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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릅짧 협得 理홉의 관련 챙間
얀간의 일평생 삶은 언어 학습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어나서

IB:용(제 l 언어 )릉 익히고 접차 외국 사랑틀과의 교류를 전제하연서 外國
옆(제2 저 3 언어 동) 학습을 하게 된다 이처럽 알올 배우연서 다시 새로
훈 잉쟁을 당은 일들을 영어 내연서 文10를 fi11 l!i해 간다 말로 창조원 운
영 속에서 언어 습득에 대한 인간의 한문척 판심이 높아지게 되어 언어

습득에 대한 이폰과 실험 연구틀도 다양하게 발행{ 왔다 온고는 이러한

• 이 연구는 서융대학교 국어쿄육연구소와 국재한국언어문화아야 하2f이대 한국억샌
터가 공동 주최한 ~년 한국어교육 극제 ~k융회의 언어 숭득 이돈 잊 다운화 이를
과 한국어교육’ 본회의 lamlQ3I)애서 양요한 내용용 수정‘ 보양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극어"육과 교수

η

극어 a욕연구 ""집

언어 습특파 판련한 연구의

lii l/í

I!向융 개괄하고 한국어교빽서 示'Í!

ru올핫고자힌다

언어 습득이 나 언어 양달율 연구하는 회않은 다"J한데 그 연구의 판심
사가 다음올 얄 수 있다{어re & Justiæ, :!XE42)

(I) 용il!心앵양(~때 뻐thOI앵y): 나이에 따라 인간의 마융과 앵동
옹어영재연화하능가?
(잉 a ~~따g매stic;) 인간 언어의 양상용 용성학， 옴운동， 앵대용， 흉사혼，
의미흔 등에 따라 어 이 한가?

(3) 心맺용 앓잉(쩌ddi때비stic;): 인간이 언어을 습득， 샤용， 이얘하는 얘
있어서 싱리학칙 신경앵융학적 요인툴용 우엇인가?
(4) A체름 염앙에""매stic an~): 언어와 문화의 판계논 우엇인가?
시대와 용간에 따흔 언어 연이는 어떠한가?

(5) '-t‘MiiH!l}!(SiX'lrll-~않e 떠Jdc영，): 엘화와 언어에서의 장얘올 예
앙， 진단， 치료혀는 엉옹 우엇이 았는7~?

(6) 암 암lil'f()a-ol황 에.::aIiaÙ 언어용 가르쳐고 얘우는 양상용 어떠한:7}?

(1) jl: e !t ~~(m이뺑stics): 사회문화적 규엉‘ 예상1 액략 동애 마흔 개
인의 사회언어학적 알당 0.1-상용 어떠한:7t?

위와 갇은 학운 영역 외에도 gg었]함 g용!!!，1I!i μ&￥ 동 다양한 분。F에서

언어 습득이나 언어 일달 현상올 연구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언어
습득 이폰에 대해 알아보도륙 한다

n

릅語 옆得 理홈의 네 7t.지 흐릉

언어 습득의 연구 흐흠옹 다"J하게 설영할 수 있는데 영어 교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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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사랑에게 언어교육의 전반적인 것올 개팡해 주고 있는 -이g

(:!XE잉-441 에서는 언어 습득의 이론 변천사률 다음과 같이 네 엉주로 개
팡하고있다

(lJ 제 l 언어 。 1 흰 Frrst

language Thecriesl

제 l 언어 습득은 경험주의 및 앵동주의적 판정에서 구조주의 언어획써

근거히여 후전적 경엉설융 주장하는 이론과 $벡주의 판정에서 보연적，
션천적 생득셜을 주장송}는 변형생성문법의 이롱아 있는데 이를 근거로

외국어획둥올 설명 õ1-는 이론으호 다옴 두 71.지가 대표적이다

@ 대조훈석7냉(Cootrastive 뼈y딩S 배띠i업 51 옥표언어 학습과 제 l
언어(모어)의

관계를 다루고 앵동주의(어BηorismJ 관접， 습판 형성

(halit-fcrmlliml, 강해떠JÚcr어rentl，

간섭(jr때fereoc잉， 화석혜fos에ÌZ<띠 001，

대조푼석가설 웅의 개념으로 설영한다

@ 보연운영이흰 lli"""왜 clorrrrnr Thnyl: 보면운법， 유표생n없어1eSS1，
^~득설 (nativi잉，J， 언어습득장치 flangu쩡e A띠risitioo lÀW'Ícel , 얘개변인
(jll때떠，，-1， 경정석 시기 가설 (critic찌 ""여) 웅의 개닝이 있다

(21 주의

집중 이흔(Atæntioo 끼lOOI'Îes)

주의 집중 이폰은 유의미 학승rfn없찌ngfUI

leamiogl, 스키 cK성JerrnJ，

보화 과정 ünfOlll"Btioo JT(X:eSSing), 초정 집중{focal
()BÍiÌH히

정

attentiml, 주연 집중

attent:Joo, 배경 징중 ba:kgrαg잉 attentioo 이라고도 함L 통제 과

정 (con뼈Erl 따"""맹 1， 자동화 과갱 (aukmltic tIα:essing l， 영시척 언어
지식(액Jlicit

linguistic 뼈wledgel 과 앙시적 언어지식이찌icit 뼈uistic

knov이앵el 웅의 개녕이 있다

주의 집중 이혼은 총스키의 언어'1이 구조주의를 대치하였듯이 인지심

져

긍어교욕연구제갱징

리학 판점에서 ξ앤f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영하여 앵통주의 찍h습
이흔을 대치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생성언어학자들이 언어를 뇌 구조
에서도 특별한 학습 과정으로 보는 것과 달리 언어 학습도 수약 역사 학
습과 같은 것을 배우는 것과 동질적이라고 본다 &η fM.aUg바nWB71
은 주의 집중과 언어 획않의 지동적 용제 (aukm:ltic coo얘)률 중시하여

그의 이론은 정보 과정 (Wooætioo PrOCeSSiJ멍) 이론으로도 풀린다
마en Bi허 ystd<Om， !!E!)은 문볍 지식과 같은 언어 자체에 대한 지삭
올 영시적 언어지식 (explicit

linguistic know 어g아이라

하였고， 알하고

쓸 때 자동척으로 사용외는 언어학적 지식올 앙시적 언어지식(irrPicit
U때매 stic krowledge)이라 하여 구훈하연서 영시적 문엉 지식은 훈련을 통
하여 앙시척 지식으로 내채화한다고 하였다

(3) 경험 이론(F.x，:eien:e Th>:ries)
φ 입력 가설(뼈I 빠띠resi잉 입역1 습득과 학융의 구훈1 정서격 여과
(때"a:tive

filter),

모니터링 (nroitering) 퉁의 개녕이 있다

@ 대화 이흰α:tlVffS3.tioo 1bnies} 디딩핀(스캐흘딩)， 상호작용， 피
드액1 의이 협상 퉁의 개녕이 았다

경험 이돈은 언어 학습이란 목표언어를 직정 경영하연서 이루어지 는
것으로 보는데 앉떠leIlKr해leIl의 입력 기절이 대표적이다 그는 습득과
학습을 구멸하며 주의 정중 이흔과 같응 정근엉융 부정하며 져딩언어 학

습은 다른 종류의 학습과 애우 다르다고 본다 그는 총스키의 LAD 가셜
은 수용하지만 새 언어를 배우는 모든 학습자는 나이와 우관하게 나D를
흐냥101 아닌 습득에서얀 사용한다고 보았다 듣기와 읽기의 입력이 많융
수록 ..'습에 유리하다고 보았으며 학습의 결과에 나타나는 개인차에 대
해서는 갱서척 여과가 낮으연 ξk습 동기가 높고 정서적 여파가 높으연

:t!.'i m~ 잊 t化 에" l'I>>Si "''''
.."습

75

동기가 낮은 결과로 보았다

또 다은 경험 이론은 대화 이돈이다 이것은 언어 획습율 학습자가 대
화에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가장 흉흉한 대화란 교사나 원어
인이나 상급 숙달자가 학습자가 참여항 수 있도록 유도하는 디딩판(비계，
scaκ뼈) 역할을 제 공해 주어야 가장 이상척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돈이다 이는 제l 언어 습득에서 아기에게 어머니가 유아의 암올 척려하

고 대화흘 주고받으연서 다딩판 역할율 히여 아기 일화툴 이몰고 확대해
주는것과같은원리이다

(4) 사회 이펀 soci외

Thoxi es)

위 이온들은 언어획얘솔 교사와 개인에게 쩍입을 두지안 사회 이온은
언어얀f율 학습지플 둘러싼 정 *1 ， 경제， 문화적 사회 환경(언어와 사회
계층의 힘， 인종 연건 소득과 언어 학습의 판계 웅)에 큰 원인혼 두고 연

구한다 문화격용왜운화연용"

amturaliml

이온， 심리적 거리(1'6Ydd앵영l

di staoce: 목표 언어에 대한 혁슐자의 동기， 근심， 감정적 태도로 입력 가
셜의 정서적 여파 개념과 "1 슷함'l， 문화 충척(띠 ture 양성Ù， 그리고 j뼈1
SChUJrnnn의 사회적 거리 가생(Soci에 a없rce HyαJtre의 s) 개념이 이에 속

한다

이상의 언어이흔들은 왜 학습자에 따라 누구는 외국어 학습에 성공객

이고 누구는 성공격이지 혔}는가， 오류는 교정되어야 하는개 왜 。}홍운
성인보다 외국어 학송I 성공적인개}는 언어교육의 고전적 질문얘 대해
서 그 처빵과 해석이 다르다

%

궁어쿄욕연구서α집

m 릅짧

홈得 理홉의 옐 가지 類행

위와 갈이 언어 습득 이론옹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개왈하는 것과 달
리 최근에 나온 버xe

& Justiæ{= æ응n에서는 다옴과 같이 여러 이

론등올 열 가지로 분휴하여 소개한다 11

〈요

理1i01Il행

(주갱자와 대표
서서연예

1> Pence & JUSIα의

언어 습득 이흔 유g 운류

%OR얀 1Ii'R 11의
연속성문세

l잊!:l:.~

("""""""",,,,

(""""

t&ι

.2

(떠-.1

<mtinrUmI
언어는 다를 오든 인간 앵흥
과 같고 어이한 선천적인 욕

ItI'FW
, 11>1"

ι

1핸 재능융 안영하지 않댄 오등학숨옹죠

l

아이올은

앵동주의이동

조작적

조경화와 삭적조건화

형생응 용해 언어융 융특한

뻐g찌ai.

