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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외국어 능력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 요소 에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 시험이 아닌 언어심리학  으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외국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외국어를 모국어를 바꾸는 언어인지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언어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Reading LDT, Listening LDT, Verbal Span, Yes-No task(Semantic), 
Same-Different task실험을 제안한다. 해당 과제들은 각각 피험자의 읽기, 듣기, 기억, 의미  결정, 변환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이다. 

 

1. 서론

   재 세계화 시 에서 외국어 능력은 사회에서 요구하

는 필수 인 요소 에 하나이다. 외국어 능력을 증진시키

기 해서 재 유치원에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외국어

를 학습하고 있다. 많은 학에서 외국어 능력 시험과 

련된 수를 요구하고, 많은 기업에서도 외국어 능력 시험 

수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은 의사소통 능력을 평

가하는 시험으로써 ETS(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개발한 시험이다[1]. 서울 에서 만든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는 TOEIC보다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학 졸업이나 국가시험에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다[2]. 그 

외에도 TOEFL, JLPT 등과 같은 외국어 능력 시험이 

리 알려져 있다.

 다음과 같은 외국어 능력 시험들은 테스트 시간이 길고, 

한번 시험을 치루기 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한 외

국어 능력 시험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나, 문제 유형들의 

암기는 유창성을 길러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외국어 능력 시험과는 다르게 언어 

심리학 인 으로 외국어 능숙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외국어를 처리하는 것은 외국어를 모국어로 바꿔야 하는 

언어 인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언

어  처리 과정과 련한 실험을 통하여 언어의 처리 속

도와 작업 기억 능력, 언어의 스 칭 능력, 의미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언어 인지 실험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을 가진다.

  첫째, 각 언어 인지 능력 테스트는 기존의 외국어 능력 

시험과 상 이 있다. 둘째, 외국어 능력 수가 높은 피험

자는 언어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도 언어 처리 속도가 빠

르다. 셋째, 외국어 능력 수의 수 역에 따라서 언어 

인지 능력의 차이가 나타난다.

  Listening LDT(Lexical Decision Task)를 제외한 각 과

제들의 자극은 2500ms의 시간동안 노출이 되며, 노출 이

후에 해당 과제들을 단한다. 각각의 과제는 읽기, 듣기, 

기억력, 의미  언어 인지, 언어 변환을 의미한다. 입력키

는 Verbal Span을 제외한 모든 과제는 ‘Z’와 ‘/’버튼을 통

해서 옳은지 아닌지를 단한다. 

2.1 Lexical Decision Task

  LDT는 어휘 단 과제를 의미한다. 심리학 는 언어 

심리학에 많이 사용되는 과제  하나로써 피험자에게 제

시가 되는 자극에 해서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측

정하는 과제이다[3,4]. LDT는 크게 시각 으로 자극이 주

어지는 것과 청각 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청각과 시각 련 과제를 Reading LDT와 Listening 

LDT로 나 었다.

 Reading LDT는 시각 으로 자극을 제시해 주고 피험자

가 그 자극에 해서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는지를 측정

한다. 해당 자극은 단어 는 비단어가 제시되며, 피험자

는 자극이 단어인지 비단어인지를 단한다. 이 과제가 의

미하는 것은 피험자의 읽기와 련된 언어인지 능력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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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exical Decision Task 

(그림 3) Yes-No Task와 

Same-Different Task 

가하는 것이다. 

  Listening LDT는 청각 으로 자극을 피험자에게 제시

하고 피험자가 해당 자극에 해서 단하는 과제이다. 

Reading LDT와 실험 차는 비슷하다. 하지만 주어진 자

극 자체가 청각 으로 제시된다는 것과 피험자의 듣기와 

련된 언어 인지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 다르다.

두 LDT실험에서 비단어는 pseudo-words를 사용한다. 

pseudo-words라는 것은 단어의 형태가 음운  규칙을 

반하지는 않지만 뜻을 가지지 않는 단어를 뜻한다. LDT

실험에서 언어 인지 능력은 정오율과 반응시간에 따라서 

해당 인지 능력을 단한다. 

2.3 Verbal Span

  Verbal Span은 피험자가 외국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억 용량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기억은 장기기억

과 단기기억으로 나  수 있다. 부분의 언어 인지 실험

은 단기기억과 연 되어 있다[3,5].

  해당 실험 차는 ‘B, C, D, G, P, T, V’의 7개의 자극

들 에 무작 로 을 이루어 피험자에게 제시가 된다. 

기 3개의 자극 으로 제시가 되고, 피험자는 제시된 자

극을 기억한다. 자극이 제시가 된 후 피험자는 기억 한 자

극을 입력란에 입력한다. 3번 연속으로 자극 을 기억하

면 기억해야 될 개수가 순차 으로 늘어난다. 2번 연속으

로 오답을 제시했을 때 해당 과제가 종료가 되며, 기억 용

량은 이  노출 개수가 된다.

(그림 2) Verbal Span Task

2.4 Yes-No task(Semantic)

  Yes-No task(Semantic)는 의미 으로 연 되어 있는 

언어를 처리하는 능력과 련되어 있다. 의미 으로 연

되어 있다는 것은 같은 카테고리 는 연상되어지는 단어

들을 뜻한다[6,7].

  해당 과제는 피험자에게 한 화면에 외국어-외국어 으

로 제시가 되며, 두 단어들 간의 의미 으로 연 되어있는

지를 단하는 과제이다. 반응시간과 정오율을 통해서 해

당 인지 능력을 단한다. 

2.5 Same-Different task

  Same-Different task는 기본 으로 해당 자극들이 같은 

단어인지를 단하는 과제이다[6,7]. 본 논문에서는 자극을 

모국어-모국어, 외국어-모국어, 모국어-외국어, 외국어-외

국어의 으로 단어 들이 주어진다. 해당 과제의 목 은 

언어  변환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다. 반응시간과 정오율

을 통해서 해당 인지능력을 단한다. 

3.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3가지 가설을 기 로 하고 

있다. 따라서 3가지 가설이 타당한가를 밝 내기 한 실

험을 필요로 한다.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외국어 능력 시험 수에 따라서 

피험자들을 ‘상’, ‘ ’, ‘하’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피험

자들은 5개의 과제들을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를 시스템에

서 수집한다. 수행한 결과들을 통해서 3가지 가설이 올바

른지를 는 틀렸는지를 검증 할 수 있다. 최종 으로 시

험 결과를 통하여 실제 사용자들을 나  수 있는 외국어 

능숙도 척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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