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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나삼일입니다.
베트남의 명문, 하노이대학교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한국언어문화교육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하노이대학교와 공동으
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25차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하노이 대학교 Nguyen Van Trao 총장님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 그
리고 Pham Thi Ngoc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어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와 공동개
최 및 축사를 허락해 주신 국립국제교육원 송기동 원장님, 주제 특강 및 워크숍 진행을 맡아 주신 정미례팀장님과 김경
선팀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번 저희 학회의 국제학술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한국에서 직접 이
곳 하노이대학까지 오셔서 축사를 해 주시는 김종희 상명대학교 부총장님과 조항록 대회협력처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익하고 심도 있는 연구물들을 발표해 주실 한국과 베트남의 학자 여러분들과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임형
재 부회장님, 장향실 부회장님, 최권진 부회장님, 이미향 총무이사님, 이진경 연구이사님, 두 총무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25차 국제학술대회는 요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에서 ‘한·베 한국언어문화교육과 한국어능력평가 –한국어능력시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베트남에서의 최
근 한국어교육의 동향 및 한국어능력시험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학회의 정체성에 맞게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일익
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언어문화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타 언어문화의 이해와 연구는 물론 관련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학회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국립국어원과 공동 주최로 태국 탐마삿 국립대학교에서
‘한·태 한국언어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제통용 한국어표준교육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대회를 마쳐
학회의 역량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하노이대학교에서의 학술대회도 어느 대회 못지않게 대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베트남에서의 한국언어문화교육은 물론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습니다.
제1부 주제 특강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 정미례 팀장님께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
시고, 제2부 주제 특강에서는 베트남 하노이대학교 팜티녹 교수님께서 ‘베트남 내 한국어능력시험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제3부 워크숍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 김경선 팀장님께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영역 교육
방안’에 대해 워크숍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4부 개인 논문 발표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평가 I(제1분과),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언어문화교육 I(제2분과),
한국언어문화교육 일반 I(제3분과), 한국언어문화교육 일반 II(제4분과), 한국어능력시험평가 II(제5분과), 한국어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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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III(제6분과),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언어문화교육 II(제7분과),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언어문화교육
III(제8분과)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분과별 개인 연구 발표와 더불어 밀도 있는 토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
비하였습니다. 대회에 참여하시는 주제 특강자, 개인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희 학회에 도서기증과 발표집 인쇄, 후원금으로 협찬해 주신 도서출판 하우, 도서출판 박이정, 도서
출판 시사북스, 그리고 주식회사 세잎누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한국어교육의 세계화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내실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한
국과 베트남의 한국언어문화교육 연구의 질적 향상은 물론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가 간 관계에도 좋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나삼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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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나삼일 회장님!
국립국제교육원 송기동 원장님!
그리고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한 · 베 한국언어문화교육과 한국어능력평가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국
제언어문화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하노이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우선 귀빈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노이대학교 한국어학과는 2002년에 설립되어 15년의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 교육 및 학술연구뿐만 아
니라 정부기관이나 한국의 기관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NK는 한국의 가장 권위있는 한국언어문화교육 분야학회로서 많은 국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번이 베트남에
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학술대회에는 한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NIID), TOPIK 주관팀, 한국 주요 출판사, 그리고 TOPIK시험문제, 언
어문화교육에 대한 일반 문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연구로 한국과 베트남의 연구원과 대학교에서 오신 6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의 연구자들 간에 정보와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의미 있는 행사에 하노이대학교 한국어학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협력해 주시는 한국의 정부기
관, 한국과 베트남의 연구원 및 대학교들의 관계자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소중한 협조와 협력은 한국과
베트남의 특별 우호 관계가 그러하듯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하노이대학교 총장

Nguyễn Văn Tr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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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송기동입니다. 먼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25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국어
의 세계적 위상을 드높여 줄 국제학술대회를 10여년간 주관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신 학회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올해 처음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술대회에 참가
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와 주신 베트남 내 여러 선생님들과 해외에서 오신 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
니다.
우리 국립국제교육원은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정부초청장학생 사업, ODA 국가 교사 파견 및 인재
교류 사업 등 국제 교육교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최
근 베트남에서 보여 준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 한국어능력시험은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3년 첫 시행이 이루어진 이후 연간 지원자는 약78배 증가하여 지난해
18,486명에 이르렀으며 이로써 베트남은 70개 시행 국가 중 네 번째로 지원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는 연간 5번 시험을 시행하기로 하여 연간 시행 횟수로는 세계 최다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장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어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과 한국어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같은 한국어 학회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우리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어능력
시험의 현황과 전망」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 4개국에서 첫 시행이 이루어진 이후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했습니
다. 최근 한국과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까지 누적 지
원자 수가 2백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그간의 성장과정을 되돌아 보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한국어능력시험의 질적 성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들이 가장 어
려워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쓰기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어를 사랑하고 한국어교육 발전을 위해 길을 모색하며, 지성의 향연을 준비하고 초대해 주신 나삼일 회장님, 장향
실 부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어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
에 긍적적인 기여를 하고 한국과 베트남 간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학문적 성장에도 도
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송기동 올림

11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25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대한민국 국립국제교육원, 베트남 하노이대학교가 함께 하고 베트남의 명문 하노이대학교에서 개최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의미있는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나삼일 회
장님, 국립국제교육원의 송기동 원장님, 그리고 하노이대학교의 응웬 반 짜오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에
서 참석하신 한국과 베트남의 여러 교수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양국 사이에 인적ꞏ물적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최근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의 급증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2018년 3월말 기준으로 베트
남 유학생은 32,79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21.8%에 달합니다. 중국인 유학생 증가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유학생의
급속한 증가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베트남인 노동자의 한국 유입,
2000년대 들어서 급속히 증가한 베트남인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은 한국과 베트남의 인적 교류의 규모가 얼마나 규모가
크고,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내 베트남인의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로 다루어지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든 베트남인이 한국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한국어 능력이 갖춰지지 않을 때 그들은 한국 생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사회적 약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인의 한국어 능력은 교수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지만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촉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 국제학술대회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국제학술대회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저명 학자와 신진 학자께서 한국어 능력 평가를 주제로 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에서의 논의가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평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명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

김종희 올림

주제 특강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현황과 전망

14
* 주제 특강 I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현황과 전망
정미례(국립국제교육원)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주제 특강Ⅱ

베트남 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현황과 전망

32
* 주제 특강 II

베트남 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현황과 전망
Pham Thi Ngoc(하노이대학교)

1. 서론
그 동안 베트남에서 한류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확산되면서 K-pop, 드라마, 영화, 패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취미로
삼는 한국어 학습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입국 비자 취득 목적으로 토픽에 응시하는 베트남 여성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유학 및 취업 목적으로 응시하는 한국어 학습자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의 대
기업인 삼성, LG, 롯데, 현대, 포스코 등 베트남 진출 기업의 직원 채용 우선 조건에 한국어 능력 성적이 포함되어 있으
며 토픽 성적에 따라 급여도 높아지기 때문에 베트남내 한국어 능력 인증서 수요자가 더 늘어난다. 그리고 베트남 교육
부 규정에 따라 다른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하노이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졸업 전에 반드시 한국어 능력 5급이
상이나 5급수준과 상당한 한국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취업이나 유학을 준비하는데 한국어 능력시험 인증서 소지자가 여
러가지 혜택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베트남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필수 요건이 된다. 이에 따
라 최근에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내 한국어 능력 시험의 현황 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베트남 내 한국어 능력시험 의 현황
2.1. 한국어 교육 기관 및 한국어 학습자 현황
베트남에서 한류의 전파 및 확산으로 한국어 교육기관 및 학습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베트남 하
노이 사무소(KF)의 2017베트남 한국어학과 통계 자료1)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부 소속23개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있고
강사 수도 200명이 넘는다. 이외에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 소속 베트남내 세종한국어학당도 13개소에 이
르고 수강생도 수 천명이 넘어 유학이나 취업 또는 결혼이민자 입국 비자 취득 등의 실용적인 목적으로 기초부터 고급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교수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 한국어 교육기관 및 학습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2017년 베트남 교육부 소속 한국어 교육기관 및 학습자 현황2)
1) 한국국제교류재단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KF)의2017.10.10일 기준으로 통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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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명)
한국어교육기관

설립 년도

정규과정

부전공, 제2전공,
국제반, 삼성반

제2외국어

야간반

북부지역
1. 하노이 인문사회대

총계
4661

1993

186

90

276

2. 하노이국립외대 한국언어문화학과

1995

433

230

230

3. 하노이대 한국어학과

2002

494

66

460

893

4. 베일 외국어 기술 전문대 한국어학과 (3년
제) + 하노이 제2 캠퍼스

2007

1040

5. 박하전문대 한국어

2013

6. 하노이 폴리텍(Ha Noi Polytechnic)

2014

474

474

7. 타이응우엔(Thai Nguyen) 경제 기술 전문
대 교양학과 한국어전공

2015

303

303

8. 탕롱(Thang Long) 대 한국어학과

2016

222

222

9. 타이응우엔(Thai Nguyen)대 외국어학부

2017

357

357

86

1096
1040

삼성전자 직원 전용 3년제 전문학사 과정 운영

중부지역

630

10. 다낭외대 일어-태국어-한국어학과

2007

11. 후에외대 한국어언어문하학과

2008

386

386
244

남부지역

4952

12. 호치민인사대 한국학부

1994

445

13. 호치민외국어정보대 동방학과

1995

562

14. 홍방국제대 외국어 외국 문화학과

1999

139

93

538
595

1157
139

15. Lac Hong 대 동방학과

2003

149

149

16. Da Lat 대 국제학과

2004

618

618

17. Van Hien 대 외국언어문화대학

2007

517

18. 사이공ACT 외국어학과

2008

76

76

19. Nguyen Tat Thanh대 외국어학과

2011

40

40

20. Thu Duc 기술대 한국어학과

2013

500

35

300

552

60

860

21. Ba Ria Vung Tau대 동방학과

2014

135

135

22. 호치민사법대 한국어학부

2016

328

328

23. 호치민 기술대 Hutech 인문사회과학 학부

2016

260

260

전국

10234

<표 2> 베트남 내 세종한국어학당 현황3)
지역별 세종한국어학당
1.

