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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 서 론 

Chomsky식으로 이상화한 언어능력과 사회언어학에서 주장하는 언어능력이 미처 설명하 

지 뭇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표출과정이다. Chomsky에 의하연 언어의 표출은 문법 

규칙 의 기계적 적용으로 달성될 수 있고， 사회언어학의 설명은 아직 그런 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언어의 표출은 언어를 구사하는 마당에서 어떤 의미가 주어지연 그것을 하나의 문 

제로 삼고서 그 문제를 풀이하는 노력의 과갱이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청에서 채용 

되는 여러가지 해결수단과 방법은 인간의 인지능력을 십분 이용하는 것이어서 언어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의문을 풍게 한다. 

이 논운은 이련 의문올 놓고 언어표출의 전략， 특히 외국어표출의 전략을 통하여 이를 검 

토하고 설명함으로써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부나마 보이려고 한다. 여기서 “노력의 일 

부”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어떤 완전한 해당올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좋은 

문제의 제기가 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언어학의 연구성과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 문제의 제기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1. 언어경험과 언어능력의 문제 

언어표출을 논하기에 앞서서 한 인간이 겪는 언어적 경험을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살펴 

보려고 한다. 무릇 인간의 언어적 경험은， 자기 주변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를 듣고 그 의미 

를 알아내려고 하는 데 서부터 시작된다. 이 때 그 언어를 배우려고 작정한다면 Chomsky가 

말하는 “언어규칙의 발견 R이란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소위 “언어습득장치”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 과청을 인간의 언어 능력의 일부로 보느냐 아니면 제외시키느냐의 문제가 우선 

생긴다. 

다음으로 어떤 주어진 언어에서 막힘이 없이 말을 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규칙”을 발견 

했거나 만들었다고 하면， 이 청체되어 있는 규칙들의 모임이 바로 언어능력이 되는지가 또 

한 문제가 된다. 규칙의 모임은 음악가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레퍼터리와 같은 것이어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우런 일도 하지 옷하고 어떤 능동적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레퍼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연 사장되고 만다. 언어 

의 규칙들도 사용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여져야만 한 

다. 언어표출은 바로 이 단계 또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흔히 말해지는 것이 언어표출의 

전략이다. 굳이 “전략”이란 말올 쓰는 이유는 언어표출이 Chomsky식으로 단순한 나뭇가지 

뻗어나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단순하고 기계적이며 원초적인 단계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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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어표출의 전략은 과연 언어능력의 일부인가 하는 문제가 제 

기될 수도 있다. 

1.2. 언어표출에 대한 설명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운법적으로 

훌륭한 문장을 만드는 데 있다기 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드는 데 있다. 이 때 -문법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의사 

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만 있다연 문법이 옳고 그름은 장관할 바가 아니다. “Long time 

no see" 가 “It has been a very long time since 1 saw you last" 라는 문장보다 때 로는 훨 

씬 더 효과적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언어표출에 관짐을 갖고 이를 관한 학자들은 대부분 외국어교육을 주로 연구하 

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외국어의 언어능력에 관한 연구과정에서 언어표출의 

문제를 제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설명은 몇 개의 큰 법주로 나눌 수 있 

는 것들이다. 

먼저 Corder (1 967)는 “가설의 시험”이라고 불러서， 외국어에 대한 규칙을 발견한 사랑 

이 그 규칙이 옳게 배워진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언어표출을 시도한다는 인상을 

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반박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 

도 사람플이 말을 하연서 자기가 쓰는 말의 문법적 진위를 가리려고 하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국어로 어떤 학과시험을 본다고 하연 문장 하나하나의 잘 

잘옷을 따지기보다는 자기가 쓰는 내용에 더 정신이 팔려 있기 마련이다. 

