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언어습득에 대한 신경언어학적 고찰*
49)

이 성 은 (서울대)

Ⅰ. 머리말

언어습득은 의사소통의 기본 능력이자 사회활동의 기본 제조건이 된다. 
특히 사회에서는 모국어 외에 제2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역
을 넓히고 사회  활동 역을 확장시키기 한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

다. 부분의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

며 차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이와 무 하지 않다. 이러한 추
세를 반 하듯, 우리 사회에서도 제2언어 교육을 한 많은 수의 학원이 운
되고 있고, 학습교재와 학습도구들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제2언어습득의 이면에 있는 인지  습득기제를 규명하고 이에 걸맞은 교

수법을 개발하는 것은 언어습득  교육 연구 분야에서 매우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제2언어습득과 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사실은, 제2언어습득 과정이 모국

어습득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모국어는 특별한 학습도구나 
기제 없이도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습득된다. 이와 달리 모국어 습득이후에 
시작되는 제2언어의 습득과정은 인 인 수단이 요구되고 상 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동안 제2언어습득이 어려운 이유에 하여 많은 학문 인 근이 진행되

었다. 이  가장 잘 알려지고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는 모국어 습득은 정해진 시간 즉 결정기(kritische Periode)가 존재한다는 

* 이 논문은 2012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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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 Lenneberg 1976).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 으로 13세를 
후한 시기를 모국어 습득을 한 결정기로 본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시기 
이후에 진행되는 제2언어습득은 모국어 습득의 수 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주장은 제2언어습득  처리를 한 두뇌 구조는 모국어 처리에 
해 사용하는 두뇌 구조와 다르다는 견해이다( . Hull & Vaid 2007).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제2언어습득을 한 인지기제는 두뇌 구조상 모국어의 그것과
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제2언어습득이 모국어습득 수 에 이를 수 없으며 제2언

어습득의 두뇌 인지구조는 모국어 습득기제와는 구별된다는 제를 뒷받침

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제2언어습득 이론과 방법론이 이러한 제에서 출발
하여 수립되어 왔다. 
그런데 새로운 신경과학  방법론을 활용한 최근의 제2언어습득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과거 제2언어습득 
연구에 활용되었던 연구방식과 큰 차이 을 지닌다(참조 II장). 기존의 연구방
법론과는 달리 새로운 신경과학  연구방법론은 제2언어 사용자의 인지구조 
 체계를 직 으로 찰하여 연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제2
언어습득 연구에 비해 연구의 역사가 상 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
법론의 장 을 바탕으로 제2언어처리 과정에 한 보다 직 인 설명을 제

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수행된 신경언어학  제2언어습득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제2언어습득에 한 견해들을 비 으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 

이를 토 로 제2언어습득의 인지기제에 한 신경언어학  해석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제2언어습득에 한 에 따라 제2언어 학습법이 결정된다는 
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기존의 제2언어습득 방법론을 재고할 수 있는 새
로운 시각을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고에서는 먼  2장에서 기존의 언어습득 연구 방법론과 신경언어학 연구

방법론을 간단히 소개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제2언어습득에 한 기존의 두 
가지 견해들을 설명하고 각각에 한 신경언어학의 연구 결과와 반론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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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4장에서는 신경언어학이 제2언
어 교육에 던지는 시사 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미 제시된 견해들을 
토 로 제2언어 교수법 모델 구축을 한 원칙들을 구상하게 될 것이다. 끝으
로 결론에서는 체 인 논의를 종합하면서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하는 제2언어 교수법 개발 연구 가능성을 조명해볼 것이다. 

Ⅱ. 신경언어학적 제2언어습득 연구방법론

Ⅱ.1. 제2언어습득 연구의 기존 방법론

제2언어습득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자료조사, 반응시간측정, 실어
증 연구 등의 방법론이 사용되어 왔다. 자료조사는 제2언어습득자가 사용하는 
단어, 발화 등을 조사하여 모국어 사용과 비교하거나 말실수의 분석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인지과정을 추 하는 방식이다( . Corder 1967). 이러한 방
식은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사용양상을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 
자료에서 개인 간의 편차가 크고 그 해석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단 이 있

다. 한 반응시간 측정은 주어진 언어과제에 하여 피험자가 반응하는 속도

를 측정함으로써 간 으로 제2언어 사용능력을 측정하는 방법론이다( . 
Clahsen & Neubauer 2010). 이러한 방법론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제2언어 
인지과정을 찰할 수 있지만, 두뇌의 직 인 반응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행동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운동신경작용과 같은 다른 요소가 개입되는 단 이 

있다.  다른 방법론으로 실어증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실어증 연구는 뇌졸
으로 인해 언어장애가 발생한 다 언어습득자를 찰하여 모국어 처리와 

제2언어처리과정을 간 으로 연구하는 방식이다( . Görlitzer von Mundy 
1959). 이러한 방식은 두뇌 안의 인지체계 차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보고되는 피험자의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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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이 있고, 실어증 환자가 다른 인지장애를 동반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종합하면 이러한 방법론은 제2언
어습득자의 언어인지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찰할 수 없기 때문에 복합

인 요소들이 개입하는 제2언어처리과정을 연구하기에는 한계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Saville-Troike 2006 참조). 

Ⅱ.2. 새로운 신경언어학 연구방법론－뇌 상기법

뇌 상술을 활용한 신경언어학  방법론은 기존의 연구 방법론과 달리 제2
언어를 습득하고 있거나 이미 습득한 언어사용자의 두뇌를 직  측정함으로

써 제2언어습득  처리 과정을 보다 근본 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장 을 갖

고 있다. 이러한 뇌 상술에는 fMRI1), PET2) EEG3), MEG4)등의 방법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표 인 로 뇌 측정(EEG)과 기능성 자기공명 상 

기법(fMRI)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뇌  측정(EEG)은 피험자가 특정의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에

서 발생하는 기  반응을 측정하는 신경생리학  연구방법이다. 두뇌가 특
정한 인지작용을 하면 신경세포인 뉴런 Neuron과 신경세포 간의 연결인 시냅
스 Synapse의 신경활동의 결과로 류가 발생한다. 이 류를 흔히 ‘뇌 ’라
고 부르는데 이 뇌 는 두개골을 거쳐 두피까지 달되고 두피 표면에 극

을 설치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게 측정된 뇌 의 흐름을 분석하면 뇌

의 정보처리 과정을 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뇌  측정은 천분의 1
(millisecond) 단 로 뇌의 인지  반응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실시간

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언어 정보 처리 연구에 매우 합한 신경언어학  연

1)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ür deutsch, fMRT, funktionelle Magnet-
resonanztomographie).