(""'"‘

Thuyl

후션직습득

다 일부 언어적 앵똥이 강화 @영ifi.없ing)의

스키너

(Nurture iJISIired)

되고 아은 것융옹 억압원다

결과'1고 쭈장

(B.F.Skimer,

쩍앙적 앵똥{예， 싼갤원 ~.."앙 안다

1없- (쨌m$η

으로 양하기)응 연견씬 안계
로 'l싸.!il J1， 여기서 단체는 혐(t
각각의

연속적인

단계등융 뼈 ru<r며"，，11

안성화시킨다
2 사회

언어는 또래등과 어흔을과의 사회적 싱리직

상호작

사회적 상호작용올 흥해 나 차안
긍정안당영역
타난다

용주의이용

(Scrial -lntaætio
m. π없y);
비교츠키IL<>

”앵"'"

I앉쌍I없~

11!Jl81

후건객습득

언어

기숭온 샤회 적

치원 (ne

d

lJIl'(irr에

(앵찌 며..1얘서 싱이적 자 deve]opment)
원(p잉"'"얘i때

. . .，으포 육링적으호 문

이웅한다

애

A 소에 는 언어와 인시가 서

있는이이의성

혜경안 수

1) 원 책에서는 9사，9-2'올각각한항옥으호하여 II개 유영으:....~나누었는데9-1. 9-2는
안정의 차이라 연의상 9-1. 9-2.로 묶었다

';j!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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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강당수준과

어흔이나 똥효
Sξ 엉힌 i!~성= 있지만 2 외 도·용으"- 푼
세 정￡ 외연 앤리원 능녁으 재 얘견?? 수
있는 이용의장

호연한다

재격 안달능녁
의 사이

-l'←천객 융욕

a 인 ^1

01풍

(Q뽕'itive 까없y)

언이

t넓융

욕영

영역의 소찬으호 R

。l웅등의 인지 앙당은 그동 인 "1 까성
의언어 앙냥보다앙선다
(Cognî tioo

지않고안만지놓
이동을의 알용 자기중싱객으 R이nresisl
피아’lIJ<m H앵a
안양과갇냐고보아
I훌한l앉ll) (}9Z3 l
로 시작되는떼 아홍훨용 '1
，!!생야적 인식동

"""'"

eκ-)

인1간영역 소판으호
응{어떠n 앵e띠)

아동 대화는 지。F중

싱낸 자신의

판정에서 ~l얘 자기송싱적

싼수없기 얘문이다

대 ~egocentric

~

성적 대해.."",,'"

양뼈，)이다

후전적슈득

이이 들의 언어 능~，
강갱 g연인지사
(lntentioo에ty

희상호작용‘놀이는 다흔 샤ι얘게 자신의 의도
'1 혈잭(""빼mtl요포 {} 알려고시 하는 육구와 이

,W<)

싼당한다 o뽕용자 러한 의도용 ‘tl-리 고자 요구

칸용

족

(L댐였nl <aχ0)

욕구 의도윤 Jl현하 어 안암올야기한다

4 의도성 모영

7)

또얘에깨

지기 외는 노역 사이의 긴장이 영

우l 혜 언어젤

우혀고

하시

의'"성
(imm다α때ity)

"H

않융

수었나
후천적습득
잉쩍자주듣언것

5

경쟁 오형

‘E 언저

슴득하고

(Ca‘ßitioo

늦게

드§깨

~~)

것흩 나충얘 습득한

액에니

다

다。엄

(~'IæWhimey)09 정갱하연서

87)

등는
형 Eψ}

잉녁이

강화잉 것응습득하

게왼나

) .αn ) """'"와

아설한 언어 우잉얘 대한 안
적적인 i 출온 언어의 형태
동， 융웅ε 그리고 ~~>돈에
대한 이이틀의 ‘용 '1쉰’ 표현
용강화힌다

확싱한부잉

(，바"""

i>'prt)

강회애요현

(-피
떼.n영ltati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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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옹

파잉영안화

(。‘，"'-이izationl
현상이 나타나킹갱
혀다가정자사혀진다
후천적습득

6λ냉→기안이온|유아는 대lH 끼어 I_'A'<'::O ~，，， ,,",U:: ..., "， 1 주의 연결
|
1 아이틀응 다은 사랑등의 의 j
(Usage-!nst찌
| 블연서 상호작용융 |
( 0@t mgmm)
I~_';; '_,-': ..... ~_"~:， I 도를 주의 깅째 듣고 이얘하 J
Thnyl
하재 외고 상대의 |
I ~ . . ; .. -~::.. .," :.:::::-: I 며 언어용 얘우기 위해 다픈 1
토")캘호

ITam성~I

I:IXllI

| 주의용
| 영삭융

열연서 언어

|

| 의도

1 이융의 의도적 소용적 양동|
~'':_:-:， ':'::--'
0. -..0 I
o~~.:. ~~r;~.o; I 융따라한다
|
익히고 상대

I의도용 잉으연서

」→

1"'-' ~-，.

....

읽기

1""""1

흉하게원다
선천척습득
욕갱 욕척의 신경계
용용혜언어요윤

7

(융용， 어여‘ 용사풍) 1 언어는 뇌의 얘우 구셰적인 1

오융

., ' .... ll;MllHI::
1“ v

I::;:;;~~ :;'_ ~'，.'.，_:

아온{F"""

영호 셔의 륙수 영|오균융에서 조직원닥

M:ddarity

역에서 언어 융득이 |언어 오융틀옹 륙정 적적용，，-ι-_ .

끼leCl)'):

욕컵격으호

국우화|위엉 기능용 하지안 다은 안 1

l

Jg융"
1

"져 k꾀""" 이우|위와 각용하여 기능객 죠ι

쪼도IF....I

o . ... \nnl Lll ___

",,_, '

어지다가 언어의 다|융 이우어낼 수 있다

(l9:U)

、

_0

I(~

1

양한고껴맨 기능올
상" 교성하며 이우
어진다
션천적습욕

Fooπ와 얄리 언어 1
|아이을옹 일안걱인 문엉 규
기능으로안

쓰이는 1

|칙 파 오든 언어얘 일반적인

서~써 언어 모윤융|

8 보연 문엉
(UúvEJSal
Q킹m쩌
용스키

I .'-'. ~: _~，，: ...~，'"

"-1 영주을올 가지고

태어난다

I Wl로 가정한다
I_~ ，~ ~::: ~::"::::.:':' ~=:'_ I
1::::::' :'~_:~';，^아용툴용 잉릭언어용 7t;:o:]고|언어 숭득 장치
언어용 양당현상。 I ,;,: :-;:， ~~ .:::，;;_~ :， ~.'-.:-;;-I
I

기운언 규착과 엉주애 잊께 사용 IIWlI

|

|호 보지 않고 아용 |

1

|을은모두언어능력|

1

1 하는 얘개연인월""'"빼，)

|

1,"'--

.......

I

'-', ~:::

I 융찾아내고자언다즉。)0 11 얘깨연인

Itmn Om뼈III=-ul융 갖고 |
|
1
|얄 수용외는 언어 잉역에 11_1

(1，，"1

태어나는데 언어설 I ::,.':;
1:'::":
:"''-^'':'''=>l~' '': I 앗재
수는 언어놓역의 경|

.:.，~":::::-" '-' I . " ---: ,," I
얘개연인 1""""어5 올

1 셜갱한다

헤이 아니고언어수 1

앵 ( performance) 의
문찌로용다。냉융

용 :S

}’‘9

및 文t 뼈 1111￥>>외 l!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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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수앵파운엉

능력의 단절용 과정
수행놓혁 Ü:rocessil핑

""뼈"，)의 한계와
기타

액략척

요인

("""""왜 ("",,)
에기인한다
아동등「온 새호용 단어의 의

!H

환}척 x냉

셔리설(Synta:tic

bo<l∞xπ~)
글라이트안

선천적숭욕

이얘 깐한 추용능펙융 갖추 '1홍 처리셜
J!;'I 흉사적 향옥에 대한 자
선을의 지삭융 싼용한다 에 (8<α'""α~)
Are

yru

1rir횡"，，，，，"，，

rem:Jte coo.tm?에서 이'"의 용시촌{SyntaxJ
의 "1 융 옥찍어 구죠원 흥해

GleitJrnn) (1!B))

유추한다
@탱황윤 딴어가 혹해 있는

!>-2

용λF칙 양옥에 션안 추돈놓 지풍처리성

의 "1 적 샤웅

릭용 강추고자 안어 의이에

처리생않""""
""""찌，;，.，)

션천적융욕

맹커어n뼈)

대한 X 신튿의 지식옹 사용

에l 안어 마d 의 어휘 의이와 의띠홉

()웠)

운엉 욕성(퍼1):11 풍)올 용혜
다촌 사을 욕성도 유추한다

연경주의

언어는수없빠없됨띠"')

。l훤ün월放;.

과 냉*，~Illi을{=-m로 구

10.

thecries):

션씬적혹은

우영하트
1"""려빼rt)

(""""찍껴"' )

한다

&

후천칙습득

성원 네트워크에서 조직왼다
연경정툴과 연킬용을의 너트
워크논 언어엽혁얘 싼용형여

액을샌드“.Kld)

지 ξ」적으호연형

.-&

(transf<이때00)융 수앵한다

1연갤정
(πó;s)

연경우
(a:moctirns)

위 이론을은 근본적으로 다옴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문제 져 기

에서 비롯된 것이다

%

국어교용연구제M 집

(]) 이동틀이 언어 ξ업에라는 과엽(생d올 수앵할 때 무엇에 기만하는개
인간은 언어 습득 시 선천적 언어 습득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생득혼자틀{na띠 sts)의 주장과 후천적 환경 경험에 따라 학습하게 된다
고 보는 경험론지솥삼entiricistl 의 주장이 흔히 선천설(nature) 과 후천설
(mrr1lJre)로 대컵왼 논쟁올 해 왔다 대부분의 언어 연구틀은 이틀 논쟁의
중간 지정에 놓여 있다 어떤 능력은 선천척인가 하연 어떤 놓녁은 문화
와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 경험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생득론의 청학적 연
원은 데카르트에 이른다 현대 생성운법은 데카르트 철학 위에 서 있기에
생성운법론을 데카르트주의 문업(Carte;ian Grarm에라고도 부흔다 경험
론은 존 로크에 이르는데 루쇠 Jean-Jaa,ues RooSS<a1띠도 이에 속한다 그

는 부모들에게 충고하기를 ‘자녀틀 앞에서는 항상 정확히 알하라 부모가
사녀와 알하기을 즐긴냐는 것율 깨닫게 하고 꾸짖시 않고도 」를의 일이

순화될 것잉올 확신하게 하라”고 하였대A 댐<xrn 1m: 70

(잉 언어 습득에는 어떤 기제될na:따띠sms)이 작동히는개

최근에는 언어 학습에 나타니는 인지과학적 성근에 띠라 다양한 인지
파정융 위해 뇌가 어영게 조직되는지를 모휠rrodularity )이라는 개념에 따
라 설영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흑자는 언어 학습의 기제는 언어 이해와

표현 기능융 위해 일당한 특수 영역 (ckxmin 양roJicl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에 반대 õl-e 사람틀은 언어 수앵올 하는 뇌 영역은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 사울 인지 과정 퉁과 같은 일반 영역 (ckxmin gem히)에서 언어 기능
이 수행된다고주장한다

(3) 어떤 종류의 업력(inpJt)이 언어 학습 체계툴 지원히는가?
혹지는 언어발당이 이동 성장과 함께 사회 관습적 지식이나 주연 사람

들파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가가 언어발닿에 기여한다고 보는 주장이

엉:e

”’

9 잊 :;:化 뻐'"￥>>의 Ib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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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하연， 이와 닿리 。많은 언어를 단순히 반복 해 등으연서 이러한
입력을 통해 토박이 Q말” 대한 긍정적 중거로 힐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앞에 소개한 10개 이릎을은 각각 다옹과
같이 당하고 있대어1ce

(li 2>

& Justice,

=

언어 습득 이흔 유g 운류에 따른 용딩

정
~.if

‘“‘’

$)

。많월용 언어 학융

몽

언어 습꽉에놈 어떤 기제옳 어인 용{}의 잉허'"""이 언
어 학습 셰깨양 지원하는 m

'.엽''''“융 수앵안 " 없Wlismsl이 작흉하는가?
~ 부섯에 7N!:뼈}는.7)-?

'，!l와어온률에 의얻조각적
영동주의
이용

조캔화'...없 "'"없ÚI1!:l

언급없숍

뇌의 연싼 명역 짜정{여t에n

....허 " " " ,1

2
사회-상
호객용주

다환 "합툴.，~의 샤회썩 상
~I\싼갱 사회 구쪼

싹의 입반 영역 .. ~정

의 δi흘

3

인지

이온

일싼적 언 '1 구쪼

안딴객 사회 구Eξ

요앵

5 깅!’
오형

6

사용」
기딴
이온

힐딴썩언 연 :.1 :i'~정 농확
놔 '1 옆딴 영역 파쟁
다용 사합혈 잊 '.원학화 싼

4
의도성

호싹용

채8}기，

뇌의 일인영역 피정
언어 자료에 쥬의활
쟁종하고 조칙헐 수
었는능펙
아용기에

나타나쓴

씌도 읽 '1

이폰

욕수화원 뇌의요양

'.합칙하지 않용 언어 !앵용

에대한써영

oH똥" 끈성 i앙얄 영역 얘애·

에서의 언어 영l 펴

비언어척 원갱애서 사건 환
째. 현상여혜하기
다환 01률 ... 판져l 햇고자 하
는 육구와 의도척 상혜원 상

셰 '1 요현하는 '1에 휠요한
노역 간의 긴장

￥1 \1 및 가설 시했
뇌의 인안영역 야정

신ξl 힐 만하" 밴엔환 업팩

사회 환경에 때환 0'용딸의

문회며 혹응 요명적 ’!융옹

유앵

얘석

용한 의도적 소용 안동의 채

뇌의 인안 영역 ..~정

생산

선용 얻어 요성이 수뺑하는
?오안

'.랍칙한 언어 뺑홍의 강화

가능
뇌의 욕수 영역 짜;생(삶뼈，양m에c α~I.

