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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2언어 학습수준에 따른 독일어 

과거분사의 인지 과정 고찰 

- 사건전위(ERPs)를 활용한 제2언어 형태 처리 연구 - 

 

 

본 논문에서는 신경언어학적 연구방법론인 사건 관련 

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ERPs)를 활용하여 습득수준에 

따른 독일어 과거분사의 규칙형 및 불규칙형에 대한 처리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일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한국어 모국어 화자를 섭외하여 학습수준에 따라 

고급학습자, 중급학습자 그리고 초급학습자로 그룹을 구분하여 

뇌파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습수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서술-절차 모델의 관점에 근거하여 

제2언어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에 따른 형태 처리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실험결과와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모국어 전이 현상이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학습수준에 따라 형태 처리 과정이 

상이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우선 

초급학습자에서는 N400만이 검출되었다. N400은 서술적 

인지기제의 활용을 반영하는 사건 전위 요소로서 초급학습자들이 

규칙에 근거한 형태 처리를 하지 않음을 반영한다. 이어서, 

중급학습자에서는 LAN과 P600이 검출되었다. LAN과 P600은 

절차적 인지기제의 활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건 전위 요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중급학습자들이 형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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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서 절차적 인지기제만을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급학습자와 중급학습자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학습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들이 점차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서술-

절차 모델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그런데, 

중급학습자들도 독일어 모국어 화자들처럼 서술적 인지기제와 

절차적 인지기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중급학습자들이 모국어 화자의 형태 처리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급학습자에서는 N400과 ELAN이 각각 규칙 처리 조건과 불규칙 

처리 조건에서 검출 되었다. 비록 모국어 화자와 정반대의 처리 

양상을 보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들이 독일어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서술적 

인지기제와 절차적 인지기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급학습자들은 모국어 화자의 형태 처리와 

유사한 언어 인지 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는 학습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의 인지기제가 모국어 화자의 인지기제에 

점차 접근해가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국어 화자의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모국어 전이 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독일어 제2언어 

학습과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학습수준, 모국어 전이, 형태 처리, 사건 전위, 서술-절차 

모델 

학   번 : 2012-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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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론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모국어 외에 제2언어 또

는 제3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실제로 많

은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습득하고 있

으며 성인들도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 하지만 제2언어 습득은 모국어 습득처럼 손쉽게 이루어지

지 않는다. 많은 제2언어 학습자들이 습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

며 습득 후에도 자신의 모국어처럼 제2언어를 구사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제2언어의 처리과정은 모국어 

처리과정과 다른 인지 처리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2언어의 습득 및 처리의 특이성은 독일어 제2언어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Hahne et al. 2006, Rossi et al. 

2006, 홍우평/최명원 2004, 이성은 2010a, 2010b 등). 위 연구들

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된 제2언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결정기(Kritische Periode)와 습득수준

(Leistungsniveau)이다. 결정기 이론은 모국어 처리와 제2언어 처

리의 차이가 습득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따르

는 학자들(Lenneberg 1967, Birdsong 1999)은 제2언어 학습자가 

대개 13세가 지나서 제2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제2언어 처리 과정

이 모국어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

은 이러한 결정기 가설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Hahne et al.(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어 모국어 화자들 중 독일어를 제2언

어로 학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2언

어 학습수준이 올라갈수록 언어 처리에 있어서 모국어 화자들과의 

차이가 줄어들었고 매우 능숙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모국어 화자

들과의 차이가 아예 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Ross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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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6)은 이태리어 모국어 화자들 중 독일어를 제2언어로 학습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앞선 Hahne et al.의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2언어 습득을 위한 결정기

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2언어 처리과정도 모국어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습득수준의 관점에서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 과정을 분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선

행연구들에서 확인된 습득수준에 따른 제2언어 처리의 특성들이 한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서도 확인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Hahne 

et al. 2006, Rossi et al. 2006)은 모두 독일어와 비슷한 특성을 보

이는 모국어(z.B. 러시아어, 이태리어) 화자에 대한 연구였다. 따라

서 독일어와 매우 다른 특성을 갖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제2

언어 학습자에게서도 학습수준에 따라 모국어의 처리와 유사한 제2

언어 처리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2언어 처리 연구에서 모국어 지식이 제2언어 처리에 

미치는 영향성(“L1-Transfer”, 1.2장 참조)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관성을 규명하게 된다면 이는 학습수준에 

따른 제2언어 처리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

의 특이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독일어 동사 굴절형 중 과거분사의 형태 처리 

과정을 독일어 제2언어 처리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 수행된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에 관한 선행 연구

에서는 명사의 파생 및 굴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홍우평/

최명원 2004, 홍우평 2006, 이성은 2010b). 이에 반해 동사 굴절

형의 인지처리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 독일어 제2언어 연구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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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과거 분사의 제2언어 처리 과정을 규명하게 된다면 한국인 독일

어 학습자의 형태 처리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신경언어학 연구기법인 뇌파 

측정 기법(Elektroenzephalographie; EEG)을 제2언어 형태 처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뇌파 측정 기법은 lms 단위로 뇌의 인지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언어 

처리와 같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처리과정을 관찰하기

에 뇌파 측정 기법은 매우 유용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이성은 

2009). 특히 최근 뇌파 측정 기법을 활용한 연구방법론의 일종인 

사건 관련 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ERPs)1는 일련의 연구

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구기법이다. 사건 관련 전위는 뇌

파가 측정되는 동안 자극(z.B. 언어 자극)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사건과 관련된’ 혹은 ‘유발된’ 반응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실험자

가 관찰하고자 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사건 관련 전위는 제2언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 사이의 처리 과정

에서 양적 또는 질적2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van Hell/Tokowicz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경언어학적 방법론을 통해 제2언어 학습자의 

두뇌반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습득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장에서는 제2언어 형태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2언어 습득 관련 요소들을 살펴본다. 이어

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형태 처리 모델을 제

                                            
1
 사건 관련 전위는 독일어로 “Ereignis korreliertes Potential(EKP)”으로 

표기할 수 있으나 사건 관련 전위는 보통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EKP 대신 영문 표기인 ERPs를 사용하였다. 
 

2
 질적인 차이는 ERPs 성분(z.B. LAN, N400, P600, 3.2장 참조)의 유무 

여부로 알 수 있으며 양적인 차이는 검출된 특성 성분의 진폭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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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온 독일

어 제2언어 형태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론인 뇌파 측정 기법(EEG)과 사건 관련 전위(ERPs)를 

설명하고 본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 관련 전위 요소들

((E)LAN, N400 그리고 P600)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4장에서

는 본 연구의 주제와 가설 및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

고, 5장에서는 실험에 대한 사건 관련 전위 결과와 통계 결과를 제

시하고 6장에서 이러한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습득수준에 따른 한

국인 독일어 제2언어 습득 과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7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및 후속 연구 전망을 제시할 것이

다. 

 

1. 제2언어 처리과정의 특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없이 모국어를 학습하고 처리한

다. 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제2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데 어려

움을 겪는다. 제2언어 습득 및 처리의 어려움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왔으며 아직까지도 그 논의는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제2언어 처리과정이 특이성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제2언어 처리는 모국어 처리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인지처리과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제2언어 습득 및 처리의 특이성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 중 대표적인 두 가

지 대립적인 논의는 결정기(kritische Periode) 가설과 습득수준

(Leistungsniveau) 가설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제2언어 처리과정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른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되어온 모국어 전이 현상(L1-

Transfer)에 대해서도 논하게 될 것이다.  

 



 

 5 

1.1 결정기와 습득수준 

 

결정기(kritische Periode) 가설은 제2언어 및 모국어 습득 연

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이다. 이 이론은 특정 나이가 지나면 

제2언어 습득 및 처리가 모국어의 습득 및 처리의 수준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Lenneberg(1967)를 

들 수 있는데, Lenneberg는 사춘기 시작 이전에 언어 습득이 이루

어져야만 언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는 뇌 발달에 성숙적 제약(maturational constraints)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즉, 성장 과정에서 특정 나이가 지나면 뇌의 가소성 3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언어 습득이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뇌가 성인에 비해 언어학습에 있어서 더 유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언어를 학습한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

라 뇌의 발달이 멈추고 그와 동시에 뇌의 인지체계가 모국어에 맞

춰서 굳어지기 때문에 특정 나이가 지나면 새로운 언어 학습이 어

렵다는 것이다. Lenneberg는 이러한 시기를 사춘기 전후로 보았다. 

그는 사춘기에는 뇌의 언어중추가 “화석화(fossilization)” 되어서 

이 시기 이후에는 이전에 습득하는 것만큼 한 언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예를 들

어, Johnson/Newport(1989)는 Lenneberg의 이론이 모국어 화자

에만 국한돼 있으며 제2언어 학습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은 것

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제2언어 학습자들 또한 결정기 가설

                                            
3
 뇌의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은 인간 두뇌의 신경경로가 외부의 자

극, 경험 또는 학습에 의해서 구조-기능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화 되는 현

상이다(Goodman/Shatz 1992). 뇌는 일생을 통해 경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한다. 특히 유년기 때 새로운 언어나 운동기능의 습득에 대한 새로운 신

경경로의 활동이 최대치를 보인다. 성년기나 노년기에는 활동성이 감소하

긴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언어나 운동기능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습득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뇌 신경가소성이 유지된다(Azari/Seitz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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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한국인과 중국인

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Johnson/Newport는 한국인과 중국인

의 영어 실력을 다양한 구조의 영어 문법 판단 과제4를 통해서 측정

하였다. 그 후, 피험자들의 결과를 미국으로 이민 온 나이5를 기점

으로 분류하고 통계분석6을 통하여 결과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영어 실력이 이

민 온 나이와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린 나이에 이민을 온 

사람일수록 영어 실력이 모국어 화자의 수준과 같았으며 이민 시기

가 늦어짐에 따라 영어 실력이 감소하였다. 이는 제2언어 학습자에 

있어서도 Lenneberg가 설명한 것과 같이 결정기가 존재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른 유사한 방법을 적용한 후속 

연구들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z.B. Stevens 19997). 

이와 같은 결정기 가설을 뒷받침하는 신경언어학적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Weber-Fox/Neville(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중국인들

을 처음 영어를 습득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섯 그룹(1-3

                                            
4
 문법 판단 과제(Grammaticality judgment test)는 학습자의 문법에 대한 

지식을 판단하는 실험이다. 이 실험은 보통 빈칸이 있는 문장이 주어지고 

그에 맞는 답을 적거나 두 개의 보기가 주어지고 그 중 올바른 답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Johnson/Newport(1989)의 실험에서는 총 

12가지 문법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각 문장은 녹음되었고 피험

자는 이를 듣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 이 과제는 1.2장에 소개된 McDonald(2000)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 

사용되었다. 
 

5
 Johnson/Newport(1989)의 연구에 참여한 미국 이민자 한국인과 중국인

의 이민 나이는 3세에서 39세까지였고 그들의 이민 후 미국 거주 시기는 

3년에서 26년이었다. 
 

6
 상관성 검정(correlational test)과 독립표본 검정(t-test) 

 

7
 Stevens(1999) 는 1990 U.S. Census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민자들의 영어수준을 그들이 이민을 온 나이를 기점으로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성인들의 제2언어의 수준이 이민 온 나이와 큰 연관성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린 나이에 이민을 온 사람일수록 제2언어 

수준이 높았으며 이민 온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들의 제2언어 수준이 떨어

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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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4-6세, 7-10세, 11-13세, 16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그 후 각 

그룹에 해당하는 제2언어 습득 학습자들의 어휘 정보를 인식하는 

인지기제와 문법 정보를 인식하는 인지기제를 사건 관련 전위

(ERPs; 3.1장 참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세 이전에 

제2언어를 처음 습득한 사람들은 모국어 화자의 언어처리와 거의 

유사한 처리양상을 보인 반면, 11세 이후에 습득한 사람의 제2언어 

처리 과정은 모국어 처리와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가 11세를 전

후한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결정기를 지지하는 결과들은 

다른 사건 관련 전위 연구(Pakulak/Neville 20118)나 fMRI9 연구

(Wartenburger et al. 200310)에서도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결정기 이론은 언어습득에서 특정한 

시기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제2언어 습득이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수행된 신경언어학적 제2언어 

                                            
8
 Pakulak/Neville(2011)은 독일인 영어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구

조 위반과 관련된 사건 관련 전위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영어 모국어 화

자들은 구구조 위반에 대해서 위반을 인지하였음을 보여주는 뇌 인지반응

이 확인된 반면, 영어 제2언어 학습자들에선 이런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Pakulak/Neville은 문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에 있어선 습

득 시작 시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였다. 
 

9
 fMRI는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줄임말로 “자기 공명 

영상법”으로 번역되며 독일어 표기법은 Funktionelle Magnetresonanz-

Tomographie(fMRT)이지만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어 

표기법인 fMRI를 사용하였다. 이는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과 함께 기능적 뇌 영상 기법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부분 국소 혈류의 변

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

에 신경세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소 혈액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에너

지 요구가 증가할수록 혈류양도 증가한다. 기능적 뇌 영상 기법들은 이렇

게 증가한 혈류량을 바탕으로 어떠한 처리과정에 있어서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 되는지 검출해 낸다. 그러므로 비록 1ms 단위의 처리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뇌 영상 기법들 보다 정확한 공간 정보를 도출해 내는데 

유용하다. 
 

10
 Wartenburger et al.(2003)은 독일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이태리어 모

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문법정보처리에 대한 fMRI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문법정보처리의 경우 습득 시작 시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문법정보처리에 있어서 결정기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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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습득 

시작 시기 보다는 습득수준(Leistunsniveau)이 제2언어 습득 및 

처리 과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근거들이 신경언어학 연구를 통해서 보고되었는데, 특히 독일어 제2

언어 처리과정을 분석한 사건 전위 연구들은 이러한 측면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Hahne et al.(2006)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러시아인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사건 관련 전위 

연구(ERPs; 3.1장 참조)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어 동사 

과거분사 굴절형의 적형(z.B. getanzt, getragen)과 비적형(z.B. 

*getanzen, *getragt)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제2언어 고급학습자와 

독일인 모국어 화자의 뇌 인지반응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정기 이후에 제2언어를 학습했음에도 불구

하고 러시아인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들은 모국어 화자와 같은 

형태-통사적 처리 과정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인 독일어 제2

언어 고급학습자들은 규칙형과 불규칙형을 서로 다른 인지처리기제

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모국어 형태 처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Penke et al. 1997; 2.1장 참조). 

말하자면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들의 인지기제는 모국어 화자

의 인지기제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결정기 이후에 독일어 모국어 화자와 같은 통사적 정보 처리과정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는 결정기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습득수준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는 이태리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에 대해서 연구한 Rossi et al.(2006)의 사건 관련 

전위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19세 이후에 독일어를 처

음 학습하기 시작한 이태리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통사위반에 관한 사건 관련 전위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도 Hah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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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0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피험자들이 결정기 이후에 

독일어를 처음 학습한 사람들이었다. 이 실험의 결과 역시 위에서 

언급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습수준이 높을수록 모국어 화자와 처

리 양상이 비슷함을 보여주었다11.  

이와 같은 결과는 독일어 외에도 다른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우선 영어 제2언어 처리를 분석한 Ojima et al.(2005)

의 연구에서는 13세 이후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일본어 모국어 

화자들을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영어 의미정보처리와 

통사적 정보처리와 관련된 사건 관련 전위 실험을 하였다. 이 연구

의 결과는 13세 이후, 즉, 결정기가 지난 후에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모국어 화자들의 언어처리와 동일

한 뇌인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었다(White et al. 2012 참

고).  

같은 맥락에서 인공어 습득 및 처리에 대해 분석한 Mueller et 

al.(2005)도 이러한 습득수준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

본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실험자 본인들이 직접 일본어를 변형

하여 만든 새로운 임의 언어(artificial language)를 학습시킨 후 여

러 가지 형태-통사적인 처리(z.B. 품사 정보, 격, 분류사)에 관한 

사건 관련 전위 실험을 하였다. 이 때, 학습자들의 평균 나이는 

23.6으로 결정기가 훨씬 지난 나이었다. 실험 결과, 높은 습득수준

의 학습자들에서는 모국어를 처리할 때와 같은 뇌 인지처리 반응이 

검출된 반면 낮은 습득수준의 학습자들에서는 모국어 처리양상과 

상이한 뇌 인지반응이 확인되었다. 이는 결정기가 지나서 제2언어를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습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모국어 화자와 

같은 뇌 인지처리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Osterhout et al. 