다음으로 George (1 972)는 “능률의 추구”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설명은 단순히 

올바른 문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order의 설명보다 한 발자욱 앞선 것이다. 그 

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능률의 추구”가 가장 효괴적인 문장의 탐색인지 가장 완벽 

한 문장의 탐색인지 분명치 않고， 만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런 탐색이 가능한지의 여 

부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마지 막으로 “외 국어 학습의 전 략” 이 라고 설 명 하는 사람들 (Richards (1971) , Selinker 

(1972) , Taylor (1975))의 말을 생각해 보자. 이들의 설명은 외국어를 배울 목적으로 외국 

어로 말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에는 진질성이 있다. 그렇다고 누가 항상 외국어 학 

습만을 위 해 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 더 우기 학습자가 가지 고 있는 
외국어에 대한 지식 또는 능력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이것을 보충하려는 일은 표출보다는 

오히려 내재화의 과정에 한청될 것이므로 그 쪽에 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든 세 가지 법주의 설명을 보연 “시험 “능률 “전략” 둥의 낱말이 언급되고 

있다. 사실 이들이 모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라고 결론지을 수가 있다. “가설의 시험”은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내용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문장에 대한 가설이고， “능률의 추구”는 의미를 효과 

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며， “외국어 학습의 전략”은 학습과청에서 발생하는 전략으로 보 

연 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외국어 표출의 전략으로 수렴될 수도 있다. 

1.3. 문제해결의 전략 

언어표출의 전략은 문제해결의 전략 가운데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언어표출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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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자 하는 의미내용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고 언어를 통하여 해결하는 과정에 불과 

하다. 물론 해결의 방법을 언어라는 한정된 차원에 국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해결의 

전략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과정과 유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Greeno (1978) 가 내련 문제해결의 청의이다. 이 정의는 문제해결의 과청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 

.. problem solving was conceptualized as a process of cognitive organization. Problems 

were analyzed as situations for which cognitive representations have gaps or inconsis

tencies , and problem solving finds a way to organize the situation to provide a good 

structure, including satisfactory achievement of the problem goal. (Greeno (1978)) 

여기 서 “문제의 목표”는 언어표출의 결과일 수가 있고， “만족한 성취”는 의미표현의 달성 

으로 볼 수 있다. 

언어 를 자원으로 하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이 가능한 모든 것 

을 동원하여 의미 를 표현하는 것이 되는데， 이 때의 목표는 의미 내용을 표현하는 문장의 

문법 적 완벽성 이 아니고， 의도했던 의미내용의 완전한 표현 자체이다. “이용이 가능하다”라 

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의 언어능력 전체자 아니라 “주어진 상황 

에서” 동원할 수 있는 언어자원의 한계이다. 

동원할 수 있는 언어자원의 한계는 그 사람의 언어능력의 한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밖에도 시간적 여유와 언어자료의 직접성 등과도 갚은 관계가 있 

다. 시 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할 때는 당시에 생각키우는 언어자료의 적부를 확인 • 검토 

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순간적으로 생각키운다는 것은 언어자료 

의 직 접성의 유무에 따라 좌우된다. 항상 생각의 머리에 있는 말이나 표현은 비슷한 다른 

의미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들의 적절성은 다시 시간적 변수와 장관 

관계가 있다. 

그런데 문제해결의 전략과 관련하여 언어표출 및 언어능력의 문제는 외국어 표출에 있어 

서 보다 현저하게 규지할 수가 있다. 의미내용을 외국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는 한정된 외 

국어 능력 때문에 표현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미표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마련인데 흔히 모국어 

를 외국어에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 

모국어의 요소가 외국어 표출에 사용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만， 적어도 의미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전인격적 노력 내지는 참여를 시도했다는 것이 중요 

하다. 어떤 주어진 의미내용을 표출하는 것이 언어능력이라고 부르는 어떤 능력의 일부라 

고 한다연， 그것은 문제해결의 일반적 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Chomsky식의 언어능력과 인간의 일반적 인지가 겹치는 것 같은 

흔적을 볼 수가 있다. 이 점은 다음에서 드는 외국어 표출의 전략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입 

증할 수 있다. 

