recovered her car.
2
Jane forgave the thief and he recovered her car.
3 Jane forgave the thief who around her house recovered her car.
4 Jane forgave the thief and around her house he recovered her car.
1 She didn't help the student who hoped for high scores.
2
She didn't help the student but he hoped for high scores.
3 She didn't help the student who in the final exam hoped for high scores.
4 She didn't help the student but in the final exam he hoped for high scores.
1 All classmates ignored the girl who came to the class.
2
All classmates ignored the girl but she came to the class.
3 All classmates ignored the girl who on every Mondays came to the class.
4 All classmates ignored the girl but on every Mondays she came to the class.
1 The musician invited the family who hated his music.
2
The musician invited the family but they hated his music.
3 The musician invited the family who at that time hated his music.
4 The musician invited the family but at that time they hated his music.
1 He joined the research group that received much money.
2
He joined the research group and it received much money.
3 He joined the research group that from the university received much money.
4 He joined the research group and from the university it received much money.
1 The soldier didn't kill the lady who walked into the building.
2
The soldier didn't kill the lady and she walked into the building.
3 The soldier didn't kill the lady who with two doctors walked into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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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oldier didn't kill the lady and with two doctors she walked into the building.
Mary kissed the boyfriend who drove the car.
Mary kissed the boyfriend and he drove the car.
Mary kissed the boyfriend who for the first time drove the car.
Mary kissed the boyfriend and for the first time he drove the car.
Olivia left her company that moved to a foreign country.
Olivia left her company and it moved to a foreign country.
Olivia left her company that in the last summer moved to a foreign country.
Olivia left her company and in the last summer it moved to a foreign country.
They sent the policeman who located the survivor.
They sent the policeman and he located the survivor.
They sent the policeman who in the mountain located the survivor.
They sent the policeman and in the mountain he located the survivor.
Jane looked at the man who answered her question.
Jane looked at the man and he answered her question.
Jane looked at the man who with strong confidence answered her question.
Jane looked at the man and with strong confidence he answered her question.
He married the woman who expected a baby.
He married the woman and she expected a baby.
He married the woman who very seriously expected a baby.
He married the woman and very seriously she expected a baby.
The doctor couldn't meet the man who felt pains.
The doctor couldn't meet the man and he felt pains.
The doctor couldn't meet the man who in his right knee felt pains.
The doctor couldn't meet the man and in his right knee he felt pains.
Jane needed the young man who hurt her feelings.
Jane needed the young man but he hurt her feelings.
Jane needed the young man who several times hurt her feelings.
Jane needed the young man but several times he hurt her feelings.
Daniel observed the monkeys that climbed the trees.
Daniel observed the monkeys and they climbed the trees.
Daniel observed the monkeys that in silence climbed the trees.
Daniel observed the monkeys and in silence they climbed the trees.
Many people didn't love the man who praised God.
Many people didn't love the man but he praised God.
Many people didn't love the man who for a long time praised Go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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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ny people didn't love the man but for a long time he praised God.
1 She pushed the car that won't start for a long time.
2
She pushed the car but it won't start for a long time.
3 She pushed the car that with mechanical problems won't start for a long time.
4 She pushed the car but with mechanical problems it won't start for a long time.
1 He recommended the students who completed his work.
2
He recommended the students and they completed his work.
3 He recommended the students who without any problem completed the work.
4 He recommended the students and without any problem they completed the work.
1 The woman cannot remember the man who talked to her.
2
The woman cannot remember the man but he talked to her.
3 The woman cannot remember the man who every morning talked to her.
4 The woman cannot remember the man but every morning he talked to her.
1 They couldn't find the genius who removed many problems.
2
They couldn't find the genius but he removed many problems.
3 They couldn't find the genius who at the same time removed many problems.
4 They couldn't find the genius but at the same time he removed many problems.
1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o won the prize.
2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he won the prize.
3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who in the last racing game won the prize.
4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racer and in the last racing game he won the prize.
1 She saw the soldier who drank water.
2
She saw the soldier and he drank water.
3 She saw the soldier who beside the tree drank water.
4 She saw the soldier and beside the tree he drank water.
1 Robert couldn't seek for the scientist who arrived at the airport.
2
Robert couldn't seek for the scientist but he arrived at the airport.
3 Robert couldn't seek for the scientist who in the morning arrived at the airport.
4 Robert couldn't seek for the scientist but in the morning he arrived at the airport.
1 The father knew the woman who attended the dance party.
2
The father knew the woman and she attended the dance party.
3 The father knew the woman who three years ago attended the dance party.
4 The father knew the woman and three years ago she attended the dance party.
1 He didn't separate the sheep that reached the river.
2
He didn't separate the sheep and they reached the river.
3 He didn't separate the sheep that with some horses reached the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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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번호
41