Quy Nhon 세종어학당 (Quy Nhon 시청 및 용산구청간 협업 2016)

2. 베트남 호찌민 세종학당
3. 호찌민2 세종학당(호찌민사범교육대학교-주호찌민총영사관)
4. 호찌민3 세종학당 (경운대 및 베트남 호치민산업대학교간 협력 2015년 개결)
5. Binh Duong 세종학당 (Binh Duong대학교-조선대학교간 협력 2016 개설
6. Can Tho 세종학당(주호찌민대한민국총영사관-껀터국립대학교)
7. 호치민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 2016 개설)
2) 한국국제교류재단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KF) 2017년 통계 자료
3) http://www.ksif.or.kr/business/locSej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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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에 세종학당 (후에대학교-(사)BBB KOREA)
9. 하노이1 세종학당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10. 하노이2 세종학당 (하노이국립외대-한국산업인력공단)
11. 하노이3 세종학당
12.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13. 타이응우옌 세종학당 (타이응우옌대학교-계명대학교)

위의 표1, 2의 통계를 보면 베트남에서 교육부 산하 23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전공자가 만명이 넘으며 세종어
학당에서는 수 천명이 수준별로 한국어 학습을 하고 있다. 1993년 최초 교육 시작 당시에 비해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습
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 25년 동안 누적 한국어 학습자들 수 만명을 돌파했다. 이로 인해 최근에 한국어 능력 인증서
수요자가 늘어나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최근 3년간 누적 4만7천명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2. 베트남내 한국어 능력시험 현황
2.2.1. 한국어능력시험 체제 개편의 긍정적 측면
유학이나 취업 등의 실용 목적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본다. 2014년 하반기부
터 시험 체제가 기존 초•중•고급 3종 6개 등급에서 초급 수준의 TOPIKⅠ및 중 고급의 TOPIKⅡ의 2종으로 개편된 전
형은 제35회 시험부터 적용되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체제 개편의 긍정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편TOPIK 시험은 기존 어휘 및 문법 영역이 폐지되고 TOPIKⅠ은 쓰기 영역을 없애고 듣기와 읽기 등 2개로,
TOPIKⅡ는 듣기, 읽기, 쓰기 등 3개로 간소화되어 외국인 수험자 특히 베트남 수험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둘째, 기존 TOPIK 시험방식은 문법 또는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개편 시험 방식은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언어사
용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것은 외국인 학습자들 특히 학습경험이 많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토픽시험 준비
하는데 큰 부담을 줄인다. 학습자들이 문법과 이론에 몰두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의사소통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학습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시험시간 및 평가 영역은 총 문항수가 많아서4) 응시자들이 무리한 느낌을 주었지만 실제적 의사소통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초급 시험은 쓰기 영역까지 들어가는데 서답형 및 선택형을 포함해서 총 14~16문항이 있어서
한국어 전공자 또는 학습 경험이 많이 없는 응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변경 시험 방식은 시험시간 및 총 문항수가
줄어들고5) 초급 시험은 쓰기 영역이 없어서 사회활동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초급 한국어 듣기 및 읽기 능력 검
증이 필요한 취업 희망자들에게 적절하다. 중•고급시험방식도 심층적인 한국어 능력보다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평가 영역 및 평가 문항수를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넷째 과락제를 바꾸어 종합점수에 급간 분할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기존 시험방식은 50점이상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락점수가 없어야 해서 평균점수 50점이상을 얻었지만 시험 평가 영역중 하나만이 과락기준인 40점 미
만이 되어도 안되기 때문에 불합격자가 많았다. 개편시험 평가방식은 과락제를 없애고 급간 분할 점수로 다양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한국어사용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한 응시자들은 얻은 종합점수에 따
4) 기존 시험시간은 각 180분과 총 문항수는 초･중･고급 각 104~106문항이 있다.
5) 시험시간은 초급 100분 과 고급 180분이다. 총 문항수는 초급 70문항, 중고급 104문항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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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할 점수로 해당 토픽급수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시험방식은 급간 분할 점수를 활용하지 않아 응시자들에
게 불리한 요소가 되어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시험 횟수는 국내외 기존 연 1회에서 연 5회로 늘리고 올해부터 연 6회로 시행하고, 베트남에서는 기존 연 4
회 (3,4,10,11월)에서 연 5회로 늘리고 제 59회부터 7월에도 시행한다. 토픽시험횟수를 늘려서 진학이나 취업 또는 결혼
이민자 입국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데 연 1회보다 토픽시험을 지원할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해서 응시자들이 편리하다고
본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어휘, 문법 영역을 없애고 문항수, 문제유형, 과락제도 등의 여러가지 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학
습자들의 다양하고 실제적 한국어사용능력 및 한국어의사소통을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시험 방식으로 인해 전에 하노이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은 토픽시험 우수결과로 5,6급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능력이 잘 안 되어서 취업 후 한
국회사 사장들이 많은 충격을 받고 항의를 해오는 적이 가끔 있었다. 반대로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은 토픽시
험을 불합격했지만 한국 생활하는데 장애문제를 겪지 않고 한국회사생활도 빨리 적응되고 일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학습자도 많았다.

2.2.2. 베트남에서의 TOPIKⅡ시험장
현재 베트남에서의 한국어능력시험은 현재 주관하는 한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지정한 2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북
부지역은 하노이에서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지행하고 남부지역은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에서 진행한다. 따라서 토픽시
험을 신청하려면 응시자들은 지역별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나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에 지원서를 낸다. 접수방법은 방문접
수이며 선착순으로 TOPIK IꞏII 각 1,260~1350명 내에서만 접수되며 그 숫자가 차면 마감된다. 따라서 TOPIK 인증 수요
자가 많아서 신청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써서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한 학습자들이 많았다. 토픽시험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방문 접수를 인터넷 접수로 변경하고 이는 올 7월 제59회로 적용될
것이다. 올해 2018년 베트남에서 토픽 시험을 연 5회로 진행을 시작하고 이번 올 7월에 처음으로 늘어난 토픽시험을 실
시할 것이다. 토픽시험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해서 전에 비해 수험생들이 많이 편리하겠지만 아직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7
월 제59회는 접수 가능 수험생이 Topik 1, 2 각 960명내로 한정되어 있어 여전히 토픽 시험을 신청하지 못할 응시자도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내 한국 국제학교들이 시설이 좋고 한국인 교사진이 많이 있어서 토픽시험을 진행하기가
편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시험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토픽시험 수험자가 많
은 만큼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만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뿐더러 많은 유학 지망생이

나 취업 희망자들에게 좋은 유학이나 취업 기회를 간접적으로 놓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제학교들은 규모 크고
베트남의 시험을 안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립대학교와 협력해서 토픽시험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든
베트남 토픽시험 지원자들의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노이 대학교는 매년 일본 교육부
및 일본 교육관리기관과 함께 베트남 전국 일본능력시힘을 진행하고 있다. 연 2회 시행에 1회 에 응시자 6000이상의 원
서를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대규모의 일본어 능력시험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우리 하노이 대학교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베트남에서 수험생들이 토픽시험 신청하는데 고생을 줄이고 좋은 토
픽 시험배경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은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 좋은 시설 및 우수 교수진 또는 시험 진행경험 등이 있는 우리 하노이대학교처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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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도 많이 있으므로 협력방안을 같이 제시해서 훌륭히 진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2.3. 한국어 능력시험은 베트남 한국어학습자에게 필수 요건이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중요한 바로미터 기능이 있어서 유학생 선발 및 관리, 한국기업의 외국
인 채용, 결혼이민자 입국 사증 취득 등의 필수 요건으로 활용된다
첫째, 한국어 능력시험 인증서는 한국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증제의 핵심
6대 지표 중에 하나로 선택되어서 한국으로 유학 베트남 희망자들에게 필수요건이 된다. 한국 대학교들은 학생들을 선발
할 때 토픽시험 3급이나 4급이상 합격자만 기본 선발 자격이 충족되어야 되어서 베트남 유학 희망자들은 한국 입학 준
비하는 과정에 중점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토픽 시험은 매년 한국정부 초청 장학생을 선발할 때 요구되는 필
수 요건이 되며 토픽 5급이나 6급 합격자가 생활비 지원을 1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한국 대학교에서 외국
인 유학생들이 토픽 5급이나 6급이되면 장학금 및 여러가지 혜택도 주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 유학 희망자들은 한국대학
교에 입학하고 수학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 인증서가 중요한 필수 요건이 된다. 하노이 대학교 정규과정 및 단기 과
정 학생들은 매 학기 한국어능력 시험을 신청하고 합격률이 많이 높았다. 보통 2학년을 마치면 3급이나 4급정도를 달성
하고 우수학생들은 5급까지 합격자도 있었다. 3, 4학년 학생들은 4,5급 합격자가 90%되고 졸업생들은 100% 5급이상을
달성한다.
둘째, 한국 기업에 취업할 때 우선 채용 요건 중에 한국어 능력시험이 필수 선택 요건으로 활용된다.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업체 중 삼성, LG, 현대, 포스코 등 큰 기업들은 직원을 선발할 때 한국어 능력시험 인증서를 채용 바로미터로 활용
한다. 그리고 입사 자격은 한국어 토픽 3급이상으로 규정되며 토픽 4급부터 인증서 소유자는 기본 급여에 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삼성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 급여지원 규정은 신입 한국어 직원이 기본 월급 1200만동인데 토픽
능력 수준에 따라 4급 320만동, 5급 400만동, 6급 500만동으로 지원지급을 더 받을 수 있다. LG, 현대, Lotte 등과 같은
베트남내 다른 한국 업체들도 이러한 기준을 활용해서 임직원들이 한국어 학습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어를 잘하면 기본
월급에 50% 더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내 베트남 직원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다. 베트남 삼성기업에 취업한 하노이대 졸업생들은 90%이상 5급이나 6급정도 한국어능력 인증서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
고 매년 베트남 삼성기업도 하노이에 가장 큰 3개 대학교로 우수 직원들을 6개반 1반 20명정도 나눠 보내서 3개월정도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 3개월동안 72시간 한국어 교육을 받고 TOPIK시험을 보도록 한다. 삼성기업에 따르면 같은 한국
어 수업 시간을 받았지만 3개 대학교 중 하노이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삼성직원이 토픽시험 3,4급 합격자가 가장 많았
다며 하노이 교육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결혼이민자 입국 사증 취득 때도 여러 가지 요구 사항 중에 한국어 능력시험도 필수요건으로 활용된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생활 및 한국에 각종 활동 영역에 외국인들에게 필수적 요건으로 요구된다. 그 동안 수 만명 베트남 결혼이
민자 있어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수교관계지만 사돈관계도 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내 결혼이민자 중 출신 베트
남 결혼이민자가 73.3%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6). 한국 입국 사증 취득을 위해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어능력 시험 인증서
가 있어야 되어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입국 사증 취득 외에 한국어 능력 시험인증서 소유자들은
한국 생활 및 사회 활동에 잘 적응하기위해 필수 요건으로 많은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어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2.4.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증가
6) http://www.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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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시험은 1997년 한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인 4개국7)에서 처음 시행했을 때 응시자가 2.692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 국내외 73개국에서 29만 638명이 지원함으로써20년 만에 110배나 늘어났으며 올해까지 누적 응시자
가 212만168명에 달했으니까 1997에 비해 788배나 늘었다.8) 이에 따라2010년 38 개국 중 베트남에서는 제18회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가 500명이 있었고 연 4회로 합쳐도 1,000명에 불과했지만9) 2017년 총4회 의 제55 회까지 포함된 하노
이시 및 호치민시 다 포함해서 만8천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7년만에 연 18 배나 늘었다.10) 베트남내 한국어 토픽 시험
응시자 수가 최근 3년간 누적 응시가자 4만7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베트남 한국 국제학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 최
근 3년간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베트남내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수11)
단위 : 명
년도