2. O. 외국어 표출의 전략 

외국어 표출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정된 외국어 능력만을 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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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 경우와 모국어의 지식까지를 자원으로 동원하는 경우이다. 이 밖에도 임시변통식 대 

체 (代替)와 전략의 실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원칙적으로 앞에서 든 두 개의 큰 법주 

속에 속하는 것들이지만 여기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들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다루려는 학습자의 오류는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서 그 범주가 다를 수 있 

다. 더구나 한 개의 오류가 여러가지 범주 속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을 만큼 복합적인 경 

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임의로 어떤 한 법주에 넣어서 설명의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 

2.1. 외국어 능력만을 이용한 표출 

외국어 능력만을 이용해서 의사를 표현했을 때， 문법적 오류를 범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 

데 하나는 훈련의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습관형성의 이론에 따르면 형성된 습관의 강 

도가 문제된다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댐주에 속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지나친 보 

펀화와 잘옷된 규칙적용이다. 이와는 약간 다른 법주의 오류는 어순의 배옐에서 발견되는 

데， 이 경우에는 모국어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려는 또는 표현하려는 내용은 충분히 짐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지나친 보펀화의 예를 들면， 

*It doesn ’ t matters how complicated the problem is. 

에서 does와 matter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동사에 -(e) s를 붙 

인다는 규칙을 알고는 있으나 그 규칙을 적용하는 한계를 모르고 하나의 동사구에 서 여러 

번 적용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와 비슷한 다른 예로는， 

*Never did 1 expected that he would come. 

처럼 동사마다 과거시제 표지를 붙이는 경우와 

*My grandmother often gaved us money. 

처럼 동사 하나에다가 과거시제 표지를 이중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규칙을 잘못 적용하는 예를 들어 보면， 

융1 like all of them , but likest the fìrst one. 

에 서 likest는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에 - (e) st가 붙는 것을 동사에까지 확대적용하여 규칙 

을 잘옷 적 용하는 결 과가 되 었 다. 이 와 비 슷한 예 로 her smiled face라든가 an uncomjorting 

exam 같은 것들이 있다. 이 경우는 어미를 잘옷 선택해서 쓴 결과이다. 

끝으로 어순이 잘못 된 경우의 예를 보면， 

용Life of university is accustomed to me. 

에서 I 와 life of university가 도치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어에서 “나는 대학생활에 익숙해 

졌다” 또는 “대학생활은 나에게 익숙해졌다”는 문장이 같은 뭇을 가졌고 특히 뒷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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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순이 곧바로 영어로 이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대학생활”을 직역하 

면 university life로 되었을 터인데 구태어 of를 쓴 것을 보면 어딘지 훈련의 전이가 작용했 

을 것 같다. 

2.2. 모국어 요소의 전이 

외국어 능력이 의미내용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때 이미 가지고 있고 비교적 완벽 

한 모국어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Newmark와 Reibel (1 968) 은 이 

런 현상을 외국어 능력의 결함을 모국어 능력으로 보충하려는 노력으로 보고 있다. 외국어 

능력만으로는 부족할 때 모국어의 요소를 벌어서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외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옷할 때 가장 흔한 전략의 하나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내용을 

우선 모국어로 표현해 놓고 다시 외국어로 의식적인 번역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연， 

*Sky is blue and heart in is clear. 

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은 푸르고 마음속은 맑다 

의 직역이다. 비슷한 예로는 

*Back figure of a girl disappeared in my froπt. 

가 있는데 이것 역시 

“한 소녀의 뒷모습이 내 앞에서 사라졌다” 

의 직역이다. 