e didn't separate the sheep and with some horses they reached the river.
The policeman didn't shoot the robber who entered the bank.
The policeman didn't shoot the robber and he entered the bank.
The policeman didn't shoot the robber who with a partner entered the bank.
The policeman didn't shoot the robber and with a partner he entered the bank.
Tom couldn't suspect the lady who lost the diamond.
Tom couldn't suspect the lady but she lost the diamond.
Tom couldn't suspect the lady who at the party lost the diamond.
Tom couldn't suspect the lady but at the party she lost the diamond.
The teacher taught the girl who suffered from poor grades.
The teacher taught the girl but she suffered from poor grades.
The teacher taught the girl who in middle school suffered from poor grades.
The teacher taught the girl but in middle school she suffered from poor grades.
The doctors selected the nurse who trusted their ability.
The doctors selected the nurse and she trusted their ability.
The doctors selected the nurse who without any doubt trusted their ability.
The doctors selected the nurse and without any doubt she trusted their ability.
Alice visited the friend who worked hard.
Alice visited the friend and he worked hard.
Alice visited the friend who in his office worked hard.
Alice visited the friend and in his office he worked hard.
She didn't wait for the brother who stayed in the cafe.
She didn't wait for the brother and he stayed in the cafe.
She didn't wait for the brother who for one more hour stayed in the cafe.
She didn't wait for the brother and for one more hour he stayed in the cafe.
The woman didn't wash the boy who watched television.
The woman didn't wash the boy and he watched television.
The woman didn't wash the boy who with his sister watched television.
The woman didn't wash the boy and with his sister he watched television.
The players welcomed the coach who wanted a new face.
The players welcomed the coach and he wanted a new face.
The players welcomed the coach who all the time wanted a new face.
The players welcomed the coach and all the time he wanted a new face.
H

우개 문장
The men cut down many trees last weekend.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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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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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boy repeatedly imagined his successful life.
The child opened the door silently.
The computer performed many tasks successfully.
We should protect ourselves.
People freely shared their opinions.
My grandmother doesn't speak English yet.
John's family spends much time together.
My father suggested a good job for the orphan.
The girl wrote a report last night.
The population in the city increased in the last five years.
The movie with many interesting scenes never disappointed her.
The man with much money founded his company.
The foods on the table are for you.
The woman without a baby took care of the orphan.
People in the city couldn't sleep at all because of the hot weather.
Students in the classroom talked to each other.
My father in Seoul is a professor of biology.
The man in the car is his father.
The book with the yellow cover consisted of several chapters.
The solar cells change sunlight into electricity.
The man dropped some eggs from the top of the building.
The man filled his mind with positive thoughts.
The man introduced Jane to his mother yesterday.
Vegetables produce a lot of gas inside the body.
Lately many companies have sold their products in the world market.
A ship was sailing through a violent storm.
Many people told the policeman about the traffic accident.
The girl tried a new exercise in May.
Doctors use their talent for patients.
To exercise daily is necessary for growing children.
To express feelings is good for your mental health.
It was not possible to fly like a bird.
It was exciting to go up the mountain alone.
It is better to keep your own style.
Many children learned to swim in the pool.
The man decided to live in London with his family.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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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man wished to earn much money during the summer.
The father promised to buy his son a puppy.
We chose to have lunch in a seafood restaurant.
Our team had no time to waste.
The students have many books to read during the winter vacation.
This vacation is a chance to improve your situation.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Our team had no water to drink after the football game.
Richard raised his right hand to ask a question.
To make good friends, you must be a good friend first.
This book is hard to understand.
This bag is too heavy to carry.
The mother turned off the radio not to disturb her son.
The man played the piano, singing the song.
God created birds, and people created airplanes.
The woman cooked dinner, her husband wearing his shirt.
Many people had applied to the company, but all of them didn't succeed.
Jenny was born without a right hand, but became a good baseball player.
Jake always helps his friends, but they never help him.
I was hungry, so I ate a sandwich.
There was no chair in the classroom, so I had to stand for a long time.
My friend would read the book, or he would listen to the music.
Knowledge has to be improved constantly, or it disappears.
It was strange that nobody had even mentioned this.
It gives us great joy that we can still do something for others.
It is true that the earth is round.
It seems that young people are interested only in fashion.
It is a pity that the fish can't swim longer.
The man realized that there wa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money.
People think that a father should spend a lot of time with his children.
His words showed that he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women.
Some people say that mone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The father was sure that the son will do better next time.
Whether the plan will succeed or not is not important to me.
Whether the scientist solved the problem or not was uncertain.
The man wondered whether Jane accepted his suggesti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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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cientist couldn't discover whether there is any life on Mars.
I am not sure when it will rain again.
The girl asked me when I ordered a pizza.
Where the king stored his treasure was a secret.
The students learned how the tree has grown.
Why ancient Egyptians built pyramids remains a mystery.
The teacher didn't explain why students hav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T