2015

2016

2017

합계

호치민

7192

7161

8495

22848

하노이

5968

8945

9991

24904

위 3표의 응시자 수를 보면 호치민지역에서 한국어 능력시험 신청자 비중이 최근 3년간 비슷했지만 하노이 지역에서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급격히 늘어났다. 위1표에 제시하듯이 한국어 교육 기관이과 한국어 학습자들은 많이 늘어남으
로써 그 만큼 한국어 응시자가 많아진다. 특히 남부지방에 비해 북부지방에서 한국 유학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
며, 삼성기업이 베트남 북쪽에 있는 Thai Nguyen 및 Bac Ninh 성 에 큰 공장들을 많이 투자해서 베트남내 인력 15만명
까지 채용한다. 또는 삼성에 따라 많은 한국 벤더회사도 베트남에 들어와 생산 투자해서 그 만큼 한국어 우수 인력이 수
요된다. 이러한 요인들로2017년 하노이 지역에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베트남에서
2018년도 연 5회로 늘려 한국어 능력응시자거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문제점은 응시자가 많은데 하노이
와 호치민에서 한국국제학교에서만 시험장으로 지정하고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으므로 많은 베트남 지원자들의 응시원
서를 접수 못하고 있는 현황을 보인다. 위에 언급했듯이 베트남에서 토픽 시험을 신청하지 못해서 응시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유학이나 취업기회도 놓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3. 베트남내 한국어 능력시험 전망
위의 베트남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전국 교육부에 속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23개 및
학생수가 만 명 이상 있다고 한다. 또는 베트남 전국 한국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13개 한국어세종학당도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현재 재학생이나 수강생들이 만 명 이상 있다. 대부분 베트남에서 한국어학습자들은 한국유학이나
7) 한국ꞏ일본ꞏ우즈베키스탄ꞏ카자흐스탄
8) http://world.kbs.co.kr/korean/news/news_Cu_detail.htm?No=296579
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41209094052457
10) 2017년 베트남내 한국국제 학교 통계 자료에 따라 연 4회 한회당 Topik I-II 각 1260명으로 접수함으로 베트남 전국 접수된 응
시자가 18.486명 된다.
11)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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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실용목적으로 공부하므로 대부분 한국어능력시험을 본다. 앞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더 많아짐에 따라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2017년 베트남 전국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만8천명이상 되었지만
2018년 예상에 따르면 응시자가 2만이상 넘으며 앞으로 또 더 많아질 것이다. 즉 베트남내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 능력시
험 전망은 아주 밝다. 이러한 좋은 전망을 이끌어온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2.3.1.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이다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의 유리한 투자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 투자 환경은 외국인 투자자한테 매력적이므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 베트남 오늘 경제
신문기사에 따르면12) 2017년에 외국인 투자자 중에 한국은1위로 2017년의 12월까지 총 투자액은 80억불을 돌파되었다면
그 동안 누적 투자액도 600억불이 되어서 1992년 5억불에 비해 120배나 증가했다. 예상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인 투자액
은 700억불로 늘어날 것이며 2020년까지 1000억불을 달성할 것이다. 베트남정부는 개방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정책도 점점
간편하게 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각종 투자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그래서 삼성을 비롯한 많은 한국기업인 LG, Lotte, 현대, CJ등도 베트남에서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국어 능력이 있는 임직원을 우선 채용 요건으로 고용한다.
둘째, 베트남에서 인건비가 다른 주변 나라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투자하면 비용도 더 줄어들므로
다른 기업과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다. 또는 베트남은 인력이 풍부해서 인력을 고용하는데 장애문제인 인력 부족 현상
을 많이 겪지 않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과 한국은 같은 동방 국가니까 사고 방식 및 의식주 문화 습관이 많이 비슷해서 한국인들은 베트남에서
영업하면서 생활하는데 빨리 적응할 수 있으며 베트남 사람들하고 문화차이로 갈등을 많이 겪지 않는다.
베트남에서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투자 요건이 좋기 때문에 한국 큰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채용 인력
도 많아져 한국어 인력 수요가 적지 않을 거라고 본다. 앞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업체들은 한국어 능력시험 인증서 소유
자들을 많이 고용할 것에 따라 토픽시험 수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대응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험
시행 요건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3.2. 베트남에서 한국인 투자자들 투자 규모 확대 예정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인 큰 투자자들은 여러가지 큰 사업을 투자하고 있다. 그 기업 중에 삼성기업은 Bac Ninh 성 및
Thai Nguyen 성에 전자 공장들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현재 채용인력은 15만명수준이지만 앞으로 투자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Lotte도 호텔, 백화점, 건설 등의 사업들을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에 따라 수 만명 인력도
고용했다. 그리고 현대 알루미니움도 2개 공장이 지방에 있고 인력도 수 천명을 고용했다. LG 기업도 Hai Phong에서 큰
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인력도 많이 고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국어 인력도 많이 채용하려고는 했지만 한
국어 인력이 부족해서 수요만큼 채용 못 하고 있는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 현재 삼성, LG, Lotte, 등 한국기업은 얻어
있는 부지에서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어 인력을 더 수요할 것이니까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능력
12) http://cafef.vn/han-quoc-dung-dau-trong-von-dau-tu-nuoc-ngoai-vao-viet-nam-2017122115273816.c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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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망이 좋아 보이다.

2.3.3. 베트남 한국어 교육의 확산 추세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이 그 동안 각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지만 베트남 교육부 및 한국 교육부간 공동으
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시범 사업을 3년전 시작했다. 현재 하노이 및 호치민에서 각 4개 중•고
등학교에서 한국어반을 2개정도 시범으로 개설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교육부는 베트남 중•고등학교에서 10
년간 한국어 교육을 시범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어느 정도 준비요건이 충족되며 한국어는 수능시험에 포함시킬 계획으
로 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기관은 여려 가지의 교육 형태 및 교육 수준이 있지만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학당
등에서 한국어 교육이 확산되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많이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교육부 규정
에 의해 한국어 전공자들은 졸업 필수요건 중 한국어 능력5급이상 합격해야 되거나 베트남 한국어 교육기관별 정하는
유럽공통 언어평가 기준(CEFR)의 C1에 상당 한국어 능력평가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 C1 시험 문
제 유형 및 평가 영역은 거의 TOPIK

5급과 유사한데 차이점은 말하기 능력 평가 영역이 더 들어간다. 위의 여러가지

요인으로 앞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능력시험이 현재보다 잠재력 및 전망이 더 좋다고 본다.