얘개영인의 양경 셜갱을 용

진하눈 엽연 그려" 언어"
5간의 상호작용

극어교육연구 제24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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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연

영ii.8t연서 욕수 영

분영
이온

역에따은언어 지삭

얘 'ß앤인틀의 방견
뇌의욕수영역 아정

언어 'f

9- 1

어영재

잉안격인 언어 잉력(인익앤

수훈의 인역인지라도)

'f용하는지

이혜하기 위한 뇌와 옆반 영

g사적

용사책 볍주

자동

역과정

용사칙잉허

용사와 의 "1간의 환계헬 연

셔리성

기 워현 썩의 꽉수 영역 파정

의이객냉주，용장용

n

석 능\l;j， r장 내의

의 "1 갱

연어융융 의 "1 앵주

자동

표연정앙수있는

셔리성

능릭

m
연영주의
이온

W

한 사량의 언어가 쳐려하용

언어가

어떻째

작용하는지

이뼈아기 의힌 뇌의 인안 영
역 파정

AM.'l훌 단어'* 판한 가성올

의 "1 적 입 력

셰우'1 휩한 썩의 꽉수 영역
:4정

언어칙 자료에 갱옹

유~(α"""" 딴지

신 '1 함 딴하고 헨헨한 업력

하고조칙하용농경

와약 언반 영역 'f갱

휴형(α없~I

큼 語 첨得 理홉의 뺏因툴에 대한 빠究 動向

이상의 이론틀이 행흥주의이혼어 서 최 근의 네 트워 크 연결주의 이론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판점 올 제시하고 있는데 이 들 이론율 판용"BH능 원리

나 생정은 다시 학습자의 나이， 언어 간 영향1 언어환경， 인지 풍의 여러
변인틀에 따라 다.0.1한 견해들이 가설로 제기되어 실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틀 연인에 대한 결롱을올 정리해 보연 다음과 같다 21

21

기존의 su\ 이 ε 에서 연인 연구는 Mkf녕1 & MylesU'됐1， <hllJlJlI, 버써떠:IDII，
"""끼 3lXl.

aX)l)

등에 장 정리외었는데 여기서는 이당 푸수적으로 잔고하고 주로

l.wdo; Qt행 :!Il1I의 U빼"""'" soonl "'"얘;e AI::q냉잉lioo ‘hlHArr뼈Y용
앙고하여 정려하였나

tt~

l

N##

잊 tκ

11"

J!I‘외

11"' 83

니이(생e)

U 학습 속도(~ rnte) 어 셔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아동에 비혜 초
기 시작 단계얘서 인지 능력의 성숙에 따른 이정이 있다 그러나 결국 제2
언어 액릭{영:ool lanw뺑:e ID1texts) 에 처한 경우는 어린 나이에 다학습을
시작했올 때 더 나운 학습 결파블 강게 되지안 외국어 학숨 액릭jf，이，;gn

녀@미행:e cootext) 에서는 조기 언어 학습이 낫다는 연구가 아직 확인왼 바
었다 이능 한국의 영어 학습 열풍이 언 이론적 근거 없이 얼어지고 있는
혐상잉올보여 준다
궁극적

U

성취 상태의 경우는 시훈기 이전에 U흘 습득하기 시작한

대부분의 획업X필<>1 형태홍서 읍용척 능예ßlI1:i>:>;Yntæt

ard Jlm>맹때

@π-.:e)얘서 모국어 화자(Ll speakcr)에 7，끼훈 능력융 개 1강힐 수 있
으나 사훈기 이후에

g

학습을 시작한 경우에는

U

환경에서 거주한 뺏

수와 상관없이 모국어 화자안큼의 수앵 능력올 갖추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도 개인차가 있어 예외 는 있다 어떤 성인 다 학습자들은

원어민 수준 혹옹 그에 가까훈 수준에 도달하기도 하여 이은 나이에 l2

억습이 시작되었다 해도 모든 경우에 α 습득이 성공격으흐 마철 수 있
다고 보장하기 어혀용 경우도 었다 전자의 경우 매우 드울재 효은 학습
동기와 양철의 교습이 제용되었율 경우에 냐타나며， 후자의 경우는 Ll의
사용이 앙도적으호 지 배 적인 경우에 다 t야f올 빵”하여 이런 현상이 나
타난다

생울학격으로 언어 습득얘서의 컬정적 시기 (aitical !>'i뼈툴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두뇌가 U올 얘율 얘와 l2흘 얘율 때는 다른 과정올 거
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툴온 기존의 Ll애 대한 지식， 사회교
육적인 영향1 갑갱파 학습 동기의 영향에 의해서 U 학숨이 다릎을 주장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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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는 Ll 과 디의 상호작용과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영향
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더
이상 단일 언어률 사용하는 아동의 Ll 습득과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성

인의 12 습득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1 다양한 연령대에서 하나
이상의 언어가 동시적으로 아니연 순차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른 걸과
로서 얻어지는 경험에 의해 두뇌와 인지 파정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에 대한 연구로 방향올 바꾸어야 한다

2 를짧며 J;\I(,=li 맹.1istic ìnfIuences)
언어간 영향이란 모어 Ll 을 비롯한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언어가 12 학
습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융 주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이때 나타나논
현^J-올 션이(tr.m쩌) 현상이라 "l-는데 이는 ξι습자가 인식하는 Ll 과 U

의 유사성이나 ')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U 양당어 서 나타냐는 중간언어 (ξk습자 언어， inter!aro<uagel 말닿은 Ll
파 상관없이 보연적인 영향에 의한다 기존의 모킥어에 대한 지식은 중간

언어 발얄1 즉 학습자의 자연스러용 발당 단계I(정확도 순서， 자연 순서 1 얄
달 단계)를 가속시키거나 지연시키지만 그 딸달 단계를 바꾸지는 옷한다

션이의 영호i은 다옴의 것틀에 의해 부용객으로 결정원다

@ 보연적인 엘당 과갱 양달 위계 @녕-

" " " " , ,1
, 유표성(rrerl<ah용)

파 같이 U 파 잉 습득에 공흥적으호 영향융 미치는 것을

@ 전이(-r..1의 7)놓 여￥에 대한 싱리객 인식
@ 12의 송써 셰계의 욕장성

@ 언어 능숙도띠며여""，Ie、에

@ 언어간의 후정적 전이("엉""ve 따찌，，1는 오류를 벙하게 하는 데 장옷

~lfi ~’m 및 :;:化 “"0 의 @向
사용왼 것에 의한 오퓨{emr

á

amrissim)와 빠뜨린 오쥬(히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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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rissim)와 희피 요퓨{a、oo...l， L1 의 영향에 의뼈 세대로 사용되지 않
거내α，;"""，1 과다하게 시용되헌:overuse) 정우가 있다 이것옹 언어
형식등 ι}에 fc.mt-foo이 혹용 형식과 기힘 f 에n-fumioo.) 간에 장옷왼

동일시가 이후어진 것융 넙어서 정보 구죠:(infcmnlioo. stru::ture)와 화용
흰R쩡môcsl애 이 르능 언어의 ξ든 안예에서 엘생한다

<lil LI

션이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경향과 앙융에 의한 것이다

'1.습자들은 의식적으효나 무의식적으호 인간의 언어가 근온적으로는
비슷하기 예운에 LI 애셔의 냉 왜이 잉에서도 적용되져안 상당히 LI 의 것
으로 생각되는 것등용 어쩌연 잉에서는 적용되지 앙융 것이라고 생각하
는것으로보인다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지식옹 추기쩍인 언어 융 학습.}는 것융 가속

시영 수 잊고 이션에 알고 잊는 요듣 언어는 l3의 지식과 샤용에 영향

융중수있다

3

를 I! 힐생!(!IDgußtK <<Winlrunen rl

칙적의

12

(""비 tural<<l
l띠JJtl，

획습에 기여'1-는 tf껑 요소는

attituæsl, <21

CD 12 문화에

정촉한 태도

이해 7 }능한 잉의 입펴 제 굉COOlJ'뼈lSl비 e

<31 의미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호작횡1앵 ctial<<l intm>::tionJ, @ 강

재적 월요에 의한 U의 사용{야Si>XI ru띠<1， <51 언어 코드에 대한 주의력
집중(atl61ti"， 10 the

Janguage

""，1올 툴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운엉 습득율 위해서는 언어 형식에 대한 주의 집중

(attentioo to fCllTl 흑은 a뼈"''''피 focus 00 fm에이 필요하다 이는 외객으
로는 교써1 의한 교옮，nSOU;IJα，1에 의해서， 내적으로는 <"습자 자신에
의한 자습(영f-stl때)파 환경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언어 자료틀에 대한
학습자 주도의 분석에 의혜 성취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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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협싱Kr앵otiation fcr rreaning), 타인과 자신에 의한 언어 사용 수정
(에..- - ar퍼 영f - ini때어 ω띠Jt m:xfifiαmool， 언어 형식에 대한 협상
(뺑ooatIoo 이

foonl, 다염F한

영시적 정도에 따른 후정적 피드액 (r앵'ative

feedl따 이 varymg 앵rees 이 expIicitæssl도 최척의 0，'습 조건 아래 언어

체계에 대한 주의가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입력왼 잉 언어률 분
석.j-는 심리언어척， 에타언어척 과정， j)ò J 를 알。}차라는 일(πmα엉 g쩍E

and ho!esl,

흉사척으효 에시지를 용석 셜영t;)-t 일(따m핑

rressages

syntæOc때yl， 모니터링(rmnitaingl， 가설 검중(h'ηm업 s æstingl융 돕는
다 이것틀은 모두

g

학습자가 언어 처 계를 해독하는데 도용올 주는 과

정들이다

협동적으로 언어 형식의 선택을 협상하는 과갱에서 잉 사용자를은 언
어 판련 에피소드툴올 생성하거나 형식에 대한 선제적 초정'l(çreerrpive

Focus 00

FI이mI의 에피소드를올 생성하는데 이것은 학습이 일어나기 위

한 장재적인 영역이 원다 이때 Ll이나 에타언어플 시용하는 것은 학습에
도융을줄수있다

인지상호작용흔재앵nitive-in떠χtiooist researcr.，，;1 들은 부정적 피드
액(이걱gative fæ:iln::k)이 오유률 완전히 우시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더

좋은 방업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왜 부정적 피드액이 작
용융 하는지에 대해서 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울은 부정적 피드액(뼈;ltive f_1의 효과가 최소 다용
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적절하다고 본다 ( õl 피드액의 영시성 정도úhe

CEgree 이 expIicitæssl, (L) 의미를 만들어내는 도구나 학습을 위한 대상
으로서의 언어를 ~"l-는 더 넓은 교슐 입장ünstructioo왜 crientatioo)에서

그러하다

ft !ft

선째 잊 :5(化 뼈 liHl얼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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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2 ~α앵αcion)
언어 습득에 대해 인지적 접근올 하는 언어 이론으효는 소위 ‘정보 처리

이론(iIÚoomti아1 α=SSJf‘~ t:tmies)’이 있다 그 주요 개념은 다융과 같다
@ 인간의 인지 구조는 싱리 표생1따"""""∞)과 (정보를 잉충력하는) 정
근 기쩨=~I로 이루어져 있다

@ 싱리적

처리 과정은 자동 또는 유창한 기채(autcm'ltic cr flWlt

[무의식]와 자의적인 또는 용제원 기채(，뼈때y cr

cp:ratioos)

CXI'IIrdlffi qHä!ioos)

{의식]로 이루어진다
@주의 (attenti찌， 기억(，mra1')과 같은 인지 X맨응 제한적이다

@ 용제왼 처리 과정에서 수행은 다향하고 스트헤스의 요인툴("，힌""，)에
약하다

@ 기술 습득 이흰빼 찍띠야00 tIrOY)은 정보 처리 이혼의 욕정 종류로

U

엑녕올 절차>j{απ빼milizatioo) 흑운 시간의 지냥에 따라 유지외는

의미 있는 연습용 흥해 정차 용찌원 수앵에서 자동적인 수앵으호 앤화
하는과정으로셜영한다

@ 설자회Hαα빼때izatiæ)는 자동회{뼈""""""'" 절대적인 속도를 넙어
유창하고 지동칙으호 수행a뜯 속성)율 이끈다

(1171 억 (naray)응 장기 기억(kr><-lfml rreray) 와 작용 기억(져산 도중의
킬과용 고속으호 기억하는 장치 ‘<ri<ing rreray)으호 구성외여 。1 툴