2) PET: Positronen-Emissions-Tomografie.
3) EEG: Elektroenzephalogramm.
4) MEG: Magnetenzephalograp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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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5) 

[그림 1] 뇌  EEG 측정  사건  ERP 산출(Männel 2008: 4)

먼  피험자의 두피에 뇌  실험 장치를 연결한 후, 피험자에게 특정한 자극(  그림에서
는 음성자극)을 특정한 시 에 반복 으로 제시하면서(A) 뇌 를 측정한다(B). 이 게 측

정된 뇌 를 증폭시키고, 방해 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면 제시된 자극과 련된 뇌

만을 얻는다(C). 자극이 제시된 시 을 기 으로 각각 시간구간에 따라 뇌 를 분 하고, 
이 게 분 된 모든 뇌  반응을 평균내면(D) 특정자극에 한 사건  곡선을 얻게 

된다(E). 이 곡선에서 각각의 꼭짓 은 사건 의 구성요소들을 나타낸다([그림1]에서
는 P1, N1, N2, P3). 사건  구성요소는 일반 으로 알 벳과 숫자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알 벳은 극성(Polarität)을 나타내고, 숫자는 자극 제시로부터 사건 
가 검출되는 시 을 나타낸다. 를 들어 N400은 자극제시 후 400ms에 나타나는 음

극의 사건  요소를 말한다.

이러한 뇌 를 응용하여 언어처리를 연구하는 방법론이 ‘사건  ERP 
(event-related potentials)’ 측정기법이다. 사건 는 피험자에게 특정한 언어

자극을 제시하고 이때의 뇌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특정한 유형의 

뇌 이다(그림1). 신경언어학에서는 최근 이러한 사건 의 분석을 통해 모

5) 뇌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 이성은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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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처리뿐 아니라 제2언어 처리과정까지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van Hell & 
Tokowicz 2010 참조).
 다른 표 인 신경언어학  방법론으로는 ‘기능성 자기공명 상 기법

(이하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 있다. fMRI는 뇌세포
가 반응할 때 산소를 소모하는 원리를 활용한 뇌 상 기법이다. 두뇌의 신경
세포들이 특정한 인지처리를 하게 되면 그 지 않을 때보다 상 으로 많은 

산소를 필요하게 된다. 이때 많은 산소를 공 하기 해서 뇌  내 액의 

속도가 빨라지고 액 내에 산소 헤모 로빈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 거 한 

자기장을 활용한 fMRI 촬 기(MR-scanner)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들을 측정
하고 두뇌의 구조에 따라 재구성하면 두뇌의 인지활동에 한 삼차원 상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뇌 상을 해석하면 두뇌의 특정한 인지활동을 측정

할 수 있다. 를 들어 의미가 틀린 단어를 제시하고 fMRI를 촬 하면 단어

의 의미를 처리하는 데 계되는 두뇌 역의 치와 인지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fMRI를 활용하여 언어처리에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국어처리 뿐만 아니라 제2언어처리에 한 연구도 다양하게 시도되
고 있다( . Abutalebi, Cappa & Perani 2001).
이러한 뇌 상술은 이 의 연구방법과 달리 제2언어습득자의 인지반응을 실

시간으로 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언어습득의 인지기제를 직 으로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2언어습득 과 후의 뇌 상을 비교하면 제2언어습득
을 통해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뇌 상술을 

활용한 신경언어학 연구들은 제2언어습득의 인지기제를 보다 명확히 밝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경언어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제2언어습득에 
한 일반 인 견해들이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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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2언어습득에 대한 일반적 견해

Ⅲ.1. 일반  견해1-언어습득에는 일정한 시기가 있다? 

Ⅲ.1.1. 결정기 가설

언어습득과 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은 결정기(kritische Periode) 이
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언어습득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시간이 지나면 
한 언어를 모국어 습득의 수 만큼 습득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이론의 근거는 
비정상 인 발달상황에 놓인 아동의 언어습득 사례들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흔히 ‘wolf boy’ 혹은 ‘attic children’이라고 부르는데, 이
들은 특별한 이유로 어린 나이에 야생에 버려지거나 혹은 정신장애가 있는 

부모 에서 자라게 된 아이들이다. 이들은 사람과 이 없는 곳에서 자라

거나 지하실과 같은 곳에 감 되어 세상과 단 된 채 지내다가 뒤늦게 발견

되었다. 그리고 발견된 이후에 비로소 언어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비정상 인 언어발달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들은 
발견된 시기에 따라 언어습득의 정도가 달랐다. 기존 연구들은 발견시기가 2
세∼14세에 이르는 다양한 아동들의 보고사례들을 연구했는데, 체 으로 

13세 이 에 발견된 아이들은 정상아동과 비슷한 모국어 습득 수 을 보 다. 
하지만, 13세 이후에 발견된 아이들은 히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 고 최

종 으로 정상 인 언어습득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Field 2003 참고). 이러
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결정기 이론은 언어습득이 사춘기 시기로 제한되어 있

다고 해석하게 되었다.
결정기 이론의 표 인 학자로 자주 언 되는 Lenneberg(1967)은 아동의 

신경학 인 발달과정을 이론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두뇌의 신경생리학  성

숙이 일반 으로 10∼12세에 완료되는 것에 주목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까지는 두뇌의 구조 형성이 유동 이어서 모국어의 자연 인 습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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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하지만 이 시 이 지난 뒤에는 두뇌의 구조 형성이 완료되고, 이
과는 다른 두뇌 구조를 사용하여 언어습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Lenneberg는 사춘기 시기가 모국어 습득을 한 결정 인 시기가 되는 것으