3. 논의 및 제안
베트남에서 한국기업들이 대거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므로 이만큼 한국어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한국어 교육 기관 및 학습자 수가 전에 비해 많이 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늘어질 것이다. 많은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
과 설립할 계획도 세우고 학생 모집도 진행하고 있다. 하노이 대학교에서도 전국 가장 많이 학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학년 150명을 뽑고 있지만 2020년까지 2배정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 국가가 정한 낮은 학비로 교육하고 있어서 학생
들을 많이 못 받고 있지만 2020년에 우수 교육과정으로 개선해서 보다 질의 보장에 적합한 비싼 학비로 학생들을 뽑을
예정이다. 베트남에서2025년까지 한국어학습자 및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수 십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 규모를 더 확대하고 안정적인 발전방향도 마련해야 된다. 현재 한국어 능력시험을 진행하는 규
모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다고 본다. 베트남의 국가 대학교들을 협력해서 공동 토픽 시험 진행 규모를
확대하고 발전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노이대 같은 경우 일본어 능력시험을 연 2회로 일본 교육조직과 공동 진행
하고 있는데 총 연 만2천명이상 접수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 토픽시험을 공동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베
트남에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므로 한국어 능력시험규모를 확산해야 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
으로 시행 및 관리를 해야 된다. 베트남 토픽 시험장에서 시험의 시행 목표 및 시행 방법, 시행 관리 방식, 응시자를 위
한 좋은 서비스, 응시자 만족도 등을 안정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필요한 방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베트
남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부정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응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기 위해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국제교육원이 베트남 교육부 및 관련된 대학교들
과 서로 협의해서 좋은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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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베트남 내 한국어능력시험의 현황을 제시했고 앞으로의 전망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인다. 베트남 투자 환경이 좋아서
한국 큰 기업도 베트남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인력 수요가 많아서 한국어능력 시험의 전망이 밝아 보
인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시험장이 제한되어 있어서 지원하려는 응시자가 많은데 다 접수 안 되어서 베트남인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희망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응시 서비스 및 응시 만족도 등을 높이도록 베트남의 관련된 교육기관 및 한국 국제교
육원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픽 시험 대비반도 여러 교육 기관이나 어학당에서 개
설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생한테 좋은 반응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베트남인 한국어 교수진들을 위
한 토픽 시험 대비반 교수법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세워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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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영역 교육 방안
김경선(국립국제교육원)

1997년에 시작된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은 2018년 현재 횟수로 21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시험 체제는 세 차례의 큰 변화1)가 있었고 현재는 2종 6등급제의 체제로 시행 중이다. TOPIK Ⅰ에서는 듣기와 읽기 영역을,
TOPIK Ⅱ에서는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평가하고 있는데 응시자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쓰기 영역을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다운, 2009; 지현숙, 2016). 이것은 쓰기가 한국어로 어휘나 문장을 글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국어를 사용하는 담화 공동체의 요구에 맞게 글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해 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사회 문화적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담화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맥락에 적절한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응웬, 2015). 그러므로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에게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어
담화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글의 특성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TOPIK Ⅱ 쓰기 영역의 구성 및 평가 기준
에 대해 살펴보고 기출 문항 분석을 통해 각 문항별 텍스트 유형 및 장르적 특성을 기반으로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쓰기 영역의 교육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TOPIK Ⅱ 쓰기 영역의 평가 목표 및 구성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TOPIK Ⅱ 쓰기 영역에 대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쓰기 영역의 구성과 평가 기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TOPIK Ⅱ 쓰기 영역의 구성과 등급별 평가 기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TOPIK Ⅱ의 쓰기 영역은 완성형 두 문항과 작문형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성형 문항인 51번과 52번의 배점은 각각
10점씩이며 내용 및 과제 수행,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 범주로 삼는다. 작문형 문항인 53번, 54번의 배점은 각각 30점과 50점
이며 두 문항 모두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을 평가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표 1> TOPIK Ⅱ 쓰기 영역의 구성
문항 번호

문항 유형

문항 수

배점

51

완성형

1

10

52

완성형

1

10

53

작문형(200자~300자)

1

30

54

작문형(600자~700자)

1

50

1) 6종 6등급 → 3종 6등급 → 2종 6등급

평가 범주
내용 및 과제 수행
언어 사용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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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주에 따라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홈페이지(http://www.topik.go.kr)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TOPIK 쓰기 영역 문항별 평가 범주 및 평가 내용
문항

평가 범주
내용 및 과제 수행

평가 내용
- 제시된 과제에 맞게 적절한 내용으로 썼는가?

51-52
언어 사용

내용 및 과제 수행

53-54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

- 어휘와 문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는가?
-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며 적절한 문법과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가?
- 문법,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출처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http://www/topik.go.kr>

TOPIK에서는 모든 영역의 점수는 합산하여 총점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여 응시자 개별의 쓰기 능력에는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각 등급에 해당하는 쓰기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 TOPIK Ⅱ 등급별 쓰기 영역 평가 기준
등급

평가 기준

3급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의 글을 유창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
•설명문의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문어체 종결형을 사용해 글을 쓸 수 있다.

4급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소재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서류 및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간단한 감상문, 설명문, 수필 등을 쓸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5급

•자신과 관련이 적은 사회적·추상적 소재에 대해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다.
•업무나 학문 등의 전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글을 쓸 수 있다.
•다양한 담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격식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감상문, 설명문, 수필, 보고서, 논설문 등을 쓰거나 요약할 수 있다.

6급

•자신의 업무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쓸 수 있다.
•한국어 담화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여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다.
•다양한 표현법 중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논문, 연설문, 공식적인 문서 등을 쓸 수 있다.
<출처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http://www/topi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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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PIK Ⅱ 쓰기 영역의 기출 문항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일 년에 한 회차의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기출 문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틀에 기초한
검사명세서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항이다. 출제진에서는 회차별로 문항의 주제는 다르나 큰 틀에서는 동형 검사를 제작하
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므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예측이 가능하며, 모범 답안을
통해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글의 형식과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1. TOPIK Ⅱ 쓰기 영역 51번과 52번 문항
TOPIK Ⅱ 쓰기 영역의 51번과 52번은 담화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글의 맥락에 맞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유추하여 쓰는 완성형 유형이다. 두 문항의 큰 차이는 난이도와 텍스트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기출을 통해 살펴보면 51
번에서 광고문, 이메일, 모집 공고, 휴대전화 문자 등 생활문 위주의 텍스트가 사용된 반면 52번에서는 주로 설명문 텍스
트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TOPIK Ⅱ 쓰기 51번, 52번 공개 기출 문항 및 모범 답안
회차

문항

모범 답안

㉠ 그동안 사용했던 제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 전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 퍼즐 조각이 제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
는다
㉡ 비로소 사회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 금요일에 뵙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금요일에 사정이 생겨서 찾아 뵙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6

㉡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괜찮으신 시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다음 주 금요일에 뵈러 가도 되겠습니까
㉠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한다
부자가 되기도 한다
㉡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기회가 찾아오면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45

㉠ 새로 신입 회원을 모집하려고/뽑으려고 합니다
㉡ 태권도를 처음 배우십니까
태권도가 처음이십니까
태권도를 잘 모르십니까
37

㉠ 하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는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
는 것이다
㉡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

㉠ 제가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 오후에는/언제든지 다 괜찮습니다
41

㉠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것이 좋다
㉡ 자기 전에 머리를 말리고 자야 한다

㉠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카메라를 샀습니다
㉡ 카메라를 받아 주실 수 있으십니까
47

㉠ 손을 씻어야 한다
㉡ 비누를 사용하라고 한다
비누로 씻으라고 한다

46

㉠ 빌려 줘서/주셔서
㉡ 돌려주면/돌려 드리면 됩니까/되겠습니까
52

㉠ 감정이 표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밝은 표정을 짓는/하는
표정을 밝게 짓는/하는
<출처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http://www/topik.go.kr>

2.2. TOPIK Ⅱ 쓰기 영역 53번 문항
TOPIK Ⅱ 쓰기 영역의 53번은 제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제에 맞게 200~300자 정도의 설명문의 단락을 쓸 수 있는
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표 5>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53번 문항의 소재는 중급 수준의 친숙한 사회적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도표나 그래프, 도식 등이 제공되고 이를 해석하여 설명문 단락을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2.3. TOPIK Ⅱ 쓰기 영역 54번 문항
54번 문항은 전체 배점 중 50%를 차지하여 점수 배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문항으로 응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부
담스러워하는 유형이다. 54번은 제시된 주제와 하위 과제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600~700자의 글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출 문항을 보면 문항 소재로는 사회적 내용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
로 54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사회적 주제에 맞는 논술문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표 5> TOPIK Ⅱ 쓰기 53번 공개 기출 문항 및 모범 답안
회차

35

문항

모범 답안
30대와 6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30대
의 경우 공연장문화센터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약국이 2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60대는 병원약
국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장문화센터가 23%로 조사되었다. 공원 시설의 필요성
에 대한 견해는 30대와 60대가 2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나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7

36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전체 가구 수의 16%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26%에 도달했다. 12년 사이에 10%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관의 변화로 인한 독신자 수의 증가이다. 둘째,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셋째, 여성
의 사회 진출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1인 가구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전망이다.

37

대중매체란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생각을 전달
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대중매체에는 다양한 양식이
있는데, 표현 양식을 기준으로 나누면 크게 인쇄매체, 전파
매체, 통신매체이다. 인쇄매체는 책이나 잡지, 신문 등으로
기록이 오래 보관되고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전파매체가 있는데 텔레비전 라디오 등이 이에
속한다.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오락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를 들
수 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다량의 정보를 생산한다
는 특징이 있다.