관계절 처리 실험. 이해도 질문 (정답)
문장번호 질문
2

6-1
6-2
6-3
6-4
10
11
12-1
12-2
12-3
12-4
13
14-1
14-2
14-3
14-4
16
20-1
20-2
20-3
20-4
22
2

문: 그녀는 그의 의견을 좋아했다.
질문: 선생님은 캘리포니아로 여행간 소년을 부르지 않았다.
질문: 선생님은 그 소년을 부르지 않았다.
질문: 선생님은 부모님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여행간 소년을 부르지 않았다.
질문: 그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갔다.
질문: 그녀는 그 학생을 도와주지 않았다.
질문: 그 소녀는 교실에 왔다.
질문: 음악가는 그의 음악을 좋아한 가족을 초대했다.
질문: 음악가는 그 가족을 초대했고, 그들은 그의 음악을 좋아했다.
질문: 음악가는 그 당시 그의 음악을 좋아한 가족을 초대했다.
질문: 음악가는 그 가족을 초대했고, 그들은 그 당시 그의 음악을 좋아했다.
질문: 그는 연구 집단에 합류하지 않았다.
질문: 숙녀는 그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질문: 숙녀는 그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질문: 숙녀는 두 명의 의사와 함께 그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질문: 숙녀는 두 명의 의사와 함께 그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질문: 올리비아가 떠난 곳은?
질문: 그 남자는 고통을 느꼈다.
질문: 그 남자는 고통을 느꼈다.
질문: 그 남자는 오른쪽 무릎에 고통을 느꼈다.
질문: 그 남자는 오른쪽 무릎에 고통을 느꼈다.
질문: 다니엘이 관찰한 것은?
질문: 그 남자는 신을 찬양했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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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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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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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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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9-2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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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32-2
32-3
32-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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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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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35-4
37-1
37-2
37-3
37-4
39-1
39-2
39-3
39-4
41
46
47
48
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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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그 남자는 신을 찬양했다.
질문: 그 남자는 오랫동안 신을 찬양했다.
질문: 그 남자는 오랫동안 신을 찬양했다.
질문: 경주용차는 레이서를 실망시켰다.
질문: 그녀가 물을 마셨다.
질문: 그녀가 물을 마셨다.
질문: 건물 옆에서 군인이 물을 마셨다.
질문: 건물 옆에서 군인이 물을 마셨다.
질문: 아버지는 그 여자를 알지 못했다.
질문: 양들은 어디에 도착했나?
질문: 양들은 어디에 도착했나?
질문: 양들은 무엇과 함께 강에 도착했나?
질문: 양들은 무엇과 함께 강에 도착했나?
질문: 그 경찰관은 강도를 쏘지 않았다.
질문: 그 숙녀는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질문: 그 소녀는 심장병으로 고생했다.
질문: 그 소녀는 심장병으로 고생했다.
질문: 그 소녀는 고등학교 시절 형편없는 성적으로 고생했다.
질문: 그 소녀는 고등학교 시절 형편없는 성적으로 고생했다.
질문: 엘리스는 열심히 일하는 친구를 방문했다.
질문: 엘리스는 친구를 방문했고, 그는 열심히 일했다.
질문: 엘리스는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를 방문했다.
질문: 엘리스는 친구를 방문했고, 그는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했다.
질문: 그 소년은 텔레비전을 보았다.
질문: 누가 텔레비전을 보았는가?
질문: 그 소년은 누나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질문: 그 소년은 누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는가?
질문: 그 남자는 지난주에 나무를 심었다.
질문: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을 나눴다.
질문: 나의 할머니는 영어를 잘 하신다.
질문: 존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질문: 소녀가 지난밤에 쓴 것은?
질문: 그 도시 인구는 지난 5년간 증가했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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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테이블 위의 책들은 너를 위한 것이다.
질문: 그 도시 사람들은 잠을 잘 잤다.
질문: 그 반 학생들은 서로 얘기를 했다.
질문: 차안의 남자는 누구인가?
질문: 남자가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것은?
질문: 그 남자는 제인을 그의 어머니에게 소개했다.
질문: 최근 많은 회사들이 자사제품들을 세계시장에서 판다.
질문: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에게 그 교통사고에 대해 말했다.
질문: 의사들은 그들의 재능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한다.
질문: 매일 운동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질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다.
질문: 아이들이 배운 것은?
질문: 그 남자는 가족과 함께 런던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질문: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아지를 목욕시키기로 약속했다.
질문: 우리 팀은 낭비할 돈이 없었다.
질문: 학생들이 겨울방학동안 읽을 책들이 별로 없다.
질문: 리차드는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질문: 이 책은 이해하기 쉽다.
질문: 엄마는 무엇을 끄셨나?
질문: 누가 피아노를 쳤나?
질문: 그녀는 저녁을 만들었다.
질문: 나는 배가고파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질문: 내 친구들은 영화를 보곤 했다.
질문: 지식은 계속 발전시키지 않으면 사라진다.
질문: 지구가 파랗다는 것은 사실이다.
질문: 젊은 사람들은 단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거 같나?
질문: 그 남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질문: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이들과 여행을 많이 다녀야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질문: 그 계획의 성공여부는 내게 중요하다.
질문: 그 남자는 제인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궁금했다.
질문: 언제 비가 다시 올지 난 확실히 안다.
질문: 왕이 보물을 둔 곳은 비밀이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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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영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다.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 실험 자극 문장
연습시행
(부사절 처리 실험과 동일)
본 시행