3) 정근엽， 정근{ocæ성 정유터 자쩨내 혹은 네트위크즐 용한 다온 캠유터로의 접속과
그 정유터의 데이터에 대언 연육 및 기욕 일반적으로 셰이터용 영는 것 어 이터가
있는 곳올 앙아내어 그곳에 가서 더이터윤 가져오는 것융 엘힌다 기억 장치의 내용

올 잉거나 f는 것 기억 장지 내얘서 앤하는 위지윤 지정하고 기계 장치인 경우애
는 그 위치로 헤드응 용칙이고 설채로 더 이터응 읽어 오거나 저장허t 괴정에 판련
원 요든 일용 총갱하는 알이다 시용자가 정유터 시스엠이나 프로그영융 이용"8t:기
위해 최초호 성속흉 시도히는 직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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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호착용한다

@

장기 기억은 싱리 표생tttreSt'!!ìtatiCl1S)에 대한 것이며 재한적이지 않다

영시적으로 진술{eJqiicit-declarntiVê-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질과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있옴)힐 수 있으며 앙시적인 절 'Km，J;바qα- 가지
고 있다는 것용 암시 옷하나 앵동1 기술， 습완1 수앵에 영향융 주는 2 식}
이기도하다

@ 어영게 U 어휘가 장기 기억에 앙호회휠 수 있는지는 단어 지식의 힘
(strerot시 크기 (size)， 깅이(c\해ù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앙 수 잊고 싱
리 이중 언어 어휘뷔trenm때 비째냉 없<ml의 옥옥 내용에 대한 다
%뱅 이롱과 그것이 어영게 성근 가능하여 사용외는지에 대한 연구로
양수있다

@ 작흥 기억(‘-영 rremyl 은 접근 기셰("""，1에 대한 것이며 채한적
이다 이는 어앤 갱요가 장깐 저장원 수 있는지y 얼아냐 장， 영아냐 오혜
그것이 활성회원 수 있으며 장기 기억에 이이 있는 정보와 어영제 용함
되는지흥 용재한다 이는 용재원 정보 처리 과정과 의식의 영역이다

<!II

작용 기억의 용량은 니보다 l2가 더 작다고 알려져 있고 U 능숙도
(rro여eocyl 의 중가에 따라 뒤열어진 간격이 좁혀진다끄 가정원다

_1

@ 주의 집중{_I은 U 찍않의 이해에 중싱적인 것으로 생각왼다 주
의는 재한적이고 션택적이여 자의객이고 의식에 정근한 수 있다

@ 쩌@

한습{;rro，-때

의도하지 않은 학습이 부수객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유희붕 위한 특서에서

U

어휘 학습이 수반되는 경우가 가

장 잘 알혀진 예이다 그러나 고의척으로 의도블 가지고 학습융 할 때
더 툴리 장배울수있다

@ 주의 정중{attentioo) 없이도 U 학습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 주요 주의 밖에서의 표씨맹stratioo rut:.siæ focal attmtioo)1
가 l2 학습에서 충용한지 또는 주옥[α-핑 알아차리가 인지하기， 주
옥하기 당지 (_001에 주의의 초껑이 한성화되는 것 1]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대￥용의 연구을옹 지얘a얘""" 꺼빼，-rurul

양앙 선찌 잊 文t 뼈J!lJl!엉 의 %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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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ααrl，1 어리 속에서 생각하는 것융 얄로 하게 하는 방법)에서 학습자

의 주옥과 이해를 흥해 측정됨)의 문채훌 연구해 왔다 자각tawarm'SSl
과 주욕{oo:i，피앵)옹

12

학습올 옵는다

@ 규칙이 없는 상태에 서 낮은 단계의 학습용 가능하다 이 경우는 에이터
를 사용하는 처리 과갱으호 기억에 의해 지원외는 것이다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의 획냉운 용제원 기재와 의식격인 주의 정중에 의해 지원되는
개녕적 처리 과정에 의혜 진앵왼다

@

언어 인지는 창양설(알출설l. Eìm'gentism)에 따라 설영하기도 한다 이

는 철획써서 유혜한 인지 이론으로 정보 처리(infoomtioo Jl'α=u앵) 이
를파 연계한 이흔인에 않A 용야 연구에서 앞으로 유앙힐 전양이다 이
것은 회元 Ulílreb:ti，찌찌어)의 반대되는 개녕으로 언급되고 있마 이

이용운 영혼이 생영셰에서 장앙되었다는 이혼으로 싱리청~，에서 장방
흔{""，명，;""이라고 울린다 울정적 진화가 정정 더 욕장하게 진앵외연

서 영혼 내지 정신이 충현하게 외었다는 것이다 양적인 연화의 축적이 진
적인 연화을 넣는다고 말하는 것파 같。} 정신의 출협올 울정적 연화의

축척에서 냐오는 것으로 보는 마르크시증과도 흉한다 장딸úm，rgm::e)

이란개닝은:!)얘기 초반에 등장해서 현대 유울흔척 십신이혼에서는잘
안 받아등여지는데 경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엑써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녕이다 어떤 속성이 하위의 토대로후터 출현하였으연서도 하위의 속

성을이나 그것율 다루는 이흔으로부터는 설영되지 도 얘측되지도 않융

때 그 속성융 ‘창알걱 속성’이라고 우흔다 얘컨대 생영 현상이 융켈로
부터 나왔융올 인정하더라도 생영 현상툴이 울질툴융 다루는 툴리학
화혁의 이흔등로부터 성영도 얘측도 되지 않는다고 주징썩띤 ‘생영에

관한 장방론이 핀다 장일흔응 일종의 유울롱으호 정신 또는 영혼이 영

,)

한원주의강 정억어 서 어언 셀셰가 더 간언하거나 기온적인 실재융의 경앙 또는 죄

11<> 1 나 더 기본적인 성재증 가리키는 표현으후 정 '1 한 수 있다E 주장i냥 견혜이
다 윤세는 연자윤의 징함이고 사상은 감각 인상뜰의 결 11이라는 찬녕은 환웬주의으l
한형태이나

국어교용연구저￠해

%

도로 창조원 게 아니라 울갱어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

훌 g훌 를품(1"""， 배양앵，)

회h습자 언어 이론에 대해서는 중간언어(inl벼<lról'뻐ge) 이론이 있다
얼뻐"，， 1972)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이 용어는 잉 발전 단계에서 ξk습
자가 구성하는

g

언어 체계를 가리킨다 체계성 (sy앵mticity)과 다$냉

(variability)흘 특성으로 한다
용법 기앤뼈ge-æs영) 이론과 창얄 이혼{errergcntistl 어서 설영하는

학습자 언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원다

(j)

언어 학습은 경영과 영반화의 귀납왼 결혼으로부터 이루어진다

@ 언어 엘향{서 중요한 영헝연 입력에서 인되Ól<!W<Y)와 주옥성(납i<n:e)
파 학습자의 주의 집중(.뼈띠찌과 분류 잉}정 (cat엉aizatioo Jl'OC{SSeS)으
로우터 일어난다

@ 연화성(，.끼때lity) 은 양당에 있어 중싱객이다

@ 언어 학습은 다양한 홍력의 흥시척인 상호작용으호 셜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용엉 기앤us앵e-∞영) 이온에 따르연 규칙은 경험으로부터 생
져난다 .，h습자들은 지주 형식 의미 짝을 마주하게 되고 암시적으로 그

빈도 분요 분액 상황을 기록한다 반복적으호 마주하연서 암기되거나 공
식화한 운형들이 결국 낮은 범위의 유형(!l'뼈llSl 틀의 추상화로 길을 내
준다 충분한 경험과 호의적인 조건틀이 주어질 때 낮은 엉위의 유형틀은
추상적인 구성 요소를이 휠 수 있다
기억과 경헝의 도웅올 받아 @ 단순회{히떠퍼catiool， (2) 과영일반화
(overgE:1"6따zationl，

@ 재구성(restru;ωringl， @ U모양의 행동{u-앙"..n

용 !Ii 선!~ 잊 文 ft 얘iIIll!‘i의 ib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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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α 초기에는 정확한 형태의 사용을 보이다가 오류을 않이 범하는
단계를 거쳐서 다시 정확한 시용 상태로 동아오는 것)과 같은 네 가지의
중간언어 파정이 내부 문엉으로 일멸}연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중간언어의 변화는 발당단계에서 언제나 체계적이지안 정확성에 있어
서는 직선상으효 되어 있지 않으며 속도어 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
다 발달， 정확도 속도라는 세 가지 측연은 시간의 흐릉에 따라 중간 언
어의 연화를성격 짓는다

화석화{고착화 현상. fossilizatioo}은 잉 알달이 영구히 정지한 것처럽
보이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다 어떤 연구지틀에게서 화석화 현상은 모
든 잉 학습의 피할 수 없는 결일이지안 다른 연구책품 이것이 학습의
조기 정지 현상으로 몇몇 학습자들에게만 영향올 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개념， 방엉적인 연의 어려옴으로 인해 화석화 현상은 주의흘 가지고 고려
해야 할 논쟁이 저기되는 구성 개녕이다

언어 학습에 있어 생득흔지{nativist) 와 모율 이흔mαiular viewl 를 가지
고 있는 연구자들은 교습{instructioo}의 가치에 의문을 가진다 그러 나 언
어 학습에 대해 일반적인 인지적 판정율 가지고 있는 학자을과 영시척 지

식 및 앙시적 지식(뼈icit arK:I irqXicit kr빼앵히 λ에를 잇는 가능성올
믿는 연구자들은 교습의 가치를 지지한다

언어 교습은 일달 단계를 "1꿀 수 없다 그러나 구문파 형태에서 정확
성올 준다든개 학습의 속도 영역에서는 용영한 이정올 보여주고 있다

6. *톨짧 훌’Í{foreign lMgu땅

aþ: irude)

를~~ ~훌性은 직관 뒤에 있는 싱리학적인 공식화로 언어 찍습에 대해

부기격으로 재능이 있는 사랑들이 가진 능력올 말한다 현대 언어 격성
경λ~MLAT. M뼈n Lanw미앵:e

Ar<i tuæ Test} 와 같은 검사를 용해

측정할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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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허 언어 적성은 전용적인 지능과 초기 모혀 능력과 부분칙으로
겹치며 초기 학교 교육올 받는 시기 동안에 입고 쓰는 문식성ω떠Xγ) 의
딸달과도 관겨 가 있다 이 알은 모국어로 읽는 것을 배율 때 겪은 언어 판

연 혁습의 어려융은 나중에 디은 언어를 공부하는 데에서도 다시 문제로
떠오를수있다는것이다
기억 용쟁llHlUJ' 때:ocity)의 치에도 외국어를 배울 때 성공힐 가능성
의 여부의 차이를 안든다 기억력 자체안으로는 얼마나 잘 새로훈 어휘 를
배우는지， 듣기와 읽기에서 어느 수준의 이해를 성취혀는지， 얼마나 쉽게
문엉 규칙을 배우는지를 여상승는데 도옴올 춘다고 올 수 있다 다음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았다

@

언어 척성이 늦게

U

학습올 시작한 사항등에게안 해당외는 사앵엔지

여후

@

언어 걱성에서의 강한 차이가 기억， 새 자료의 처리에서 앙시적인 킷과

분석적， 영시적인 방엉 퉁의 학습 조건이 다플 때 생겨나는지 여부

@ 언어직성운 용석적 능역파 기억 능역파 관계가 있다 언어 칙성융 재개
녕화하허는 최곤의 노력옹 이 두 가지흘 념어서 12 작성율 동기가 장
부여되고 조직원 인지 능력의 모옴으로 연구하는 것올 가능하게 였다