2008, Morgan-Short et al. 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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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들의 처리 양상에 대해선 2장에서 더욱 더 자세

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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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PET 12이나 fMRI처럼 다양한 뇌영상술을 활용한 

연구들에서도 습득수준의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PET의 연구의 예로 Perani et al. 1998, fMRI 연구의 예로 

Abutalebi 2008, Nichols 2013, PET과 fMRI에 대한 리뷰논문으로 

Indefrey 2006 참조). 예를 들어, Nichols(2013)의 연구는 fMRI를 

활용하여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중국어(Mandarin; 표준 중국

어) 모국어 화자와 영어 모국어 화자의 단어의미처리과정을 살펴보

았다. 이 때, 영어 제2언어 학습자들의 습득 시작 시기는 평균 13

세로 결정기 이후였으며 그들의 습득수준은 고급수준에 속했다. 이 

연구의 실험결과는 습득수준이 향상될수록 모국어 화자의 의미처리

과정 시 활성화되는 양상과 비슷한 언어처리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는 습득 시작 나이와 관계 없이 높은 습득수준에 도달한 고급학습

자는 모국어와 처리와 유사한 언어처리기제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

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습득수준이 습득 시작 시점보다 제2

언어 처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언제 제2

언어를 학습하기 시작했느냐 보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2언어를 

학습했느냐가 제2언어 처리과정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의미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장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결

정기 연구들의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학습수준의 관점

에서 보면 결정기 이전과 이후 학습자의 언어 능력의 차이를 학습

능력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언어습득 연구에서 일반적

으로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언어습득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ey/Barlett 1978). 따라서 결정기 이전에 언어를 습득하는 

아동은 그 이후에 습득하는 성인들에 비해서 언어습득의 정도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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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은 “양전자 단층촬영”으로 번역되며 영어 표기(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와 독일어 표기(Positronen-Emissions-Tomografie; 

PET)가 같다. PET은 fMRI와 마찬가지로 기능적 기능적 뇌 영상 기법에 

해당한다. 이는 국소 혈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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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뛰어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

면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성인의 제2언어 처리가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습득수준이 모국어 습득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비록 결정기가 지나서 제2언어를 습득하더라도 충분히 학습

하게 된다면 제2언어 화자의 언어처리기제가 모국어 화자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한국인 독일어 제2언

어 학습자들의 형태 처리 양상을 습득수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결정기 이후에 독일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한국어 모국어 화

자를 대상으로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으로 학습수준을 나누어 경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습득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제

2언어 형태 처리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모국어 전이 

 

그런데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영향 요소가 있다. 이 요소는 흔히 ‘모국어 전이(L1-Transfer)’라 

부르는 현상인데 이는 제2언어 학습자가 이미 습득한 모국어가 제2

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모국어 전이를 설명

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MacWhinney(1997, 2004)이다. 그는 모국

어 전이가 제2언어 학습 및 처리에 있어서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

라고 설명한다. 그의 이론은 전이현상을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와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로 구분한다.  긍정

적 전이란 자신의 모국어에 이미 존재하는 문법적인 특징이 학습하

고자 하는 제2언어와 비슷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부정적 전이는 모국어

가 제2언어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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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국어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제2언어를 학습할 때 나타난다. 

MacWhinney는 높은 학습수준의 제2언어 학습자라 할지라도 부정

적 전이 때문에 제2언어 처리가 모국어 처리와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이현상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McDonald(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McDonald는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들과 

베트남어 모국어 화자들의 영어수준을 문법 판단 과제를 통해서 비

교하였다. 이 때 학습 시기를 포함한 다른 영향 요소들은 동일했음

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들의 영어수준이 베트남어 모

국어 화자들보다 더 좋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언어와 비슷한 언어 군에 속한 영어를 

처리하는 것이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이 영어처럼 자신

의 언어와 다른 언어 군에 속한 언어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에게 

있어선 부정적 전이 현상에 따라 긍정적 전이 현상이 일어난 스페

인어 화자들보다 자신의 언어와 상이한 영어에 대한 처리가 더 어

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국어 전이 현상은 뇌 영상기법을 활용한 신경언어학 연

구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인지처리상의 근거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Gillon-Dowens et al.(2009)의 연구는 사건 관련 전위

를 활용하여 스페인어 제2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모국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자신의 모국어(영어)와 제2언

어(스페인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명사 수 일치 인식과 모국어

에 존재하지 않는, 명사의 성 일치 및 형태굴절을 인식할 때의 뇌 

반응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는 모국어와 일치하는 언어처리

에 있어서는 제2언어 학습자의 반응이 모국어 화자의 반응과 동일

한 반면, 자신의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 처리에 있어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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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화자의 인지반응과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정적 전이 현상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실험에 참

여한 피험자들의 제2언어 습득수준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습득수준

이 높은 제2언어 학습자에게서도 모국어 전이 현상을 확인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모국어 전이가 제2언어 처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영향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각에서 앞서 1.1장에서 살펴본 독일어 제2언어 처리와 관련된 선

행연구들(z.B. Hahne et al. 2006, Rossi et al. 2006)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러한 연구들

은 모두 독일어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모국어(z.B. 러시아어, 이

태리어) 화자에 대한 연구였다. 그렇다면 독일어와 매우 다른 특성

을 갖은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제2언어 학습자에게서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습득수준에 따른 제2언어 처리 효과가 확인될 수 있

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독일어와 상이한 모국어를 갖는 제

2언어 습득자들에게서도 선행 연구와 동일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습득수준에 따른 제2언어 처리과정에 모국어 전이는 개입하

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반대의 경우

라면 습득수준의 문제에서 모국어 전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

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 모델 

 

지금까지 제2언어 형태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실험과 결과분석의 토대가 되는 

형태 처리 모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구조분

석(Parsing)’의 관점에서 제2언어 학습자들의 형태 처리 과정을 규

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조분석은 기존의 형태 처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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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주 논의되어온 개념으로서 복합어(komplexe Wörter)를 각

각의 요소(z.B. 어간과 접사)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구조분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관점- ‘완전등재 모델(full-listing 

model)’ ‘완전구조분석 모델(full-parsing/ decomposition model)’ 

‘이원 메커니즘 모델(dual-mechanism model)’ 13  
–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실험결과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2.1 완전등재 모델  

 

첫 번째 모델인 완전등재 모델은 형태 처리과정이 구조분석을 

하지 않고 모든 단어가 결합된 형태 그대로 언어사용자의 정신 사

전에 저장되고 처리된다는 것이다(Manelis/Tharp 1977, 

Butterworth 1983).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복합어는 어간과 어미

가 분리되지 않고 저장되고 처리 된다. 독일어의 과거분사를 예로 

든다면 규칙형인 “ge-(어간)-t” 형태(z.B. getanzt)와 불규칙형인 

“ge-(어간)-en”형태(z.B. getragen)나 “ge-”가 아예 없는 형태

(z.B. studiert)나 상관없이 모두 다 분리되지 않는 복합어 상태로 

인지되는 것이다.  

Manelis/Tharp(1997)는 복합어 처리에서 구조분석이 일어나는

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그들은 접미사가 붙

은 영어 복합어(z.B. fancy, tossing, darken)와 복합어에서와 같은 

어미(z.B. –y, -ing, -en, -er, -est)로 끝나지만 접미사가 아닌 단

어(z.B. silky, sibling, garden) 그리고 비단어(z.B. *farby, 

*selding, compen)의 처리를 단어 판단 과제를 통해서 비교하였다. 

                                            
13

 “완전구조분석 모델(full-parsing/decomposition model)”, “완전등재 모

델(full-listing model)”, “이원 메커니즘 모델(dual-mechanism model)” 그

리고 “구조분석(Parsing)”이라는 번역 명칭은 홍우평/최명원(2004)의 번역

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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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험자들이 규칙에 근거해서 구조분석을 한다면 접미사가 붙

은 복합어를 처리하는 반응속도가 나머지 접미사가 붙지 않은 단어

에 대한 처리 시간보다 오래 걸릴 것임을 예상하였다. 하지만, 실험 

결과 모든 단어에 대한 처리 속도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피험자들이 구조분석을 하지 않고 접미사가 붙는 단어나 붙지 않는 

단어나 비단어나 상관없이 모두 저장 되어있는 어휘 정보 기억에 

기반하여 처리하였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명백히 규칙이 적용되는 

접미사가 붙은 단어를 처리할 때 구조분석이 행해진다면 그렇지 않

은 단어를 처리할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기 때문이다. 

Manelis/Tharp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복합어가 구조분석이 일어

나지 않고 한번에 저장되고 처리된다는 완전등재 모델을 주장하였

다.  

그런데 신경언어학적인 연구들은 이러한 완전등재 모델에 반하

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독일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어간과 접사를 분리하는 구조분석 과정이 부분적으

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Penke et 

al.(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Penke et al.은 사건 관련 전위 연

구를 수행하여 독일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독일어 동사 과거분사의 

규칙형과 불규칙형의 적형(z.B. getanzt, getragen)과 비적형(z.B. 

*getanzen, *getragt)을 문장형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두뇌 인지

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독일어 모국어 화자들이 규칙형(z.B. 

getanzt)을 인식할 때는 규칙에 근거하여 인식하고 불규칙형(z.B. 

getragen)을 인지할 때는 어휘 정보에 근거하여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 굴절규칙 ‘ge-(어간)-t’을 따르는 형태는 구조분석을 통하여 

처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불규칙형은 구조분석을 하지 않고 처리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모든 형태 처리과정이 구조분석 없이 

이루어진다는 완전등재 모델에 반하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완전등재 

모델이 맞는다면 독일어 모국어 화자들은 규칙형도 어휘 기억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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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여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Boelte et al.(2009)의 연구 또한 유사한 결과를 도

출했다. Boelte et al.은 독일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형용사의 

파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예를 들어, ‘freundlich’라는 형용사에 

대한 동의적인 위반형 14 인 ‘*freundhaft’와 완전한 위반형인 

‘*freundbar’를 문장 안에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모국어화자의 뇌 

인지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국어 화자들이 형용사 파생어 

처리를 할 때 두 조건 모두에서 구조분석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독일어 모국어 화자들이 형용사 파생에 대한 형태 

처리를 할 때 규칙에 기반하여 구조분석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완전등재 모델이 모든 형태 처리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2.2 완전구조분석 모델  

 

완전구조분석 모델은 앞서 살펴본 완전등재 모델과 정반대의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완전구조분석 모델은 완전등재 모델과 달리 모

든 복합어가 처리될 때 항상 어간과 어미 또는 접사가 분리되어 저

장이 되고 처리가 된다고 주장한다(Taft/Forster 1975, Taft 1979, 

Stanners et al. 1979). 독일어 과거분사로 예를 들자면 규칙형과 

불규칙형이 모두 접사와 어간이 분리되어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getanzt’와 같은 규칙형과 ‘getragen’과 같

은 불규칙형이 전부 다 각각 ‘ge-tanz-t’와 ‘ge-trag-en’으로 구

조분석을 함으로써 인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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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ischer/Bartz (1995)는 독일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에 동의적인 속

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영어의 ‘-able’에 속하는 독일어 형용

사 파생 접미사 ‘-abel’과 ‘-bar’는 동의적이다. 이 연구에서 동의적인 위

반형은 의미적인 면에서는 같지만 문법적으로 어색한 경우이고(보통 사람

들의 언어 지식 체계 안에 저장돼있는 형태가 아님으로), 완전한 위반형은 

두 가지를 모두 어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7 

형의 굴절형인 “ge-(어간)-t”와 불규칙형의 굴절형인 “ge-(어

간)-en”을 모두 규칙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각각 

굴절형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접사와 어간이 구조분석을 통해 

분리되어 처리된다고 말한다. 

Taft/Forster(1975)는 영어 복합어 처리에서 구조분석이 나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어휘 판단 실험 두 가지를 진행

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실제 접사가 붙는 비단어 어간(z.B. 

*juvenate; re-juvenate “원기를 회복하다”의 어간)과 접사와 같은 

형태(z.B. ‘re-’)이지만 접사가 아닌 형태가 붙는 비단어 어간(z.B. 

*pertoire; re-pertoire “레퍼토리”에서 앞의 조건과 동일하게 re를 

제거한 경우)의 반응 시간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

는 첫 번째 실험에서 사용된 비단어 어간에 잘못된 접사를 붙여서 

(z.B. *dis-juvenate, *un-pertoire) 각각의 반응시간을 살펴보았

다. 두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험자들은 각각 스크린에 제시되는 

단어가 실제 존재하는 영어 단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휘 판단 과

제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실험에서 실제 접사가 붙는 비

단어 어간(z.B. *juvenate, *dis-juvenate) 을 처리할 때 그렇지 않

은 비단어(z.B. *pertoire, *un-pertoire)를 처리하는 것 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임을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실제 접사가 붙는 

비단어 어간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 다는 것은 단

순히 모든 단어를 한번에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분석

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조건에 대한 반응 시

간이 같다면 그것은 피험자들이 접사가 붙은 단어를 구조분석을 하

지 않고 단순 어휘기억에 기반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예상대로 두 실험에서 모두 실제 접사가 붙는 

비단어 어간을 처리할 때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를 종합하여 

Taft/Forster는 복합어 처리에 있어서 구조분석 과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단어의 의미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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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다. 

그런데 완전구조분석 모델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형태 처리가 

구조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연구에서 모든 복합어에 대한 구조분석과정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Weyerts et al.(1997)의 연구는 규칙

형과 불규칙형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구조분석 과정이 나타나는 것

을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어 명사 복수를 만드는 규칙형 접

사 ‘-s’와 불규칙형 접사 ‘-n’의 적형(z.B. Karussell-s, Muskel-

n)과 비적형(z.B. *Karussell-en, *Muskel-s)에 대한 독일어 모국

어 화자의 인지반응을 사건관련전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

과, 규칙 처리 조건(*Muskel-s)에서는 구조분석을 반영하는 뇌 인

지 반응이 확인되었고, 불규칙 처리 조건(*Karussell-en)의 경우에

는 이러한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규칙형은 구조분석 없

이 어휘 기억에 의존하여 처리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독

일어 모국어 화자에 있어서 형태 처리를 할 때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구조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완

전등재 모델과 완전구조분석 모델이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완전구조분석 모델을 모든 형태 처리과정에 적용하

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이원 메커니즘 모델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모델과 달리 이원 메커니즘 모델은 이 

두 가지 모델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 처리 모델이다. 이 모델은 복합

어 형태 처리 시 완전등재 모델과 완전구조분석 모델이 선택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한다(Clahsen 1999, 2006, Pinker 1991 etc.). 특히, 

형태 처리에 있어선 규칙형에 대한 형태 처리와 불규칙형에 대한 

형태 처리가 각각 다른 처리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독일어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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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사를 예로 들자면, 규칙형인 ‘ge-(어간)-t’와 불규칙형인 

‘ge-(어간)-en’이 각각 다른 처리 과정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것이

다. 보통 규칙형에 대한 형태 처리는 ‘ge-(어간)-t’를 구조분석 하

여 처리하는 완전구조분석 모델을 따르며 불규칙형에 대한 형태 처

리는 ‘ge-(어간)-en’을 구조분석 하지 않고 굴절형 자체로 저장하

고 처리하는 완전등재 모델을 따른다는 것이 이원 메커니즘 모델의 

핵심내용이다. 

이원 메커니즘의 입장에서 다양한 모델이 소개되었는데

(Clahsen 2006, Leminen 2012) 이러한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으로 Pinker(1999)가 제시한 단어-규칙 모델(Words and rules 

model)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은 특히 규칙과 불규칙에 대한 처리

와 관련된 인지체계를 설명하는 가설 중 큰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akker et al. 2013). 이 모델의 핵심은 우리의 

인지체계에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체계로 규칙 기반 인지체계와 어

휘 의미 정보 기반 인지체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Pinker 

1999, Pinker/Ullman 2002). Pinker(1999)는 언어를 표현함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임의적인 소리와 그에 대응되는 단어 

의미를 연결 짓는 능력과 여러 단어들을 ‘문법’이라는 규칙에 따라 

연결 짓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이 때, 전자를 어휘 의미 정보 기

반 인지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를 규칙 기반 인지체계라고 볼 

수 있다. Pinker(1999)는 이 두 가지의 인지체계를 영어 동사 과거

분사의 규칙형과 불규칙형에 대한 처리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즉, 

‘-ed’가 붙는 규칙이 적용되는 동사 과거분사 규칙형 처리 조건에 

있어서는 규칙 기반 인지체계가 사용되며 반대로 규칙을 적용시킬 

수 없는 ‘come-came’과 같은 불규칙 처리 조건은 대개 암기되어 

인출되기 때문에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어휘 의미 정보 기반 인지

체계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규칙적 굴절형과 불규칙

적 굴절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장되고 처리된다고 설명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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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따르면 불규칙적 굴절형은 앞에서 언급된 완전등재 모델에

서처럼 복합어가 전체 형태로 저장 및 처리가 되고, 반대로 규칙적 

굴절형은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굴절된 형태가 분리되어 저장되

고 처리된다. 

이러한 모델은 Pinker가 제시한 영어 형태 처리 자료보다 독일

어 형태 처리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Clahsen 

1999, 2006). 영어는 규칙형이 불규칙형 보다 빈도수 측면에서 압

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단어-규칙의 인

지체계를 통한 처리 기반이 아니라 빈도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러한 이원적인 처리과정이 나타난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McLeod et al. 1998). 하지만 독일어의 경우는 명사의 복수형이나 

동사의 굴절형에서 규칙형과 불규칙형의 빈도수의 차이가 크지 않

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규칙 모델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Penke et al. 1997, Clahsen 1999), 예를 들어, Sonnenstuhl et al. 

(1999)은 독일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독일어 동사 과거분사의 

규칙형과 불규칙형의 적형(z.B. getanzt, getragen)과 비적형(z.B. 