그렇다

아니다

문장번호 조건 실험 문장
1
1 The girl admired her father, her mother complaining about his income.
1
2
The girl admired her father, frequently complaining about his income.
2
1 John agreed with the girl, his friends liking her opinion.
2
2
John agreed with the girl, really liking her opinion.
3
1 The man didn't believe Anna, his friends hearing her rumor.
3
2
The man didn't believe Anna, frequently hearing her rumor.
4
1 Richard bothered Jane, his friends disliking her voice.
4
2
Richard bothered Jane, greatly disliking her voice.
5
1 The father didn't bring along his friends, his family travelling to California.
5
2
The father didn't bring along his friends, again travelling to California.
6
1 Robert called the waiter, his wife finishing the dinner.
6
2
Robert called the waiter, almost finishing the dinner.
7
1 The woman depended on new teachers, her daughter failing the exam.
7
2
The woman depended on new teachers, again failing the exam.
8
1 The father almost forgot his family, his office beginning a new business.
8
2
The father almost forgot his family, again beginning a new business.
9
1 People forgave the thief, their neighbors recovering their cars.
9
2
People forgave the thief, finally recovering their cars.
10 1 The teacher helped the students, their parents hoping for high scores.
10 2 The teacher helped the students, just hoping for high scores.
11 1 Mary ignored the waiter, her family coming to the restaurant.
11 2 Mary ignored the waiter, again coming to the restaurant.
12 1 The man didn't invite the musician, his wife hating his music.
12 2 The man didn't invite the musician, really hating his music.
13 1 The professor joined the research group, his university receiving much money.
13 2 The professor joined the research group, finally receiving much money.
14 1 The fox killed the chickens, their owner walking into the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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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

1
2

1
2

1
2

1
2

1
2

20

1

20

2

1
21
2

1
2

22

1

22

2

3
23
24
24
2

1
2

1
2

25

1

25

2

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he fox killed the chickens, silently walking into the farm.
Mary couldn't kiss her boyfriend, her father driving the car.
Mary couldn't kiss her boyfriend, continuously driving the car.
The boy left his friends, his family moving to a foreign country.
The boy left his friends, again moving to a foreign country.
The lady couldn't locate Andrew, her train arriving at the station.
The lady couldn't locate Andrew, just arriving at the station.
Jane looked at the teacher, her classmate answering the question.
Jane looked at the teacher, slowly answering the question.
The man married the woman, his parents expecting a beautiful baby.
The man married the woman, really expecting a beautiful baby.
The mother met the doctor, her son feeling pains.
The mother met the doctor, repeatedly feeling pains.
The animal trainer needed a doctor, his monkey hurting his face.
The animal trainer needed a doctor, seriously hurting his face.
The boy observed the monkeys, his family going to the zoo.
The boy observed the monkeys, again going to the zoo.
The man praised God, his son finding the gold.
The man praised God, finally finding the gold.
The man slowly pushed the motorcycle, his friend starting the engine.
The man slowly pushed the motorcycle, again starting the engine.
The professor recommended Oliver, his students completing the project.
The professor recommended Oliver, successfully completing the project.
The patients remember the doctor, their family talking to him every morning.
The patients remember the doctor, usually talking to him every morning.
The mother didn't remove the books, her son loving the writer.
The mother didn't remove the books, especially loving the writer.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engineer, his racer winning the prize.
The racing car satisfied the engineer, finally winning the prize.
The soldier saw the enemy, his officer drinking water.
The soldier saw the enemy, secretly drinking water.
The professor selected the student, his college seeking for high scores in math.
The professor selected the student, just seeking for high scores in math.
The father sent his daughters, the only ladies attending the dance party.
The father sent his daughters, never attending the dance party.
The farmer separated his sheep, the travelers reaching his farm.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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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3
33
34
34
35
35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he farmer separated his sheep, finally reaching his farm.
The policeman shot the thief, his partner entering the room.
The policeman shot the thief, suddenly entering the room.
Mary suspected the man, her daughter losing the diamond.
Mary suspected the man, suddenly losing the diamond.
The teacher can't teach his students, his wife suffering from a heart disease.
The teacher can't teach his students, greatly suffering from a heart disease.
Many nurses trusted the doctor, their boss knowing his ability.
Many nurses trusted the doctor, finally knowing his ability.
The salesman visited Alice, her office working on Sundays.
The salesman visited Alice, again working on Sundays.
The woman waited for Edward, her family staying at the hotel.
The woman waited for Edward, again staying at the hotel.
Margaret washed her children, her husband watching television.
Margaret washed her children, quietly watching television.
The students welcomed David, their teacher wanting a new face in the class.
The students welcomed David, just wanting a new face in the class.
T