7 t!J훌(m:xivacion)
동기는

U

학습을 시작하려는 열망과 그것올 유지하는데 틀이는 노력

을 가랴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설문지를 통해 동기의 다른 연틀을 측정할

5) I\b:bn ~ι1ge Aøitu아 T얹는 Igj)년대 이래 구안원 것 0'응 용소 배엔 """'πc

"""'1,

문엉적 강각@따"""'이 SðlSiti이ity)， 꺼남석 언어 학업 능녀(irddìve 때......，

-""~) 기셰객 앙기 짝.ir<rote leamingl에 대한 능녁융 검사하는 도구이다

# t'l 1.J{'J 잊 Xft 11" J!IlfI외
수 있는데 동기의 영.，...; vati<ml quantity), 동기의 질Irraiva뼈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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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lity),

흉기 이션의 잉장 결정과 태도 퉁이 그것이다
용힘Kint명I때VδJeSS)은 다은 언어 사회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잉훌 학
습하려는 데 진정한 관싱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개녕이다 이것은 동기
부여가 얘우 높은

12

~h습자로 *때금 U를 말하는 자신으로서 인식되는

이상걱인 지신과 실제 자신 간에 울일치하는 거리를 좁히려는 동력이 원다
공식적 학습 상황(fcnæ! 때피Il< oontext)에 대한 태도가 용기애 지속
적으로 풍요한 영향올 주는 것으로 보여져 왔다 이전에 긍정적 학습 경

험으로 인해 형성원 U 사회와 U 문화와 학습 상빵” 대한 긍정척인 태
도 교사와 교습(ìnstructioo)에 대한 현재의 안족응 동기플 상당히 중진시
킬수있다
가장 최근에 동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옹 잉 동기가 정적이기보다는 동
객이여 시간， 상황， 행동에의 주의흉 더 기용이는 결과를 가져 왔다 동기
는 앞으호의 연구에서 이상적

U

화자로서의 자이(rre

ideaI 12 얼~

sclO 라는 새로훈 중요한 개녕파 용합휠 것으로 보인다

8 흉씨 및 個A훌(쇄eaand 여 h，，，oo’'" ci 뼈에야외 differences)
U용 ~h습하고 사용하는 것옹 개인의 >r애명0)를 위협하고 사랍올 약
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인에 의해 발달원 12와 12뜰 알

하는 것과 띠를 ξk습ò.는 것 자새애 대한 갑정적인 얀웅운 다양할 수 있
다 어떤 사람들은 U 학습。l 이루어지는 동안 강정적인 안용플율 디푸는
데 있어 심리학적으로 더 능숙할 수 있다
어떤 성격은

12

~h습에 흥미용 느끼는 데 우호적이고 또

g

학습을 성

공사 킬 g판올 높이기도 한다 직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온 외국어훌 애
우는 데 더 얘력융 느끼기 쉽다 그률은 단어을 가지고 작엽하고 상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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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고 문엉적인 용석올 생각하는 것을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 않은 내

&썩 성격의 사랑틀도 외국어 공부에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
경험에 대한 열린 자세가 최근 연구에서

U

학습에 있어 높은 수준의

성공을 성취하는 데 좋은 정조가 되는 장재적으로 중요한 성격 연수로 떠
오르고 있다 이는 민족 중심주의의 우재 자신갑， 창조성， 12 학습에셔의
중요한 다은 여러 특질을과 판련이 있는 성격상의 특질이다
외향척인 성격은 말하는 떼에서 의사소용옹 중시하는지 정확성올 중시

하는지에 대한 태도전제가유창성 효괴을통해 직정 측정 가능한말하기
웹<"'"뺑 style)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적인 성격과 정
확성올 더 고려하는 U 화자틀응 덜 유창한 말화를 생산해 내며 더 좋은
어휘를 찾으며 여러 번 더 말올 다시 중어서 이야기한다 이러한 얄하기
O.}식은 천홍격으로 유창성

-

정확성m 뻐'CY - "'"띠a:y)의 교환으로 설영

되었으나 기존 연구틀은 정확성이 떨어지며

"171 수정

effec‘s)의 부재률 용해 이것율 유갱성 一 옥장성(flueocy

효패영f--o:noctioo
띠1생e잉tyJ 의 교

환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앙시한다
외국어 불안강(fcceign language aru<Ìc<yJ응 측정할 수 있는

U

판련 특정

감정 연수로 낮은 성적， 낮은 능숙도 수앵역(싸.'6" puficim:y 며imrnnæsJ，
새

U 자료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것의 어려용， 침욱， 12와 판련된 위힘을

피하려는 행동과 같은 중"^c들과 판련이 있다 이것의 뿌리는 일반적인 학
업 능력과 판련원 전반적으호 낮은 자아 개녕파 언어 쩍업에 대한 비현실
척 신념에서 얄견할 수 있다 울안강은 다른 개인툴에게 학습 촉진 효파

를 나타낼 수도 있고 쇠의}하게 만드는 효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사소용을 하려는 의 "11띠m맹ness ω COOIllJJlIC외e; wrcJ는 12 ξk습
자들어 거 서 자신이 딩로 의사소통올 해야 하는 상횡어써 그 상빵H 판여
한지 피할지흘 결정 6애 U로 의사소통하기를 앤히는 정도에 대해 자

가 보고(앙f-떠xrt) 한 것을 말한다 이것의 전신은 잉 의사소동 자신강

!’‘”염쩌 잊 文化 빼" 1111외 Ib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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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TIIlDlIC때 ve anfi떠"，)과 12에 대한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파거의

U

정촉의 빈도와 질에 의해 컬정되지안 미래에 l깅 성촉율 구하고 관여

하기툴 원하고자 기 꺼 이 하려는 이용율 형생히는데 도융융 주기도 한다
학숨 전"I()earning SIra앵y)온 의식적인 정신적 행동적 절차로 샤랍틀
이 그률의 학습 '4정에 용제흉 행사하는데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온
인지적이거냐 에타인지적이거나 사희객이거나 감정적일 수 있다 전략의
샤용용 교과 과정의 상황이냐주어진 옥정 파제에 따라 형성왼다 Naimm

" alU!ni)은 우수한 학습자는 영 우수한 학습자와 다른 방엉으로 U 학
습용 다푼다는 정에서 우수 학습자 전해G!l.S Good ~월e Lear떠앵
않3앵ies) 율 6개항으호 갱리하였다
αL 션략

GU.

션략

l 당신에게 객앙한 <"습 방쇄style)융 찾썩+

z 언어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죠얘하라

GU. 션략 3 언어 셰찌와 의사소용의 양 욕연에서 언어 자각{a‘"""'"δ) 융
랑당시켜라

GU. 전라 4 당신의 언어용 확장하기 워얘 지속적 판십융 기융어라
GU. 천학 S 셔￠ 언어용 (제l언어와 연판 짓지 앙고) 욕립원 셰계료 안당시
켜라
αι 선략 6 저112언어 억습의 영요성융 절7뼈러}

0’뻐l앙

& ClJærnt(l!ll))온 인지심리학의 기안에서 g 학습의 전셰석

인 모형율 제시하연서

U

학습자가 사용하는 3개의 전약 유형을 채시하

였다

@

에타인지적("""，핑nitive) 전략 학습에 대해 계외하고 생각하는 것(학

융 계획 자신의 밸}기 쓰기 정겁 퉁) 전화이 중요하다 3)'/0 학생툴용
자기 관리와 예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호 조사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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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격(α~tive) 전략 억않에 대한 의식적 방법으호 노트하기， 사전 자

료 활용하기 신 정보증 구 정보에 연판 짓기(정교화하기，e!뼈<ltioo까
혜당되며， 했씹 학생툴이 이 선략융 쓰며， 상급 단계의 예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호 조사외었다 그리고 교사의 얼올융 가끼이 용 수 있는
엔 앞자리에 앙는 것과 강운 자기관리도 중요하게 나타났다

@ 사회적(&ri외) 전략 다흔 사랑등과의 교류에 의한 학습으로 동급생과
공통 학습올 하거나 교시에게 도용융 요청하논 것이 이에 해당한다
17%의 학생이 다흔 학생과의 영동이나 이해도 여부흥 정겸히능 질문융
양용하였다고한다

V 름語文ftllar맹"'Il" 띠ture)의 理훌과 ~명짧敎育
l 文 it 홉J!it의 행헝
언어문화에 대한 연구로는 학습자의 문화 태도에 띠흔 ξk습자 의식 및

동기와 판한 연구틀이 있다 또 다른 연구로는 목표 언어의 문화 요소를
분석 이해하는 연구틀도 있다
언저 학습자의 문화 태도는 t품자의 의식 및 동기와 일접하다

OX;I‘

I:lXH: 115- (22) 에 따르연 문화객 관접에서 학습 동기에는 통합적 동기화
linl땅ative m:tivatioo}와 도구적 동기해inSIrUIml때 rmtivatiool가 있다

전자는 목표 언어문화에 침벼하고 홍합되기 위한 목적이교 후자는 경력
이나 취업 목적으효 해당 언어를 수단으로 배우는 것이다

μnbrtlI9ll ， (9)))는 이중언어주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附加的 二lI':
용옆 üó:litive 버mgt때S애와 M lIló인 =lI':합 ~(s뼈rætive b. l로 나누었는
데 전자는 학습자 능력에 부가적 기 능을 하는 져 2 언어 학습이고 후자는

용 !Il 전애 빛 文j ， 빼" IIIiì의 iò"기

'17

학습자 능력율 줄이고 정쳐 성 혼톤에 이룰 수 있는 제2언어 학습이 되므

로 적극적 학습을 하지 않게 왼다
저 2 언어학습자가 이중언어 환경에 적용하는 사회화 단계를 특별히 文

it

illlHtl文化윷容， 文 it훌월， occ띠 turationl 라고 한다 문화 적웅화 이

론{fuη， l~) 응 그동안 꾸준히 얄전되어 왔는데 한 운화에 적용하려는
인간의 태도는 다옵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반웅이다

@ 나의 文化 I댐용과 1'i1\l율 IIIIl'%f는 것이 가지 있는 영인가?
@ 다흔 t상Q!; j;\\I;I(β 과 뻐{;f，율 形成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얀옹에 대한 유형응 다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유형을 구분하연

다융과같다

'B. 3>

운회 쩍용을 위한 인간의 E영 유g

냐의 용회 정재성과 욕갱 융 유지하는 것이
가지 있는 일인가?
그영다
다용 떤쪽 ·랭원파 판

그렇다

계윤 영성하는 것이 가
λl 었는 열인*

아니따

용앙

("'' ' ' ' ' "

아니다

용화
(Assirril때"，)

-!t~1

소외(주연와 연앙)

(s.;.rntiooJ

αk밍때"'α~)

이는 결국 다옴으로 정리원다

lDlô'合 나의 인족 정체성융 유지하연서 타 인쪽과도 좋응 란계를 유지한다
cr> r혀 b 나의 민족 정써성융 포기하고 타 인족과안 총윤 관계흉 유지한다

@

分g 나의 민족 갱체성안 유지하띤서 타 인족과의 란제는 부치격이다

@!!i lll 써i!lE，i!치化l 냐의 민측 정셰성도 유지하지 옷하고 타 인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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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좋옹 판껴을 유지하지 옷한다

이에 따르연 ‘흉合’이 가장 이상척 방법으로 ψ1 민족성도 유지하고

주재국의 국민으로 주류 사회에도 적극 진입하여 그 공동셰에 적극 기여
하도록 하는 것이다 션 세계 %만 유대인의 경우매) 전 세계 끊P얀 중
국 화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옹 수 있다 그리고 l국 다민족 체제
국가 중에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틀은 홍합 동기에 띠은 민족 상생 체
제로 공존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주류 언어안 공식어로 인정되
고 소수 민족어는 민족 구성원끼리 홍용되는 경우{미국")7>， 두 민족어가

대퉁하게 공용어로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캐나다의 영어와 불어1 엘기에
의 플라%에와 왈룬어메’ 중국의 소수민족어와 주류 표준어인 *￥i옮않)
중낙의 !'67R 인족어 중에서 만주족， 조선속 지역(동쭉 3 성)과 5개 자치
구{네이앵귀內양 15]

광시항펀廣i'!i ilt lil:l 녕샤후이힘앵효回族]) 신

장셰이우얼[新뼈雄펌없]