로 보았다. 
더 나아가 결정기 이론을 표방하는 학자들은 결정기를 후해서 언어습득

을 한 뇌의 신경학  구조가 ‘화석화(Fossilisation)’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언어습득을 한 뇌의 인지기제가 사춘기 이후에는 고정되어 있어서, 이 
시기 이후의 언어습득은 모국어와 달리 부자연스러운 인지기제를 활용하여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정기 이론은 제2언어습득은 모국어 
습득의 수 까지 이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정기 이론에 입각한 다른 언어습득 연구들에서는 심지어 결정기를 매우 

이른 시간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이에 한 표 인 연구로는 아동의 음운습

득을 연구한 Kuhl et al.(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갓 태어난 아
기들이 음운을 습득하는 과정을 연구했는데, 아기들이 탄생 직후에는 세상의 
언어가 갖는 모든 음운을 구별할 수 있는 반면, 1세를 후한 시기에 이르면 
모국어에 해당하는 소리만 구별 가능할 수 있음을 밝 냈다. Kuhl et 
al.(2006)은 이러한 상이 1세 이후 시기에는 모국어와 다른 음운에 한 구
별 능력이 히 하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음
운 습득과 련된 결정기를 1세를 후한 시기로 해석했다.

Ⅲ.1.2. 신경언어학  반론

지 까지 살펴본 결정기 이론에 따르면, 결정기 이후의 제2언어습득은 모
국어 습득처럼 진행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결정기가 지
난 후에는 불완 한 언어습득만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행된 
신경언어학 연구들은 이러한 결정기 이론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들은 주로 뇌 (EEG)나 기능성 자기공명촬 기법(fMRI)을 활용하여 제2언
어습득  처리 과정을 분석했다. 여기에서는 표 인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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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 이론을 비 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첫 번째 연구사례로 Sakai et al.(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fMRI을 활용하여 결정기 이후의 문법습득 기제는 결정기 이 의 습득기제와 

다르지 않음을 밝 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피험자들
(13∼19세)의 어 습득 후의 두뇌 인지반응을 비교하여 분석하 다. 한 

모국어인 일본어 문법에 한 반응을 측정하여 제2언어에 한 반응과 모국
어에 한 반응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결과, 피험자들의 어문법
에 한 반응 역과 모국어인 일본어 문법에 한 반응 역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이 연구에서 활성화된 역은 ‘ 로카 역’이었는데(그
림2 참고), 이는 통사 문법처리를 담당하는 역으로 알려져 있다(Bookheimer 
et al.1993). 따라서 이 연구는 모국어의 통사  정보처리에 있어서 작용하는 

두뇌의 인지기제가 제2언어습득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가 결정기가 지난 시기의 제2언어습득자를 상으로 한 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는 결정기 이후에도 여 히 문법습득을 한 기제가 작동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로카 역과 베르니  역

(Hermann & Fiebach 2007: 9)



이 성 은136

다른 한편 음운습득이 1세 후에 끝난다는 이론에 한 반론도 제기되었
다. 가장 구체 인 반론은 뇌 (EEG)을 활용한 연구에서 밝 졌는데, 습득 
수 이 높은 피험자의 경우 제2언어에 한 뇌인지 반응이 모국어 화자의 그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표 인 로, 헝가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핀란드어 제2언어 습득자를 상으로 뇌 연구를 수행한 

Winkler(1999)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피험자를 높은 수 과 낮은 수

의 제2언어 습득자로 나 고 제2언어인 핀란드 음운을 구별하는 테스트를 수
행하도록 하면서 뇌 반응을 측정하 다. 한 핀란드 모국어화자의 뇌 반응

도 측정하여 제2언어 화자의 반응과 비교하 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2
언어 습득 수 이 낮은 제2언어 화자는 모국어 화자와 상이한 두뇌 인지반응
을 보 다. 하지만 높은 수 의 제2언어 화자의 경우는 뇌의 기  인지반응

이 모국어화자와 차이가 없었다(그림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제2언어습득자들
이 거의 모국어 수 에 가까운 음운 습득 능력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부분이 결정기가 지난 시기부터 
제2언어를 습득했음을 고려할 때 결정기 이후에도 모국어에 없는 음운 습득
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제2언어에 한 뇌 반응(Winkler et al. 1999: 640)

이 그림에서 선은 모국어화자의 반응을, 가는 실선은 습득수 이 매우 낮은 제2
언어 습득자의 반응을, 굵은 실선은 수 이 높은 제2언어 습득자의 반응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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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에서 보듯, 모국어화자와 수 이 높은 제2언어 습득자의 반응은 거의 차

이가 나지 않는다.

결정기 가설을 반박하는 가장 결정 인 는 Friederici, Steinhauer & Pfeifer 
(2002)의 인공문법습득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결정기 이론을 검증
하기 해서 인공언어 문법 구성하여 성인 피험자를 상으로 뇌 실험을 수

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언어 문법을 일정한 수의 기본 어휘와 규칙들로 
구성했고, 피험자는 컴퓨터로 학습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공문법을 
습득하 다. 이 게 피험자가 인공문법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는 뇌

측정법(EEG)을 활용하여 인공문법에 한 뇌의 인지반응을 측정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인공문법의 인지과정에서 모국어의 문법처리에서 확인되는 
것과 동일한 두뇌의 자기 반응이 확인되었다6). 이러한 결과는 후속 연구에
서도 반복 으로 확인되었다(Morgan-short et al. 2012 참조). 이는 결정기 이
후에도 모국어와 동일한 수 의 문법습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으로 결정기 이론의 근거가 결정기 이후에 통사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데 

있었다는 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는 결정기 이론을 직 으로 반박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정기 이론은 최근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재해석되고 있다. 결정기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정기 이후에 언어를 
담당하는 뇌 역이 화석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 히 언어습득을 해 작동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기 이론이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학습을 통

한 후천 인 신경망의 변화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사춘기시기에 신경세포의 
성장과 두뇌의 신경학  성숙이 마무리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습이나 
외부자극에 의한 신경망의 변화는 평생에 걸쳐 진행된다(Pascual-Leone et al. 
2005). 이러한 변화를 흔히 두뇌의 신경가소성(Neuroplastizität)이라고 말한다. 