문장번호
채우개 문장
41
The men cut down many trees last weekend.
42
The boy repeatedly imagined his successful life.
43
The child opened the door silently.
44
A computer performed many tasks successfully.
45
We should protect ourselves.
46
People freely shared their opinions.
47
My grandmother doesn't speak English yet.
48
John's family spends much time together.
49
My father suggested a good job for the orphan.
50
The girl wrote a report last night.
51
The population in the city increased in the last five years.
52
The movie with many interesting scenes never disappointed her.
53
The man with much money founded his company.
54
Foods on the table are for you.
55
The woman without a baby took care of the orphan.
56
People in the city couldn't sleep at all because of hot weather.
57
Students in the classroom talked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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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5

y father in Seoul is a professor of biology.
The man in the car is his father.
The book with yellow cover consisted of several chapters.
The solar cells change sunlight into electricity.
The man dropped some eggs from the top of the building.
The man filled his mind with positive thoughts.
The man introduced Jane to his mother yesterday.
Vegetables produce a lot of gas inside the body.
Lately many companies have sold their products in the world market.
A ship was sailing through a violent storm.
Many people told the policeman about the traffic accident.
The girl tried a new exercise in May.
Doctors use their talent for patients.
To exercise daily is necessary for growing children.
To express feelings is good for your mental health.
It was not possible to fly like a bird.
It was exciting to climb the mountain alone.
It is better to keep your own style.
Many children learned to swim in the pool.
The man decided to live in London with his family.
The man wished to earn much money during the summer.
The father promised to buy his son a puppy.
We chose to have lunch in a seafood restaurant.
Our team had no time to waste.
The students have many books to read during winter vacation.
This vacation is a chance to improve your situation.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Our team had no water to drink after the football game.
Richard raised his right hand to ask a question.
To make good friends, you must be a good friend first.
This book is hard to understand.
This bag is too heavy to carry.
The mother turned off the radio not to disturb her son.
The man was playing the piano, and the girl was singing the song.
God created birds, and people created airplanes.
The woman is cooking dinner, and her husband is wearing his shir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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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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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19
120

any people had applied to the company, but all of them didn't succeed.
Jenny was born without a right hand, but became a good baseball player.
Jake always helps his friends, but they never help him.
I was hungry, so I ate a sandwich.
There was no chair in the classroom, so I had to stand for a long time.
My friend would read the book, or he would listen to the music.
Knowledge has to be improved constantly, or it disappears.
It was strange that nobody had even mentioned this.
It gives us great joy that we can still do something for others.
It is true that the earth is round.
It seems that the young people are interested only in fashion.
It is a pity that the fish can't swim longer.
The man realized that there wa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money.
People think that a father should spend a lot of time with his children.
His words showed that he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women.
Some people say that mone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The father was sure that the son will do better next time.
Whether the plan will succeed or not is not important to me.
Whether the scientist solved the problem or not was uncertain.
The man wondered whether Jane accepted his suggestion.
The scientist couldn't discover whether there is any life on Mars.
I am not sure when it will rain again.
The girl asked me when I ordered a pizza.
Where the king stored his treasure was a secret.
The students learned how the tree has grown.
Why ancient Egyptians built pyramids remains a mystery.
The teacher didn't explain why students hav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M

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 이해도 질문 (정답)
문장번호 질문
2

6-1
6-2
10

문: 존은 소녀에게 동의했다.
질문: 그의 부인이 식사를 마쳤다.
질문: 로버트는 웨이터를 불렀다.
질문: 선생님은 학생을 도와주셨다.