시쌍(i'!iil<

티에트U 지역은 민족어와 공용어

가 대체로 평화적으로 꽁존하는 경우{만주족1 조선족 동북 3성， 내용골1

광시챙촉1 닝샤후。1 족')， 분리 독립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신장 티에트}로
구핸애야 할 것이다 앤쁨은 이미 언어의 소멸이 진앵중이라 ‘통화’
6) 얘외 유대인률이라고 모두 용앙 딴껑에서 오어환 유지 ôPe- 것응 아니다 히브리어와

7)

정용 유대쿄용 지키는 사랑도 있지안 용 '1진 시링도 않다
이학의 경우도 요두 용안적 용기얘 따라 생흔히뜸 경우안 있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
잊 히스패닉계 이인충온 한인 이인세얘져엽 계총에 띠라 다르게 나타나니 용화되기

쉬훈 찌 3세대 경우{젊은총) 용한객 동기을 보여 이중언어로 쌍 )7)는 "얘대(중
년층1. 현지어설 모든 채 현지인과 소용하지 않고 용리되어 시는 이인 l얘대(노년충)
이 혼재외어 있다

81

엘기에는 l천안 영 정도의 인구ξ 전세 인구의 y.; 갱도인 픈라앙인은 네얻란드어에
서 와생한 §라앙어용 쓰며 주로 용쭈에 산다 프링스어짝 f여 전째 인구의

%

정

도인 장혼인은 주호 냥푸에 거주한나 전셰인구의 띠0 가옥에 두 언어원 자유로이 구

사하꺼 대부용 톡일과의 국경 긍치인 용F얘 상고 있는 소수 인족은 특얼어융 쓴다
인구의 약 %‘가 로마 가용허교도이어 나어지는 대￥용 개신교 또는 회교도이다

t3:R잉얘

잊 :t化 빼 "11“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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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고， 조선족， 내용을1 광시청족， 닝샤후이족은 ‘통양 유형이교 신장1
티엣 지역은 분쟁이 있으므로 ‘분리1 유형이라 하겠다

i동화’는 이학의 용광호 정쩍(rreitir영1α rrOOe!l처럼 Ll의 소멸올 가져
오게 되어 바랑직하지 않은데 자기 민족의 정체성응 상실하지안 거주 국
7써1 적극적으호 장여하려고 경F는 경우이다 천 세계의 대부용 l국 다민
족국*써 이인얀픔 장기적으호는 이런 통화를 겪게 원다

‘분라는 전슐한 캐나다의 영어권과 울어권(폐엑주l， 엘기에의 플라잉어
와 왈룬어 지역처럽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살고 있으연 이 유형에 속할 수
있으나 이들 나라들은 션진국으로 용합적 동기로 유지되는 측연이 강하
므로 분리에 넣지 않고 위에서 처렁 동합 유형에 넣는다 따리서 분리 유
형은 주로 분리 독컵 용동이나 분쟁， 내선을 겪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냥이 후진국의 l 국 다인족어틀이 이에 속한다 캐나다의 혜엑주 분리주의
훈동， 스에인의 바스크족 분리주의， 북아일랜드의 신구교 분쟁1 말레이시

애태국/필라 g인도너씨아의 이슬양 반군， 러시아내 민족 용쟁 퉁 전 세
계의 분리주의 용홍 지역이 이에 속할 것이다
복히 무슬링 이민자가 많은 유엽에서 유럼 우숭링틀이 공동 주거지인

게토 (ghettol률 형성하고 우슬링 고유문화를 유지하연서 주재국가의 엉올
초월하여 용께올 할 수 있는 자기틀만의 종교엄 ‘샤리야로 우슬링 융업
의 홍치를 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부록

2 창끄)

이 경우는 해

당 국가로서는 용인할 수 었어 국가와 갈풍을 불러일으킨다 ‘소외’는 자

기 인족 정체생도도 유지 못하고 타 민족과도 원안한 판계툴 유지하지 뭇
히는 경우로 강가격(減떠的) 이중언어 사용켠에 해당한다 미국 내 인디
언 보호구역 거주인틀처령 민족 정체성도 제대로 보존하지 옷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 적극 진출하지도 웃하고 집단 보호구역에 살연서 주변부 연

방 민족으로 소외되는 경우를 틀 수 있다 호주 원주민1 뉴질랜드 마우리
족， 일본 얘1 누 족， 기타 。μ1아 아프리써 서 소멸되어 가는 수많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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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족툴에거 서도 같은 현상올 찾이올 수 있올 것이다

위 네 가지 유형을 재외 한인 사회에 적용한다끄 할 때， 재임， 재중， 재
러， 재미 동포틀 중에는 적극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동화되는 경우가 많
다 그나마 지리척으로 집단 거주를 하고 있는 재중 동북3 성 지역 동포틀
이 홍합 유형에 속히는데 최근 이 지역도 통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중
앙 지역(북경， 상해 지역)으로의 이주로 정진척 동화가 나타냐고 있다 재
러 사할린 동포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혀인 동포들의 집단 주거

지역， 재미

LA 지역 일부 한인 지역(코리 아타훈) 일부에서도 홍합 현싱올

보이기도 하지만 홍합 지역도 장기 적으로는 동화 지역으로 연화하고 있
다고하겠다
설동훈{:mJ)에서는 다옴과 같이 이주민 유형올 3유형과 4유형으로 소

개하고있다

3유형 !구운 배채I

4유형 [격리I

-

-

[동화J

[동화I

-

-

[다운화주의 pl

[쌍땅적 용앙I

-

[다문화주의 1 1 0l

위에서 〈동화〉 유형에 대해서도 GOOI:Jr“ 1!J78)은 다음올 구분한다

@ 흉수 용회{에잉mι， 양에ri1ati<찌 소수민족이 지애집언운화에 적용 홍
화하는것

@ 용굉호 통해m뼈~ JXí assi찌latiæ): 소수민족이 지배용화을 수용하고
공존하여 재양조하게 하는 것

프랑스는 ‘용광로 동화주약 내지는 ‘쌍앙적 통합 모형’으로 볼 수 있는
9)

cæt1es &

10)

ι뻐하잉E)얘서 제시한 유형이다

국저이주기구-때 ~f아 M;g，찌cll
유영이다

ax>> sectioo 3.6)애서 재시한

용 엉 선V↓ 잊 文化 뼈" 용!Ii외 lIJ~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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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판용{tcl8ance)과 政敎 分훌 (]aïcité) 정책으로 유명한 프랑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프랑스 시민으호 안드는 동화 정책올 본첼로 하고 있다 단지

강제 동화가 아니라 개인별 통화이되 결코 장기적 띤족 다양성 보장 정책
은아니라고한다
또한 전술한 3, 4유형의 다운화주의’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파 $ν잉
여부에 따라 다옹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설동훈， :mJ)

@

介λ "，'ll 정부가 이인자의 모국어 보존융 적극 지원 개입하는 것 캐나

다는 울어켠 용리주의 용용융 예방하려는 차원의 오")이크 정쩍올 쓰고
있고 호주는 아시아 이인자틀을 받아툴。 1"") 이런 정잭을 쓴다
<2I Q 山 JI<!H없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자유흉게 방잉하연
서 '1문화주의용 수용하는 것으호 nl 국의 이인자 잊 이증언이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설통훈(:mJ)에서는 위 여러 유형이 절대적이지는 않지안 우리나라의
경우는 ‘프랑스식 공화주의 동화 정책1 과 미국， 캐나다식 마문화주의 정

책’의 장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적용 유형에 따라 이주인
의 민족어 보존 상태도 결정된다 민족어 보존 방흥써I 따라 교육파 정잭
도 달라지는데 바nberger(I9J])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대박영

순1 때끼

@ 전이객 이중언어주의 Itmn잉 ti"빼 버m"때SmI 궁극적으호 동<i'릉 옥적
으로한다

@

보존적 이중언어주의 Imrinterα'lE tilingl뼈limι 채l 언어용 보존'I-i켜고

한나

@ 말당 보존적 이중언어주의IcIovelqmrul ""''''''''''' Ililing<에;sm1 채l
언어의 암닿적 보촌용 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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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요척 이중언어 (enri야rent 비"'"때i잉，) 제 l 언어와 제2 언어의 동퉁한

흉당， 유지， 활용용 추구항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주민의 모국어를 보존하며 풍요하게 해 주는 것
이 라고 하겠다 미국응 이인>)-툴에게 표준영어를 강요하는 통화주의 이
민정책인 용광로 정책 (n닝 tmg "" p피 cy) 을 펼쳐 오다가 청소년충의 이탈
과 엉최화 퉁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l!lil년에 이중언어교육법
뻐ψ@때 없xati.oo J\ct)을 개정하여 이민자 언어와 문화를 보존해 주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인위객 언어 말살응 반드시 실패한
다는 정에서 중요한 교훈올 주므로 않은 나라틀이 이민자 정책어 서 과거
에는 통화주의를 펼치다가 오늘날에는 보존적 태도로 전환하여 있는 것

아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주요 외교 상대국가의 언어 선운가 육성을 직극
적으로 권장하여 외국어 전운7)-을 키우는 정책올 ‘플래그십(FIag약1ip) 프
로그램이라 히여 용용하고 있어서 요즘응 용요격 이중언어 정책 단계로

일천하고 있는 것으로도 불 수 있다
이상과 같응 사회학적 개녕툴에 따르연 이주민의 변화 %앙에 대해서
는 학자들의 개념도 일정하지 않고 혼란스엽기조차 하다 그러 냐 분명한

것은 선진국들도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동화를 여 상하되 강제적 용굉로
정책보다는 미국처렁 생러드올 정책이든， 캐나다처럽 모자이크 정책이든，
프랑스식 공화주의 통화 정책이든 이주민의 정체성을 단기적으로는 보천
εF는 정책올 취하외， 장기걱 정잭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온다 왜냐 하연 이주민의 민족적 정체성융 우한정 보%빼 주연 그에 따
른 민족적 요구가 커져 언어교육， 시민교육 비용이 중가하고 민족 분규의
가능생을 늘 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정친척인 1동화주의’를 지향하

연서 단기적으로는 이주인의 정체성올 보정써 주는 ‘통합주의1 모형을 지

1!~

fJl !J

및 文1 ， 뼈’ I'!It외

l!J1Û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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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힘f이 좋다고온다

2 를짧文{업l 톨’R와 11톨A의 文化 正R↑H퍼빼
목표 언어의 문화 요소를 분석 이해하는 연구틀은 j[ 1!I깜앙쟁0인 앉짧
分Ví~과 民1Ø; ~1\!ú인 쩌究가 있다 R Sa:배이1

& S.w.sroIlooU잊E

lZ7-163J 같은 경우는 언어와 운화의 관계훌 다루연서 당화용석 요소로
다융과 같은 것융 융었는데 이 요소동용 국어문화의 내용 요소로 어떤 것
융 연구해야 할 것인가훌 엿보게 한다

(I) 이녕(ided앵yJ' 역시ihi_J. 세계앤wπidview)
(외 신녕(벼ie{s)， 가치핸V피아.1. 신영뼈igioo)

(21 사회화〈뼈왜;zaioo)
(이 교육{어xatioo)， 운회회(<=lmriooJ. 문화성취 ("，αltUratiOOJ

(bl 1차 잊 2차 사회화(lJÍnα， m잉

"""""" .，;때"'"'x11

(이 성격과 억움 이흰th<nies 이 tJ-. 며"'，，"" 이 씹찌1멍)

(31 당화 방식 (fcnæ d"잉"""，1
(, 1 언어의 기능(_ d """찌에

- 갱보와 란제ωι<Jllαioo 빼

......납lÎp)

- 엉상과

rnlificatioo)

ißl2(.-.gOOatioo "'"

정안 조화와 개인의 꽉 ~]{groop hammy aro irdi에dæJ ‘당furel

(bl 비언어척 의사소용{πn-verOOl carJllJJlÎcaticn)

- 신셰언어흔뻐resics): 용짓(tJ-.