직역이 흔한 현상의 하나로 나타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국어로는 완전허 의사가 전 

달되는 문장이으로 이것을 외국어로 옮겨 놓으면 의사가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국어와 외국어가 언제나 일대일로 대응되리라는 성급한 결 

론 때문에 직역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몇개의 단계를 거치기 

마련인데， 첫째 두 언어 사이에 공통된 점을 찾고， 둘째 관련된 요소에 대한 추측을 하고， 

세째 공통된 요소와 관련된 요소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천 추측과 추 

론은 항상 옳을 것으로 기대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는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외래어가 차용되는 과청에서 잘못 되어 겉으로 

는 통일어인 것 같으나 사실은 다른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믹사”라고 부르 

는 것은 영어로 mlxer일 것 같으나 사실은 blender이 고 정작 mlxer는 우리의 “믹사”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도구이다. 이 밖에도 영어의 eat와 우리 말의 “먹다” 사이에 대응되는 

부분을 보면 영어는 그야말로 음식을 먹는 것 하나뿐이지만 우리 말의 “먹다”는 “물， 담 

배， 봉급” 등등 많은 것을 먹게 되어 있어서 eat와 “먹다”는 일대일로 대응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어에 모국어의 요소를 옮겨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없으니까 이커라도카라는 

식의 전략에 불과하다. 어순의 문제도 이와 관련되는데， 

*Hungbo looked up his elder brother and some food begged. 

에서 some food begged는 사실상 “약간의 음식을 구결했다”의 직역으로 앞에 있는 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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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 볼 때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 말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묘로 “약간의 음 

식”이 목적어인데도 우리 말의 어순에 서 현상적으로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에 그대 

로 사용하여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이것은 주어를 못 찾고 궁여지책으로그렇게 한 것으로 

도 볼 수 있다. 

2.3. 임기응변식 대체 

의미내용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외국어 표현을 찾지 못하면， 그 순간에 떠오르는 비 

슷하거나 관련된 언어표현을 임기응변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외국어의 범위 안에서 다른 표현을 가져다가 대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국어의 요소를 부분적으로나마 벌어서 쓰는 것이다. 

주어진 외국어의 법위 ·안에 서 대체하는 경우에서 가장 흥미있는 경우는 이미 잘 배워서 

익숙해진 올바른 표현 대신에 오래 전에 사용했던 옳지 못한 표현을 대체하는 경우이다. 

예를 틀면， “ you and 1"가 주어일 때 be동사의 현재형은 “are" 임을 잘 아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 you and 1 am"으로 말하는 때가 있다. 

이것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자기 중심적 표현으로 “1 am"을 수없이 되풀이한 결과 “ 1" 

가 오연 “am" 이 우조건 뒤따르도록 숨관이 붙어서 소위 학숨의 전이가 이루어 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가 되는 것은 “ you and 1 am"이라고 말하던 오류가 

시정되어 언제나 “ you and 1 are"로 알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 you and 1 am"이라고 말할 

혜가 문제인 것이 다. 

다시 말하연 중학교 일학년을 수료했을 정도의 영 어실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중학교플 

갓 입학한 학생과 비슷한 영 어실 력을 가진 사람으로 퇴보한 것과 같은 현상을 보여 주는 때 

가 문제 이 다. 이 런 현 상을 Selinker , Swain & Dumas (1975) 는 뒷 걸 음질 치 기 (backsliding) 라 

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뒷걸음질치기”란 바로 “퇴보”를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어 

학숨에 있어 서 순간적 퇴 보가 있을 수 있느냐이 다. 

외국어 실력이 순간적으로 퇴보한다는 개념은 잘옷된 것이다. 순간적인 퇴보는 피상적 

인 것으로， 실제는 순간적인 부분척 기억 상실이거 나 기억장애로 말미암아 전에 사용했던 

불완전한 표현을 IL접어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최근에 형성된 외국어 능력의 최상 

층에 있는 올바른 표현을 놓고도 이 를 기억해내지 옷하고 보다 아래충에 있는 예천에 쓰던 

옳지 옷한 표현을 찾아낸 결과이다 (최용재 (1981) , (1982)) . 

모국어 의 요소를 부분적이나마 외국어에 옮겨다가 대체하는 경우는 대개 의미부문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모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짱에서 흔히 있는 일로서 모국어와 외국 

어가 의미수준에서 일대일로 대응된다는 믿음 때문인지 모국어의 의미에 맞게 외국어의 단 

어 를 구사하려는 노력에서 임기웅변적 대체가 일어난다. 