41

교사와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와 학생
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경우 글을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
났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로 연습하기가 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사는 좋은 글을 따라 써야 한다가
30%, 다양한 주제로 연습해야 한다가 25%를 차지했다.
반면에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가 25%로 나타났고,
좋은 글을 따라 써야 한다는 1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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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했다. 2000
년에 4천 명이던 유학생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 이르러 10만
명이 되었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우선 외국인들의 한
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
대학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유학생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이 계속 이어진
다면 2023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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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
상으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라고 응답한 남자는 80%, 여자는 67%였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남자는 20%, 여자는 33%였다. 이들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남자는 양육비가 부담스
러워서, 여자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남자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해서, 여자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출처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http://www/topi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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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TOPIK Ⅱ 쓰기 54번 공개 기출 문항 및 모범 답안
회차

문항

모범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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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굴지의
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행복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조건은 요구된다.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복의 크기가 경제력과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식주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요즈음, ‘먹고 살 걱정’에서 놓여난 다음 잉여의 경제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배고픈 예술가가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배만 부른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결국 행복이란 안락한 생활과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런 상황을 자주 만들려고 노력하
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 행복한지,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지 그리고
무슨 일에서 행복함을 느끼는지를 잘 알게 된다면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긴다면 그 여유를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쓸 것인가에 대해 가끔씩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여유를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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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기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인데 동기에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다. 내적 동기란 흥미, 만족감, 자부심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외적 동기란 칭찬이나 보상과 같이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이 두 동기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만약 우리에게 동기가 없다면 일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칭찬만큼 효과적
인 동기도 없다. 또 승진이나 월급 인상과 같은 보상도 우리가 일을
시작하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 이처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기는 일의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내적 동기는 외적
동기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자신이 흥미가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면 일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해도 더 쉽게 극복해
낼 수 있다. 그 결과 우리가 일을 완수해 내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따라서 일을
시작할 때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어떤 동기를 갖느냐가 일의 시작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7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결과 세계는 점점 가까워져 소위 지구촌 시대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식 생산이 활발해지고 각 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문
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어떠한 인재가 요구될
까?
세계화가 되면서 우선 글로벌 마인드의 구축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국경이라는 테두리에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는 기본
적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과거에
는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인재로

49
서의 역할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량의 정보 속에서 이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은 지식의 융복합이나 자신만의 특성화 등을 통화여
전문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내적으로는 글로벌 마인드를 기르고 외적으로는 전문적인 자기 능력을
갖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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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에 대한 반성 또는 위대한 업적 등이 후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
는 마음이 기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역사’라고 부르
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현재는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한다.
더불어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이를
준비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 연구자가 옛 문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우리가 겪고 있는 심한
가뭄을 미리 알리면서 대비를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역사의 가치를 보여주
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아는 데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국 과거의 역사는 현재로, 현재는 다시 미래의 역사로 이어
지는 연속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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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일을 더 잘하고 싶어질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 공부나 일의 성과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하고
싶어지는 도전 정신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칭찬은
사람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칭찬이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안겨 주는 경우이다. 칭찬을 들으면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
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칭찬의 또 다른 부정적인 면은 칭찬
받고 싶다는 생각에 결과만을 중시하게 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칭찬이
일의 과정보다 결과에 중점을 두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칭찬할 때에는 그 사람이 해낸 일의 결과가
아닌, 그 일을 해내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
다. 그래야 칭찬을 듣는 사람도 일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칭찬을
듣고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칭찬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칭찬은 그 방법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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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과의 원활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다만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는 많은 대화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타인과의 소통의 시작이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이 항상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
들은 서로 다른 생활환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고방식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들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상대
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의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항상 생각하며 이야기하여야 한다. 다음으
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로 서로의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서로가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출처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http://www/topik.go.kr>

50
3. TOPIK Ⅱ 쓰기 영역의 교육 방안
Tribble(1996: 67)은 쓰기 능력을 갖추는 데 주제와 관련된 내용 지식, 텍스트가 읽혀질 맥락에 대한 지식, 과제 완성에
필요한 언어 체계 지식, 특정 과제 수행에 적절한 글쓰기 과정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진숙(2016)은 쓰기
요소로 개인적인 인지적 조작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의 인지적 요소, 필자와 독자가 속한 담화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적 요소, 쓰기 결과물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요소를 제안했다. 응웬(2015)는 쓰기 활동이란 정확한 문장, 어
휘,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상황, 맥락, 독자 요소를 잘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글쓰기는 다양한 요소와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므로 교육 기존의 결과 중심이나 과정 중심,
장르 중심 교수법 중 어느 하나의 교수법을 적용하기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문항별
텍스트와 문항 유형, 모범 답안의 문장 및 글의 구성을 바탕으로 문항별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TOPIK Ⅱ 쓰기 영역 51번과 52번 문항의 교육 방안
51번과 52번은 친숙한 사적 혹은 사회적 소재의 생활문이나 설명문의 지시문의 괄호 안에 맥락에 알맞은 문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TOPIK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TOPIK Ⅱ 쓰기 답안 작성 방법의 51번과 52번에 해당되는
내용과 김연주(2014)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완성형 문항의 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광고문, 안내문, 공지 등을 수업 자료로 이용하고 이러한 생활문의 내용의 구성과 생활문
의 유형별로 자주 쓰이는 표현과 문법을 지도한다. 그리고 각각의 생활문 유형에 맞게 글을 써 보게 한다. 51번과 52번
문항 유형과 유사하게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에 괄호를 만들어 동료 학습자들로 하여금 빈칸에 들어갈 맥락에 맞는 글
을 써 보도록 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
둘째 51번과 52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괄호의 앞뒤 내용을 잘 파악하여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작성한 답안이 글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의 단서는 지시문 안에
서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시된 문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과 문장 간
의 담화 표지를 통해 글의 구성과 흐름을 파악하여 핵심 내용과 괄호가 포함된 문장을 비교해 가며 앞 뒤 문장을 따져
어떻게 연결할지 생각하여 문맥에 맞게 연결해 써야 한다. 이를 위해 담화의 문맥에 적합한 어휘와 문법, 표현 등을 사
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때 맥락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어휘나 문법을 사용할 경우 감점의 요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셋째, 발문에 있는 지시대로 답을 쓰도록 지도한다.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
므로 답안을 두 문장 이상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이것은 비단 51번과 52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쓰기 문항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글의 형식 및 격식에
맞도록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쓰기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구어가 아닌 문어임을 인지하고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담화공동체에서 수용 가능한 문어체의 글로 응답해야 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구어를 사용하는 빈도
가 높으므로 쓰기 답안을 작성할 때도 익숙한 구어체 표현을 쓰는 응시자들이 있다. 구어와 문어 표현의 차이점을 인식
하고 각 텍스트 유형에 적절한 문어체로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와
같은 구어적인 표현은 ‘와/과’, ‘그러므로’와 같은 문어체로 바꾸어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간혹 문자 메시지 작성
이나 이메일 쓰기 등의 경우 문어이긴 하나 구어체가 사용될 때도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도 학습자에게 알려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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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식체의 사용으로 글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높은 수준의 어휘나 문법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다가 오류를 범할 경우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답
안을 작성할 때는 문맥에 적합한 표현에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3.2. TOPIK Ⅱ 쓰기 영역 53번 문항의 교육 방안
53번 문항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설명문의 단락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53번에서는 글의 주제와 함께
다양한 도표와 도식이 제공되므로 응시자는 53번 문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교수자들이 53번을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래프나 도표를 해석한 글쓰기의 좋은 예시 중 하나는 신문 기사이다. 신문 자료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현실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좋은 수업 자료가 될 수 있다(김현미, 2011; 김은희, 2013). 그래프나 도표와 함께
기사문이 제시되어 있는 신문 기사를 53번 문항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그래프가 제시된 신문 기사의 경우
그래프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해석하는 기사문이 함께 있으므로 그래프나 도표를 해석하는 어휘나 표현, 문장
구조에 대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도표나 도식을 이용해 정보 전달의 글의 쓸 때 자주 출현하는 어휘와 표현을 목록화하고 관련 어휘, 유의어, 반
의어 등을 함께 제시하여 자료를 해석하는 데 다양한 어휘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연주
(2014)는 수치 및 변화를 표현하는 어휘 및 표현과 그 표현을 수식하는 어휘에 대해 교육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프나 도표를 이용해 정보 전달의 글을 쓸 때 필요한 어휘로 ‘증가하다’, ‘감소하다’ ‘높아지다’ 등
을 예로 제시했으며 ‘~을/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등과 같은 수치의 변화를 수식하는 어휘에 대해서도 지도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셋째, 53번의 문항의 모범 답안을 살펴보면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 문단 안내 도입-전개-마무리의 구조를 가
지고 있다. 그러므로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글의 구성이나 담화표지 등에 대해서도 지도해야 한다.
넷째, 자료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53번 문항의 텍스트 장르인 설명
문은 읽는 이가 어떤 사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을 말한다. 그러므로 53번의
자료 해석에 있어 중요한 것이 객관성과 논리성이다. 도표나 도식을 보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때는 주어
진 정보, 즉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표현해야 하며 문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나 필자의 주관적인 개입은 배제되어
야 한다(최혜민, 2011). 다시 말해 53번 답안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료와
관계없는 개인의 주장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김연주(2014)가 신문 자료를 이용하여 TOPIK 53번 문항 수업 지도 방안으로 제안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제시
한다.
1. 대화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한다.
2. 표나 그래프가 제시된 신문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모르는 어휘와 문법을 설명해 준다.
3. 어휘와 문법에 관한 설명이 끝나면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학생 스스로 한번 읽어 보게 한다.
4. 기사문에 빈 칸을 제시한 연습지를 주며 그래프와 비교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게 하는데 학생들이 작성 중에 문
형에 어긋나는 표현이 있으면 힌트를 준다.
5. 작성이 다 끝났으면 기사문을 보여 주고 틀린 표현이 있으면 수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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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사문 수정이 끝난 후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를 제시하고 풀어보게 한다.
7. 배운 그래프와 표의 형식을 참고로 하여 다른 내용의 그래프와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 작성한 그래프와 표를 짝과 바
꾸어 기사문으로 바꾸어 보게 한다.
8. 마무리로는 그날 배운 그래프와 기사문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고 그래프를 기사문으로 바꾸는 같은 형식의 한
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를 숙제로 내 주고 수업을 마치도록 한다.