""""'"‘ d ""' lxxIesl

용간억("""""，1 꽁간 사용{the

use ci SPlCt)

- 시간 개녕 (<XInl< d tirrel
(41 ~l때 셰제face systen히 사회 죠씩(.，;에 trganizatiæ)
(이 친록판겨 애nshi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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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f아 개녕 (the """" 여Ithe 영n
(CJ 내집단과 외집안 관계ωgα.，-00뼈m，，，허atioc빼이
(이 용동사회와 이익사회((;.，떠m앙laft

and

CìeSI:퍼성따)

이에 따르연 역새 세계관{신념， 가치 1 신앙J ， 교육， 문화화， 사회 화， 성격
및 학습 이흔， 언어 기능{정보 기능과 관계 기능， 화해와 비준 기놓， 집단

조화와 개인 복지 기능)， 비언어척 의사소통H신체 언어 1 공간학， 시간 개
녕)， 知而 체계(친족판계， 지아개념， 내외 집단관계，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퉁 매우 광범위한 요소가 열거되었다
위에서 사회화에 대해서도 가정이나 이웃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사회화툴 l차사회화라 하고 학교교육과 같응 꽁식적 사회화를 2차사회
회라고구분하고있다

[it fT化 1m꾀zati(찌]

llJ lI: fT化1m에izatioo)

= 1차 사회빼미""'" OC때깅ticn): i이m때

: 문화적용{eoo띠nmID<에

ø lJ<l'fI<>l<rati<에 ~ 2차 사회왜없:m:IarY so::ializatioo): fCJm외
인간의 소통 체계에 대해서도 한국 KnIoo 사에 근무하는 한 회사원을

사례로 다응과 같은 5종의 당화 체계를 보이며 사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R ScoIIon

&S.w.scoIloo,

!!ll}l(ll)

@ 기엉 운예.cap>따e ruJ ture) 직장 내 회사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일안 기
엉당화상항

@

선문 그홉{(TOfessiooal grrup) 엉우 판련 전문가 그룡과의 당화 상황

@ 성용 체계 l<rtili때때ldisro.rrse 염빼 실생활에서 의 일상 당화 상양
@ 또해 셰계(gem1ltimal di sro.rrse systfm) 직장 밖에 서 또혜간 당화 상앙

‘j~ 11‘ 9 잊 文化 뻐" !tI‘외 ~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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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영 셰계 """'" d " " " , 양잉'"' 동성간(냥성간 또는 여성간)얘 열이
는당화상항

이상과 강은 다양한 문화 요소의 판석올 흉하여 한국인의 문화척 정체

생 율 규명할 수도 있다 우리는 위의 여러 요소 중에 유의 0 1 한 것융 추출
하여 한국문화 정체성의 기준으로 다용율 재시할 수 있다 이 는 재외동포
툴에게나 외 국인툴애게 문화교뻐서 고려할 표수요옥으로 윌 수 있다

[‘民JIl의 文{t; 표\1'홉의 훌톨l

(I) 건 않 正앤性 한국어라는 통일 언어흘 쓴다는 것 에서 나타냐는 동
일 언어 사용자의 정체성이다 이 는 방언권에도 용화 영성되며 망언 정셰
성과 강용 지땅색이 극섭하연 오히허 인쪽 및 국가 봉합의 정체성 앵성에

땅해가왼다
(2) 民앉 正tal1 한민족으로서 배타척 단일 얘얄겨래 의식(안일4 반중，

안이 퉁 시대열로 나타냥)이 언채￥터 영성되었느냐는 논란이 있지안 상
국시대에 치열한 전쟁 올 거 천 것용 보연 당시에 동족 의식은 없었던 것
같다 과거나 오늘이나 민족보다 국가가 개인의 삶올 보전해 준다는 정에

서 상국 시대는 오히려 인족 갱셰성 의식보다 일댁별로 국가 정써 성 의식
이 지배한 시기임올 보여 준다

(3)

民힘 正 tal1(t<Jl:!ì 生g 正ta얀)

(l) 衣셰， f，Ii iE‘~11 과거에 白衣民앉，!tH~ 文化에서 정셰성융 찾으나
오늘날 OJ-복 문화가 일상화하여 한옥 문화 정에성은 즉생휠적 정셰성。l

아니라 문화 유산 수준이다

12l 1l:生活 iEtal1 뀔 主1l: 文化， 깅치 文fι I\ll~￥용( 발효장) 文 jt; 풍
융툴수 있다

ci) !ì!Eli\(住덤文化) 正m셈 옹률 기와집 문화가 중요한 역사 유〈언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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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오늘날 서구형 주거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다

141

國民性(國民 흉짧 1

iH!ltl

한국인의 꽁유된 의식 구조를 말한다

긍정적인 사례(이웃사촌， 교육열， 情 문화， 셰연 자존심 영분， 선비 문화，
삼강오륜 문화 퉁)도 있고 부정적 사례(분파주의 1 사대주의 1 숭문주의， 우

'w상공인 천시， 관존민비 양반 문화， 혈연ν'^I '1!I학연 집착 문화 퉁)가 있
는데 긍정적 사례는 해석에 따라서는 부정객으로 판단되기도 한다〈영용

론에 집착하는 경우의 비타협적 사고방식) 그 셔에 분단， 이녕 지힘L성， 지
방색， 군사 문화， 경조 문화， 빼껴 문화， 모합(홈쏟Y사.J V도악/성 영최 빈
발풍조퉁도틀수있다

151

宗& 正엠性 한국인이 신용해 온 전통적 종교틀에 대한 수용의 정

도를 말한다 유교(상강오릎 조상 숭배 제사문화1 ， 울교(극락왕생， 자비，
수행1 운영돈1， 기녹교와 천주교(인간의 타락과 원죄， T윈 믿융1 경진애

인1 안인명퉁1. 도교(신선 사상1， 무속{샤머 니 즘， 활자 운영론) 문화가 대표
적이다 한국인은 이들 종교 문화를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판용하는 범
위가있다

특히 한국은 종교 분갱이 거의 없었다는 전풍이 있다 불교 대가 元뺑

멍에서 f양양의 대가 m!J이 나오고 유학 정치즐 휠치던 조선 세종， 세조
때에 울경 언해본들이 대거 나오며， 유.jl 경전등의 언해온이 선조 때에서
야 뒤늦게 간행되었다 뼈佛;융짧 정책이 펼 쳐 졌지안

*t!t 않찢을 향한

액성의 마옹까지 내 At 싸상이 없는 뿜썽이 막지는 옷했다 그리고 개화기
천주교 기독교의 유입올 쇄국정찍으로 막으려 했지만 끝까지 막올 수는

없었다 종교적 하합은

11 용동에 서 기독교 16영， 천도교 15영， 불교 2영이

연합하여 33얀 선언서를 안든 것에서도 종교적 상생 화합율 볼 수 있다

161

홈잊 正엠性 역사적 사건(해앙퉁이， 6.25 세대

짧新 세대 6.21 세대，3I!i세대
띠代， 階層，

419

세대 6.3 세대

X 세대 동)에 대한체힘 여부에 따라民族，

l1!!lí\, 뾰~II 간에 同質 tl을 공유히는 것올 일한다

양 i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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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國iil 正Il!I1 이는 현존의 국가가 갖는 국가 권력의 정풍성에 대한

국가 구성원들의 의식이다 국민의 !ilIiil뼈이 투정하연 국가격 정셰성이
투철하다는 것이 원다 우랴 민족은 남북간에 국가객 갱홍성의 투쟁을

fi:5

전쟁으로 멸여 왔으며 현재 휴전중이지안 아직도 냥욕간에 치열한

심리전으로 정통성 싸융올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논 인족 정쳐성은 강하지만 학교 교육에서 건국사와 현대샤

교육이 부실하여 전반적으로 국기관 즉 국가 정처 성 의식에 싱각한 문제
정이 드러나고 있다 단적인 사셰가 건국 대통령 'f-jA~ 에 대한 記念館

은 없지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1L의 ~è~B낀응 웅장히여 대비왼다
*承뺏이 나 朴正웰의 功과 뼈를 같이 교육하여 후세의 교훈으로 삽을
생각올 하지 않고 부훈척 j뼈얹로 천척얀 '"여(애도j를 하고 있다 국가
정홍성의 상징은 수도 중심부 光化門에 세워 마땅한데 광화문에는 조선
왕조의 영융들안 보이며 화예에는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의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영가하여 넣올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하다 보니 세계 초유로 조선
시대의 /!j子 2얀(신사영당과 이융곡)을 넣는 일도 엘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시) 국어 완야에서의 정체성 논의 나 교과서 내용은 ‘민족 정

체성’ 논의에안 치우쳤는데 앞으호는 ‘국가 정채성’에 대한 교육격 정컵이
필요하다 이는 소위 외국인 1:lJ안 시대를 잊아 기존의 단일 민족 정체성

논의에만 어울컸던 방식으로는 국가 정체성율 제대로 세올 수 없고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교육도 혼란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족 정체
성보다 국가 정쳐 성올 더육 강조하연서 선진국틀처럽 엉치국가를 세워
나아가지 않는다연 소위 다운화주의와 그 정책틀은 한국 샤회에 인종 분
규， 종족 갈둥의 심각한 운제률 일으킬 수 있기에 다민족， 다문화의 사회
화가 깊어질수록 국가 정셰성올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 요소로 보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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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국 사회의 언어문화 문제의 쟁정은 소위 다문화 문제라서 이

러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가갱 운제를 다푼 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히 나
오고 있다 이 분야 국제 전문기인 뱅크스lJarres

A 없lks，

때n의 'An

Intr뼈JCtioo to MulticuJ tural 닮r.atioo{예1 ed)’의 번역서인 모경환 외(m!)
의 ‘다문화교육입문’이라든개 에넷(αristine l !lænett)의 'Coop녕lEmlve
뻐J!ticuJtural 닮x:atioo: Thro!y arXI PræticeUìlh ed)’의 번역서인 깅옥순
외(m!)의 ‘다운화교육 이흔과 실재와 같은 것이 나와 있다 국내 저서
로는 깅션이 • 김영순(m!)의 개흔서 ‘다문화교육의 이해’가 다문화교육올
개괄하고 국내 다문화교육의 교과서와 다문화 교수 학습 운제률 다루연

서 스토리텔링올 흉한 당충 교육 기엉올 소개하고 있다 안껑식(었:8)의
개흔서 ‘다운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1도 다운화교육의 개념을 개괄하고 미
국1 일본， 중국의 다운화교육 분제를 소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제

안내서도 나와 경기도 다운화j'- 육샌터 연(때ll) ‘ 다문화교육의 이폰과 실
제(재￠판)’은 대학의 교양과옥이나 교사연수과정용 교재로 다문화기정 당
당교사 일반교사용으로 설무에 도웅이 원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없:8)에서 엮온 다문화 사회의 이해1도 다문화가정 자녀
의 영상올 살펴보고 디~J한 선공자틀이 한국의 다문화교육 문제를 용석

하고있다
륙히 이주 여성과 근로싸” 대한 연구로 (한)국어교육 훌@에서는 윤
희원 외(때n 소강훈 외(앙:8)처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
교육 실태 및 앙문 교육 냉얀올 제안한 연구가 있고 조선경(mì， 'JJJ/)은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유학생의 한국어 문제를 특수 한국어교육 판점
에서 다루고 있다 사회파찍써 서는 왕한석 외(었!ï)의 인류학적 연구가 주
목되는데 최근까지 짱한석(mì， 때7，b， m!)의 연구가 나왔다 설동훈
외(있);)， 조영달 외(었8의 경우는 사회학， 사회교육적 연구로 주욕왼다
이상에서처럽 이 분야는 국어학， 언어학， 국어교육학1 인류학， 사회학， 사

!f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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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교육학 퉁 관련 학문들이 연 t'"~져 다루어야 하는 학제객 성척이 커서
이들을 종~하는 연구가 울가피하다]] ) 그런데 현재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쩍은 션반적으로 딴성올 요한다

첫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사엽이 않다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l 잉어 서 부터 교육과학기술부1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1 외교흉
상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둥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기 다운
화정잭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어 예상 낭비가 심하므로 정잭 조정이 절
실하다 또한 외국인 운제를 (한)국어교육으로 정근핸 관접과 인권으로
접근하는 시민단체의 판정이 달라 주도권 싸용올 벌이며 갈퉁융 벌이는
경우가 않다 일부 외국인 단체 들은 안국가 용동권 단체의 소속단체로 활