선택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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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좌
좌
좌
좌

11
12-1
12-2
13
14-1
14-2
16
20-1
20-2
22

3-1
23-2
28
29-1
29-2
31
32-1
32-2
33
34
35-1
35-2
37-1
37-2
39-1
39-2
41
46
47
48
2

50

1
54
5

문: 메리는 웨이터를 무시했다.
질문: 누가 그의 음악을 싫어했나?
질문: 누가 그의 음악을 싫어했나?
질문: 그 의사는 연구 집단에 합류했다.
질문: 닭 주인은 농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질문: 여우가 농장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질문: 그 소년은 누구를 두고 떠났나?
질문: 아들은 고통을 느꼈다.
질문: 엄마는 의사를 만났다.
질문: 소년이 관찰한 것은?
질문: 그의 아들은 금을 발견했다.
질문: 그 남자는 신을 찬양했다.
질문: 그 경주용차는 엔지니어를 실망시켰다.
질문: 적이 물을 마셨다.
질문: 적이 군인을 보았다.
질문: 딸들은 댄스파티에 갈 수 없었다.
질문: 농장에 도착한 것은?
질문: 농장에 도착한 것은?
질문: 그 경찰관이 도둑을 쐈다.
질문: 그 남자가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다.
질문: 학생들은 심장병으로 고생했다.
질문: 선생님은 심장병에 대해 가르쳤다.
질문: 엘리스의 회사는 일요일에도 근무한다.
질문: 세일즈맨은 엘리스를 일요일에 방문했다.
질문: 마가렛은 누구를 씻겼나?
질문: 누가 텔레비전을 보았는가?
질문: 그 남자는 지난주에 나무를 심었다.
질문: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을 나눴다.
질문: 나의 할머니는 영어를 잘 하신다.
질문: 존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질문: 소녀가 지난밤에 쓴 것은?
질문: 그 도시 인구는 5년간 증가했다.
질문: 테이블 위의 책들은 너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
남자
음악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친척
그렇다
그렇다
침팬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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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아이들
마가렛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일기
그렇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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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부인
남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친구
아니다
아니다
원숭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행객들
농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인형들
아이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리포트
아니다
아니다

좌

우
우
우
좌
좌

우
좌
좌

우
좌
좌

우
우
우
우
우
우
좌

우
우
우
좌
좌
좌
좌

우
우
우
좌

우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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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7
59
62
64
66
68
70
71
72
76
77
79
81
82
86
88
90
91
93
97
99
100
103
104
106
107
109
111
113
115
11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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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그 도시 사람들은 잠을 잘 잤다.
질문: 그 반 학생들은 서로 얘기를 했다.
질문: 차안의 남자는 누구인가?
질문: 남자가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것은?
질문: 그 남자는 제인을 그의 어머니에게 소개했다.
질문: 최근 많은 회사들이 자사제품들을 세계시장에서 판다.
질문: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에게 그 교통사고에 대해 말했다.
질문: 의사들은 그들의 재능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한다.
질문: 매일 운동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질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다.
질문: 아이들이 배운 것은?
질문: 그 남자는 가족과 함께 런던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질문: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아지를 목욕시키기로 약속했다.
질문: 우리 팀은 낭비할 돈이 없었다.
질문: 학생들이 겨울방학동안 읽을 책들이 별로 없다.
질문: 리차드는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질문: 이 책은 이해하기 쉽다.
질문: 엄마는 무엇을 끄셨나?
질문: 누가 피아노를 쳤나?
질문: 그녀의 남편은 셔츠를 입고 있다.
질문: 나는 배가고파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질문: 내 친구들은 영화를 보곤 했다.
질문: 지식은 계속 발전시키지 않으면 사라진다.
질문: 지구가 파랗다는 것은 사실이다.
질문: 젊은 사람들은 단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거 같나?
질문: 그 남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질문: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이들과 여행을 많이 다녀야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질문: 그 계획의 성공여부는 내게 중요하다.
질문: 그 남자는 제인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궁금했다.
질문: 언제 비가 다시 올지 난 확실히 안다.
질문: 왕이 보물을 둔 곳은 비밀이다.
질문: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영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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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렇다
선생님
계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악기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전화기
남자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돈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아버지
가방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수영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디오
소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패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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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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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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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영어 실력 평가지

1. 영어 단어 실력 평가 설문지 (세 가지 실험 모두 평가 내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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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해 실력 평가지
부사절 처리 실험. 영어 독해 실력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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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절 처리 실험. 영어 독해 실력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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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분사 부사절 처리 실험. 영어 독해 실력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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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읽기 시 안구운동 기초자료
목적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영어 문장 읽기 시 안구
운동 기초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방법

부사절 처리 실험과 동일한 실험 참여자 22명이 부사절 처리 실험의
채우개 문장 80개를 읽는 동안 기록한 안구운동측정치를 문장 수준과 단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문장 수준의 분석으로, 고정시간, 도약거리,
도약시간의 특성을 알아보았고, 단어 수준에서의 분석으로 단어 길이에
따른 안구운동측정치의 변화와 착지점 관련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후
영어 실력 평가 점수와 안구운동측정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