*getanzen, *getragt)에 대한 점화 효과 실험(Priming test)15을 하

였다. 그 결과 규칙 처리 조건(z.B. *getragt)에서는 규칙 기반 인지

체계가 사용되며 반대로 불규칙 처리 조건(z.B. *getanzen)에서는 

                                            
15

 점화효과 실험(priming test)이란 앞서 제시된 자극이 후에 제시되는 자

극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제시된 자극을 보통 점화 

자극(prime)이라고 하며 후에 제시되는 자극을 목표 자극(target)이라고 

한다. 특히, 언어적 자극을 제시하는 경우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은 대개 

단어로 구성되며 이는 보통 시각적으로 제시된다. 점화효과 실험은 보통 

촉진 효과와 억제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다. 앞서 제시된 점화 자극이 후에 

제시되는 목표 자극에 촉진 효과를 주는 경우 목표 자극에서 반응속도

(response time; RT)는 빨라지게 되고 반대로 억제 효과를 주는 경우 반

응속도는 느려진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점화 단어가 제시된 후에 같은 

‘과일’의 종류인 “포도”가 목표 자극으로 나올 경우 촉진 효과를 통해서 반

응 속도가 빨라지고 “연필”과 같이 점화 단어인 “사과”와 큰 연관성이 없

는 단어가 목표 단어로 나올 경우엔 억제 효과로 인해 반응속도가 느려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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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의미 정보 기반 인지체계가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단어-규칙 모델로 대표되는 이원 메커니즘 모델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경언어학 연구를 통해서 언어인지처리과정

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Ullman(2001a, 2001b)이 제시한 서술-절차 모델(Deklarativ-

Prozedurales Modell)은 이러한 전형적인 시도에 해당한다. 이 모

델은 언어의 습득 및 처리에 있어서 두 가지 기억, 즉 서술기억

(Deklaratives Gedächtnis)과 절차기억(Prozedurales Gedächtnis)

에 대한 인지기제가 작동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서술기억과 절차

기억은 인간의 장기기억을 형성하는 두 가지 기억을 의미하는데, 우

선, 서술기억은 보통 어떤 사실이나 사건 정보에 대한 지식을 의미

한다. 일상적인 기억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나 추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에 대

한 1:1 대응의 정보를 의미함으로 서술기억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습득이 가능하다. 반면에 절차기억은 운전이나 타자를 치는 것처럼 

어떤 과정이나 순서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는 서술기억에 비해

서 습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서술-절차 모델은 이러한 서술기억과 절차기억의 인지기제를 

언어처리과정에 적용시킨 모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술기

억은 개별적인 지식을 의미하므로, 이에 따라 언어에 있어선 ‘단어’

에 대한 학습 및 처리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

의 의미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처리 과정은 개별정보를 각각 저

장하고 인출하는 어휘정보 기반의 인지처리과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명사 복수형 및 동사의 굴절형의 불규칙형 처리처럼 각각을 개별적

으로 암기해서 사용하는 언어처리과정은 서술기억 기제에 의한 처

리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절차기억은 개별적인 지식이 아

니라 여러 개의 지식이 일련의 세트를 이룬 집합적인 지식을 의미

한다. 이는 언어에 있어선 ‘문법’에 대한 학습 및 처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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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명사 복수 및 동사 굴절의 규칙형태는 복수 규칙 혹은 

굴절 규칙에 근거하여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칙형의 처리

과정에는 절차적 인지기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

자면, 서술-절차 모델은 불규칙형은 서술적 인지기제를 통해서 처

리하고 규칙형은 절차적 인지기제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

하는 이원 메커니즘 모델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뇌 영상 기법을 사용한 신경언어학 연구들은 이러한 서

술-절차 모델의 타당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건 관련 

전위 연구인 Morris/Holcomb(2005)의 연구는 영어 동사 과거분사

의 규칙형 및 불규칙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인지 처리 과정에 대

한 사건 관련 전위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규칙형을 처리함에 있

어선 규칙 기반 인지체계가 사용되었고 불규칙형을 처리함에 있어

선 어휘 의미 정보 기반 인지체계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서술-절차 모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규칙형은 절차적 인지기

제를 통해 처리되었으며 불규칙형을 처리함에 있어선 서술적 인지

기제가 사용되었음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건 관련 전위뿐

만 아니라 fMRI와 PET을 사용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Damasio et al. 1996, Bookheimer et al. 1993).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서술-절차 모델은 형태 처리 과정을 적절히 설

명할 수 있는 인지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술-절차 모델을 형태 처리 분석의 틀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이 모델은 국내외 연구에서 독일어 제2언어 

처리 과정의 분석에서 자주 활용되어 왔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연구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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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 연구 

 

Rossi et al.(2005)의 연구는 서술-절차 모델을 기반으로 독일

어 제2언어 학습자의 동사 굴절 형태 처리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

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탈리아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를 대

상으로 독일어 주어-동사 일치16와 관련된 사건 관련 전위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를 고급학습자와 초급

학습자로 구분 지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국어 화자와 더

불어 고급학습자들은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할 때 검출되는 사건 

전위 요소(z.B. LAN; 3.2장 참조)가 검출된 반면 초급학습자에선 

이 사건 전위 요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

구는, 초급학습자들은 절차적 인지기제를 아직 활용하지 못하며 고

급으로 학습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할 수 있

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이러한 해석은 Ullman(2001a, 2001b, 2004)이 제시한 서술-

절차 모델에 따른 제2언어처리의 특수성 분석과 그 맥락을 같이 하

고 있다. Ullman은 모국어 화자의 형태 처리에서는 서술적 인지기

제와 절차적 인지기제가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제2언어를 습

득한 화자들에게 있어선 절차적 인지기제보다는 서술적 인지기제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모국어 화자들은 절차적 인지

기제를 활용하여 규칙에 근거한 처리를 하는 반면, 제2언어 학습자

들은 문법 규칙을 외워서 익히고 사용하기 때문에 절차적 인지기제

가 아니라 서술적 인지기제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제2언어 학습자들은 모국어 화자에 비해서 서술적 인지

기제에 더욱더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Rossi et al.의 연

                                            
16

 Rossi et al.(2005)의 연구에 사용된 주어-동사 일치 적형과 비적형 예

문은 다음과 같다. 

a. Der Junge im Kindergarten singt ein Lied. 

b. Der Junge im Kindergarten *singst ein 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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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초급학습자들이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Ullman의 분석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Rossi et al.의 연구에서 고급학습자들이 절차적 인지기제

를 활용한다는 사실은 제2언어 학습자의 습득수준 향상에 따라 절

차적 인지기제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Ullman

은 제2언어 학습자들이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언어능력이 향상되

면 그에 따라 절차적 인지기제의 활용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습득수준에 따라서 규칙에 기반한 처리를 할 때의 서술

적 인지기제를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지며 습득수준이 높을수록 모

국어 화자들과 유사하게 절차적 인지기제를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Ullman의 견해에 대해서 또 다른 독일어 제2언어 처리 

연구인 Hahne et al.(2006)도 실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

구는, 러시아인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사건 관련 

전위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

들에게 독일어 동사 과거분사의 규칙형 및 불규칙형을 제시하고 이

에 대한 뇌 인지 반응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는 모국어 화자와 동일

했다. 규칙 처리 조건(*getragt)에서는 규칙 기반 인지체계인 절차

적 인지기제를 사용하였으며 불규칙 처리 조건(*getanzen)에서는 

어휘 의미 정보 기반 인지체계인 서술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였다. 이

는 러시아인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들이 Ullman이 설명한 것

과 같이 높은 수준에서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인지기제

와 서술적 인지기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 과정을 서술-절

차 모델의 관점에서 적절히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독일어 제2언어 처리 연구는 보통 독일어와 비슷

한 언어 군의 모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되었다. 한국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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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시아권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Hahne/Friederici(2001)가 일본어 모국어 화자들 중 독일어를 제2

언어로 공부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뇌파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독일어 수준이 낮은 초급자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습득수준에 따른 제2언어 형태 처리과정을 분석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독일어와 

상이한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독일어 습득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선행연

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의 형태 

처리과정을 서술-절차 모델을 틀로서 다양한 습득수준 및 모국어 

전이의 관점에서 규명하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4장과 5장

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절차 및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3. 연구방법론 

 

뇌 영상 기법17은 실시간으로 두뇌의 인지과정을 관찰할 수 있

는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다. 이러한 뇌 영상기법 중에서 뇌파 측정

(Elektroenzephalogramm; EEG) 기법과 이를 활용한 사건 관련 

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ERPs) 연구는 특히 언어인지 처

                                            
17

 뇌 영상 기법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구조적 뇌 영상 기법, 기

능적 뇌 영상 기법 그리고 전기생리적 기법. 구조적 뇌 영상 기법에는 X-

rays, 컴퓨터 단층촬영법(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영상법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가 속하며 이는 보통 실시간으로 변하

는 뇌의 메커니즘을 관찰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주로 병원에서 재활 혹

은 장애의 관리 목적으로 사용된다. (기능적 뇌 영상 기법은 1.1장의 주석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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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이성은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뇌

파 측정 기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삼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뇌

파 측정 기법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뇌파 측정 기법(EEG)과 사건 관련 전위(ERPs)  

 

뇌파 측정 기법은 뇌의 전기적 반응을 측정하는 연구방법이다. 

인간의 뇌는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Neuron)와 교세포(Gliazelle)로 

이루어져 있다. 교세포는 지지기능을 하고, 신경세포들은 자극에 반

응하며 이 반응이 행동의 근거가 된다. 신경세포들은 시냅스

(Synapse)라는 작은 틈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이곳을 통하여 정보

를 전달한다. 이 정보 전달은 전기적 신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전달을 할 때마다 시냅스에선 전류가 발생한다. 하나의 시냅스

에서 나오는 전류는 그 양이 매우 작지만 자극에 대하여 반응할 때 

여러 개의 시냅스에서 전류가 나오게 되고 이 전류가 합산되어 두

개골을 거쳐 두피까지 전달된다. 신경 세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

쳐서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외부환경에 관한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

다. 이처럼 시냅스에서 생성되는 전기적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 뇌파 

측정 기법이다.  

뇌파 측정 기법을 통해서 자극에 대한 뇌의 정보 처리 속도 및 

강도와 대략적인 검출 위치를 알 수 있다. 뇌파 측정 기법은 다른 

뇌 영상 기법과는 달리 1ms 단위의 처리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매우 빠른 시간에 행해지는 언어 처리 과정 연구에서 많이 쓰

이고 있다. 

이러한 뇌파 측정 기법을 활용한 연구 방법으로서 사건 관련 전

위의 측정은 언어 정보 처리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정기법

이다. 이 기법은 특정한 언어 자극을 피험자에게 제시하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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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의 뇌파를 측정함으로써 제시한 특정한 자극과 뇌파 반응의 

관계를 연구한다. 이 측정법은 최근 언어처리 과정연구에서 많이 활

용되고 있다(z.B. 음운정보 처리과정: Näätänen et al. 2007, 의미정

보 처리과정: Kutas et al. 2006, 통사 정보 처리과정: Friederici 

2002, 2004). 

다음 <그림 1>은 뇌파 측정법을 통한 사건 관련 전위 도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EEG 및 ERPs 측정방법 (Männel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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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전위 측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피험

자의 머리에 뇌파 측정(EEG) 캡을 씌워 각 전극의 위치를 맞추어 

피험자의 머리에 고정시킨 후 실험자극이 제시된다(A). 동시에 피

험자의 뇌파가 측정된다(B). 이렇게 측정된 뇌파(C)는 필터링

(Filtering) 등을 통해 방해파 제거 후(D) 자극 관련 뇌파만이 남게 

된다(E). 이렇게 검출된 뇌파를 자극 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분절하

고 그 분절된 뇌파들을 평균내면(F) 실험에서 관찰하고자 했던 특

정자극에 대한 사건 관련 전위(ERPs)를 얻을 수 있다(G). 

이 때 각 곡선의 끝부분(Peak)을 사건 전위 요소라고 하며(z.B. 

P1, N1, P2, N2, P3) 알파벳 N과 P는 극성(Polarität)을 나타낸다

(N: Negative, P: Positive). 알파벳 옆에는 숫자가 붙는데 이 숫자

는 자극제시 시점부터 사건 전위가 검출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P600은 자극 제시 후 600ms 후에 나타나는 양극(Positive)

의 사건 전위 요소를 말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다양한 사건 

관련 전위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건 전위 요소는 제시

된 자극과 관련된 언어처리과정을 반영하게 된다.  

 

3.2 사건 전위 요소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사건 전위 요소인 N400, (E)LAN 그리고 P600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N400  

 

N400은 중앙 측두엽(Cz, C3, CP1, Fz 등) 부분에서 발생하는 

자극 제시 후 300-500ms에 발생하는 음전위 편차이다. N400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어휘적 의미 위반 시 검출되는 사건 전위 요소



 

 29 

로 알려져 있다(Kutas/Hillyard 1980, Kutas/Federmeier 2011). 

<그림 2>는 N400의 검출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 (E)LAN과 N400 그리고 P600 (Friederici 2002: 81) 

 

 

(a)는 “Das Hemd wurde gebügelt(실선)”와 “Das Gewitter 

wurde gebügelt(점선)”의 처리를 비교한 것의 결과로서 의미위반에 

대한 처리를 보여준다. 이 때 사건 전위는 두 문장 모두 동일하게 

마지막 단어인 ‘gebügelt’에서의 뇌파를 측정한 것이다. 그 결과, 

(a)의 점선 문장에서와 같이 ‘Gewitter’라는 단어에 대한 동사의 

의미가 맞지 않는 경우, 즉 문장의 맥락에 의미적으로 맞지 않는 어

휘가 등장했을 때 N400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사건 전위 요소는 올바른 문장을 보여주는 실선과 의미적인 위

반이 있는 점선 문장의 반응차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점

선에서 음극으로 가장 큰 전위차가 나는 350-500ms사이의 반응

을 통해서 N400이 검출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N400은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인출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위반을 

인식함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어휘기억에 의한 인지과정을 반영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술-절차 모델의 시각에서 보면 

N400은 서술적 인지기제를 반영하는 사건 전위 요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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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점은 형태 처리와 관련된 사건 관련 전위 연구에

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선행연구에서 모국어 화자가 불규칙 

굴절 형태를 인지할 때 N400이 검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z,B. 

Penke et al. 1997; 2.1장 참조, Hahne et al. 2006; 1.2장 참조 

etc.).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규칙 형태의 처리는 서술적 인지기

제의 처리 과정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은 N400이 

서술적 인지기제를 반영하는 사건 전위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N400을 서술적 인지기제를 반

영하는 인지적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E)LAN과 P600 

 

어휘의 의미적인 정보 처리와 관련된 N400과는 달리 (E)LAN

과 P600은 규칙 기반 정보 처리와 관련이 있는 사건 전위 성분이

다. 먼저 (E)LAN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LAN은 ‘(Early) Left-anterior Negativity’의 약자로서 두

뇌의 왼쪽 앞부분(F7, FT7, F3)에서 검출되는 음전위 편차를 일컫

는다. 여기서 LAN과 ELAN은 검출 시간에 따라 구분이 된다. 

ELAN은 LAN보다 더 빠른 시간에 등장함으로 ‘Early’가 앞에 붙

으며 이는 보통 자극 제시 후 100-200ms 사이에 나타나는 사건 

전위 요소다. 반면에 LAN은 자극 제시 후 보통 300-500ms 사이

에 나타나는 사건 전위 요소로서 이는 N400과 나타나는 시간대는 

비슷하지만 검출되는 위치가 상이하다(LAN: F7, FT7, F3; N400: 

Cz (<그림 3>참고)).  

<그림 2>에서 (b)를 살펴보자. (b)는 두 개의 독일어 문장 

“Das Hemd wurde gebügelt(실선)”와 “Die Bluse wurde am 

gebügelt(점선)”에서 마지막 단어 gebügelt에서 검출된 뇌파를 보

여준다. 이 때 실선 문장은 의미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올바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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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점선 문장은 am이라는 전치사 뒤에 아무런 명사도 제시되지 

않은 통사적 위반이 있는 문장이다. 그 결과, 점선 문장에서 am 뒤

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나오는 어휘 범주가 위반된 부분에서 통

사 위반 처리 시에 나타나는 ELAN이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LAN은 일반적으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통

사처리에 관련되는 사건 전위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Friederici 

1995, 2002). 특히, 위의 예처럼 잘못된 어휘 범주에 해당하는 단

어가 출현하였을 때 나타나는 사건 전위 성분이다.  

LAN은 ELAN처럼 통사규칙에 근거한 처리과정을 반영하는 사

건 전위 요소이다. 이사건 전위 요소는 흔히 동사 굴절형의 위반이

나 명사 곡용의 위반과 같은 좀 더 넓은 범위의 형태통사적인 처리 

및 통합과 관련된 성분으로 인식되고 있다(Neville et al. 1991, 

Friederici/Weissenborn 2007). 사건 관련 전위 연구에서 ELAN

과 LAN은 서로 다른 사건 전위 요소로 보기 보다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건 전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위에 제시된 

Friederici (2002)의 연구에서는 ELAN이 검출된 반면 같은 어휘 

범주의 위반을 자극으로 제시한 Gunter/Friederici (1999)의 연구

에서는 ELAN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서로 

비슷한 패러다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ELAN과 LAN이 서로 

구분되지 않은 채 다양하게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teinhauer/Drury 2012). 물론 ELAN과 LAN이 검출 시간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구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전위 요소

들이 반영하는 인지처리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두 사건 전위 요소 모두 규칙 기반 인지체계와 관련된 사

건 전위 요소로서 절차적 인지기제를 반영하는 요소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ELAN과 LAN

을 같은 규칙 기반 처리 과정에서 검출되는 사건 전위 요소로 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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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2>의 (c)를 살펴보고자 한다. (c)는 앞서 

(b)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어 문장 “Das Hemd wurde gebügelt(실

선)”와 “Die Bluse wurde am gebügelt(점선)”에서 마지막 단어 

gebügelt에서 검출된 뇌파를 보여준다. 그 결과, 150-250ms 시간

구간에서 ELAN이 검출된 후 500ms 이후의 시간구간에서 양전위 

편차를 보인다. 이러한 사건 전위 요소를 흔히 P600으로 정의한다. 