3.3. TOPIK Ⅱ 쓰기 영역 54번 문항의 교육 방안
54번은 제시된 주제와 하위 과제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54번의
주제는 친숙한 소재보다는 사회적, 추상적인 소재의 비율이 높으므로 학습자가 주제와 관련된 내용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문항에서 요구하는 논술문을 구성할 수 있는 글의 형식에 관해서도 지도해야 한다. 이
모두를 모두 고려하여 54번 문항에 대해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쓰기에 앞서 학습자가 사회적인 내용이 담긴 주제에 대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54번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문항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모두 수행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어 언어
적 지식이 뛰어난 학습자라 할지라도 문항에서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내용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글을 풀어내고 완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용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수업 구성이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 교수자는 다양한 사회적 주제에 대해 제시하고 학습자는 짝 활동이나 그룹 활동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의견
을 나눔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동료의 생각을 더하면 관련 주제에 대한 사고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자신의 의견을 쓰는 문항인 54번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학
습자에게 강조해야 한다. 답안을 작성하면서 주장이나 근거로 제시되는 정보들이 객관적이며 타당한 내용이어야 한다. 주
장이나 근거로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며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어야 독자(채점자)의 공감
을 얻어 낼 수 있다.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이나 일방적인 판단, 개인적인 이야기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설득력이 떨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근거로 선정할 때는 근거의 객관성, 사실성, 타당성, 논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
관적이나 편향된 의견, 적절하지 않은 근거 제시는 삼가야 한다.
셋째, TOPIK 쓰기 답안 작성 방법에서 안내하고 있는 관련 없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감점,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쓴 경우 0점 처리된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주지시켜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유려한 문장으로 문항
에서 요구하는 600~700자의 글을 완성하였어도 문항에서 제시된 주제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관련성이 없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넷째,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54번에서 요구하는 논술문의 장르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여 학습자가 한국어 담화 공동체에
서 요구하는 글의 형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4번 답안 작성에 있어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 교육할 때
는 서유연(2018)이 TOPIK Ⅱ 쓰기 영역 54번의 모범답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장하는 글쓰기 모형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주장하는 글쓰기 모형을 기본 모형과 심화 모형,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본 모형은 1) 문제 상황 및 배경 제공하
기, 2) 주장/입장 밝히기, 3) 근거 제시하기, 4) 해결 방안/실천 방안 제시하기, 5) 입장 정리하기/주장 요약하기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진 모형이며 주장하는 글쓰기가 미숙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화 모형은 다섯 가지 핵심
요소에 문제 제기하기, 반대 주장/입장 언급하기, 반대 주장/입장 반박하기, 전망 제시하기/ 실천 촉구하기 등의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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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장하는 글쓰기에 능숙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형이다. 학습자가 54번 문항 유형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글의 형식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면 교사는 54번 주제로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여 학습자가 글쓰기 모형에
맞춰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단락 내 구성 및 단락 간 구분, 글의 균형적 구성, 일관성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4번 문항
에서 명시적으로 서론과 결론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시작과 마무리를 갖춘 논술문의 구성을 따라야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
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잘 조직되어 각 단락에서 명확한 의미 단위로 작용해야 하고 근거와 주장 사이의 구
조가 적절하게 구성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부적절한 접속사 사용은 문맥의 논리성 결여를 낳게 된다. 따라서 문장이나
단락 간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접속사와 담화 표지에 대한 교육은 논리적인 글의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접속사를
그 쓰임에 따라 유형화하고 사용 맥락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속사를 사용에 있어 하나의 접속사를 반복해
서 사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접속사를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 원인, 근거를 나타
내는 접속 부사를 사용할 때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접속사에 대한 유의어 목록을 제
시하는 것도 좋다.
여섯째, 학습자의 글에 대해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문법이나 어휘의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넘어 글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EFL 환경에서 교사가 문법이나 의미에 대해 한 가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보
다 문법과 의미에 대해 피드백을 모두 제공할 때 학습자가 쓰기가 더욱 향상되었다(Fathman & Whalley, 1990).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글의 내용이나 조직과 같은 의미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문법이나 문장 수준의 형식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이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홍련, 2016; 차윤정 외, 2010; Zamel, 1985). 한국어능력
시험 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내용 및 형식, 문단, 문장, 단어 수준으로 전체에서 개별에 대한 피드백을 단계
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내용이나 형식과 같은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경우 글 전체의 내용이나 구성이 바뀌게 되
므로 문장이나 단어 수준에서의 피드백은 글이 일정 부분 완성되었을 때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피드
백의 내용면에서는 부정적인 피드백만 받거나 교사의 피드백을 이해할 수 없으면 학습자들은 피드백이 비효과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erris, 1995). 그러므로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격려의 피드백을 함께 제
공해야 하고 학습자 수준에서 피드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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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현황과 과제
-헝가리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을 중심으로유소영(엘테대학교)

1. 들어가며
(1) 헝가리 일반 현황1)
헝가리 공화국(Republic of Hungary)은 1000년 8월 20일 건국된 이래,

과거 공산주의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중앙유럽

국가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7개국과 총 2,106㎢의 국경
과 인접해 있다. 면적은 약 93,028㎢이며, 인구는 약 983만 명이다. 공용어는 헝가리어(Magyarorszag)이며, 국민은 마자르
족 85.6%, 루마니아인 3.2%, 독일인 1.9%, 슬로바키아인, 세르비아인 등 기타 2.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카톨
릭 37.2%, 칼빈교 11.6%, 루터교 2.2%, 기타 그리스정교기독교(1.8%) 등이다.
헝가리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대 헝가리 투자(신고, 누적기준)는 12.7380억 유로이며 헝가리 전체 투
자의 0.7% 가량을 차지한다. 유럽 내 투자가 전체의 88.6%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투자액이 나란히 감소해, 한
국은 비유럽권 국가 중 헝가리 투자 1위국이 됐다. 1989년 헝가리 체제 전환 후 최초로 헝가리에 진출한 삼성전자를 비
롯하여 한국타이어와 같은 대규모 한국계 생산법인이 헝가리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삼성SDI
의 헝가리 투자 및 기 진출 기업의 증액 투자 수요가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의 대한 투자는
5.230억 유로이다.
헝가리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은 한국대사관, 현지 한국 법인 기업의 주재원을 포함하여 1,315명이다. 이들 중 주 헝
가리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기업체 주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제결혼과 이민자 등은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헝가리 교민은 그 수도 적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특이한 점은 한인회가 없으며 국제결혼을 한 여자들로 구성된
두나 여성회와 기업체 주재원을 중심으로 한 골프 모임이 있다. 그러나 한인회가 없는 대신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에
서 주관하는 음악회 등과 같은 공연과 한국의 날 행사를 중심으로 비교적 잘 모이는 편이다.