농하연서 자기들의 권익을 주정하고 있다
둘째， 성격과 취지가 다은 CD 산업계 외국인 근로자，(2)결혼 이주 여성，

@탈욕 귀순 동포 퉁을 다문화가정이라 하여 같은 차원으로 묶어 취급함
으로써 해당자들의 울만을 사고 내실을 기하는 정찍으로 흐르지 옷하여
어느새 ‘다문화기갱 이한 용어는 2둥 국인으로 취급받는 용어로 의미 타

락올 가져와 당샤자틀이 기피하는 용어가 되어서 새로용 용어를 찾。싸
항 상황이다 탈북 귀순 동포틀도 정부가 만든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기
피하고있다

111

이얘 대혜 판끄 앙EI얘시 다운화정책의 연구시끌 정리하고 소위 다푼화 정액의 용
제 점올 나푼바 있다 꽉히 유렁애 공Ys.. 냐가와 있는 이슬암의 유업 이주와 유영
이슐염 사회의 용재가 공 우리나라에도 쭈딪히고 있용용 지적한 바 있나 교회연앙

신문{www.i이n∞"'1 이숭염이 한국쉰 노린다 1 -9J:]<m년 8월 1A일자

-

aJlI년

l

원 18인자) 앙고

121

재한외 묵인 쳐우 기온，~ [업융 2뼈4tt 신규 제정

"JJJl. (fi 17.1

”뼈조 (외국인정책위씬회 I(!)외국인갱잭에 깐한 수요 사항을 심의

gξ정 iSt:기 위하

여 국?총피 소속으로 외 악인정잭위왼 '11이하 ‘위원찌 ·라 한냐)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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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외국인 근로꺼똘은 대부분 본국으로 동아질 외국인이l 결혼
이주 여성툴응 한국인 냥연올 안나 한국인으로 귀화한 한국인이어 탈북

귀순 동포틀용 헌엉적으로 한국인이라 이툴율 동일 정잭 대상으로 다문
화가청 용용하며 묶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문화’라는 알의
사용융 가급적 절채하고 기존 갱쩍의 용어(외국인， 귀화안 귀순 동포) 개
녕 속에서 디루도폭 홈에 좋을 것이다

@

산영계 외묵인 근화 i

외국인

@경혼이주여성 i 귀화인

l3J

당북 귀순 흉포 => 꺼순 흉포(꺼순자)

또한 위 외 국인이나 귀화인이나 전슬한 대로 이민자의 이상져 생존

'lt

홍역1 ‘용업이.U1뼈-.tiool 풍기애 띠라 이중언어인으로서 적극격 삶올 창조
혀으로 펼치도혹 지웬'1는 냉안율 국가와 지역사회는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소위 다문화가갱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계 자녀틀의 한국어교육

용 Ll 차원의 국어교육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고 외국계 자녀 들이 공교육
에 틀어와서 배우논 국어교육과 외공인 ￥모틀의 한국어 문제는 Ll이나

U

영역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으므호 국어교육파 한국어:;z.육 션꽁 영역

간에 걱절한 역힐 용업이 이루어져야 힌다 욕히 다문화가갱 자녀률의 한
국어 문제는 국가 의무교육상 초중고교의 국어교육 당당 교사률이 중싱
이 되어 주도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칙도 국어 교사융이 주도하지

옷하고 있거나 방판하고 있고 외부의 한국어교육 전용자율용 자신들의
소판인 양 성근하는 융칙임조차 보인다 앞으로는 미국의 Ll 영어 교사들
이 ESL올 겸하여

U

문제에 대웅하듯이 국어교육 당당 교사틀이 공교육

에서의 한국어교육 상앙도 대용 처리할 수 있도록 국어교육파 한국어교
육융 홍합 처리하는 용합객 지도 능역융 갖추도록 사벙대의 쿄사 교육과

g:5 염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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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한국어교육 문제를 다루고 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W 맺융말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의 언어교육 이론과 문화 관련 논의틀융 일멸하
였다 서구의 언어습득혼이 다혐}게 전개되어 옹 것임을 비교õl여 올 때

우리의 습득폰은 니에서는 울론 12에 서도 대초분석， 오류분석， 중간언어
차원의 연구에서 크게 옷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이 분야
는 울론이거니와 나이 ， 동기， 언어환경 동의 여러 연인에 대한 연구툴이
장기적으로 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외 한인사회의 이중언어

운제에 대한 연구도 활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조선족 유학생툴도
동북3성의 한국어 보존 실태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한중 대조 연구에
안 머물고 있어 앙으로 너 른 시각으호 이중언어 문제와 한국어 학습 문제

를연구해야할것이 다
끝으로 한국 사회의 소위 외 국인， 귀화인， 귀순 동포의 삶과 한국어교
육 운제도 국어교육 판정어 서 한국어교육을 용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현장 국어 교사를에거서부터 절실하다 이는 한국어교육 전공의 역할이
국어교육의 영역의 한 영역율 차지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와 해외
로 시각을 툴리 연 더 않은 한국어교육의 영역올 개척할 것이 남아 있기

때운이다 외국의 언어습득 이돈이나 문화 이론의 지속적 수용파 적용의
고민도 이런 열린 시각으로 "l<-↓볼 때 의미 있게 꽃필 것이다 13) .

131

한국어 용화쿄유 '1 내용과 앙엉에 대한 한의는 종고(:IXl히로 ξ리고 여기얘서는 상
온하지암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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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춘 외(있:8)， r국제경혼 이주여성의 지역열 한국어교육 실태 및 앙문 교육
%녁} 연구" 국렁국어원 보고서

얀경식(X(8J， r다운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ι 학지사

s:! 젠예 잊 :;:化 11" 111‘외 lIJiûJ
양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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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경<:!Xl!l. 씨회용앙용 위한 갱소년 다운화교육 양성화뺑‘ 연구，.
한국청소년정 쩍연구원

오옹순 외 (::ron， r다문화 교육용 위한 교수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한국표육

"정명가원
왕얻씌 외(:nl)l， r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용 실태 연구" 국업
국어원
양한석 <:ID;J. ’ 굳세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훈제와 해컬 빙안'J . r ，，~즉어생옐j 찌
l!H호， 국컵국어 E 밍징윌

__I:ID7aJ,

'또 다흔 한극어 국셰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잭용에 판한 인류

학적 연구"쿄문사
(때7bl， r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징당과 한국어 정잭"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융학술대회 논문징，

w. 14- 19.

(:;{OO), r한국어와 한국 사회 ι "，용사
유네 스요 아시아

‘

대영양 국제이해쿄육원 연(3:Xßl， r다운화 사회의 이해 다

문화 교육의 현설파 션양j 용녕
윤희앤 외(앙li) ，다문화가정 지핀 우수 사해 연구보고서" 교육￥
。 l 째용 외 1m)， '다운화가정 지녀 쿄육실태 연극R 국제결혼7)정용 충심으로"
한국교육개양씬

조선경(3))jl， r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용채와 대웅 앙안J ， r새국어생항j 쩨 16- 1

호 국컵국어윈 ",,1- 3:1,
_1뼈7l. r꽉수옥격의 한극어 교육 연구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잊 이툴
자녀얘 대한 한국어교육올 중싱으-" ι 이화여대 악샤학위논문
죠영안 외oox)l， r다문화 가정의 자녀 쿄육 실태 조샤L 서울대
(때n， '효율적인 다문화 교육정쩍 엽안올 위한 기초 인식 조사 연

구"셔울대
죠항육{때n， '이주 노용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실제와 과제 " 한국사회언어학
회 가올학술대회 논문정， ",,4IHl2.
한국이주여성인전센터(없::6)， r여성 경혼 이민자 지원 사영 킬파보고서ι 여성
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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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운초록
룹등톰 협111 빛 文i~ 뼈lIil 理쏠의 Jb1이

l II’‘’a
언어습득 연구에는 찢릎心앵낀， 용gg칭‘， 心쩔용앓l}'‘， AlftH Ml양~， 용 !gh'i뽕

잉‘， 용 ~tlff ， M:t: 션용옆!’‘ 등 여러 학문이 판여힌다 각 용0)마다 연구의 초정

이 다르다 용옆 염~ 理월에는 네 가지 흐응이 있다

111 채 l언어습득 이흔으

로는 대조용석가설L 보연문엽이혼이 대표적이다 (낀 주의 집중 이흔운 인지심

리학 판정에서 학습이 어영게 이루어지는지을 설영하여 1영웅주의 학습 이롱옹
대치한나

(31

정엄 이온어는 잉릭 가질 대와 이돈01 있냐 (이 사외 01온은 '1ι습

>1을 둘러싼 정지1 경채 문<1적 사회 환경용 중시한다
언어숭득흩에는 영 가지 유형이 있다 행홍주의 이혼， 사회)앙호칙용주의 이

흔 인지 이혼， 의도성 모형， 경쟁 모형， 시4← 71ifr 이롱， 모률 이흔 보연 문영，
흉사적 자동 처리성， 의이격 자동 처리살 연컬주의 이혼이 있다 이틀 이혼은
언어습득의 선진성과 후천성에서 차이율 보인아 언어 습득 이흔의 연인툴로는

나이 영옆「메 ~IS. 름 ~m~， 엉:\11. 잉‘정:?f r?!용， 外1lI!용

ili i'l, ibl!l. f$tM

및

뼈人iI!에 대해 다양한 이혼과 실험툴이 제기외고 있다

롬꿇文化 R￥ ...으로는 文 itililll化(文化!Ø!~)이혼이 있어 이민자 작용 유형
율 용앙J 똥화， 용리， 소외의 네 유형으호 나누는에 붕항 모형이 이상적이다 한
국인의 운화적 갱체성은 언어y 인족， 역사， 인속1 국인성， 종교 국가 풍 7개 정제
성으로설영할수있다

I주셰어l 름엉염낌1 용 ~~N깐↓접， 영냉:lUt~ ， 당§용文fι r" 文it 多文化

sm염찌 잊 :!:化 빼'" !I!íI의 !IJ向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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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Trends of Language ACQuisition and Culture
Theories
M ~ 써m k

s.""，피 d9빼res SrlJ a<; æv3qr떠때 쩌drl앵y， 얘뼈Cξ ~"'"
~stic an1:hrcpj명y，
X뼈""띠찌cs

때"'"앵e 따w야<y， 때@ι1ge 뼈rati<<>

aOO

are învolved v뼈 때@뺑e aCqtJI딩tioo stLKIies. E때 di9때rehas

l잉 0"" ""'"디11，α:us.

OlCootrastive

o=h

l~e accnrisiti이)

Th.:re are foor trerXIS în

Analysi샤 바띠hesis arr:l Univ~피 Q찌mr

1""，앵e oc때.Iisitioo

tOO:rieS:

The::ry în fITSt

tOO:rieS, (ZlAttmtioo Thtuies 빼ch ".:loce 벼a 띠에'sm

때m‘， _by~howlear띠~

occurs fran a 앵nitive

IX3Ycho!。잉때

~“~ (:씨E;.qrncrx:e 1hrries iæ 뼈l핑 " " " H)1Xl!hes; s 잉n Coo versatioo

‘

1hrries, (4)Scrial 1hrries 빼ch dæe ""뼈ge learnir gm 여itical， eccrmi때，
arr:l sociocultur히 envirootnm ~ a l~마"，e _

Th:re are also ten t)lES of

Iangt냉e æQUi sitioo theay 없잉vi<list

The::ry,

Social-lntern::tiooi st The::ry, Ccgni tive 끼xuy， -띠 cmlity Mxlel, eon,:.tition
1m성，

lJsage-_ 'JOOxy,

F，αb"' s

끼'WY，

MxIularity

Universal

Grnn매Iσ，

Syntætic B:αstm띠1명， S<mmtk Boo!s뼈~， arrl Onm:tiooist 1hrries.
1rese thecries are diffeJmtiated în tert'ffi of nature ar피 nurture în language
ax[Uisitioo.
Th! varia비g 이 때@뼈ge ."띠잉tim thecries are age, crosslirJg1띠 stiκ inflæoces,
li[ltllistic envin::orrent, C'(영nitioo. Jærre- 때"'"쩡ξ fo떠gn 때@따엉;e a(tib.xÈ,
nrtivatioo, affa;t arrl

ωe 잉m:.es

varioos tlroies arrl exp:rirænts

00

of irxiividual

differen::es.

tlc>e vari때""

1OO-C have bæ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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