P600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자극 제시 후 500-700ms 

사이에 나타나는 양전위 편차로서 보통 두뇌의 뒷부분인 두정엽

(Parietal lobe)의 Pz에서 검출된다. P600은 일반적으로 위 그림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E)LAN 등장 시 함께 동반되는 사건 전위 

요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위 요소 또한 절차적 인지기제를 반영

하는 사건 전위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전위 요소는 

언어 처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질적인 정보들을 통합하면서 비정

상적인 요소를 재분석에 의해 수정하는 등의 복합적인 통사처리와 

관련된 사건 전위 요소로 알려져 있다(홍우평/최명원 2004). 또한 

연구에 따라서는 (E)LAN 성분을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통사적

인 규칙이 위반될 때 검출되기도 한다(Tokowicz/MacWhinney 

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P600을 ELAN과 

LAN과 더불어 절차적 인지기제를 반영하는 인지지표로 삼고자 한

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사건 관련 전위 요소들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N400은 어휘 의미 정보 처리와 관련이 있는 서술적 

인지기제의 활용을 보여준다. 반면에, (E)LAN 및 P600은 규칙 기

반 처리와 관련이 있는 절차적 인지기제의 사용을 반영한다. 그러므

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 전위 요소의 해석을 기반으로 제

2언어 학습자의 서술적 인지기제 및 절차적 인지기제를 통한 언어 

처리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33 

<그림 3>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 관련 전위 요소가 검출되는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 3> EEG 전극 배치도 (Sanei/Chambers 2008: 17) 

 

 

 

 

 

 

(E)LAN 

(F7, F3) N400(Cz) 

P600(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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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가설 

 

4.1 실험자료 및 실험진행 과정 

 

 피험자 및 사전테스트 

 

본 연구의 피험자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어독문학과 학생 

42명(남: 12명; 여: 30명)이 참가하였다. 피험자들의 나이는 19-

30세로 평균 22세였다. 본 실험은 독일어 과거분사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실험이었으므로 모집단계에서부터 독일어를 적어도 두 

학기 이상 학습한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였다. 섭외된 피험자는 모

두 뇌파실험을 진행하기 약 2-3주 전 학습수준 구분을 위한 사전

테스트에 임하였다. 각 피험자는 단어테스트와 문법테스트를 수행하

였다. 문법 테스트는 여러 선행 연구(z.B. Neubauer/Clahsen 

2009)에서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들의 문법능력 검정에 사용되는 

Goethe Institute의 Online Einstufungstest(www.goethe.de/lrn/ 

prj/ein/deindex.htm)를 사용하였다. 단어 테스트는 Hueber 출판사

의 Schritte의 A1-C1까지의 단어를 고루 섞어 독일어 단어 100개

에 대한 한국어 뜻을 적도록 하였다. 이 때, 뇌파실험에서 중심적으

로 보게 될 동사는 단어테스트에서 제외시켰고 명사, 형용사, 부사

로 구성됐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의 수준별 형태 처리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함으로 앞서 설명한 문법테스트와 단어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을 고급, 중급 그리고 초급학습자로 나누었다. 본 실

험은 독일어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며 독일어 동

사 과거분사의 규칙형과 불규칙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했기에 

A1-A2 학습수준의 피험자들의 실험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http://www.goethe.de/lrn/%0bprj/ein/deindex.htm
http://www.goethe.de/lrn/%0bprj/ein/de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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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명 제외). 18  사전테스트 점수를 기반으로 학습수준을 나누는 

것이 실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단

어테스트와 문법테스트의 결과가 학습수준마다 상이하다는 것과 그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어테스트(100점 만점)에서 초급학습자의 평균은 69점 이었

고 중급학습자의 평균은 84점 그리고 고급학습자의 평균은 96점이

었다. 이에 대한 유의 확률은 모두 유의했다(초급vs.중급: p=0.032, 

초급vs.고급: p<0.001, 중급vs.고급: p=0.012). 문법테스트19(30점 

만점)에서 초급학습자의 평균은 14점, 중급학습자의 평균은 19점 

그리고 고급학습자의 평균은 24점 이었다. 문법테스트의 결과에 대

한 학습수준 사이의 유의확률은 모두 p<0.001로 유의했다. 다음 표

는 단어테스트와 문법테스트의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1> 학습수준별 사전테스트 결과 

 단어테스트 
(평균; 100점 만점) 

문법테스트 
(평균; 30점 만점) 

초급학습자 69 14 

중급학습자 84 19 

고급학습자 96 24 

 

사전테스트 외에도 이들은 총 독일어 학습기간과 독일 연수 기

                                            
18

 A1-A2 학습자들도 뇌파 측정 실험 이후 다른 피험자와 동일하게 동사

의 과거분사에 대한 사후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50% 이하의 정답

률을 보였다.  
 

19
 문법테스트는 30개의 문제로 구성되어있었다. Goethe Institute에서 제

공하는 기준에 따르면 학습수준의 구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A1: 0-6개, 

A2: 7-11개, B1: 12-16, B2: 17-21, C1: 22-26, C2: 27-30. A1-C2는 유

럽에서 학습수준을 나누는 기준으로서 A1과 A2 수준의 학습자는 아주 낮

은 수준의 초급단계이며 B1는 초급수준, B2는 중급수준 그리고 C1 이상을 

고급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Goethe Institute에서 

제공한 기준을 기반으로 피험자들의 학습수준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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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초급학습자의 경우 독일어를 학습한 기간이 총 3년이었고, 독일 

연수 기간은 7개월이었다. 중급학습자의 경우 독일어 학습 기간은 

5년, 독일 연수 기간은 10개월이었고 마지막으로 고급학습자의 독

일어 학습기간은 총 7년, 독일 연수 기간은 18개월 이었다. 다음은 

학습수준 별 독일어 학습 기간 및 독일 연수 기간을 정리한 표이다. 

 

<표 2> 학습수준별 독일어 학습 기간 및 독일 연수 기간 

 독일어 학습 기간(Jahr) 독일 연수 기간(Monat) 

초급학습자 3년 7개월 

중급학습자 5년 10개월 

고급학습자 7년 18개월 

 

이와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본 실험의 초급학습자와 중급학습자 

그리고 고급학습자에 대한 분류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실험 자료 

 

본 연구는 Penke et al.(1997)과 Hahne et al.(2006)의 실험자

극을 기반으로 동일하게 모든 문장은 6단어로 구성했으며 관찰하고

자 하는 목표 자극인 과거 분사는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하

였다(<보기 1> 참조). 이 때 과거분사 형태 중에서 “sein + PP”는 

제외되었고 오직 “haben + PP”형태만을 자극구성에 포함시켰으며 

강변화 동사 중에서는 A-B-A(z.B. lesen-las-gelesen)형태만 

포함시켰다. 이는 모든 과거분사가 동일하게 ‘ge-‘로 시작하고 규

칙형에서는 ‘-t’로 불규칙 형에서는 ‘-en’으로 끝나는 형태를 얻기 

위함이다. 또, 각 문장이 한 단어씩 제시 된다는 점에서 haben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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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나왔을 경우 피험자들이 현재형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장의 지속성을 위해서 과거분사가 포함된 모든 문장은 과거를 나

타내는 부사(z.B. Gestern, Vorgestern, 1989 etc.)로 시작하였다. 

더불어, haben의 인칭 변화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

라질 수도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어는 모두 3인칭 단수로 

통일 시켜 문장의 두 번째 자리에는 ‘hat’만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이 때 사용된 3인칭 단수 주어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독일이름으로 

총 10개(z.B. 남성: Hans/Peter/Markus/Thomas/Jan, 여성: 

Maria/Anna/Inge/Sofia/Lilli)가 사용되었다.  

규칙 처리 조건의 동사 굴절형이 포함된 문장과 불규칙 처리 조

건의 동사 굴절형이 포함된 문장은 각각 24문장이었다. 모든 실험

문장은 모국어 화자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실험 문장은 총 

48문장이었고 각 문장에 대한 위반 형태와 올바른 형태가 골고루 

섞여서 한 피험자가 실험 안에서 같은 단어의 적형과 비적형을 모

두 보지 않게 두 개의 다른 리스트를 만들었다. <표 3>는 목표 자

극의 예이며, 목표 자극이 섞인 문장의 예는 <보기 1>와 같다. 

 

<표 3> 규칙 처리 조건과 불규칙 처리 조건의 실험 자극 

 적형 비적형 

규칙 처리 조건 gegeb-en *gegeb-t 

불규칙 처리 조건 gearbeite-t *gearbeit-en 

 

<보기 1> 

 

규칙 처리 조건 (과거분사 불규칙형에 규칙형의 어미 ‘-t’를 붙인 경우) 

적형: Gestern hat Maria mir Bücher gegeben. 

비적형: Gestern hat Maria mir Bücher *geg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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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 처리 조건 (과거분사 규칙형에 불규칙형의 어미 ‘-en’을 붙인 경우) 

적형: Gestern hat Hans zu Hause gearbeitet. 

비적형: Gestern hat Hans zu Hause *gearbeiten. 

 

Filler 문장은 총 120개가 사용되었으며 자극 문장과 동일하게 

filler 문장 또한 모두 6개의 단어로 구성했다. 또, 자극 문장과 겹

치지 않게 모두 현재형으로 제시하였고 자극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

는 사용하지 않았다. 주어로는 실험자극과 동일한 10개의 독일 이

름이 사용되었다. 더불어, 모든 과거 문장이 부사로 시작한다는 점

에서 피험자들이 실험자극을 파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0개의 

filler 문장 중 31 문장은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부사(z.B. Heute, 

Jeden tag etc.)로 문장을 시작하였다. 

120개의 filler 문장과 48개의 자극 문장이 하나의 리스트를 구

성하여 한 피험자 당 총 168개의 문장을 보게 하였다20. 자극 순서

는 임의로 배정되어 특히 자극 문장이 한 리스트에 겹쳐 제시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자극은 E-Prime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뇌파 실험 진행 과정 

 

본 연구의 뇌파 측정 실험에 제시된 모든 자극은 시각자극이었

다. E-Prime software를 통해서 구성된 자극은 모두 정중앙에 제

시되게 하였다. 시각 자극으로 제시되는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이 금

방 눈에 피로를 느낀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행연

구인 Penke et al.(1997)과 Hahne et al.(2006)의 연구에서와 마

찬가지로 짙은 남색의 바탕화면에 노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로 자

극을 제시하였다.  

                                            
20

 실험에서 제시된 문장은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인 “부록”에 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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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 INSTRUCTION”(설명)으로 시작되었고 피험자에게 

노란색 글자로 제시되는 독일어 문장 3개를 읽고 기억한 후 빨간색 

글자로 제시된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문장이 앞서 노란색 글자로 된 

문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억력 실험임

을 전달하였다. 각 문장이 등장하기 전 ‘+’ 가 화면 가운데 제시된

다. 그 후, ‘Space bar’를 누르면 문장이 시작된다. 이 때, 노란

색 글자로 된 문장은 문장이 한 번에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

어가 한 개씩 제시된다. Self-paced reading(SPR)실험으로서 각 

단어의 제시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피험자는 단어를 읽은 후 

‘Space bar’를 눌러서 다음 단어로 넘어가게 하였다. 모든 문장

은 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마지막 단어는 ‘.(마침표)’와 

함께 제시되었고 그 후‘+’ 가 제시되며 다음 문장의 시작을 알렸

다. 이렇게 세 개의 노란색 글자의 문장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후에 빨간색 글자의 문장이 한번에 제시된다. 이 때, 앞서 나왔던 

문장이면 ‘space bar’를 나오지 않았던 문장이면 ‘z’를 누르게 

했다. 모든 자극에 대한 뇌파는 자극 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

으로 측정하였다.  

뇌파 측정은 K대학 EEG 랩실에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은 조용

한 장소에서 편안한 환경아래 실험에 임했다. 뇌파 측정에는 Ag/ 

AgCl 전극과 Brainamp(Brain Products GmbH, München, 

Germany)가 사용되었다. 전극 설치는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설계

된 10-20 System electrode cap(ActiCap, Brain Products GmbH, 

München, Germany)이 사용되었고, 총 32개의 전극에서 뇌파가 측

정되었다(Fz, Cz, Pz, Oz, VE1/VE2, Fp1/Fp2, F9/F10, F3/F4, 

FC5/FC6, FC1/FC2, T7/T8, C3/C4, TP9/TP10, CP5/CP6, 

CP1/CP2, P7/P8, P3/P4, O1/O2). 눈의 움직임으로 인한 방해파를 

측정하기 위해 vertical electro-oculogram(VEOG)과 horizontal 

electro-oculogram(HEOG)이 적용되었으며 online filteri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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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Hz-70Hz에서 이루어졌고 sampling rate는 500Hz, 전극의 전

도율은 10kΩ이하를 유지하였다. Online reference로 코끝에 전극

을 설치하였으며 ground 전극은 AFz이었다. 뇌파 측정은 약 20-

30분간 진행되었다. 

총 32개의 전극에서 측정된 뇌파 반응을 Brain Vision 

Analyzer 2.0 software(Brain Products GmbH, München, 

Germa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0.2Hz에 설정된 

high-pass filter와 30Hz에 설정된 low-pass filter를 통해 불필요

한 뇌파를 제거하고, 진폭이 +/- 100μV에 해당하는 뇌파를 분석

에서 배제하였다.  

피험자 개인의 각 자극에 대한 뇌파 반응을 산출하기 위해서 각

각의 자극에 대한 뇌파를 자극이 제시된 시간단위로 분절하고 분절

된 뇌파들의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또한 모든 피험자들의 사건 전위

의 반응을 평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건 전위의 전체평균곡선 

grand average curve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되는 

그래프는 전체평균곡선이다. 

사건 전위 요소의 검출을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확인된, 적형과 

비적형의 뇌파 반응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러한 통계 분석을 위해서 각각의 조건에서 적형과 비적형

의 뇌파 반응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이 수행되었다(p<0.05). 우

선 피험자가 뇌파 측정 시 정확하게 반응한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뇌파를 각 피험자 별로 산출하고, 각 피험자의 반응의 평균값을 조

건에 따라 계산했다. 그리고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각 피험자의 평

균값을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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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 및 해석가능성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선 본 연구가 출발점

으로 삼은 독일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Penke 

et al. 1997)의 결과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독일어 

동사 과거분사의 규칙형과 불규칙형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사건 

관련 전위 실험에서는 불규칙 처리 조건(z.B. *getanzen)에서 

N400이 검출되었고 규칙 처리 조건(z.B. *getragt)에서는 LAN이 

검출되었다(<표 4> 참조). 불규칙 처리 조건(z.B. *getanzen)에서 

검출된 N400은 어휘 의미 정보 기반 처리시 나타나는 사건 관련 

전위 성분으로서 서술적 인지기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규칙 처리 조건(z.B. *getragt)에서 검출된 LAN은 규칙 기반 처리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 관련 전위 성분으로서 절차적 인지기제

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독일어 모국어 화자는 서술적 

인지기제와 절차적 인지기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이중 메커니즘

적인 처리를 보였다. 

 

<표 4> 모국어 화자의 사건 관련 전위 결과 (Penke et al. 1997) 

 LAN/P600 N400 결과해석 

규칙 처리 조건 

(z.B. *getragt) 

○  

(LAN만 검출) 
X 

절차적 인지기제에 

의한 처리 

불규칙 처리 조건 

(z.B. *getanzen) 

X ○ 
서술적 인지기제에 

의한 처리 

 

또한 해석가능성의 예측을 위해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가장 직접

적인 비교가 가능한Hahne et al.(2006)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

다. 이 연구는 러시아인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Penke et al.와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규칙 처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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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 *getragt)에서는 LAN과 P600이 검출되었고 불규칙 처리 조

건(z.B. *getanzen)에서는 N400이 검출되었다(<표 5> 참조). <표 

4>의 모국어 화자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러시아인 고급학습자

의 독일어 굴절형에 대한 형태 처리 과정은 모국어 화자의 처리 과

정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독일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러시아어 모국어 화자들의 결과

(Hahne et al. 2006) 

 LAN/ P600 N400 결과해석 

규칙 처리 조건 

(z.B. *getragt) 

○  

(둘 다 검출) 
X 

절차적 인지기제에 

의한 처리 

불규칙 처리 조건 

(z.B. *getanzen) 
X ○ 

서술적 인지기제에 

의한 처리 

종합해석 모국어 형태 처리와 동일한 제2언어 형태 처리 

 

이러한 두 가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1: 서술-절차 모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초급학습자들은 

서술적 인지기제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즉, 어휘 의미 정보 기반 처리시 검출되는 N400과 같은 사건 

전위 요소가 규칙형 및 불규칙형에 대해서 검출될 것이다. 