(2) 연구의 필요성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성과 측정을 비롯하여 한

1) 자료원: 헝가리 통계청(KSH), KITA, 한국수출입은행, 헝가리 중앙은행, 헝가리이민국 등(2017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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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보급의 확대, 진학, 취업 등을 위한 한국어 평가제도이다. 본고는 헝가리에서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현황
과 헝가리 응시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시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어능력시험(TOPIK) 수요자 배출의 근간이 되는 헝가리의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한국학 연구, 한국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어교육은 국립대학교인 엘테대학교(ELTE; EÖTVÖS LORÁND UNIVERSITY) 인
문대학에 설치된 한국학과,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에 설치된 세종학당, 주말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한인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외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는 오선영(2014), 안여경(2011), 송아라(2014) 등이 있다. 오
선영(2014)은 홍콩 지역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고 개선 방안과
홍콩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였다. 그는 수요와 학습 목적에 따른 전문적인 말하기와 쓰기
교육의 정착이 시급하며 이에 상응하는 교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여경(2011)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역사와 현황 및 특징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분석한 자료가 응시자 수와 응시 지역만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송아라(2014)에서는 러시아에서의 한
국어능력시험(TOPIK)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한국어교육의 역사와 교육 기관 등을 살펴보
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교사의 문제와 현지에 맞는 교재 개발과 보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의 한국
어능력시험(TOPIK) 실시 현황과 응시자의 특성, 시행 지역의 특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홍보 방
안 및 인적 물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체 응시자 수에 비해 국외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
지만 시험 시행의 특수 상황과 응시자의 특수성 등을 볼 때 다양한 지역의 응시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수집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흩어진 응시자들의 요구를 수집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
았다. 다행히도 주 헝가리 한국대사관을 비롯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기관인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주 헝가리
한국무역대표부(KOTRA) 등의 정부 기관과 엘테대학교 국제처, 세종학당, 한인학교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료를 수집하
였으나 담당자의 교체 및 헝가리와 한국의 업무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현지 기관의 자료가 소실되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 헝가리 한국어교육의 특징
2.1 대학 교육
헝가리에서 한국학 관련 대학 교육은 1989년 한-헝 수교 이후 2008년 부다페스트에 있는 국립 엘테대학교 인문대학
내아시아학부에 한국학과가 개설되었다. 엘테대학교 한국학과는 헝가리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헝
가리에서의 한국 문화와 한국사, 한국 정치, 한국어학을 비롯한 한국학 연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헝가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를 통한 국가 간 교류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나아가 한국 문화 홍보대사
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엘테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생기기 전, 1996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인문학부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2년 특별과정으
로 KOREA PROGRAM이 운영되었는데 매년 20~30명의 학생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집중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를 계기
로 2006년 9월에 인문대학 내아시아학부에 한국학이 부전공으로 개설되었고 2008년 9월에 정식으로 한국학과가 개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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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처음 재학생 대상 특별과정일 때부터 매년 5월 한국 문화의 날을 개최하였으며,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매학기 1
회씩 정기 세미나도 열고 있다. 엘테대 한국학과 주관으로 열리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 등을 통해 한국학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및 인근 고교 재학생들에게도 한국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헝가리 전역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엘테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진은 비틀란 아그네스(몽골학 박사), 베틀릭스 메치(미술학 박사), 유소영(한국어교육학 박사,
단국대 파견교수), 마리아 다카츠(영문학 학사) 4명의 교수와 라모나 코바치(몽골학 박사과정), 크리스티나(영어번역학 박
사과정), 니콜레트(한국학 석사), 가보르 등 4명의 강사로 총 8명이 있다.
학부는 3년제로 운영되는데 한국어 전공에 개설 강좌는 ‘한국어화화, 한국어 읽기와 쓰기,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한국
어 번역’ 등의 한국어 교과목과 ‘한국사, 한국문학사, 동양 미술사, 동양 종교사,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 등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수업에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는 ‘100시간 한국어(연세대학교)’, ‘이화한국어(이화여자대학교)’, ‘너랑 나랑 한
국어(단국대학교)’ 등으로 한국에서 발행된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석사과정은 2년제로 ‘현대 한국어, 한국어 번역’ 등의 한국어 교과목과 ‘삼국시대 역사와 문화, 고려시대 역사와 문화,
한국문학, 한국 종교,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문화’ 등이 개설되어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운영
현재 한국학과에는 학부생이 전공 86명, 부전공이 47명이 재학 중이고 석사과정은 1학년 4명, 석사과정 2학년 14명으
로 총 151명이 재학 중이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한국학 박사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2.2 세종학당
세종학당은 2012년 2월 13일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에 개원하여 현지 운영 형태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2
년 개원 당시 14개 학급 125명으로 시작하여 2018년 4월 기준으로 개설 과정은 1급 10개 학급, 2급 4개 학급, 초급과
중급 회화반, 시니어반 등 총 20개 학급이 각 반의 정원은 15명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 수강 인원은 현재
252명이다. 학습자 수가 최고에 이르렀던 2015년 가을 학기에는 24개 학급 304명에 이르기도 하는 등 헝가리 한국어교
육의 중심 메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처음 세종학당에 입학하는 동기는 한국 문화가 좋아서이며, 이번 학기에도 한글 기초반이 6반 개설되는 등
초급반이 항상 개설되고 있는 것이 헝가리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세종학당의 학사 운영은 봄 학기의 경우 2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 진행되며, 가을 학기의 경우는 9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각 학기는 15주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일 2강좌 저녁반(17:00~18:30, 18:30~20:00)
으로 진행되고, 금요일은 회화 등의 특강으로 운영된다. 또한 여름 학기에는 1개월 동안 TOPIK 준비반과 회화반 특강도
진행하고 있다.
세종학당 교수진은 세종학당 파견 교사 1명과 현지 채용 교사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학당 파견 교사의 경우는
주 7개 강좌를 담당하고 있고 현지 채용 강사는 보통 3개 강좌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업은 헝가리어와 영어를 매개어로
진행된다.
세종학당 교재는 세종한국어를 사용하는데 1~4권은 주 1회 90분 15주에 교재 진도를 모두 끝내고 있고 5~8급은 2학
기 코스로 운영하고 있어 비교적 진도가 빠른 편이다. 이는 헝가리 학습자의 특징이 대체로 학구적인 학생이 많이 분포
하였다고 보는 의견과 헝가리 학습자들이 진도가 빠른 것을 좋아하고 소극적인 성향 탓에 말하기를 싫어한다고 보는 의
견이 있다. 하지만 매개어인 헝가리어와 영어로 진행하므로 이해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짧은 학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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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습량이 많을 경우의 문제점은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해와 습득의 격차가 커져서 오
히려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 1급의 경우 많은 학급이 개설되는 데에 비해 유급이 많고 중급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수료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종학당의 진급 기준은 보통 60점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헝가리 세종학당의 경우는 진도가 빠른 것을 감안하여
75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도 수료 비율이 높다.

2.3 한인학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소재한 한인학교는 1990년 3월에 개교하였다. 처음 개교 당시에는 3개 학급으로 시작하여 학생
수는 22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유치부,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2학년, 헝가리어 반으로 총 10개 학급으로 구성되
어 있다. 현재 7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0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다.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과 헝가리 소재 한국 기
업 등에서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고, 기증 받은 도서로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한인학교의 주요 교육 대상은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삼성 등의 한국 기업에 파견 나온 주재원 자녀와 국제
결혼이나 이민을 통해 헝가리에 살고 있는 교민들의 자녀들이다. 여기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헝가리어 반도 운영되고 있
다.
한인학교의 교육 내용은 한국의 각 해당 학년의 교과과정 중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주 1회 토요일
09:00~13:00에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 중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헝가리어 반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주재원 자녀의 경우에는 주재원 가족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약 4~5년 정도이므로, 파견 근무가 만료되면
한국에 복귀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한민국 교과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고, 숙지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한국의 해당 학년의 교과과정 중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교과 과정이 유용하다. 하지만 주재원 자녀를 제외
한 국제결혼과 이민자로 구성된 교민 자녀의 경우는 대부분 헝가리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현지인 헝가
리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현지에서 모국어인 한
국어교육을 정식으로 받을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 등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주말인 토요일에
시간을 내어 하나밖에 없는 한인학교에 와도 한국어교육이 아닌 국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학생들의 경우는 헝가
리 교육 제도에서도 한인학교 교육 제도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과 한국
교육이 절실하지만 헝가리 교민 수가 적어 대상 학습자가 적다는 이유와 재정적인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3. 헝가리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특징
헝가리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2011년 처음 실시하여 올해로 8년차를 맞이하였다. 시행 첫 해인 2011년에는 부
다페스트 소재 엘테대학교(ELTE; EÖTVÖS LORÁND UNIVERSITY)에서 실시하였으며, 2012년부터 주헝가리 한국문화
원에서 매년 10월에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응시자 수는 2011년 처음 실시했을 때 37명이었는데 2014년 신 TOPIK 실시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017년에는 응시자가 91명이었다. 이는 헝가리의 대학에 한국학과나 세종학당 등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헝가리 진출 화대로 취업의 길도 열리고 있어 다양한 요구가 확
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에서는 헝가리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들의 응시 동기와 응시 목적, 응시자의 연령 분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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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헝가리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시행하는 기관과 응시자의 요구 분석을 인
터뷰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헝가리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의 특징
(1) 회 차별 응시자 수
시행 시기 및 시행 회 차별로 본 응시자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TOPIK 응시자 현황2)
헝가리 응시자
TOPIKⅡ

시행 시기

회차

회차별
전체 응시자

TOPIKⅠ

2011
2012
2013

22
28
32

30,987
51,600
56,099

초급: 22
초급: 15
초급: 24

중급:12, 고급:3
중급:20, 고급:2
중급:25, 고급:5

54

0.10

2014
2015
2016

36
42
48

59,181
55,427
69,003

27
45
37

18
34
42

45
79
79

0.08
0.14
0.11

2017
2018

54
60

75,338
-

27
-

64
-

91
-

0.12
-

계

비율(%)

37
37

0.12
0.07

올해로 8년차를 맞이한 헝가리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응시자 수를 전체 응시자 수와 비교해 보면 위
의 <표1>과 같다. 전체 응시자의 수를 해당 회 차의 응시자 수로 제시한 것은 인터뷰 결과 헝가리 응시자 중에 해당 회
차가 아닌 다른 회 차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는 주변 국가에서 응시하는 응시자도 있기 때문이다. 각 회차의 헝가리 응시
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처음 실시했던 22회 차는 전체 응시자 30,987명 중 0.12%인 37명이었고, 그 후 2012년 실
시한 28회는 전체 응시자 51,600명 중 0.07%(37명), 2013년 실시한 32회는 전체 응시자 56,099명 중 0.10%(54명), 2014
년 실시한 36회는 전체 응시자 59,181명 중 0.08%(45명), 2015년 실시한 42회는 전체 응시자 55,427명 중 0.14%(79명),
2016년 실시한 48회는 전체 응시자 69,003명 중 0.11%(79명), 2017년 실시한 54회는 전체 응시자 75,338명 중 0.12%(91
명)이다. 전 세계의 응시자 중 헝가리 응시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0.1%대의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헝가리에서 점차
적으로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류 기반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긴 것
도 사실이지만 헝가리의 대학에 한국학과 개설되어 한국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한국문화원에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운영되는 등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준다고 보인다. 또한, 한국 기업의 헝
가리 진출 확대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습자에게 취업의 길도 열리고 있는 등 공식적인 한국어 능력 입증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6년(48회)까지 응시자에 비해 2017년(54회) 응시자의 경우는 TOPIKⅡ 응시자 수가 TOPIKⅠ 응시자 수보다
훨씬 많아진 것을 볼 때 대학의 한국학과나 세종학당과 같은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자 수 가가 많아
진 영향으로 판단된다.
2)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한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현황에서 헝가리에서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해당 회 차의 전체 응시자를 가져오고 여기에 헝가리 응시자의 비율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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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의 성별 분포
시행 회 차별 응시자의 성별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회 차별로 본 성별 분포
구분
신TPPIK

구TOPIK
초급

TOPIKⅠ

중급
TOPIKⅡ

고급

성별

22

남

28
2

22

여
남
여

24

13
3
17

12

남
여

32

37

42
3

48
6

54
4

계
19

비율(%)
12.58

23
1
17

42
3
31

31
3
39

23
6
58

132
17
163

87.42
9.44
90.56

45

79

79

91

331

25

1
1
37

3

계3)

회 차별 현황
36
4

5
54

22회와 32회는 남녀 구분 자료가 없으므로 전체 비율은 28, 36, 42, 48, 54회 차 응시자 수를 합산하고 28회 차의 중
급과 고급은 신TOPIKⅡ와 합산하여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TOPIKⅠ 응시자 151명 중 남자 응시자는 12.58%(19명)
이고 여자 응시자는 87.42%(132명)이었다. 그리고 TOPIKⅡ 응시자 180명 중 남자 응시자는 9.44%(17명)이고 여자 응시
자는 90.56%(163명)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보면 전체 응시자 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헝가리에서 한국어를 공부
하는 학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에 비해 여자 학습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중급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학
습하는 경우도 여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응시자의 국적별 분포
시행 회 차별 응시자의 국적별 분포는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회 차별로 본 국적별 분포
시행 시기 회차