[1] 문장 수준의 분석
1. 고정시간의 분포
평균 고정시간은 269.3(35.5)ms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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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거리의 분포(전체, 글방향, 역방향)
평균 도약거리는 5.4(0.9)자(letter)였다. 글방향 도약거리는 4.8(0.9)자였고,
역방향 도약거리는 7.7(1.8)자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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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약시간의 분포(전체, 글방향, 역방향)
평균 도약시간은 24.4(2.4)ms였다. 글방향 도약시간은 23.4(2.4)ms였고,
역방향 도약시간은 27.7(3.6)ms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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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어 수준의 분석
1. 전체 단어 길이에 대한 고정시간, 건너뛰기율, 재고정율
[ms]

[%]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총읽기시간

건너뛰기율

재고정율

290.2 (37.7)

292.0 (37.6)

376.3 (66.6)

504.8 (8.0)

24.5 (8.0)

19.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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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길이에 따른 안구운동측정치의 변화

2

단어길이

첫고정시간

단일고정

주시시간

총읽기시간

1

278.0

(NA)

275.4

(67.6)

275.4

(67.6)

313.9

(70.7)

2

274.1 (121.0)

287.2

(42.3)

292.7

(45.5)

344.7

(60.3)

3

280

(55.6)

280.5

(36.8)

299.9

(45.9)

389.6

(76.8)

4

270.9

(68.4)

294.2

(39.3)

325.3

(52.9)

432.2

(85.8)

5

287.2

(45.8)

298.3

(48.7)

358.3

(76.9)

503.6 (138.9)

6

298

(57.3)

292.3

(47.4)

383.8

(83.9)

554.7 (140.8)

7

297.5

(44.3)

313.4

(64.8)

456.6 (108.8)

696 (205.3)

8

285.5

(48.1)

313.9

(60.0)

490.8 (132.1)

659.8 (205.7)

9

297.4

(57.1)

298.5

(81.3)

565.5 (196.3)

771.4 (272.3)

10

303.7

(70.8)

315.4 (105.4)

714.7 (252.6)

960.5 (391.5)

11

300.3 (123.7)

311.6 (138.9)

602.9 (316.3)

760.6 (354.4)

12

302.4

362.3 (130.0)

638.5 (414.7)

873 (501.1)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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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길이(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너뛰기율(%)
77.6
58.5
32.6
18.1
14.0
7.7
4.1
3.4
1.0
1.7
1.5
4.5

(10.4)
(11.7)
(11.8)
(9.9)
(10.7)
(7.6)
(5.7)
(5.3)
(2.3)
(5.8)
(7.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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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정율 (%)
0.4
1.3
5.5
11.3
20.1
28.6
43.3
53.7
62.1
73.2
62.1
70.5

(1.2)
(1.4)
(4.3)
(7.6)
(9.8)
(12.6)
(18.9)
(19.9)
(22.9)
(21.6)
(35.7)
(42.7)

3. 착지점 관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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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평가점수와 안구운동측정치와의 상관관계
영어 평가 점수: 문장 이해 질문 정답률(Correct), 단어점수(WordScore),
독해전체점수(ReadingTT), 절 내 독해점수(ReadIN),
절 간 독해점수 (ReadBTW)
안구운동측정치: 고정시간(FixDur), 도약거리(SacLeng), 글방향 도약거리
(SacLengFWD), 역방향 도약거리 (SacLengBWD), 도약시간
(SacDur), 글방향 도약시간(SacDurFWD), 영방향 도약시간
(SacDurBWD), 단일고정시간(SF), 첫고정시간(FF), 주시시간(GZ),
총읽기시간(TT), 건너뛰기율(SKIP), 재고정율(REFIX)
표에서 숫자는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칸이 채워진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단어 점수는 주시시간 및 총읽기시간과 재고정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너뛰기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의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국어자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평균 24.4ms의 도약시간 동안, 평균 5.4자 도약한 다음 평균 269.3ms동안
고정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글방향으로는 평균 4.8자 도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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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으로는 평균 7.7자 도약하였다. 주시시간, 총읽기시간 및 재고정율은
단어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건너뛰기율은 단어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단어 중앙을 기준으로 단어
뒤쪽보다는 단어의 앞쪽에 유의미하게 더 빈번히 착지하였고, 3자
단어에서는 단어의 앞쪽보다는 단어의 중앙에, 6자와 9자에서는 단어의
중앙보다는 단어의 앞쪽에, 그리고 11자 단어에서는 단어의 앞쪽보다는
단어의 중앙에 유의미하게 더 빈번히 착지하였다.
영어평가점수와 안구운동측정치와의 상관관계에서는, 단어 점수는
주시시간 및 총읽기시간과 재고정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너뛰기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충분한 단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주시시간과 총읽기시간과 같은 고정시간은 감소하고 건너뛰는
경향이 높으며 다시 고정하여 보는 경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독해총점수는 재고정율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절 내의 독해점수는 건너뛰기율과는 양의 상관을 재고정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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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Sentence Processing
of Korean native speakers reading English Sentences:
an eye tracking study