6) 이 연구에서는 통사적 문법처리를 반영하는 LAN, P600이 인공언어 학습자들에게서 검

출되었다(LAN, P600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이성은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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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신경망 내부  외부의 자극에 따라 뇌의 신경망
에 변화가 생긴다. 특히 우리가 무엇을 학습하게 되면 이는 우리 인지 신경망
에 변화를 가져온다. 를 들어 우리가 제2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우리의 두뇌
에 이와 련된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경가소성에는 특
별한 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실어증으로 두뇌의 언어 추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이를 체하는 다른 신경망이 형성되어 언어기능이 회복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 Saur & Hartwigsen 2012). 이러한 신경가소성에 근
거한 언어습득 작용을 간과하고 아동의 두뇌의 구조  성숙에만 주목했기 때

문에 결정기 이론은 언어습득을 한 시기를 제한하게 된 것이다. 물론 결정
기 이후는 그 이 보다 신경망 형성을 한 두뇌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Sakai et al. 2004 참조).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두뇌 자체가 
화석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Ⅲ.2. 일반  견해2-제2언어습득의 뇌구조는 제1언어습득의 그것과 

다르다?

Ⅲ.2.1. 제2언어습득자의 두뇌 구조상 특이성

제2언어습득에 한  다른 일반  견해는 제2언어습득에 한 뇌구조는 
모국어 습득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제2언어 처리는 모
국어 처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선행
연구에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습득한 실어증 환자에 한 연구들을 심으

로 제기 되어왔다. 를 들면 Gómez-Tortosa et al.(1995)는 좌뇌 외측렬(Sylvian 
fissure) 부근의 뇌수술을 받은 환자를 찰하여, 이 환자가 수술 이후에 모국
어인 스페인어에 해서는 언어장애가 발생하 지만, 제2언어인 어에 해
서는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이는 제2언어 처리의 인
지기재가 모국어의 그것과는 다른 치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 다. 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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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제2언어의 뇌 인지기제는 모국어 사용의 그것과 
다르다는 해석을 내렸다(Gómez-Ruiz 2010). 한 행동반응실험 연구들을 통

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 되었다. Hull & Valid(2007)은 일련의 행동반응실
험 연구들( . Dichotic listening7))을 종합하여 늦은 나이에 제2언어를 습득한 
사람은 제2언어 사용에 있어서 좌뇌를 모국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ll & Valid(2007)은 결정기 가설을 바탕으로 제2언어는 모국어
와는 달리 좌뇌 편향 인 구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 다. 이러한 연구들
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언어 처리의 두뇌 처리 구조는 모국어의 
그것과 다르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Ⅲ.2.2. 신경언어학  반론

하지만 와 같은 주장은 습득수 에 따른 인지기제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은 최근 수행된 뇌 상기법 연구들을 통해 규명되

고 있다. 우선 Hull & Valid(2007)의 연구가 제기한 제2언어 습득자의 좌뇌편
향성에 련하여, 일련의 최근 경언어학 연구들은 우뇌가 언어능력에서 상
역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실을 밝 냈다( . Mashal et al. 2007). 이러한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우뇌는 추론, 의도 악, 비유  표 의 이해 등 화용론  

처리에 깊이 여한다. 화용론  언어지식의 습득은 언어습득에서 높은 단계

에 속한다. 따라서 언어습득 정도가 높을수록, 제2언어습득이 모국어에 가까
워질수록 우뇌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7) Dichotic listening 실험은 청각 테스트를 활용하여 언어중추가 좌뇌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해보는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각각 다른 소리를 

들려주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ba/를 왼쪽 귀에 들려주고, 동시

에 /ga/를 오른쪽 귀에 들려주면서 피험자에게 어느 소리를 들려주었는지를 질문한다. 그
러면 거의 대부분의 피험자는 오른쪽 귀에 들려준 /ga/ 소리를 들었다고 응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귀로 듣는 청각정보는 좌뇌로 보내지고, 왼쪽 귀는 우뇌로 전달된다. 
그래서 양쪽의 소리를 동시에 들을 때 오른쪽으로 들은 /ga/ 소리를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두뇌의 언어중추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좌뇌로 인식된 /ga/ 소리를 선호하

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Banich & Compton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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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l & Valid(2007)의 연구에서 확인된 좌뇌 편향성은 제2언어처리의 특이한 
두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2언어화자의 습득정도가 아직 모국어의 
수 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뇌의 화용론
 언어기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뇌의 의존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게 볼 때 좌뇌가 제2언어습득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언어지식의 습득 정도에 따라 우뇌가 여하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
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 신경언어학 연구에서는 제2언어습득 기에는 부족한 언어습득지식을 

보완하기 해서 다른 기제가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kai et al. 2004). 
를 들면 모국어와 제2언어 사이의 언어 환(language switch)이나 제2언어처
리에 한 통제처리 등의 이유로 두엽(그림4 참조)의 인지기능이 많이 여
하게 된다. 다수의 뇌 상술을 활용한 연구들은 제2언어 처리 과정에서 두엽
의 추가 활성화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Abutalebi & Green 2008). 

두엽(a)

측두엽

두정엽(d)

후두엽(c)

[그림 4] 뇌 피질의 4  역과 두엽(a)의 치 

그런데 신경언어학의 연구들은 이러한 추가활성화가 제2언어습득이 진행됨
에 따라 사라지는 것을 밝 냈다. 를 들어 Sakai et al.(2004) 연구에서는 
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19세 일본인을 학습수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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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 어 뇌 상술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 fMRI를 활용하여 제2언
어에 한 두뇌의 활성화를 측정한 결과 학습수 이 낮은 집단에서는 모국어 

처리에 여하는 뇌 역 외에 다른 역들이 활성화됨을 확인하 다. 하지만 
높은 수 의 제2언어 학습자들은 모국어 처리와 동일한 역에서만 활성화가 
확인되었다. 이는 제2언어습득 수 이 뇌 인지처리 역 범 를 결정하며 제

2언어 처리의 수 이 일정 수 을 넘어서면 모국어 처리와 두뇌 구조상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게 볼 때 언어처리에서 모국어와의 

두뇌의 구조상 차이 은 제2언어 학습자에서만 나타나며, 따라서 제2언
어처리과정이 모국어 처리보다 많은 두뇌의 역을 포함한다는 주장은 일반

화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제2언어습득을 한 두뇌의 구조는 본질 으로 

모국어처리를 한 구조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습득단계에 따라
서 인지처리상의 특이성이 찰될 수 있을 뿐이다. 