 

 가설2: 중급학습자는 초급학습자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특히 절차적 인지기제의 처리를 반영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

는 초급단계에서 중급단계로 학습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을 반영하

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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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3: 고급학습자들은 Hahne et al.(2006)처럼 선별적으로 절

차적 인지기제와 서술적 인지기제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들도 독일어 모국

어 화자와 유사한 인지기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리고 이 경우에 모국어 전이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가설4: 고급학습자들의 연구결과가 Hahne et al.(2006)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급학습자의 인지처리과정

이 모국어 화자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모국어 전이 현상

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5.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각 학습수준별 사건 관련 전위 결과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실험결과를 보다 명료

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5.1장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분석에 대한 설명

을 생략하고 도출된 결과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5.2장

에서 통계분석과정과 결과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5.1. 실험 결과 및 분석 

 

위반 패러다임을 활용하는 사건 관련 전위연구에서는 적형에 대

한 반응과 비적형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사건 전위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각 학습수준별로 동사 과거

분사 규칙형과 불규칙형의 위반에서 어떤 사건 전위 요소가 검출되

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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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초급학습자 

 

(1) 규칙 처리 조건 (z.B. 적형: getragen, 비적형: *getragt) 

 

초급학습자들은 잘못된 과거분사 규칙형(z.B. *getragt)을 인지

할 때 어떠한 사건 전위 요소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초급학습자

들이 과거분사의 규칙을 인지할 때 서술적 인지기제와 절차적 인지

기제를 모두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2) 불규칙 처리 조건 (z.B. 적형: getanzt, 비적형:*getanzen) 

 

 N400 

 

 

<그림 4> 초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N400 반응(C3) 

 

적형(z.B. getanzt)         비적형(z.B. *getanzen)  

N400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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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초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 반응차 

곡선 

 

<그림 6> 초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N400 반응 검출 전극 

 

위 <그림 4>에서 실선은 적형(z.B. getanzt)에 대한 반응을, 점

선은 비적형(z.B. *getanzen)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반응 차이는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 반응차 곡선  

N400 검출 

= 검출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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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그림 5>는 적형과 비적형

의 반응 차를 나타낸 곡선이다. 이처럼 반응차 곡선을 통해서 어떤 

사건 전위 요소가 검출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초급학습자의 경

우 430-480ms 시간구간에서 적형과 비적형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좌측 중심영역에서 (C3, CP5, CP1, FC1, 

FC5, Pz; <그림 6> 참고) 검출되었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전위 요소는 N400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각적으로 확

인된 N4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

석 및 대응표본 t-검정을 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5.2장 

참조).  

이러한 N400은 서술적 인지기제를 반영하는 사건 전위 요소이

다. 따라서 초급학습자들이 잘못된 과거분사 불규칙형을 보았을 때 

N400이 검출된 것은 어휘 정보 기억에 근거하여 인지한 것을 의미

한다.  

 

5.1.2 중급학습자 

 

(1) 규칙 처리 조건 (z.B. 적형: getragen, 비적형: *getragt) 

 

 LAN 

 

 

적형(z.B. getragen)         비적형(z.B. *getragt)  

LAN 검출 



 

 47 

<그림 7> 중급학습자의 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LAN 반응(F3) 

 

 

<그림 8> 중급학습자의 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 반응차 곡선 

 

<그림 9> 중급학습자의 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LAN 반응 검출 전극 

 

= 검출 전극 

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 반응차 곡선  

LAN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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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학습자의 경우 잘못된 과거분사 규칙형(z.B. *getragt)에 

대해 350-400ms 시간구간에서 음극 사건전위를 보인다(<그림 7>

와 <그림 8> 참고). 검출 시간 및 반응이 검출된 전극(F3, FC5, 

FC1; <그림 9> 참고)을 바탕으로 이를 LAN이라고 할 수 있다. 시

각적인 분석 외에도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한 

통계분석을 통해서도 중급학습자가 규칙 처리 조건에서 LAN을 보

였음을 확인하였다(5.2장 참조).  

LAN은 P600과 마찬가지로 문법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통사처

리와 관련된 사건 전위 요소로 볼 수 있다. 즉, 중급학습자는 앞서 

분석한 불규칙 처리 조건처럼 규칙 처리 조건에 대해서도 절차적 

인지기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불규칙 처리 조건 (z.B. 적형: getanzt, 비적형:*getanzen) 

 

 P3a 

 

 

<그림 10> 중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P3a 반응(Pz) 

 

적형(z.B. getanzt)         비적형(z.B. *getanzen)  

P3a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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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의 반응

차 곡선 

 

<그림 12> 중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P3a 반응 검출 전극 

 

중급학습자에 있어선 위 <그림 10>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불규

칙 처리 조건의 비적형(z.B. *getanzen)에 대해서 300-350ms 시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 반응차 곡선  

= 검출 전극 = 검출 전극 

P3a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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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구간에서 양극의 사건 전위 요소가 검출되었다. <그림 11>은 적

형과 비적형의 반응 차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시각적으로 확인된 양

극의 사건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

산분석 및 대응표본 t-검정을 하였고 이는 왼쪽 뒷부분 (P7, P3, 

Pz, O1, Oz; <그림 12> 참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5.2장 참

조). 이러한 사건 전위 요소는 검출된 시간구간과 전극의 위치를 고

려할 때 P3a로 볼 수 있다.  

250-500ms 시간구간에 중간선(midline; Fz, Cz, Pz)의 전극에

서 전형적으로 검출되는 양극의 사건 전위 요소를 P300이라고 한

다21. P300은 일반적으로 “Odd-ball” 패러다임을 활용한 연구에서 

검출된다. 이 패러다임에서 피험자들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자극

(표준자극; Standard Stimulus) 사이에서 드문드문 제시되는 자극

(목표자극; Target)을 찾는 과제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가 가 가 

까 가 가 까 가”와 같은 방식으로 /가/ 사이에서 /까/ 소리를 찾는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에는 표준자극 및 목

표자극과 전혀 다른 속성을 갖는 자극(방해자극; Distractor)이 제

시되기도 한다. 위의 예에서 /가/와 /까/ 사이에 ‘망치 소리’를 방해

자극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Odd-ball”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 뇌파를 측정하면 방해자극에 대해서 사건 전위 요소를 얻게 

되는데 이를 P3a라고 한다. P3a는 목표자극을 찾는 과정과 무관한 

방해 자극에 대해서 검출되기 때문에 피험자가 방해 자극을 무의식

적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주의를 순간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P3a는 흔히 범주를 벗어난 자극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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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00의 크기는 보통 중간선의 뒷부분, 즉 전두엽(Fz)에서 두정엽(Pz)로 

갈수록 더 커진다(Johnson, 1993). P300은 P3a와 P3b로 나뉘는데 이 

두 사건 전위 요소는 모두 “Odd-ball” 패러다임에서 검출된다. P3b는 

목표자극을 표준자극으로부터 구분 해 낼 때 나타나는 사건 전위 요소이

다. 즉, /가/로부터 /까/를 구분해 낼 때 /까/에서 P3b가 검출된다. 그러

므로 P3b는 주어진 문맥에서 벗어난 두드러지는 자극에 대해 의식적으

로 주의를 기울여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반영한다(Polich 2007, 

이성은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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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인 주의력 전환(attention switching)을 반영하는 사건 전위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잘못된 불규칙형에 대해서 

P3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중급학습자들이 비적형을 인식하고 여기

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주의력 전환이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중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반응으로 

P3a 외에도 다음에 살펴볼 P600 사건 전위 요소 또한 검출되었다. 

 

 P600 

 

 

<그림 13> 중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P600 반응(P7) 

 

 

 

 

 

 

P600 검출 

 

적형(z.B. getanzt)          

비적형(z.B. *getan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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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중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 반응차 곡선 

 

<그림 15> 중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P600 반응 검출 전극 

P600 검출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 반응차 곡선  

 

= 검출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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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과 <그림 14>를 통해 650-700ms 시간구간에서 양

극의 사건 전위 요소가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전위 요

소는 왼쪽 뒷부분(P7, P3, O1; <그림 15>참고)에서 검출되었다. 검

출된 시간구간과 전극의 위치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전위 요소는 

P600으로서 시각적인 분석 외에도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5.2 참

조). P600은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통사처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

건 전위 요소로서 중급학습자들이 절차적 인지기제에 근거하여 형

태 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3 고급학습자 

 

(1) 규칙 처리 조건 (z.B. 적형: getragen, 비적형: *getragt) 
 

 N400 

 

 

<그림 16> 고급학습자의 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N400 반응(Cz) 

 

적형(z.B. getragen)         비적형(z.B. *getragt)  

N400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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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고급학습자의 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반응차 곡선 

 

 

<그림 18> 고급학습자의 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반응 검출 전극 

 

규칙 처리 조건(z.B. *getragt)에서 고급학습자는 350-400ms 

= 검출 전극 

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 반응차 곡선  
N400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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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구간에 음극 사건전위를 보였다(<그림 16>과 <그림 17> 참고). 

이 사건 관련 전위는 왼쪽 중간 부분(Cz, C3, FC1, CP5, CP1; <그

림 18> 참고)에서 검출되었다. 검출 된 시간구간과 검출 전극을 기

반으로 고급학습자에서 N400이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각적

인 분석 외에도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한 통

계분석에서도 N400이 유의했다(5.2장 참조). 

N400은 (E)LAN과 P600과는 달리 어휘적 의미 위반 시 검출

되는 사건 전위 요소이다. 이는 고급학습자들이 동사 과거분사의 불

규칙 굴절형을 처리할 때 규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여 처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불규칙 처리 조건 (z.B. 적형: getanzt, 비적형:*getanzen) 
 

 ELAN 

 

 

<그림 19> 고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ELAN 반응(F3) 

 

적형(z.B. getanzt)         비적형(z.B. *getanzen)  

ELAN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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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고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반응차 곡선 

 

<그림 21> 고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ELAN 반응 검출 전극 

 

고급학습자는 불규칙 처리 조건의 비적형(z.B. *getanzen)에 대

해서 위 <그림 19> 및 <그림 20>에서 알 수 있다시피 150-

= 검출 전극 

ELAN 검출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 반응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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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s에서 음극 사건 전위 요소가 검출되었다. 이 사건 전위 요소

는 왼쪽 앞부분(F3, Fz, FC5, FC1, Cz; <그림 21> 참고)에서 검출

되었다. 검출된 시간구간과 검출 전극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ELAN

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인 분석 외에도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5.2장 참조). 

ELAN은 앞서 살펴본 LAN과 P600과 비슷한 성격의 사건 전

위 요소로서 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통사관련 처리시에 검출되는 요

소이다. 이는, 고급학습자들이 독일어 동사 과거분사의 불규칙형을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여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550 

 

 

<그림 22> 고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N550 반응(FC1) 

 

적형(z.B. getanzt)         비적형(z.B. *getanzen)  

N550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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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고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반응차 곡선 

 

 

 

<그림 24> 고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N550 반응 검출 전극 

 

= 검출 전극 

N550 검출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 반응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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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학습자는 불규칙 처리 조건에서 앞서 ELAN에 이어서 <그

림 22>과 <그림 23>은 540-590ms 시간구간에서 음극의 사건전

위를 보였다. 이 사건 전위 요소는 앞서 ELAN과 마찬가지로 왼쪽 

앞부분(F3, Fz, FC5, FC1, Cz; <그림 24> 참고)에서 검출되었다. 

이 사건 전위 요소를 검출된 전극 및 시간구간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N400이나 LAN으로 볼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는 이 사건 전위 

요소를 N550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시각적 분석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N550은 유의했다(5.2장 참조).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6>와 같다. 

 

<표 6> 학습수준별 검출 사건 관련 전위 결과 

 
규칙 처리 조건  

(z.B. *getragt) 

불규칙 처리 조건  

(z.B. *getanzen) 

초

급 
X 

N400 (430-480ms) 

(C3, CP5, CP1, FC1, FC5, Pz) 

중

급 

LAN (350-400ms) 

(F3, FC5, FC1) 

P3a  (300-350ms) 

(P7, P3, Pz, O1, Oz) 

P600 (650-700ms)  

(P7, P3, O1) 

고

급 

N400 (350-400ms) 

(Cz, C3, CP5, CP1, 

FC1) 

ELAN (150-200ms) 

(F3, FC5, FC1, Fz, Cz), 

N550 (540-590ms) 

(F3, FC5, FC1, Fz, Cz) 

모

국

어 

LAN 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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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통계 분석 결과 

 

사건 전위 요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시각적인 분석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검출된 뇌파 분석 시간 구간

을 50ms 단위로 나누었다: 150-200ms, 300-350ms, 350-

400ms, 430-480ms, 540-590ms, 650-700ms. 분석을 함에 있

어서 전극의 위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겹치지 않게 각각의 영역

에 3개의 전극이 포함되게 총 7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그림 25> 

참고): left anterior (이하 LA: F3, FC1, FC5), right anterior (이하 

RA: F4, FC2, FC6), left central (이하 LC: C3, CP1, CP5), right 

central (이하 RC: C4, CP2, CP6), left posterior (이하 LP: P7, P3, 

O1), right posterior (이하 RP: P4, P8, O2), midline (ML: Fz, Cz, 

Pz). 그 후 이 7개의 영역을 하나의 조건으로서 다른 피험자내조건

인 동사유형(Verb Type; 규칙동사 vs. 불규칙동사)과 정답

(Correctness; 적형 vs. 비적형)과 하나의 피험자간조건인 학습수

준(Level: 초급, 중급, 고급)을 활용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s)을 하였다. 시간구간 별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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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통계분석에 사용된 7개 전극의 영역 

 

(1) 150-200ms 

 

150-200ms 구간에서는 동사유형과 정답 그리고 학습수준 조

건 사이의 상호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2,29)=3.442, 

p=0.046]. 또한, 전극의 위치에서 [F(6,24)=19.169, p<0.001]로

서 주효과가 있었고 전극의 위치와 동사유형과 정답 사이의 상호작

용 또한 유의했다[F(6,24)=2.536, p=0.048]. 이는 학습수준마다 

동사 유형과 그 유형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했음

을 보여준다. 어떤 학습수준에서 유의한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분석으로 학습수준 별로 나누어 전극의 위치와 동사유

형 그리고 정답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LA  

(F3, FC1, FC5) 

 

ML  

(Fz, Cz, Pz) 

 

RC  

(C4, CP2, CP6) 

 

RP  

(P8, P4, O2) 

 

RA  

(F4, FC2, FC6) 

 

 

LC  

(C3, CP1, CP5) 

 

LP  

(P7, P3, 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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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분석의 결과, 초급학습자와 중급학습자에선 유의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고급학습자의 경우엔 정답 조건이 

[F(1,10)=6.610, p=0.028]로 주효과를 나타냈다. 고급학습자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기에 이번엔 전극의 영역별로 구분하여 어느 영

역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지 사후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사

후분석으로는 개별 전극(Individual Electrode)과 동사유형 그리고 

정답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left 

anterior(LA)과 midline(ML)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LA에서는 정답조건이 [F(1,10)=8.146, p=0.017]로 주효

과를 보였고, LA영역의 개별 전극과 동사 유형간의 상호작용이 있

었다[F(2,9)=3.912, p=0.054]. 또, ML에서는 개별 전극

[F(2,9)=5.125, p=0.033]과 정답[F(1,10)=6.932, p=0.025]이 

각각 주효과를 보임과 동시에 서로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였

다[F(2,9)=4.264, p=0.05].  

마지막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영역 중 어떤 전극에서 어떤 동사 

유형 조건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

로서 개별 전극의 규칙동사의 적형과 비적형 그리고 불규칙 동사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 LA영역에 속한 F3, FC1, FC5영역에서 모두 독일어 규

칙 동사 과거분사의 적형과 비적형의 차이가 유의했다(F3: 

t=2.691, p=0.023; FC1: t=3.438, p=0.006; FC5: t=2.607, 

p=0.026). ML영역에서는 Fz와 Cz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이 

또한 모두 독일어 규칙동사의 과거분사 적형과 비적형의 차이였다

(Fz: t=3.495, p=0.006; Cz: t=2.682, p=0.023).  

이 결과는 본 실험에 참여한 고급학습자들이 독일어 과거분사의 

적형과 비적형을 보았을 때 150-200ms 시간구간에서 반응을 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한 결과는 대개 왼쪽 앞부분에서 검출

되었는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보면 고급학습자들에게서 EL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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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300-350ms 

 

300-350ms 구간에서는 동사유형과 정답과 학습수준의 상호작

용이 유의했다[F(2,29)=3.372, p=0.048]. 이는 학습수준에 따라

서 동사유형과 그의 적형 그리고 비적형에 대해 다른 반응을 했음

을 의미한다. 어떤 학습수준에서 유의한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분석으로 학습수준 별로 나누어 전극의 위치와 동사유

형 그리고 정답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초급학습자와 고급학습자에게서는 유의한 결과가 검출

되지 않았고 중급학습자에게서만 유의한 결과가 검출되었다. 중급학

습자의 경우 동사유형과 정답 사이에서 [F(1,11)=5.296, 

p=0.042]로 상호작용이 있었고 전극의 위치와 동사유형 그리고 정

답의 상호작용 또한 [F(6,6)=5.777, p=0.025]로서 유의했다. 이 

후, 사후분석으로서 어떤 영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

고자 전극 영역을 나누어 개별 전극과 동사유형 그리고 적형과 비

적형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유의

한 결과가 검출되지 않았고, 크게 midline(ML)과 left 

posterior(LP)에서 유의한 결과가 검출되었다. ML에서는 개별 전

극과 동사유형과 정답의 상호작용이 [F(2,10)=10.862, p=0.003]

으로 유의했으며 LP에서는 동사유형과 정답 사이에서 

[F(1,11)=11.562, p=0.006]으로 상호작용이 있었다. 이는 ML은 

각각의 전극마다 유의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며 LP에서는 동

사 유형과 적형 및 비적형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후분석으로 유의한 결과가 검출된 ML과 LP영역

의 개별 전극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하였다. ML에서는 Pz 전

극에서만 [t=-2.806, p=0.017]로서 규칙동사 과거 완료형의 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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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적형인 차이에서 그 결과가 유의했다. LP에서는 P7, P3, O1, 

Oz에서 모두 규칙동사 과거 완료형의 적형과 비적형의 차이에서 유

의한 결과가 나왔다[P7: t=-3.211, p=0.008; P3: t=-2.954, 

p=0.013; O1: t=-2.733, p=0.019, Oz: t=-2.530, p=0.028]. 이 

뇌파 요소가 검출된 시간 구간과 전극의 위치를 고려하여 보면 중

급학습자의 경우 규칙동사의 비적형을 봤을 때 P3a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350-400ms 

 

350-400ms에서는 동사유형과 정답과 학습수준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F(2,29)=3.636, p=0.039]. 이는 학습수준에 따라서 동

사유형과 그의 적형 및 비적형에 대한 반응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어떤 학습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

석으로 학습수준별로 나누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하였다. 