예를 들연， 

을1 stayed there during several months. 

에 서 during은 보통 “~동안”으로 이해되기 혜문에， 우리 말로 “수개 월 동안”을 영어 로 옮 

기는 과정에 서 for 대신에 during을 쓴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현상은 기간을 나 

타내는 전치사인 for에 대한 훈련이 충분치 못했거나 during의 사용한계에 대한 이해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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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4. 전략의 실패 

7 

전략의 실패는 이미 습득한 외국어 규칙의 완전한 적용에서 실패한 것을 뭇한다. 이런 

전략의 실패가 일어냐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표현하고자하는 의미내용이 지나치게 

복장하여 문장에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을 경우와 생각머 리 (top of mind) 에 있는 규칙만을 

사용하는 경 우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가장 괄목할만한 오류는 외국어의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복잡한 의미내용 때 

문에 의미의 논리적 전개에만 주의하고， 문장의 청확성을 퉁한시하여 모국어 와 외국어의 

차이를 무시하고 당시에 가장 손쉽거나 인상 깊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의사소통이 문장위주라기보다는 의미중심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되는데 인간의 사 

상을 언어보다 앞세운 Lado (1970) 의 주장에서 이미 입증된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어 규칙의 부분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전략의 실패는 생각머리의 수준에서 

외국어를 조작하는 결과로 빚어지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특히 생각머리에 있는 규칙의 질 

과 양이 미미할 청도로 한정되어 있는 초보자의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예 흔히 생기 

는 현상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국어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로 생기는 

현상이므로 외국어 표출의 전략적 실패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3. O. 문제점의 토의 

지금까지 서술해온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곧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의 기본적 입장은 언어 

를 의미내용의 표현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 언어가 의미내용 자체가 아닌 단순한 수단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구초가 인지구조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과 같다. 그러나 

언어표출이라는 사용면에서 볼 때 언어라는 도구는 조착되어야 하는데， 이 때의 조착주체 

(操作主體)가 무엇이냐는 문제가 생기고 그 해답은 생각보다는 복장하다. 

언어를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고 언어구조와 인지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주장 

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습득된 언어지식이 조작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지， 그 

것 자체가 의미내용이 될 수 있다거나 능동적인 착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 

다는 증거들에서 발견된다. 위에 든 외국어 표출의 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주어 

진 의미내용을 표현해 내는 수단이 언어이므로 의미내용과 언어와는 원래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언어표출이 문제해결의 전략과 같은 수준에서 설명되어진다는 것이 언어가 능 

동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수동적 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지나친 보펀화와 규칙의 잘못된 적용은 한정된 언어지식을 가지고 확대된 적용대상을 ‘다 

포함시키려고 할 때 생긴다. 이 런 현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언어자원을 총 

동원하는 노력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서 문제해결의 전략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언어지식의 한계를 문제해결의 전략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다. 

모국어 요소의 전이에서 보여주는의식적 번역과 추측 및 추론 그리고 대체는 모두가 “없 

으니까 이거라도”식의 전략으로 이해흰다. 부족한 점을 채워 넣기 위한 추측， 추론， 대체 

동은 언어지식의 한계를 쉽 게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모국어와 외국어의 구분을 순간 

척이냐마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모국어의 능력과 외국어의 능 

력 이 각각 별도의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하나인지의 의문마저 유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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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응변식 대체에 있어서 뒷걸음질치기가 갖는 의미는 참으로 심장하다. 우선 뒷걸음질 

치기의 원인은 최근의 규칙이나 표현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을 때나 기억해내는 데 장애플 

받았을 때 생기는 기억력의 질과 양 그리고 기억재생의 문제 들에 있다. 그런데 기억이란 

언어지식과는 관계가 없고 순수한 인지능력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가 만일 규칙의 기계적인 적용에 의존한다면 뒷걸음질치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어표출은 주어진 상황에서 입수가 가능한 언어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 사이에 있 