Ⅳ. 신경언어학이 제2언어 교육에 던지는 시사점

Ⅳ.1. 무엇이 제2언어습득을 어렵게 하는가?

지 까지 우리는 제2언어습득에 한 기존의 두 가지 일반  견해의 문제

에 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언어
습득 시기의 한계가 없고 두뇌의 인지기제의 차이가 없다면, 왜 일반 으로 

제2언어습득이 모국어 습득과 달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훨씬 더 많은 노력
을 요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
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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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 출발 인지기재의 차이

이 문제에 한 첫 번째 해답은 제2언어가 모국어 습득과 인지  출발 이 

다르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모국어 습득은 언어발달 
이외에 다른 인지발달과 더불어 진행된다. 언어발달은 인지능력의 발달을 기
반으로 하며 인지발달 역시 언어능력을 기 로 진행된다. 이러한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은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어떠한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

는다.8) 하지만 인지능력의 발달이 마무리 되는 사춘기 이후에 진행되는 제2
언어습득은 이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제2언어습득은 다른 인지능
력발달이 완성된 상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제2언어습득의 기본 인지기제가 
모국어 습득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이러한 맥락에서 제2언어습득을 모국어 습득과 비교한 연구들은 ‘습

득’- ‘학습’의 차이를 자주 언 해 왔다(Simmonds 2011). ‘습득(Erwerb)’은 인
인 학습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자연스럽고 암묵 인(implizit) 과정이다. 

이에 반하여 ‘학습(Lernen)’은 명시 (explizit)이고 의식 인 배움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습득은 무의식 으로 수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비하여 학습은 다른 인지처리 과정들이 의식 으로 개입하는 과정

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학자들( . Lamendella 1977)은 제2
언어의 습득과정이 모국어 습득과정과 다른 계(Hierarchie)에서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학자들은 언어습득과정을 의사소통  kommunikativ 과정과 
인지  kognitiv 과정으로 나 고, 의사소통  과정은 별도의 다른 인지기제

가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언어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습득과정인데 반하여 

인지  과정은 다른 인지과정들이 개입하는 학습 과정으로 구분하 다. 이러
한 입장에 따르면 모국어 습득은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반면, 
제2언어습득은 주로 인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상의 에서 보면 모국어 습득에 비하여 제2언어습득에는 학습 기부

터 다른 인지과정들이 많이 개입하게 된다. 특히 사춘기 이후에 제2언어를 습

8)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Hoff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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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경우는 다른 인지 인 능력들이 이미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입의 

정도가 강해진다. 이 때문에 제2언어습득이 모국어 습득보다 의식 인 노력을 

많이 쏟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이 제2언어습득에 인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뇌 상술을 활용한 연구들에서 제2언어 습득의 경우
는 인지과정을 의식 으로 통제하는 두엽이 습득의 기단계에서 활발하게 

반응함을 확인하 다(Abutalebi & Green 2008). 이 부분은 의도 으로 주의

를 집 하거나 단이나 계획과 같은 많은 신경  에 지를 요구하는 인지과

정을 담당하는 부분임을 고려해 볼 때 제2언어습득 과정이 의식 이고 추가

인 노력이 요구되는 학습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
국어 습득처럼 자동성에 기 한 자연스러운 처리과정이 방해받게 된다. 제2언
어습득자들이 문법의 습득처럼 차  정보처리 과정(Ullman 2001, IV.2장 
참조)이 요한 역할을 하는 습득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Ⅳ.1.2. 이 상

두 번째 해답은 제2언어습득에서 나타나는 ‘ 이(transfer)’ 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이미 습득한 모국어가 제2언어습득과정에 향을 미치는 것
을 말한다. 이 상은 통 인 제2언어습득 방법론인 조분석 연구에서 자
주 사용되었다. 20세기 반부터 시작된 조분석 연구에서는 ‘목표어’와 ‘출
발어’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 상을 연구했다. 목표어는 제2언어를 그리고 
출발어는 모국어를 의미하는데, 조분석 연구는 목표어와 출발어의 유사성과 

차이 을 비교 분석하여 모국어가 제2언어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에서 이 상은 ‘부정  Negativ’ 이와 ‘ 정  Positiv’ 이로 구분

되었는데, 부정  이는 목표어에는 없거나 목표어와는 상이한 모국어 특성

이 제2언어습득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정  이는 목표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국어의 특성이 제2언어습득을 진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9) 조 연구에 따르면 목표어와 출발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습득이 불



이 성 은144

리하고 차이가 을수록 습득이 용이하다. 
이 상을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이른 시간에 복수의 언어를 습득하는 아

동의 경우는 서로 다른 모국어간의 간섭 상(Inferenz) 없이 자연스럽게 복수
의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모국어 습득이 완료되는 시기 이후에 
제2언어를 습득하는 경우는 이미 습득한 모국어가 제2언어습득에 향을 미
치게 된다. 
이러한 이 상은 신경언어학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에 한 

표 인 연구로 Tokowicz & MacWhinney(2005)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국인 스페인어 제2언어습득자를 상으로 뇌 (EEG)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모국어( 어)와 제2언어(스페인어)의 유사한 통사정보에 해
서는 모국어처리와 동일한 뇌인지 반응 검출하 다. 하지만, 모국어와 차이를 
보이는 통사정보에 해서는 모국어처리와 상이한 뇌 인지반응을 확인했다

(Chen et al. 2007 참조).
이러한 이 상은 습득시기에 따른 제2언어습득 양상의 차이 을 히 

설명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습득시기(Acquisition of age)가 빠를수록 제2언
어습득이 용이하다. 이는 부정 인 의의 향이 상 으로 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모국어 습득이 완료되기 에는 제2언어에 한 모
국어의 향이 상 으로 미비하고,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시기가 빠를
수록 제2언어습득이 용이한 것이다. 따라서 모국어 습득을 한 시간이 제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습득이 늦어질수록 모국어의 부정 인 향성이 강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상의 논의에서, 왜 제2언어습득이 모국어 습득과 달리 오랜 시간