 

 중급학습자 

 

중급학습자에서는 동사유형과 정답 사이의 상호작용이 

[F(1,11)=9.777, p=0.010]로 유의했다. 어떤 영역에서 유의한 결

과가 도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전극의 위치 별로 나누어 개별 전극

과 동사유형 그리고 정답조건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사후분

석으로서 실행하였다. 그 결과, left anterior(LA)영역과 

midline(ML)영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LA영역에서는 동사

유형과 정답 사이의 상호작용이 [F(1,11)=9.777, p=0.01]로 유의

했고 ML영역에서는 동사유형과 정답 사이에서 [F(1,11)=7.726, 

p=0.018]로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또한 개별 전극과 동사유형과 

정답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F(2,10)=8.003, p=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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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떤 전극에서 어떤 동사유형에 대해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개별 전극에서 각각 동사

유형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하였다. LA 영역

에서는 모든 전극에서 불규칙 동사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차이에

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F3에서는 [t=2.466, p=0.031] 그리고 

FC5에서는 [t=2.539, p=0.028]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ML영역

에서는 개별 전극에서 대응표본 t-검정을 한 결과 유의한 결과가 

검출되지 않았다. 

 

 고급학습자 

 

고급학습자에서는 전극의 위치가 [F(6,5)=5.042, p=0.048]로 

주효과를 보였다. 사후분석으로서 어떤 영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

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전극의 위치 별로 나누어 개별 전극과 동사

유형 그리고 정답조건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사

후분석 결과, Left anterior(LA)영역에서는 정답 조건이 

[F(1,10)=6.552, p=0.028]로 주효과를 보였고, left central(LC)

영역에서는 개별 전극 조건에서 [F(2,9)=4.227, p=0.051]로 주효

과를 보였다. 

이어서, 어떤 동사유형에 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알

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개별 전극에서 각각 동사유형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을 한 

결과 LA영역에서는 불규칙동사 적형과 비적형의 반응차가 FC1에

서만 [t=2.585, p=0.027]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LC영역에서는 

모든 전극에서 불규칙동사 적형과 비적형 사이의 반응차를 보였다. 

CP1은 [t=2.379, p=0.039]로 유의했고, CP5는 [t=2.317, 

p=0.043], 그리고 C3에서는 [t=2.280, p=0.046]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 더불어 Cz에서도 [t=2.239, p=0.049]로 불규칙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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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형과 비적형 사이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중급학습자와 고급학습자 모두 350-400ms 시간구간에서 음극 

사건전위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중급학습자는 왼쪽 앞쪽(left 

anterior; LA)영역에 집중되어있고 고급학습자는 중심(Central) 지

역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기반하여 보았을 때 이 두 

그룹 사이에서 검출된 성분은 다른 성분이라 할 수 있다. 중급학습

자의 경우엔 LAN이 검출되었으며 고급학습자에 있어선 N400이 검

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430-480ms 

 

430-480ms에서는 동사유형과 정답 그리고 학습수준의 상호작

용이 [F(2,29)=4.007, p=0.029]로 유의했다. 학습수준별 동사유

형과 그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반응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다음 단계에서 사후분석으로 학습수준별로 나누어 반복측정 분산분

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초급학습자의 반응차에서 동사유형과 정

답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1,8)=6.676, p=0.032].  

어떤 영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검출된 건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

분석으로 영역을 나누어 전극의 위치와 동사유형 그리고 정답에 관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left anterior(LA)영

역에선 개별 전극과 동사유형 그리고 정답조건 사이에서 유의한 상

호작용이 검출되었다[F(2,7)=6.078, p=0.029]. 또한, Left 

central(LC)영역에선 개별 전극이 [F(2,7)=12.724, p=0.005]로

서 주효과를 보였고 개별 전극과 정답조건의 사이에선 

[F(2,7)=5.289, p=0.04]로 상호작용이 있었고 동사유형과 정답의 

상호작용 또한 [F(1,8)=9.017, p=0.017]로 유의했다.  

사후분석으로서, 어떤 동사 유형에서 유의한 반응 차가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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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하기 위해 개별 전극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하였다. LC

영역에서는 모든 전극에서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의 반

응차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C3: t=2.753, p=0.025; 

CP5: t= 2.628, p=0.03; CP1: t=2.870, p=0.021]. LA영역에서는 

FC5에서 규칙동사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

[FC5: t=2.301, p=0.050]. 마지막으로, ML영역에서는 Pz에서만 

불규칙 처리 조건의 적형과 비적형의 반응차에서만 [t=2.753, 

p=0.025]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본 실험에 참여한 초급학습자들이 불규칙 처리 조건

에서 430-480ms 시간구간에 반응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유의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중심(Central)지역에서 검출되었는데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보면 초급학습자들에게서 N400이 검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 540-590ms 

 

540-590ms에서는 동사유형과 정답과 학습수준 사이의 상호작

용이 [F(2,29)=3.166, p=0.057]로 유의했다. 학습수준별로 동사

유형과 그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해 반응한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으로 사후분석으로 학습수준별로 나누어 반복측정 분산분석

을 하였다. 사후분석의 결과로 고급학습자에게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고급학습자의 경우 전극의 위치에서 [F(6,5)=5.002, 

p=0.049]로 주효과가 있었고 정답 조건에서 또한 

[F(1,10)=10.258, p=0.009]로서 주효과가 있었다. 

고급학습자에서 유의한 반응차가 있음을 알았기에 사후분석으로 

영역별로 나누어 어떤 영역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left anterior(LA)영역과 

midline(ML)영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LA에서는 정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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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0)=19.715, p=0.001]로 주효과를 보였고 ML에서도 정답

이 [F(1,10)=10.446, p=0.009]로 주효과를 보였다.  

사후분석으로 어떤 동사유형의 적형과 비적형에서 유의한 결과

가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의한 결과가 나온 영역의 개별 전극

의 결과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행하였다. LA영역에서는 모든 

전극에서 규칙 동사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F3에서는 [t=6.374, p<0.001]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FC5에서

는 [t=4.690, p=0.001]로 그리고 FC1에서는 [t=3.675, 

p=0.004]로 모두 규칙 동사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해서 유의한 결

과가 나왔다. ML영역에서는 Fz에서 [t=2.582, p=0.027] 유의한 

결과가 있었고 Cz에서 [t=2.698, p=0.022]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 검출된 시간대와 영역을 고려하여 보면 고급학습자에서 규칙 동

사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해서 N550/N600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6) 650-700ms 

 

650-700ms에서는 동사유형과 정답 그리고 학습수준의 상호작

용이 [F(2,29)=3.404, p=0.047]로 유의했다. 학습수준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사후분석으로 학습수준별로 나누어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중급학습자에게서만 유의한 결과

를 발견하였다. 중급학습자에 있어선 동사유형과 정답 사이에서 상

호작용이 있었다[F(1,11)=6.077, p=0.031].  

어떤 영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분

석으로 영역을 나누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left 

posterior(LP) 영역과 midline(ML) 영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있었

다. LP영역에서는 개별 전극에서 [F(2,10)=5.590, p=0.023]으로 

주효과가 있었고 동사유형과 정답의 사이에서 [F(1,11)=8.530, 

p=0.014]로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개별 전극과 동사유형과 정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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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또한 [F(2,10)=4.672, p=0.054]로 유의했다. ML영역에

서는 동사유형과 정답의 상호작용이 [F(1,11)=4.672, p=0.054]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각 영역에서 어떤 전극에서 어떤 동사 유형에 대해

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개별 전극

에서의 대응표본 t-검정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LP영역의 모든 전

극에서 규칙동사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었다. P7

에서는 [t=-2.825, p=0.017], P3에서는 [t=-2.127, p=0.057] 

그리고 O1에서는 [t=-2.074, p=0.062]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ML영역은 개별 전극에서 대응표본 t-검정을 한 결과 유의한 결과

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보았을 때 중급학습자들이 불규칙 처리 조

건 적형과 비적형을 보았을 때 650-700ms에 왼쪽 뒷부분에서 나

온 양전위 반응은 P600이라고 할 수 있다. 

 

5.3 사후테스트 

 

뇌파 측정 실험 이후에 피험자들이 실험에서 제시된 과거분사를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테스트를 실행했

다. 사후테스트는 offline으로 진행되었고 피험자들은 동사 원형이 

적힌 시험지를 받게 된다. 그 후, 주어진 동사 원형에 맞는 과거분

사 형태를 적게 하였다. 사후테스트의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학습수준별 사후테스트 결과 

 사후테스트 결과(48 만점) (평균(정답 률)) 

초급학습자 35 (73%) 

중급학습자 40 (83%) 

고급학습자 4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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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테스트의 결과는 모든 피험자들이 과거분사의 형태를 상당

수준까지 습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6. 분석 및 논의 

 

6.1 초급학습자 

 

5장에서 수행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초급학습자의 경우 규칙 

처리 조건(*getragt)에서는 사건 전위 요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불

규칙 처리 조건(*getanzen)에서는 N400이 검출되었다.  

먼저, 규칙 처리 조건(*getragt)에서 어떠한 사건 전위 요소도 

확인되지 않은 결과는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 연구결

과와 비교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모국어 화자들에서는 규칙 처리 

조건에서 LAN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술-절차 모델의 관

점에서 모국어 화자들이 규칙형을 처리할 때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

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초급학습자들에

게서는 이러한 LAN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모국어 화자들이 활

용하는 절차적 인지기제가 독일어 초급학습자들에게서는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예를 들어 비적형 ‘*getragt’를 보았을 때 어

간 ‘-trag-’에 ‘ge-(어간)-t’ 접사를 잘못 적용시켜 굴절규칙이 

위반된 것을 초급학습자들은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수

준이 낮은 초급학습자에 있어서 절차적 인지기제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 대표

적인 예로 Ojima et al.(2005)의 사건 관련 전위 연구를 들 수 있

다. 이 연구는 일본인 영어 제2언어 초급학습자와 영어 모국어 화자

를 대상으로 주어-동사 일치에 대한 사건 관련 전위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통제 그룹인 영어 모국어 화자에선 LAN이 검출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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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제2언어 초급학습자들에게선 LAN이 검출되지 않았다. LAN은 

규칙 기반 처리시 검출되는 대표적인 사건 전위 요소로서 서술-절

차 모델에서 절차적 인지기제에 해당한다(3.2장 참조). 다시 말해, 

모국어 화자들은 절차적 인지기제를 사용해서 규칙을 처리한 반면 

제2언어 초급학습자들에게서는 절차적 인지기제가 사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일어 제2언어 습득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Hahne/Friederici(2001)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독일어 모국어 화자와 일본인 독일어 제2언어 초급학습자를 

대상으로 구 구조 위반22에 대한 사건 관련 전위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독일어 모국어 화자들에게선 ELAN이 검출된 반면 초급학습

자들에게선 규칙관련 처리시 검출되는 사건 전위 요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급학습자들이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사후테스트의 결과이

다. 5.3장에 제시된 것처럼 초급학습자들은 실험에서 제시한 과거분

사의 적형을 70%이상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급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과거분사를 만드는 규칙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그렇다면 왜 뇌인지 반응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을까? 이는 과거분사를 만드는 능력과 이러한 과거분사를 실제 

문장인지과정에서 사용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뇌 인지반응을 측정한 것은 독일어 문장을 이해하는 구체

적인 인지과정 중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사후테스트는 문장을 

제시하지 않고 동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과거분사를 적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록 과거분사를 만드는 방법을 습득했을지라

                                            
22

 Hahne/Friederici(2001)의 구 구조 위반 실험은 다음과 같다.  

a. Das Eis wurde im *gegessen.  

위 (a) 문장에서처럼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문법적 규칙을 위반

하여 전치사 뒤에 곧바로 과거분사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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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를 실제 문장에서 인지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아직 습득하지 

못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즉, 초급학습자들은 아직 굴절규칙을 실제 문장에 적용할 

만큼 제2언어 인지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

다. 

규칙 처리 조건과 달리 불규칙 처리 조건에서는 N400이 검출

되었다. 3.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N400은 어휘 의미 정보 기억에 

근거한 언어처리과정을 보여주는 사건 전위 요소로서 서술적 처리과

정을 반영한다. 따라서 잘못된 과거분사 불규칙형에서 N400이 검출 

되었다는 것은 초급학습자들이 불규칙 처리 조건(*getanzen)을 서

술적 인지기제에 기반하여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즉, 머리 속에 저

장되어 있는 적형 ‘getanzt’를 기억하고 이에 근거하여 비적형 

‘*getanzen’을 인지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초급학습자

들은 독일어 동사 굴절형을 인지할 때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지 

못하며, 서술적 인지기제만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제2언어 학습자들은 초급단계에 있어선 서술적 인지기

제만을 전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꾸준한 연습을 통해 학

습수준이 향상되면 절차적 인지기제를 사용하게 된다는 

Ullman(2001a, 2001b, 2004)의 서술-절차 모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에서 살펴본 중급학습자의 실험결과에

서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6.2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들과 달리 중급학습자에서는 규칙 처리 조건

(*getragt)에서 LAN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불규칙 처리 조건

(*getanzen)에 대해서는 P3a와 P600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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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규칙 처리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검출된 LAN은 3.2장에

서 언급한대로 대표적인 규칙 기반 처리관련 사건 전위 요소이다. 

따라서 LAN의 검출은 중급학습자들이 불규칙 동사 과거분사의 비

적형(*getragt)을 보았을 때 ‘ge-(어간)-t’의 규칙을 인식하고 이

러한 비적형이 굴절 규칙을 위반했음을 인식한 것을 반영한다. 이러

한 결과는 우선 모국어 화자들의 반응과 비교할 수 있다. 선행연구

에서 모국어 화자들에서도 규칙 처리 조건에 대하여 LAN이 검출되

었다(Penke et al. 1997). 이는 본 실험의 중급학습자들이 모국어 

화자들과 마찬가지로 규칙 처리 조건을 절차적 인지기제를 사용하

여 처리했음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LAN의 검출은 초급학습자들의 

결과와 대조해서 볼 수 있다. 앞 서 6.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급

학습자들에게서는 LAN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절차적 인지기

제를 사용하는 능력은 중급학습자의 수준에서야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급학습자들의 불규칙 처리 조건(*getanzen)에서는 P3a와 

P600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국어 화자에 대한 선행연구결

과와 대조를 이룬다. 선행연구에서 모국어 화자는 불규칙 처리 조건

에서 N400을 나타냈다. 이는 본 실험의 중급학습자들의 사건 전위 

반응과는 상이한 결과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검출된 사

건 전위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에서 검출된 P3a는 5.1.2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틀린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인 주의력 전환을 

반영하는 사건 전위 요소이다. 이는 중급학습자들이 규칙동사의 비

적형을 보고 틀렸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 이에 대한 주의력 전환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해석은 그 뒤에 이어서 검출된 

P600과 함께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  

P600은 LAN과 함께 대표적인 규칙 처리 관련 사건 전위 요소

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급학습자들이 앞서 300-350ms 시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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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칙 동사의 과거분사 굴절형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P3a)하고 

650-700ms 시간구간에서 잘못된 과거분사의 불규칙형

(*getanzen)을 어휘 기억이 아닌 굴절 규칙에 근거하여 처리한 것

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ge-(어간)-en’이라는 규칙에 기반하여 

어간 ‘–tanz-‘에 굴절규칙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인식했음을 말하

는 것이다. 이는 중급학습자들이 규칙 처리 조건뿐만 아니라 불규칙 

처리 조건에서도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행

한 유관 연구의 결과를 통해 뒷받침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

한 홍우평/최명원(2004)의 실험에서는 독일어 명사 복수의 규칙 굴

절형(-en)과 불규칙 굴절형(-e)에 대한 점화효과 실험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독일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en 복수형은 규칙으

로 인식하고 –e 복수형을 불규칙으로 인식하였다(Weyerts et al. 

1997). 하지만 홍우평/최명원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두 가지의 

복수 형태를 모두 구조분석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

국인 독일어 제2언어 습득자들은 규칙형과 불규칙형을 모두 규칙에 

근거한 절차적 인지기제의 처리과정을 통해 인식했다는 것이다. 홍

우평/최명원은 이를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독일어의 여러 가지 복

수 형태를 인식함에 있어서 –en 복수형의 굴절만 규칙으로 인식하

고 –e 복수형이나 나머지 불규칙 복수 굴절 형태를 불규칙으로 인

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수 형태를 각각 규칙으로 인식한다고 해

석하였다.  

한국어 외에도 모국어와 비슷한 유형의 제2언어를 학습하는 사

람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다. Gor/Cook (2010)은 러시아

어 모국어 화자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러시아어 제2언어 학습자

들의 러시아어 동사 굴절 처리과정을 비교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굴

절형을 직접 만들게 하는 단어 생성 과제(Word production task)와 

점화효과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어 제2언어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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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규칙과 불규칙을 모두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여 인식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이렇게 규칙 처리 조건과 불규칙 처리 조건에 대해서 모

두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는 것은 언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23 현상과 유사성을 보인다. 아이들

은 문법습득의 초기단계에서 불규칙에도 규칙을 과잉 적용하는 현상

을 나타내는데 이 현상은 본 연구의 중급학습자들의 과도한 규칙 적

용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인 독일어 제2언

어 학습 과정에서 중급단계는 굴절 규칙을 스스로 익혀가는 중간단

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

들은 초급단계에서는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할 수 없다가 중급으로 

학습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절차적 인지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모국어 화자의 인

지기제와 유사하게 된다는 Ullman의 이론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고급학습자의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더욱 분

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23

 Jackendoff(1994)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의 언어발달 단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동사 과거분사 규칙을 습득함에 있어선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름을 밝혔다.  