을· 수 있는 역동적 관계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칙 

의 기계적 적용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실패에서 보여주는 의미중심의 의사소통은 문장 즉 언어가 의사를 원 

할하게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보여 주는 것이다. 더우기 생 

각머리의 수준에 있는 언어를 조작한다는 것은 언어의 기억채생이 일반적인 지식의 기억재 

생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 내지는 도구임을 의심 

할 여지가 없고 언어구초와 인지구조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언어사용으 

로서의 언어표출은 언어규칙 자체 안에서의 능동적 조작이라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어 

떤 능력에 의한 초작일 가능성이 더 크다. 여기서 조작의 주체를 문제해결의 전략과 관련 

하여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일반적 인지능력이 부각된다. 

언어가 도구임을 상기해 보면 언어를 조작하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초착의 주체 

는 언어능력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조착의 주 

체가 문제해결의 전략까지를 조착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가능한 단 하나의 해답은 인간의 일반적 인지능력일 수밖에 없다. 

4. o. 결 론 

언어표출과 사용에 인지능력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옳은 것이라연， 지금까지 막연 

하게 이해되어 사용되고 있는 “언어능력”의 범위가 불가피하게 한정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언어활동을 언어능력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전략이 언어표출에 

도 적용됨을 볼 때 인지의 참여 내지 관여가 분영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지능력의 참 

여부분만큼 언어능력의 범위가 좁혀질 것은 사실이다. 

언어표출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의 전략이 절대 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언어능력이 차지 

하는 부분은 “언어자료의 제공”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제공”이란 것도 생각하 

기에 따라서는 인지능력이 능동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 다. 따라서 언어표출 

과 사용에서 언어능력이란 것이 능동적 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언어표출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언어능력은 불가피하게 그 영역을 언어표출 이전으로 한청할 수밖에 없는데 

언어습득의 과정에서 특히 규칙의 발견과청 역시 문제해결의 전략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 

로 결국 그 부분마저도 제외시키고 낭는 것이 언어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 뒤를 다 

잘라버리고 남는 부분이란 습득된 언어를 갈무리하여 놓은 어떤 갱체되어 있는 지식 또는 

규칙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가 있으니 (최용재 (1981)) , 여기서는 언 

어 능력과 인지능력을 관련시켜 서 생각해 보자. 만일 언어능력의 법위를 위와 같이 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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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 언어는 완전한 도구로서 인지능력 의 지배하에 있거나 인지능력의 한 부분이 될 것。l 

다. 반대로 언어능력의 범위를 습득과 사용에까지 확대하여 잡는다연， 언어능력은 바로 안 

지능력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이 논문에 서 제기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초보적 토의의 경향을 기존의 이흔들과 구태여 

비 교해 본다 면 Piaget의 이 론에 동초하는 인 지 적 결 갱 론 (cognitive determinism) 에 가깡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한 바는 어디까지나 언어표출과 사용에 관한 것이으로 

언어 습득과는 직접적 관계 가 없고 나아가서 innateness나 species specific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물론 “지냐친 보펀화”를 적용하면 그런 부분에 까지 언급이 가능할는지는 모르냐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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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ion Strategies and the Extent of Language Competence 

Y ongjae Choe 

The language competence idealized by Chomsky does not fully account for the language 

production processes. According to the Chomskyan idealization, language production seems 

to be achieved by mechanical application <;>f the grammar the learner of a language 

acquired or formulated by himself from the lingusitic data given to him. In rea1ity, 



10 語學Iiff究 第19卷 第 1 號

however, language production does not always seem to be completed through an automatic 

process of linguistic data. Language production involves the problem.solving strategies in 

which a given idea to be expressed becomes a problem to solve and the problm.solving 

process becomes the language production process itself. The problem.solving in turn involves 

an active use of cognitive ability and throws doubt upon the limit and extent of language 

competence. This paper claims that language competence plays only a partial role in 

language production while cognitive ability seems to play most of the role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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