과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되는가에 한 답을 찾아볼 수 있었다. 비
록 결정기 이론의 주장처럼 언어습득 시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

이가 들수록 이미 형성된 인지기능들이 자연스러운 언어습득을 방해하고 인

인 학습과정이 진행되도록 하기 때문에 모국어 습득에 비해 더 많은 시

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 모국어의 부정  이의 향으로 제2언

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aville-Troike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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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습득이 해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언어습득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불가
능’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려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Ⅳ.1.3. 습득수 의 문제

 다른 문제로 만약 제2언어습득의 인지기제가 모국어의 그것과 동일하다
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한 인지기제 처리상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에 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한 논의는 제2언어습득 연구에서 자
주 언 되는 테마인 ‘습득수 (Leistungsniveau)’ 문제와 련되어 있다. 아동
의 언어습득은 개인 간의 편차가 크지 않다. 일반 으로 4∼5세 이후부터는 
구나 모국어 사용가능하며 언어습득 능력 차이는 외 인 상황을 제외하

고는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 차이가 있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그 

차이가 사라진다. 하지만 제2언어습득은 학습자의 수 에 따라 언어처리 과정

에 큰 차이가 나타나며 그 차이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습득
수 에 따라 제2언어의 인지처리 과정은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제2
언어 지식이 빈약한  사용자의 경우는 언어 처리과정에서 언어 추 외

에 다른 기능들이 부족한 언어지식을 보완하기 해 개입된다. 를 들면 앞

서 언 한 두엽의 통제 기능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고 사

용자의 경우는 모국어 처리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 졌는데, 표 인 로 Rossi et al.(2006)의 연구는 제2언어
습득 수 이 높은 피험자들의 뇌 인지반응이 모국어화자의 그것과 동일함을 

규명하 다.10)

이 게 볼 때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한 제2언어습득 인지기제의 특이성은 
부분은  학습자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습득 수 이 높은 학습자의 인지기제는 모국어의 그것과 유사함을 고려해 볼 

때 제2언어습득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러한 특이성은 사라지게 됨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0) 이에 대한 개관을 위해서는 Van Hell & Tokowicz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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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신경언어학  제2언어습득 모델에 한 제안

지 까지 제2언어습득의 일반 인 견해를 신경언어학 으로 재해석해 보았

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토 로 새로운 제2언어습득 모델을 해 고려해야할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2.1. 제2언어습득자의 학습 기 인지체계 고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2언어 학습 기에는 언어능력 외에도 다른 인지기
제들이 개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인지능력들이 제2언어습득에 장
애를 래하지 않고 습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하는가에 

있다. 를 들어 제2언어처리에서 형 으로 확인되는 두엽의 통제기능과 

같은 인지기제들은 자연스러운 자동성에 근거한 언어습득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해를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역으로 이러한 기능이 제2언어 처리를 
진시키는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아직은 이를 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서는 

우선 제2언어처리에 여하는 비언어 인 인지기능들이 제2언어습득과 처리
과정에 여하는 구체 인 양상들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
으로 구체 인 교수 모델 개발과 이를 검증하기 한 연구들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최근에야 비로소 신경언어학  연구방법론이 제2언어습득 연구에 활
용되기 시작한 계로 아직 이러한 연구는 기 단계에 놓여있다. 향후 다양
한 연구들 통해서 제2언어습득에 여하는 인지기능들을 악하고 이에 한 
교수법 개발과 검증과정이 진행된다면 보다 구체 인 해답에 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Ⅳ.2.2. 학습수  고려

학습수 이 제2언어습득  처리과정에서 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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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세히 설명하 다. 바꾸어 말하면 제2언어습득 단계의 인지기제는 고

단계의 인지기제와 다르다. 단계의 인지기제는 모국어 인지기제와 상이

한 반면 고 단계는 유사하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문제는 단계의 인지기

제가 어떻게 고 단계로 발 하도록 하느냐에 한 것이다. 이 문제에 한 
해답을 찾기 해서 우선 제2언어습득 기단계의 인지기제에 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2언어습득 연구에서 단계 인지기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앞서 언 한 로 기 습득과정은 의사소

통 지향 이지 않고 인지  처리 지향 임을 밝 냈다. 한 제2언어습득 과
정이 자동성에 근거한 습득과정이 아니라 의식 인 인지과정이 작용하는 학습

과정인 것이 알려져 있다. 지 까지 언 하지 않은 제2언어습득의 기 인지
기제에 한  다른 이론으로 서술 declarative vs. 차 procedural 모델이 있
다(Ullman 2001). 이 모델은 인간의 장기기억 정보처리에 근거한 모델이다. 우
리의 언어지식이 장되는 장기기억은 일반 으로 서술지식과 차지식으로 

나  수 있다. 서술지식은 단편사실에 한 기억으로서 언어에는 어휘지식이 
해당되며, 차지식은 과정  원리에 한 기억으로서 언어에는 문법지식이 

해당된다. 서술지식의 인지기제에는 주로 의식 인 학습과정이 요구되며, 차

지식의 인지기제는 자동성에 근거한 학습  처리과정이 일반 이다. 신경언
어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두뇌에는 이 두 가지 지식을 처리하는 역이 서로 

구별되어 있다. 그런데 서술지식은 베르니 역을 포함하는 신경망을 통해서 

차지식은 로카 역을 포함하는 신경망을 통해서 처리된다(그림2 참조).
일련의 연구들은 모국어 처리에 있어서 어휘 지식은 서술지식 인지기제를 

통해서, 문법 지식은 차지식 인지기제를 통해서 처리됨을 밝 냈다. 그런데 
제2언어습득에 한 연구들은 제2언어처리 기단계에는 차  지식 기제가 

작동하지 않고, 서술  지식 기제만이 작동하게 됨을 규명하 다. 즉 제2언어 
기 학습기제는 의식 인 학습에 근거한 서술  인지기제가 주로 작용하는 

인지  처리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술－
차 모델은 제2언어 인지처리과정은 서술  인지기제에 편향된 과정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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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 다(Ullman 2001). 즉 차 인 정보처리가 이루어져야할 언어지식, 
를 들면 문법지식을 제2언어습득자는 서술  인지기제를 통해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  기제 심의 언어인지처리과정도  학습자