Stage 1  walked, played, came, went 

Stage 2  walked, played, comed, goed, holded 

Stage 3  walked, played, camed, wented 

Stage 4  walked, played, came, went, held 

과잉일반화 현상은 Stage 2-3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ed’라는 규칙을 

불규칙과 규칙에 모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이들이 분석력을 갖

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후에 마지막 단계인 Stage 4에서는 규칙

을 습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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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고급학습자 

 

초급 및 중급학습자들과 달리 고급학습자 결과분석에서는 규칙 

처리 조건(*getragt)에서 N400이 검출되었다. 또한 불규칙 처리 

조건(*getanzen)에서도 다른 학습수준의 그룹들과 상이한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이 조건에서는 ELAN과 N550이 검출되었다.  

먼저 고급학습자들의 규칙 처리 조건의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보

고자 한다. 이 조건에서 검출된 N400은 3.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술적 인지기제를 활용할 때 검출되는 대표적인 사건 전위 요소이

다. 이는 고급학습자들이 규칙 처리 조건 비적형(*getragt)을 ‘ge-

(어간)-t’의 규칙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어휘 의미 정보에 기반해

서 처리했음을 의미한다. 즉, ‘ge-(어간)-t’의 굴절형을 규칙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선 이와 같은 결과는 모국어 화자의 

실험 결과와 대조를 이룬다. 모국어 화자를 연구한 선행연구(Penke 

et al. 1997)의 규칙 처리 조건에서 LAN이 검출되었고 이는 절차

적 인지기제에 기반한 처리과정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본 실험의 

고급학습자들에게서는 이러한 LAN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N400이 검출되었다. 이는 고급학습자들이 규칙 굴절형을 인지할 

때 서술적 인지기제를 활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고급학습자들은 

규칙동사를 어휘기억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암기하여 처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급학습자들이 불규칙 동사 과거분사

에 규칙 굴절형을 붙인 비적형 *getragt를 인식할 때 ‘ge-(어간)-

t’라는 굴절 규칙을 떠올리지 않고 머리 속에 암기해 둔 getragen

을 인출하여 비적형을 단순한 표기위반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한

편, 고급학습자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중급학습자의 결과와도 대비

된다. 중급학습자의 경우 규칙 처리 조건에서 LAN이 확인되었고 

이는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여 처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초

급학습자들이 규칙처리 조건에서 이러한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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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장 참조)을 고려하여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들은 초급

에서 중급으로 학습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절차적 인지기제로 인지

기제가 발달해 가는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고급학습

자로 학습수준이 향상되자 오히려 규칙 처리 조건에서 서술적 인지

기제의 활용이 확인 된 점은 매우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초급학습자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Ullman 2001a, 2001b, 2004).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가 갖는 독특한 현상

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불규칙 처리 조건에서도 

확인 되었는데, 우선 불규칙 처리 조건의 결과를 분석해보고 두 조

건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들의 

특이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getanzen)에서는 ELAN이 검

출되었다. ELAN은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한 처리 과정을 반영하

는 사건 전위 요소이다(3.2장 참조). 따라서 본 실험에서 확인된 

ELAN은 고급학습자들이 잘못된 불규칙 굴절형태를 절차적 인지기

제를 활용하여 처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급학습자들이 

불규칙 굴절형을 오히려 굴절 규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즉, 불규칙 굴절접사인 ‘ge-(어간)-en’을 규칙형으로 인지함으로

써, 예를 들어, 비적형 *getanzen을 인식할 때 이러한 비적형이 어

간 ‘–tanz-’에 굴절 규칙 ‘ge-(어간)-en’을 잘못 적용한 예로 인

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규칙 처리 조건의 결과처럼 모

국어 화자와 대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국어 화자

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불규칙 처리 조건에서 서술적 인

지기제를 반영하는 N400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Penke et al. 

1997). 

규칙 처리 조건과 불규칙 처리 조건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급학

습자들은 동사의 굴절형을 인지할 때, 모국어 화자처럼 서술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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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와 절차적 인지 기제를 모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양상은 모국어 화자의 결과와 정반대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인 모국어 화자와 달리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

자들은 불규칙 처리에서는 절차적 인지기제를 그리고 규칙 처리에

서는 오히려 서술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양상에 따른 차

이는 있지만 두 가지 인지기제를 모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고급학습자들의 언어처리능력이 향상 된 것을 의미할 수 있

다. 고급 학습수준에 도달하기 전인 중급학습자들은 규칙 처리 조건

과 불규칙 처리 조건에서 모두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24(6.2장 참조). 이는, 앞서 6.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언

어 발달 과정의 과잉일반화 현상과 비슷한 현상으로서 규칙을 익혀

가는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중급학습자들은 고급학습자

로 학습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서술적 인지기제와 절차적 인지기제

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 중급학습자들은 

규칙 처리 조건과 불규칙 처리 조건을 모두 규칙으로 처리하다가 

고급학습자로 학습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규칙 굴절형 ‘ge-(어간)-

t’는 서술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불규칙 굴절형 ‘ge-(어

간)-en’을 규칙형으로 인식하고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여 처리

                                            
24

 중급학습자에서는 P600이 검출 된 반면 고급학습자에서는 ELAN이 검

출되었다. ELAN은 150-250ms 시간구간에 검출되는 사건 전위 요소로서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대개 모국

어 화자들의 처리에서 검출되는 절차적 인지기제를 보여주는 사건 전위 요

소다(Neubauer/Clahsen, 2009). 반면에 P3a는 보통 제2언어 학습자들 중 

아직 완벽하게 제2언어를 학습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위반임을 인지하였을 

때 나타나는 사건 전위 요소임을 알 수 있다(Stein et al. 2006, Ortiz-

Mantilla et al. 2010). 중급학습자의 경우 300-350ms에서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650-700ms 시간구간에서야 비로소 재해석 과정을 통한 규칙 기

반 처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고급학습자의 경우 150-

200ms 시간구간에서 자동적으로 제시된 불규칙 처리 조건 비적형

(*getanzen)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ge-(어간)-en’ 규칙을 기반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보이는 사건 관련 전위 결과는 불규칙 처

리 조건에서 중급학습자에서 고급학습자로 학습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규칙 

기반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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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고급학습자들이 규칙 기반 처리와 어휘 의미 

정보 기반처리 과정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언어처리 능력을 갖

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고급학습자들이 ‘ge-(어간)-

t’를 규칙으로 인식하는 것을 인지처리 기제의 특성에 있어서 초급

이나 중급학습자들보다 모국어 화자의 인지능력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들은 모국어 화

자와 반대로 ‘ge-(어간)-t’가 아닌 ‘ge-(어간)-en’을 규칙으로 

인지하게 될까?  

우선 한국의 교육환경의 특이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어처

럼 동사가 굴절하지 않는 언어를 모국어로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일어의 “규칙-불규칙”은 불명확할 수 있다. 특히 독일어의 경우 

규칙인 ‘ge-(어간)-t’의 굴절형과 ‘ge-(어간)-en’의 빈도수 차이

가 크지 않다. 이 때, 한국의 독일어 수업에서는 보통 ‘ge-(어간)-

t’가 규칙형임을 설명하고 불규칙형인 ‘ge-(어간)-en’과 관련해서

는 ‘A(tragen)-B(trug)-A(getragen)’와 같은 일종의 규칙으로 

불규칙 동사를 암기하게 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독일어를 학습

하는 많은 학생들은 불규칙형인 ‘ge-(어간)-en’을 일종의 규칙으

로 외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독일어 학습의 초반 

단계에서 배우는 많은 기초 동사들은 -en굴절을 한다(z.B. 

kommen, schlafen). 결과적으로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들

은 –t가 붙는 규칙 굴절형이 아니라 –en 접사가 붙는 불규칙 굴절

형태에 더 자주 노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en굴절이 불규칙이

라고 해도 한국어 모국어 화자에겐 ‘ge-(어간)-en’ 규칙으로 여겨

질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이성은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대표적

인 예로 이성은(2010a)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본 실험에 

참여한 고급학습자와 학습수준이 비슷한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학



 

 80 

습자를 대상으로 독일어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 과거분사의 적형

과 비적형에 대한 사건 관련 전위 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본 실

험과 마찬가지로 불규칙 처리 조건(*getanzen)에서 절차적 인지기

제를 반영하는 사건 전위 요소가 확인되었다.25 이와 같은 이성은의 

실험 결과는 본 실험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성은

의 연구에서도 모국어 화자와 반대로 불규칙 처리 조건을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한국

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들의 특이성이라고 보았으며 한국의 독일

어 학습 교육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불규칙형을 학습함에 있어서 “규칙”으로 암기하게 된다는 것이

다. 

또한 다른 언어를 실험과제로 제시한 연구에서도 교육환경의 영

향을 보여주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Kirkici(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Kirkici는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터키어 모

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영어 동사 과거분사의 규칙형과 불규칙형의 

적형과 비적형에 대한 어휘 판단 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규칙 처리 조건(본 실험의 *getragt 조건)에

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Kirkici는 이와 같은 결과를 규칙에 기반

한 구조분석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불규칙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학습환경과 그에 따른 빈도수 

효과의 영향이라고 뒷받침 하였다. 즉, 터키의 영어 제2언어 수업환

경 내에서 불규칙 동사 리스트가 전체적으로 외우게만 학습되며 실

제 불규칙 동사의 실현 빈도수나 외우는 상황 외에 학생들에게 노

출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Kirkici의 실험 결과는 비록 본 실험

                                            
25

 이성은(2010a)의 실험에서는 규칙 처리 조건에서는 유의한 사건 전위 

요소가 검출되지 않은 반면 불규칙 저리 조건에서는 P600이 검출되었다. 

P600은 앞서 3.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E)LAN과 함께 절차적 인지기

제의 활용을 보여주는 사건 전위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성은의 실험은 본 

연구에서 고급학습자가 불규칙 처리 조건에서 절차적 인지기제를 사용하여 

처리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81 

의 결과와 반대의 처리 과정을 보이지만 교육환경에 의한 영향을 

뚜렷이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독일어 불규칙 동사

의 변화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A(tragen)-B(trug)-A(getragen)’

와 같은 규칙으로 불규칙 동사를 암기하게 된다. 그에 따라 실제 규

칙형인 ‘ge-(어간)-t’의 굴절형 보다 ‘ge-(어간)-en’의 굴절형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규칙적으로 학습하게 되며 이를 통해 ‘ge-(어

간)-en’을 규칙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환경이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들의 

형태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고급학습자의 불규칙 처리 조건(*getanzen) 의 분석에서 아직

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결과가 있다. 그것은 사건 전위 요소 N550

에 대한 해석이다. 고급학습자들의 불규칙 처리 조건에서 N550은 

ELAN의 뒤를 이어 540-590ms 시간구간에 ELAN과 같은 전극26

에서 검출되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N550은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사건관련전위 연구에서 검출된 적이 없

는 사건 전위 요소이다. 오히려 이 사건 전위 요소는 본 연구와 다

른 언어현상을 다룬 연구에서 검출된 예가 있다. 예를 들어, Chen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N550과 비슷한 사건 전위 요소가 검출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영어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주

어-동사 일치에 대한 사건 관련 전위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500-700ms 시간구간 사이에 왼쪽 앞-중간(left anterior-

central) 전극에서 음전위 편차가 있었다. Chen et al.은 이를 N600

이라고 지칭하며 이 사건 전위 요소를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특이

성이라고 설명하였다. 검출 구간과 시간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본 연구에서 검출된 N550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검출된 N600이 주어-동사 일치 과제에서 검출되었음을 고려하면 

                                            
26

 ELAN은 150-200ms 시간구간에 F3, FC5, FC1, Fz, Cz에서 검출되었

다.(5.1.3장의 <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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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전위 요소가 절차적 인지기제의 활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N550을 절차적 인지기제를 반영하는 사

건 전위 요소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불규칙 

처리 조건에서 절차적 인지기제가 활용된다는 지금까지 해석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사건 전위 요소

에 관해서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서는 후속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N550이 본 논문의 

전체적인 해석방향에 어긋나지 않음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매우 유사한 Hahne et al.(2006)의 연구

결과를 본 연구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Hahne et al.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급학습자들이 모

두 서술적 인지기제와 절차적 인지기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두 연구 결과가 동일했다. 그러나, Hahne et al.의 고급학

습자들과 본 실험의 고급학습자들의 처리양상은 정 반대를 보였다

(4.3장의 <표 5>와 5.1.3장의 <표 6> 참고). Hahne et al.의 연구

에서는 러시아인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들이 독일어 모국어 화

자와 같이 규칙 처리 조건(*getragt)에서는 절차적 인지기제를 사

용하고 불규칙 처리 조건(*getanzen)에서는 서술적 인지기제를 사

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본 실험의 한국어 모국어 화자

들은 규칙 처리 조건에서 서술적 인지기제를 사용하고 불규칙 처리 

조건에서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였다. 두 연구 모두 독일어 제2

언어 학습자가 서술적 인지기제와 절차적 인지기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Hahne et al.의 연구는 모

국어 화자의 결과와 유사한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상이한 결

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모국어 전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

다. Hahne et al.의 피험자가 모국어로 습득한 러시아어는 동사 굴

절에 있어서 독일어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피험자가 모국어

로 습득한 한국어는 독일어와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83 

모국어에 따른 차이점은 두 연구의 피험자가 독일어 굴절형을 인식

하는 양상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즉, 한국어에는 ‘동사의 굴절’

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반응이 굴절형이 있는 러시

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피험자의 반응과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모국어 전이 현상이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 과정에서 확인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초급, 중급, 고급학습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들의 굴절형 인지처리 모델을 설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급의 학습단계에서는 전적으로 서술적 인

지기제를 사용하다가 중급으로 학습수준이 향상되자 절차적 인지기

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였다(Ullman 2001a, 2001b, 

2004). 또한, 중급학습자들은 언어 발달 과정과 마찬가지로 규칙 

처리 조건과 불규칙 처리 조건을 모두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여 

처리하며 규칙을 익히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고급 학습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서술적 인지기제와 절차

적 인지기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중급 

학습수준 단계에서는 ‘ge-(어간)-t’와 ‘ge-(어간)-en’ 굴절형을 

모두 규칙으로 인식하고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여 처리하다가 

고급학습자로 향상되면서 서술적 인지기제와 절차적 인지기제를 선

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제2언어 학습수준이 초

급에서 고급으로 향상됨에 따라 모국어 화자의 인지기제에 접근해

가는 습득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2언어 

학습수준에 따른 제2언어 학습자의 인지처리과정의 변화를 뚜렷하

게 제시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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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Penke et al. 1997, Hahne et al. 

2006)에서 출발하여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 과정을 서

술-절차 모델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습득수준과 모국어 전이의 관점에서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초급 수준의 학

습자들은 서술-절차 모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서술적 인지기제를 

활용한 어휘 의미 정보처리가 주를 이루었다. 그 후, Ullman이 설명

한 것과 같이 학습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급학습자들은 절차적 인

지기제의 발달을 보였다. 그러므로, 독일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한

국어 모국어 화자들 중 초급학습자와 중급학습자의 경우 서술-절차 

모델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수준이 고급으로 

향상되면 모국어 화자와 같이 서술적 인지기제와 절차적 인지기제

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일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

제로 본 실험에 참여한 고급학습자들은 서술적 인지기제와 절차적 

인지기제를 모두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모국어 화자

와 그 사용 양상이 정 반대였다. 모국어 화자들은 규칙 처리 조건에

서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였으나 한국어 독일어 제2언어 고급학

습자들은 서술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였다. 반대로, 불규칙 처리 조건

에서 모국어 화자들은 서술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였으나 한국어 독

일어 제2언어 고급학습자들은 절차적 인지기제를 활용하였다.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일어 제2언어 학습자들의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의를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고

급학습자의 수준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인 독일어 제2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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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에는 본 연구의 피험자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자들이 존재

한다. 본 실험에 참여한 고급학습자는 문법테스트 및 단어테스트를 

기준으로 C1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로 구성되었다(4.2장 참조). 