KIM JEONG TA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 method of processing of sentences in
the native language in an individual will affect the process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the eye movements were examined in participants with
Korean as their native language while reading sentences in English. A reading
strategy often employed by beginners in learning English, i.e., translating
English words recognized in a fixation on a word and restructuring them into
interlanguage structures consisting of translated Korean words while keeping
the English word order, was presupposed, and emphasis was placed on three
situations in which difficulties are likely to be encountered in sentence
processing due to differences in sentence structures between an English
sentence and its Korean translation. Thus, the three experiments carried out in
the present study all have as their independent variable the presence of
contradictions betwee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in English senten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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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in their Korean translations and as their dependent variable eye tracking
measurements,

thought

to

reflect

the

sentence

processing

procedure.

Participants consisted of senior grade students in junior high schools with high
English grades who, as Korean native speakers, presumably are able to
comprehend the meanings of words and construe structures of sentences in
English, a foreign language, yet are not proficient with English sentence
reading.

The first experiment examined adverb clause subordinator processing. The
eye movements of participants were recorded while they read sentences
including

adverb

clause

subordinators

expected

to

cause

difficulties

in

immediate processing of word-to-interlanguage integration due to a lack of
stem information in connective ending when translated into Korean and those
including coordinating conjunction unlikely to cause such problems when
translated into conjunctive adverbs in Korean. In addition, delayed processing
potential associated with difficulties with immediate processing was assessed
using sentences with increased cognitive burden due to insertion of adverbial
phrases following conjunctions. When reading sentences incorporating adverb
clause subordinator, fixation durations were significantly longer in temporally
ambiguous regions corresponding to conjunctions, and the go-past time differed
significantly in the disambiguation regions corresponding to the verbal portion
of the associated adverbial clause. These two observations indicate that
participants experience difficulties in processing of adverbial clauses arising
from translation.

The second experiment examined relative clause processing. The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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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s of participants were recorded while they read sentences including
relative pronouns expected to cause difficulties in immediate processing of
word-to-interlanguage integration due to a lack of stem information in
adnominal endings and those unlikely to cause such problems when translated
into conjunctive adverbs in Korean. In addition, delayed processing potential
associated with difficulties with immediate processing was assessed using
sentences with increased cognitive burden due to insertion of adverbial phrases
following relatives. Furthermore, it was assessed if qualifier word order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in interlanguage structure could induce
processing difficultie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fixation
durations for the temporally ambiguous regions in immediate processing, bu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single fixation duration and the
go-past

time

for

the

disambiguation

regions

for

immediate

processing

corresponding to the verbal portion of the associated relative clause when
cognitive burden was increased. Moreover, the total reading time in the
disambiguation regions corresponding to the nouns preceding relatives differed
significantly for conditions of relative clauses when cognitive burden was
increased. These findings signify that participants experience difficulties in
processing due to translation and to differences in branching style of qualifier
when processing relative clauses.

The third experiment examined English sentence processing related to present
participle adverbial clause (PPAC). Utilizing the lack of sufficient knowledge
on PPAC on the participants and their necessity to rely on information from
words in order to process the structure, the eye movements of participants
were measured while they read sentences including subjects of PPA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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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in which subjects of PPAC were omitted. The gaze duration was
significantly longer for the ambiguous regions corresponding to the present
participle in PPAC whose subject was present, whereas the total reading time
was longer in PPAC whose subject was absent. The initial finding appears to
reflect difficulties encountered due to contradictions between morphological
information and grammatical category information during the process of
word-to-interlanguage integration, and the latter seems to reflect difficulties in
processing the relation between predicate and arguments due to missing
argument.

These finding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Korean native speakers, who are
able to comprehend meanings of English words and to know knowledge of
English sentence structures but are not proficient in reading sentences in
English, will translate English words into Korean words and construct an
interlanguage structure while processing English sentences. In addition, these
observations imply that the method of processing of sentences in the native
language may result in first language negative transfer in such a way that
difficulties would be encountered during the processing due to contradictions
between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language and the native
language translation and thus hinder the learning of a foreign language.

Keywords: English sentence reading, eye tracking, translation,
immediate processing, word-to-interlanguage integration,
first language negative transfer
Student Number: 2005-30048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