에만 해당한다. 신경언어학 연구들은 제2언어 고  습득자들의 경우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차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서 문법정보 처리를 수행한

다는 것을 규명했다(Van Hell & Tokowicz 2010). 이 게 볼 때 서술－ 차 

모델이 말하는 제2언어처리의 특수성도 학습자에만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인지 처리과정은 서술  정보

처리기제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의식 이고 인지 인 처리 과정이며 고 학습

자의 인지과정은 차  인지기제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자동성에 기 한 의

사소통  처리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제2언어 교육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기 학습기제를 모국어 인지기

제와 유사한 고 학습기제로 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것이다. 이에 
해서는 이미 ‘IP(Information Processing)모델’이 구체 인 방향을 제한한 바 

있다11). 이 모델은 제2언어 학습과정을 통제처리 과정과 자동처리 과정의 두 
단계로 구분한다. 학습 기에 해당하는 통제처리 과정은 상당한 양의 인지  

에 지와 집 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에
는 양 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 구체 으로 말하자면 제2언어를 배우면서, 
를 들어 문법 인 지식을 습득하기 해서 많은 노력이 투입되지만 실제 으

로는 양 으로 제한된 습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의 언어능력은 
이러한 통제처리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차 자동처리 과정으로 발 하게 된

다. 자동처리과정은 새로운 정보와 고 단계의 언어능력을 발휘하기 우해서 

통제처리 과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더 이상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데 의식 인 학습이 요구되지 않으며 자동성에 근거한 언어사용이 

가능하다.
IP모델에 따르면 통제처리 과정에서 자동처리 과정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뇌의 재구조화나 재조직 과정이 수반된다. 를 들면 두엽의 작용이 약화

1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Saville-Troike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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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우뇌의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2언어학습자의 뇌구조가 재편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통제처리 과정에서 자동처리 과정으로의 환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델은 지 까지 살펴본 제2언어의 신경학  인지처리 기제에 한 

논의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제처리 과정은 신경언어학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학습자의 인지기제 상의 특성들－‘학습’ 주, ‘인지 ’ 처
리과정, ‘서술  정보처리’－에 잘 부합한다. 한 자동처리과정은 고 학습자

들의 인지기제상의 특징들－‘습득’ 주, ‘의사소통 ’ 인지과정, 차  정보

처리－을 잘 반 하고 있다. 따라서 IP 모델에 근거한 제2언어 학습법을 구상
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모델은 제2
언어 교육에서 논란이 되던 문제들에 한 해답을  수 있다. 를 들어 이 

모델에 근거하여 흔히 거론되는, 문법 주의 교육을 할 것인지 회화 주 교육

을 할 것인지의 문제에 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통제처리 과정이 수행되는 
제2언어 학습 기단계에는 의식 인 학습을 통해 문법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합하다. 이에 반해 자동처리 과정이 실 되는 고 학습자의 경우는 암기식 

교육보다는 의사소통  학습  의사소통 경험 주의 학습이 효과 일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학습수 에 따른 단계  제2언어습득과 련하여 ‘ 간언

어’에 한 언 이 필요하다. IP모델에 근거한 제2언어습득과정에서 아직 불
분명한 부분은 통제처리 과정에서 자동처리 과정으로 넘어가는 간단계를 

규명하는 일이다. 제2언어습득과정이 통제처리 과정에서 자동처리 과정으로 
갑작스럽게 환될 가능성은 다. 오히려 그 간상태에서 오랜 시간동안 학
습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간단계를 규명하고 연구하는 것도 매
우 요한 시도가 될 수 있다. 아직 이러한 분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
되지 않은 계로 구체 인 해석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향후 언어습득의 양

상들－음운론 , 형태론 , 통사론 , 화용론  언어습득－별로 이러한 간

단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 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 제2언어습득 모델은 학습수 별로 차별화

된 략을 요구한다. 단계는 통제처리 심의 습득과정을, 고 단계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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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처리 심의 습득과정을 히 반 하는 학습법  교수법이 이상 인 모

델일 것이다. 한 간단계에 한 연구를 통해 보다 통합 인 습득모형에 

근할 것으로 기 한다.

Ⅳ.2.3. 모국어와의 향성 분석

앞서 살펴본 로 모국어는 제2언어습득에 향을 미친다. 모국어와 유사
한 제2언어 요소들은 정  이를 통해 쉽게 습득되는 반면 그 지 않을 

경우, 즉 부정  이의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제2언어 교육
에서는 조 언어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부정  이를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모국어뿐만 아니라 먼  습득한 

제2언어가 나 에 습득하게 되는  다른 제2언어에 미치는 향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독일어 교육과 깊은 연 성을 갖

고 있다. 한국의 독일어 습득은 부분 어의 습득이 상당부분 진행된 뒤에 
시작된다. 따라서 먼  습득한 어지식이 나 에 습득하는 독일어 습득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게 볼 때 이상 인 제2언어습득 모델은 모국어
와 제2언어 간의 이 상 뿐만 아니라 복수의 제2언어들 간의 이 상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제2언어의 향성과 앞서 언 한 

모국어의 향성을 고려할 때 보다 이상 인 독일어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실제로 수업 장에서 자주 어의 를 언 하면서 독일어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이와 무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반 로 제2언어가 모국어   다른 제2언어 학습에 미치는 향성

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그동안 제2언어습득 연구에서 다 온 이 개념은 모

국어가 제2언어에 미치는 향을 고려할 뿐, 반 로 제2언어습득이 모국어 
사용능력에 미치는 향의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뇌의 학습과정
으로 인해 신경망이 재조직되는 신경가소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제2언어의 학
습은 이미 습득한 모국어  다른 제2언어 능력에도 인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련하여 Stein et al.(2006)은 흥미로운 신경언어학 연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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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국인 모국어화자를 상으로 독일어 제2언어습득 
후의 뇌 기 반응을 측정했다. 흥미롭게도 독일어 습득 이후에 모국어인 
어에 한 뇌인지 반응에 변화가 생겼다. 이는 제2언어의 학습이 모국어 처
리에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로 fMRI를 활용한 Zou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상