그런데 만약 C2에 해당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실

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다면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흥미

로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학습자들도 본 연구의 고급

학습자들과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면 모국어 전이현상을 더욱 분명

하게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고급학습자들이 

독일어 모국어 화자와 유사한 처리 양상을 보인다면 모국어 전이는 

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

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독일어가 아닌 영어를 제2언

어로 먼저 학습한다는 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학생들

은 대부분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뒤 독일어를 제3언어로 학습한

다. 영어 학습 시작 시점과 독일어 학습 시작 시점 사이의 공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개 영어 학습 시작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독일어를 습득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독일어를 학습

할 때 독일어 제3언어 학습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국어인 한국

어와 제2언어인 영어에 대한 지식이 저장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모국어인 한국어뿐만 아니라 제2언어인 영어가 제3언어인 

독일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국어인 한국어가 제3언어인 독일어에 미치는 영향만이 고려되었

다. 후속 연구에서는 제2언어인 영어가 제3언어인 독일어학습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문법 위주의 ‘암기’ 수업

과 보통 유럽에서 진행되는 문법보다는 경험을 통한 학습을 중시하

는 수업에 따른 형태 처리의 차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 현

재 제2언어 학습법으로는 크게 문법위주의 학습법과 듣기와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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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학습법이 있다. 문법위주 학습의 목표는 제2언어 습득이 모

국어 습득과 다르기 때문에 문법을 먼저 익혀서 모국어 화자들이 

지닌 언어 체계를 머릿속에 형성시킨 후 학습을 하는 것이다. 반면

에 듣기와 말하기 위주의 학습은 모국어 화자들의 학습법으로서 언

어를 처음 학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듣고 따라 하며 자신의 

모국어를 익히기 때문에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모국어 습득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 두 가지 학

습법 중 어떤 학습법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다. 한국의 독일어 제2언어 학습은 보통 문법위주의 

학습방법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인 독일어 제2언

어 학습자들이 문법위주의 학습방법이 아닌, 유럽에서 학습하는 것

과 같이 의사소통 지향적인 학습방법으로 독일어를 학습하게 됐을 

때 어떤 형태 처리 양상을 보일지에 대한 연구를 후속연구로 수행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러한 후속연구들이 수행된다면 독일어 

제2언어 형태 처리 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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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실험 자극 

 

 규칙 처리 조건 

 

<적형> 

 

1 Gestern  hat  Hans  einen  Kuchen  gebacken. 

2 Früher  hat  Peter  das  Fleisch  gebraten. 

3 Gestern  hat  Anna  einen  Dieb  gefangen. 

4 Gerade  hat  Markus  einen  Kuchen  gegessen. 

5 Früher  hat  Maria  eine  Brille  getragen. 

6 Gestern  hat der Wind stark geblasen. 

7 Gestern  hat  die Katze Mäuse gefressen. 

8 Gestern hat Inge mir Bücher gegeben. 

9 Gerade  hat Sofia meinen Mantel gehalten. 

10 Gestern hat Jan  sein Gewehr geladen. 

11 Früher  hat Hans  viele Bücher gelesen. 

12 Vorher  hat Peter  sein Gewicht gemessen. 

13 Gestern hat Maria  die Antwort geraten. 

14 Gestern hat Anna einen Arzt gerufen. 

15 Früher  hat Sofia im Bett geschlafen. 

16 Gestern hat Thomas  seinen Bruder geschlagen. 

17 Gestern hat Lilli einen Film gesehen. 

18 Gestern hat Jan  jemanden stark gestoßen. 

19 Vorgestern  hat Anna ihr Auto gewaschen. 

20 Vorgestern  hat Jan  ein Loch gegraben. 

21 Gerade  hat Markus  die Kaffeebohnen gemahlen. 

22 Gestern hat Sofia hier Bücher gelassen. 

23 Gedade hat Inge den Ball getreten. 

24 Als Junge hat Matthew "Matty" geheiß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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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형> 

 

1 Gestern  hat  Hans  einen  Kuchen  gebackt. 

2 Früher  hat  Peter  das  Fleisch  gebratet. 

3 Gestern  hat  Anna  einen  Dieb  gefangt. 

4 Gerade  hat  Markus  einen  Kuchen  gegesst. 

5 Früher  hat  Maria  eine  Brille  getragt. 

6 Gestern  hat der Wind stark geblast. 

7 Gestern  hat  die Katze Mäuse gefresst. 

8 Gestern hat Inge mir Bücher gegebt. 

9 Gerade  hat Sofia meinen Mantel gehaltet. 

10 Gestern hat Jan  sein Gewehr geladet. 

11 Früher  hat Hans  viele Bücher gelest. 

12 Vorher  hat Peter  sein Gewicht gemesst. 

13 Gestern hat Maria  die Antwort geratet. 

14 Gestern hat Anna einen Arzt geruft. 

15 Früher  hat Sofia im Bett geschlaft. 

16 Gestern hat Thomas  seinen Bruder geschlagt. 

17 Gestern hat Lilli einen Film geseht. 

18 Gestern hat Jan  jemanden stark gestoßt. 

19 Vorgestern  hat Anna ihr Auto gewascht. 

20 Vorgestern  hat Jan  ein Loch gegrabt. 

21 Gerade  hat Markus  die Kaffeebohnen gemahlt. 

22 Gestern hat Sofia hier Bücher gelasst. 

23 Gedade hat Inge den Ball getretet. 

24 Als Junge hat Matthew "Matty" geheiß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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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규칙 처리 조건 

 

<적형> 

 

1 1990 hat  Inge  ein  Haus  gebaut. 

2 Vorgestern  hat  Thomas  eine  Arbeitsgruppe  gebildet. 

3 2000 hat  Jan  ein  Auto  gekauft. 

4 Gestern  hat  Maria  den  Lehrer  gefragt. 

5 Früher  hat Markus  zu Hause gearbeitet. 

6 1990 hat Lilli die Wahrheit gesagt. 

7 1976 hat Jan  immer Fußball gespielt. 

8 Vorgestern  hat Maria  auf  ihn gewartet. 

9 Gestern hat Anna ein Foto gezeigt. 

10 Vorgestern  hat Markus  viel Hilfe gebraucht. 

11 Vorgestern  hat Thomas  ein Zimmer gebucht. 

12 Vorher  hat Sofia ihm dafür gedankt. 

13 2005 hat der Plan gut geklappt. 

14 Gestern hat Lilli gegen ihn gekämpft. 

15 Vorgestern  hat Maria  ihm Glück gewünscht. 

16 Gestern hat Hans  bis spät geweint. 

17 1990 hat Lilli zur Miete gewohnt. 

18 Vorgestern  hat Hans  mir nicht geglaubt. 

19 Gestern hat Peter  eine Party gemacht. 

20 1987 hat Markus  in Deutschland gelebt. 

21 Vorgestern  hat Sofia das Alphabet gelernt. 

22 Vorher  hat Thomas  vom Urlaub geredet. 

23 Vorgestern  hat Peter  unser Lied gehört. 

24 Gestern hat Anna ein Zimmer gemietet. 

 

<비적형> 

 

1 1990 hat  Inge  ein  Haus  gebauen. 

2 Vorgestern  hat  Thomas  eine  Arbeitsgruppe  gebi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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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 hat  Jan  ein  Auto  gekaufen. 

4 Gestern  hat  Maria  den  Lehrer  gefragen. 

5 Früher  hat Markus  zu Hause gearbeiten. 

6 1990 hat Lilli die Wahrheit gesagen. 

7 1976 hat Jan  immer Fußball gespielen. 

8 Vorgestern  hat Maria  auf  ihn gewarten. 

9 Gestern hat Anna ein Foto gezeigen. 

10 Vorgestern  hat Markus  viel Hilfe gebrauchen. 

11 Vorgestern  hat Thomas  ein Zimmer gebuchen. 

12 Vorher  hat Sofia ihm dafür gedanken. 

13 2005 hat der Plan gut geklappen. 

14 Gestern hat Lilli gegen ihn gekämpfen. 

15 Vorgestern  hat Maria  ihm Glück gewünschen. 

16 Gestern hat Hans  bis spät geweinen. 

17 1990 hat Lilli zur Miete gewohnen. 

18 Vorgestern  hat Hans  mir nicht geglauben. 

19 Gestern hat Peter  eine Party gemachen. 

20 1987 hat Markus  in Deutschland geleben. 

21 Vorgestern  hat Sofia das Alphabet gelernen. 

22 Vorher  hat Thomas  vom Urlaub gereden. 

23 Vorgestern  hat Peter  unser Lied gehören. 

24 Gestern hat Anna ein Zimmer gemieten. 

 

Ⅱ. Filler 

 

 시간부사로 시작하는 문장 

 

1 Schnell antwortet  Hans  auf  den  Brief. 

2 Immer  ärgert  mich  mein  kleiner  Bruder. 

3 Immer  verbessert  sich  sehr die  Qualität. 

4 Jeden Sonntag betet Inge zu  Gott. 

5 Jeden Morgen chatten Maria und Inge. 

6 Jeden Morgen deckt Maria den T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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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ft diskutiert Eva mit  ihrem Vater. 

8 Jeden Morgen frühstückt Eva mit Familie. 

9 Gerade  funktioniert mein Handy nicht gut. 

10 Jeden Mittag kocht Inge für Freunde. 

11 Schnell ordnet Eva die Bücher alphabetisch. 

12 Immer  passiert etwas Schönes mit dir. 

13 Jeden Nachmittag putzt Markus seine Wohnung. 

14 Jeden Tag sucht Inge ihren Schlüssel. 

15 Oft surft Peter  stundenlang im Internet. 

16 Gerade  telefoniert Johannes mit  seinen Eltern. 

17 Um acht Uhr beginnt der Film. 

18 Morgens bleibt Anna lange im Bett. 

19 Jeden Winter fliegt Inge nach Paris. 

20 Im  Sommer genießen viele Leute Sonne. 

21 Abends hat Maria  immer großen Hunger. 

22 Morgens läuft Peter  dem  Fluss entlang. 

23 Häufig lügt Peter zu seinen Freunden. 

24 Jeden Sonntag reitet Hans sehr gern. 

25 Jeden Morgen schwimmt Anna im See. 

26 Langsam sinken die Blätter zur Erde. 

27 Nachmittags sitzt Peter auf einer Parkbank. 

28 Abends steht Hans  unter dem Baum. 

29 Jeden Freitag trifft Hanna ihren Freund. 

30 Jeden Samstag treibt Thomas lange Sport. 

31 Jedes Jahr vergisst Eva ihren Geburtstag. 

 

 그 외의 Filler 문장 

 

1 Maria  akzeptiert  den  Vorschlag  von Peter. 

2 Anna  ändert  ihre  Meinung  zu  oft. 

3 Wir  baden  sehr  gern  gern  Sommer. 

4 Inge  beeinflusst  immer ihre  kleine  Schwester.  

5 Thomas  begeistert  alle  mit  seiner  R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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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ria  beschäftigt  sich  oft  mit Büchern. 

7 Hans  besichtigt  oft seine  neue  Wohnung. 

8 Markus bewegt sich  immer sehr langsam. 

9 Das Auto vor mir bremst scharf. 

10 Frederick buchstabiert seinen Namen nicht gern. 

11 Hans  checkt einmal täglich seine Mailbox. 

12 Die Fahrt dauert fast eine Stunde. 

13 Thomas  definiert die Begriffe immer falsch. 

14 Geld bedeutet mir nicht so viel. 

15 Markus druckt viele Seiten des Buches. 

16 Maria  drückt den  Saft aus Orangen. 

17 Anna  duscht sich  selten zu  Hause. 

18 Thomas  eilte nach Hause zum Abendessen. 

19 Hans  beschuldigt sich  bei seiner  Freundin. 

20 Inge  erinnert sich  noch an Markus. 

21 Unter dem Brief fehlt die Unterschrift. 

22 Maria  feiert ihren Geburtstag zu Hause. 

23 Die Kinder folgen dem  lustigen Clown. 

24 Inge  fotografiert schöne Blumen sehr gern. 

25 Markus freut sich  über das Auto. 

26 Thomas  fühlt sich wohl zu Hause. 

27 Meine  Tochter fürchtet sich vor Hunden. 

28 Viele Deutscher begrüßen sich mit Handschlag. 

29 Peter guckt gern durch das Fernglas. 

30 Hans  hasst sehr  die großen Tiere. 

31 Anna  ignoriert Markus  in der Schule. 

32 Maria  informiert Hans  über die Prüfung. 

33 Thomas  interessiert sich nur für Fußball. 

34 Hans  konzentriert sich auf seine Arbeit. 

35 Markus korrigiert seine Fehler nicht g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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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Das Haus kostet mir zu viel. 

37 Die Kinder kriegen Angst von vieles. 

38 Hans  kritisiert Inge immer sehr scharf. 

39 Monika kümmert sich um die Kinder. 

40 Hans  lächelt nie auf den Foto. 

41 Anna  lacht laut mit  ihre Freunden. 

42 Die Eltern lieben ihre Kinder sehr. 

43 Hans  malt die Leute sehr schön. 

44 Peter benutzt das Wörterbuch sehr oft. 

45 Maria  öffnet das Fenster nicht oft. 

46 Die Bluse passt mir sehr gut. 

47 Anna  und Eva planen einen Ausflug. 

48 Die Firma von Markus produziert Computer. 

49 Maria  raucht seit gestern nicht mehr. 

50 Peter reserviert ein Zimmer mit Dusche. 

51 Hans  sammelt Briefmarken von anderen Ländern. 

52 Maria  schaut viele Filme bis spät. 

53 Peter schenkt Anna einen schönen Ring. 

54 Markus schickt ein Paket nach Japan. 

55 Das Dessert schmeckt mir sehr gut. 

56 Maria  setzt sich auf den Stuhl. 

57 Hans  spaziert gern mit  dem Hund. 

58 Hans  stört Maria  immer am Morgen. 

59 Anna  studiert Philosophie und Germanistik gern. 

60 Maria  tanzt Tango mit  ihrem Freund. 

61 Anna träumt von einem schönen Haus. 

62 Peter verletzt seine Eltern sehr oft. 

63 Maria  vermisst ihren Freund im Ausland. 

64 Peter beißt in ein leckeres Schnitzel. 

65 Peter denkt sehr  langsam aber k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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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Inge  empfiehlt Anna ein gutes Hotel. 

67 Hans  fährt das Auto sehr schnell. 

68 Die Temperaturen fallen in der Nacht. 

69 Markus findet seine Brille nie sofort. 

70 Die Blumen gefallen Eva immer sehr. 

71 Thomas  geht gern in den Wald. 

72 Markus hilft oft den  armen Leuten. 

73 Hanna kennt hier ein gutes Café. 

74 Daniel und Patrick kommen aus England. 

75 Evas Brille liegt auf dem Tisch. 

76 Inge  mag keinen Kaffee ohne Zucker. 

77 Eva nimmt Bücher in die Hand. 

78 Maria  nennt ihren kleinen Bruder Tom. 

79 Peter rennt gern mit  seiner  Freundin. 

80 Anna riecht sehr gern an Blumen. 

81 Diese Schere schneidet nicht mehr gut. 

82 Inge  schreibt einen Brief nach Berlin. 

83 Thomas  sendet eine E-Mail an Eva. 

84 Maria  singt mit einer schönen Stimme. 

85 Eva spricht gern mit  ihrem Freund. 

86 Die Temperatur steigt im Sommer sehr. 

87 Die Kinder streiten sich sehr oft. 

88 Markus wirft einen Stein ins Meer. 

89 Inge  weiß die Antwort der F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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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Kognitive Verarbeitung der Flexion 

deutscher regelmäßiger und unregelmäßiger 

Verben bei Fremdsprachenlerner mit 

verschiedenen Leistungsniveaus 

 

Sung, Mi-Jung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ie kognitive Verarbeitung 

der Perfektpartizipien deutscher regelmäßiger und 

unregelmäßiger Verben bei koreanischen Muttersprachlern 

untersucht, die Deutsch als Fremdsprache gelernt haben. Diese 

Arbeit handelt sich besonders um die kognitive Verarbeitung 

bei Fremdsprachenlerner mit verschiedenen Leistungsniveaus. 

Damit wird ein elektrophysiologisches Experiment mittels 

Elektroenzepaholgram(EEG) an den Teilnehmern ausgeführt, 

die nach ihrer Leistungsniveau in drei Gruppen untergeteilt 

wurden. Dadurch versucht diese Arbeit herauszufinden, wie die 

morphologische Verarbeitung der verschiedenen 

Leistungsniveau von der Perspektive des deklarativ-

prozedurales Modell aussieht. Außerdem wurden die Ergebnisse 

dieses Experiments mit den Ergebnissen von deuschen 

Muttersprachlern verglichen, um die Auswirkung der L1-

Transfer an der morphologische Verarbeitung deutscher 



 

 106 

Perfektpartizipien zu erleuchten. 

Die Ergebnisse zeigen, dass die morphologische 

Verarbeitung je nach Gruppe unterschiedlich sind. Von den 

Angefängern wurde nur N400 evoziert. N400 ist ein typisches 

Element, das die Nutzung des deklarativen Gedächtnis zeigt. Bei 

höherem Leistungsniveau konnte man bemerken, dass die 

Fortgeschrittenern das prozedurale Gedächtnis benutzt, denn 

von den Fortgeschrittener wurden LAN und P600 evoziert. 

Diese Ergebnisse folgen die Ergebnisse des deklarativ-

prozedurales Modells, indem die Fremdsprachenlerner den 

Gebrauch des prozeduralen Gedächtnis entwickelt haben. Trotz 

der Tatsache, dass die deutschen Muttersprachlern das 

deklaratives Gedächtnis und prozedurales Gedächtnis selektiv 

benutzen, kann man sagen, dass die Fortgeschrittenern noch 

kein höheres Niveau entwickelt haben. Die koreanische 

Muttersprachlern mit höherem Niveau zeigen dieselbe selektive 

Nutzung der deklarativen- und prozeduralen Gedächtnisse 

sowie Muttersprachlern. Obwohl die Verwendung der beiden 

Gedächtnisse umgekehrt als die der Muttersprachler war, 

besagt es, dass die kognitive Verarbeitung der 

Perfektpartizipien deutscher regelmäßiger und unregelmäßiger 

Verben der koreanischen Muttersprachlern mit höherem Niveau 

auf beide Gedächtnisse basiert ist. Diese Ergebnisse weisen 

darauf hin, dass sich die morphologische Verarbeitung der 

Fremdsprachenlerner die der Muttersprachlern ähneln je m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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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e Leistungsniveau entwickelt worden ist. Darüber hinaus 

stellen die Ergebnisse von den Fremdsprachenlernern höheres 

Niveau fest, dass der L1-Transfer eine Auswirkung an den 

koreanischen Muttersprachlern hat.  

 

Stichwörter : Leistungsniveau, L1-Transfer, Morphologische 

Verarbeitung, ERPs, Deklarativ-prozedurales Mo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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