이 규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수화를 제2언어로 습득한 국인 모국어 화자
와 국어만 사용하는 피험자를 상으로 국어 언어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fMRI를 활용하여 뇌 상을 측정했다. 실험결과, 제2언어를 습득한 피험자가 
그 지 않는 피험자에 비해서 모국어를 사용할 두뇌의 인지작용이 보다 활발

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강화된 활성화가 제2언어습
득을 통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제2언어습득이 모국어 처리에 정 인 인지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두 가지 연구는 제2언어습득이 모국어 처리에 정 인 인지  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두 연구 모두 모국어와 제2언어가 유사한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Stein et al.(2006)의 연구에서 모국어인 어는 제2언
어인 독일어와 유사한 체계를 보이며, Zou et al.(2012)의 연구는 제2언어로 
수화를 고려했기 때문에 모국어인 국어의 체계와 유사성이 높을 것으로 

단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체계를 갖는 언어 사이에도 제2언어습득이 모국어
에 한 향을 보이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모
국어만 제2언어습득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제2언어습득도 모국어 처
리에 향을 미친다는 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연구들이 양
으로 축 되면 이러한 양상에 한 보다 심도 높은 해석을 해  것으로 

기 한다. 
종합 으로 볼 때 이상 인 제2언어습득 모델은 모국어  다른 제2언어습

득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모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합 인 습득모델

을 구상하고 이를 반 하는 교수법  학습법을 개발하게 된다면 종합 인 

언어의사소통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제2언어습득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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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제2언어습득의 두 가지 일반  견해를 소개하고 이에 한 

신경언어학 인 반론을 제시했다. 한 신경언어학이 시사하고 있는 제2언어
습득  처리기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2언어습득 모델에서 고려되어야할 세 가지 양상, ‘학습 기 인지체계’, ‘학
습수 ’, ‘모국어와의 향성’에 해 논의했다.
본고에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 인 제2언어 학습모델 특히, 제2언

어로서의 독일어 학습모델을 세우는 것은 논의 범 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
한 모델 수립을 해서는 실증 이고 경험 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고
에서 제시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학습모델을 세우고 실제 제2언어 학습과정에 
용함으로써 학습모델을 타당성을 구체 으로 검증하는 일이 요구되는 것이

다. 를 들어 IP모델에 따라 새로운 독일어 제2언어 교수법을 개발한다면, 
이를 실제 독일어 강의에 용하여 검증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뇌 상술을 활용하여 제2언어 학습자의 습득 후의 인지체계 변화를 측정하
고 분석한다면 구상한 제2언어 교수법을 실제 으로 검증할 수 있다. 앞서 살
펴본 것처럼 신경언어학  방법론은 학습 후의 인지체계의 변화를 직 으

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된 제2언어 학습  
교수 모델은 피험자의 두뇌 인지체계를 반 하는 매우 효과 인 모델이 될 

것이다. 
한 이러한 모델개발은 제2언어 습득의 양상들(음운론  습득, 어휘 습득, 

통사  습득, 의미론  습득, 화용론  습득)별로 세분화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각 습득 역은 습득지식과 제2언어 학습자의 습극 기제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습득양상에 따라 모델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다 이상 인 제2언어처리 모델에 근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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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neurolinguistische Betrachtung des 
Fremdsprachenerwerbs

Lee, Sung-Eun (SNU)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ie zwei traditionellen Thesen über den 
Fremdspracherwerb kritisch zu analysieren und alternative Interpretationen 
vorzunehmen, die die neurolinguistischen Studien vorschlagen. Gemäß der 
ersten These, bekannt unter dem Schlagwort „kritische Periode“, kann man 
sich eine Fremdsprache nicht mehr wie eine Mutterspache aneignen, wenn 
der Beginn des Sprachwerbs erst nach Ende des kritischen Zeitraums (ca. im 
Alter von 13 Jahren) einsetzt. Die zweite These zu den „Besonderheiten des 
Gehirns von Fremdsprachenlernern“ besagt, dass sich die Hirnstruktur der 
Fremdsprachenlernern von derjenigen der Muttersprachlern unterscheidet. 

Gegen die beiden Thesen sprechen die neurolingusitischen Befunde, die 
mit Hilfe von Bildgebungsverfahren wie EEG sowie fMRT erzielt wurden. Diese 
Studien belegen, dass keine kritische Periode für den Fremdssprachenerwerb 
existiert, und auch die Gehirnstruktur der Fremdsprachenlernern sich nicht von 
derjenigen der Muttersprachler unterscheidet. Zu den beiden Missverständissen 
führt, dass man einerseits das Leistungsniveau („Proficiency“) bisher nicht 
berücksichtigt und andererseits den Umstand vernachlässigt hat, dass der 
Fremdspracherwerb stufenweise erfolgt. Während die Sprachverarbeitung der 
Fremdsprache in der frühen Phase ihres Erwerbs von derjenigen der 
Mutterspacher abweicht, nähert sie sich jedoch in späteren Phasen der 
muttersprachlichen Sprachverarbeitung zunehmend an. Die verschiedenen 
neurolinguistischen Beweise für diese These werden in der vorlieg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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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eit ausführlich vorgestellt und erörtert. 
Dank ihres neurolinguistischen Ansatzes vermag diese Arbeit einige 

Vorschläge zu entwickeln, die als Grundlage für die Ausarbeitung neuer 
Lern-und Lehr-Modelle für den Fremdsprachenerwerb dienen können. Sollten 
zukünftige Arbeiten bestätigen, dass diese Vorschläge plausibel und praktikabel 
sind, können sie als ein erster Schritt zur Entwicklung eines anspruchsvollen 
didaktischen Modells für den Fremdsprachenerwerb angesehen werden, das 
im DaF-Unterricht angewandt werden kann.

주제어: 제2언어습득, 결정기, 학습수 , 모국어 이, 신경가소성, 신
경언어학, 뇌 측정, 기능성 자기공명 상 기법

Schlüsselbegriffe: Fremdsprachenerwerb, critical period, proficiency, L1 
transfer, neuroplasticity, Neurolinguistik, EEG, f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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