국가별 분포
헝가리

한국

독일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중국

미국

응시인원
합계
37

2011

22

-

-

-

-

-

-

-

-

-

2012
2013

28
32

32
-

1
-

2
-

-

-

-

1
-

1
-

-

2014

36

44

-

-

1

-

-

-

-

-

54
45

2015
2016
2017

42
48
54

76
75
84

1
2
5

-

2
-

1

1
-

1
-

-

1

79
79
91

311
94

9
2.7

2
0.6

3
0.9

1
0.3

1
0.3

2
0.6

1
0.3

1
0.3

422
100%

계
비율(%)

37

3) 22회와 32회는 남녀 구분 자료가 없으므로 전체 남녀 비율은 28, 36, 42, 48, 54회차 인원 합산으로 하고 28회차의 중급과 고급은
신토픽 기준으로 TOPIKⅡ로 합산하여 비율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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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보면 전체 응시자 422명 중 국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22회와 32회를 제외하면 331명이다. 그 중 헝가리
가 94%(311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 2.7%(9명), 크로아티아 0.9%(3명), 독일과 슬로바키아가 각 0.6%(2명), 오
스트리아, 폴란드, 중국, 미국이 각 0.3%(1명)가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므로 헝가리 학습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나 한국 국적의 학습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현상으
로 보인다.

(4) 응시자의 연령별 분포
시행 회 차별 응시자의 구체적인 연령 분포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고, 연령대 별 분포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4> 회 차별 응시자의 연령 분포 현황
연도 회차 49 60 65 67 71

72 73 74 75 76 78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4

2011 22
2012 28

0
1

1

1

1

2

1

1

1

1

3

6

6

4

5

1

1

1

1

6

1

3

7

3

4

1

1

1

4

3

8

3

7

8

8

15 8

3

1

1

2

2

7

4

6

10 11

13 7

1

3

2

4

4

37

2013 32

0
1

2014 36
2015 42

3

1

1

1

2016 48

2

2

6

2

1

2017 54
계

1

1

1

1

2

3

1

3

1

1
1

1

1

1
1

1

1
2

1

4

3

3

2

1

2

1

1

4

4

1
5

2

1

1

45
1

2

1

2

79
1

2

3

2

2

3

12 20 10 10 1

1

4

2

6

5

5

8

12 25 19 22 30 34 50 32 22 5

2

8

3

1

79
1

1

91

1

1

331

색상 구분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표 5> 회 차별 응시자의 연령대 분포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28회

3

30

2

1

36회

3

26

12

4

42회

8

64

3

3

48회

4

63

6

6

50대

70대
1

37
45

1

79
79

54회

9

69

10

3

인원

27

252

33

17

1

1

91

비율(%)

8.16

76.13

9.97

5.14

0.30

0.30

331

<표 4>와 <표 5>는 전체 응시자 422명 중 연령별 자료를 찾을 수 없는 22회 차와 32회 차를 제외한 331명의 연령별
분포 현황이다. <표 4>는 각 회 차별 응시자의 연령별 인원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 <표 5>는 회 차별 인원을 연령
대 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 중 해당 연도에 20대가 76.13%(252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 9.97%(33명), 10대
8.16%(27명), 40대 5.14%(17명), 50대와 70대가 각 0.3%(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학습 연령인 20대가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나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50대와 70대 응시자가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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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자의 직업 분포
시행 회 차별 응시자의 직업 분포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회 차별 응시자의 직업 분포
연도

회차

학생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주부

교사

무직

기타

비고

2011

22

자료 없음

2012

28

자료 없음

2013

32

자료 없음

2014

36

28

1

9

3

0

0

4

0

2015

42

2016

48

53

4

14

1

1

2

4

0

자료 없음

2017

54

59

1

19

2

1

4

4

3

복수 응답
217

계

140

6

42

6

2

6

12

3

비율(%)

64.52

2.77

19.35

2.77

0.92

2.77

5.53

1.38

위의 <표 6>에 제시된 응시자의 직업 분포는 전체 응시자 422명 중 직업 분포 자료를 찾을 수 없는 22회, 28회, 32회,
42회 차를 제외한 217명의 직업별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각 직업 별로 살펴보면, 학생이 64.52%(140명)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회사원 19.35%(42명)이고, 무직이라고 응답한 응시자가 5.53%(12명), 공무원, 교사, 자영업이라고 응답한
응시자가 각 2.77%(6명), 기타 1.38%(3명), 주부 0.92%(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 결과의 사
용 목적이 유학 등의 진학이나 비교적 대우가 좋은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에 취업을 위한 경우가 많아서 학생
응시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6) 응시 목적
시행 회 차별 응시자의 응시 목적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회 차별 응시자의 응시 목적
연도

회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2
28
32
36
42
48
54

계
비율(%)

유학

취업

관광

학술 연구

실력 확인

학점 취득

한국 문화
이해

VISA
영주권 취득

기타

16

8

4

3

0

3

11

0

0

31
31
78
32.91

10
15
33
13.92

1
3
8
3.38

2
7
12
5.06

26
25
51
21.52

1
5
9
3.80

6
22
39
16.46

0
2
2
0.84

2
3
5
2.11

비고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복수 응답
자료 없음
복수 응답
복수 응답
237

위의 <표 7>에 제시된 각 회 차별 응시자의 응시 목적은 전체 응시자 422명 중 응시 목적을 표기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22회, 28회, 32회, 42회 차를 제외한 237명의 응시 목적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각 응시자의 응시 목적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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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 32.91%(78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실력 확인 21.52%(51명)이고, 한국 문화 이해라고 응답한 응시자가
16.46%(39명), 취업 13.92%(33명)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학술 연구 5.06%(12명), 학점 취득 3.80%(9명), 관광 3.38%(8명)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이 2.11%(5명), 비자(VISA) 발급이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응답자가 0.84%(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응시자의 직업 분포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게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가 많고, 실력 확인, 한국 문화 이해, 학술 연구 등이 의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한국학과나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습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응시 동기
시행 회 차별 응시자의 응시 동기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회 차별 응시자의 응시 동기
연도

회차

교육기관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포스터

친구

친지

기타

비고

2011

22

자료 없음

2012

28

자료 없음

2013

32

자료 없음

2014

36

19

0

0

0

12

0

12

2

0

복수 응답

2015

42

2016

48

42

2

0

0

15

0

15

2

3

복수 응답

자료 없음

2017

54

47

0

0

0

37

0

14

1

3

복수 응답
226

계

108

2

0

0

64

0

41

5

6

비율(%)

47.79

0.88

0

0

28.32

0

18.14

2.21

2.66

위의 <표 8>에 제시된 각 회 차별 응시자의 응시 동기는 전체 응시자 422명 중 응시 동기를 표기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22회, 28회, 32회, 42회 차를 제외한 226명의 응시 동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각 응시자의 응시 동기를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권유로 응시한 응답자가 47.79%(108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이 28.32%(64명), 친구의 권유로 응
시한 응시자가 18.14%(41명)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라고 응답한 응시자가 2.66%(6명), 친지의 권유가 2.21%(5명), 방송을
보고 응시한 응시자가 0.88%(2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문, 잡지, 포스터를 통해 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헝가리
에서는 없었다. 이 결과로 볼 때 교육기관의 권유로 응시한 학습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방송, 신문, 잡지,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적극적이고 새로운 홍보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2 헝가리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현황 및 과제
(1) 전반적인 실시 현황
헝가리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은 현재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에서 연 1회 10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응시자 수
는 처음 시행했던 2011년에 37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 전체 응시자 수가 91명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TOPIKⅡ 응시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헝가리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업무처리지침에 운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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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현지 시행기관인 주 헝가리 한국문
화원은 그 지침에 따라 실시하므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에 대한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2) 개선 사항 및 과제
첫째, 매년 응시생이 증가하고 있어 충분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2018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가 더 증가한다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인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은 현재 2019년 이전을 목표로 건축 중이므로
이 문제는 2019년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응시 희망자와의 인터뷰 결과 현지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할 경우 9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므로 한국
어능력시험(TOPIK)을 연 1회 10월에만 시행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성적을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봄과 가을에 연 2회 실
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에 대한 시행기관인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 담당
직원의 의견은 전체 응시자가 아직은 1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연 2회 시행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시행은 기존 업무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부가적인 업무이므로 인력 문제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응
시자 수가 좀 더 늘어난다면 연 2회 시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 시기의 경우도 응시자 수요 조사 등을 통
해 적절한 시기를 수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지 시행기관에서 시행 상의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하였으나 작은 문제로 시험 시행 후에 문답지 폐기가 번거
롭다는 점을 들었다. 2017년에 문답지 폐기 과정에서 분쇄기가 거의 고장이 나서 올해 시행을 앞두고 조금 걱정을 내비
쳤다. 이 문제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해외 시행기관에 분쇄기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며
이 연구는 국외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특수 상황과 응시자의 특수성 등을 볼 때 다양한 지역의 응시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데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수집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흩
어진 응시자들의 요구를 수집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담당자의 교체 및 헝가리와 한국의 업무 스타일의 차이로 인
해 현지 기관의 자료가 소실되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충분하지 않은 자료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정
보의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다른 환경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국가의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어지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국외의 한국어교육 현황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과 헝가리의 한국
학 연구의 실제에 대한 내용 등을 후고로 미룬다.
이 논문을 쓰면서 다루고 싶었던 부분 중에 헝가리 응시자의 합격률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시행기관에서는 개인 응
시자의 등급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립국제교육원 제시 자료에는 전체 응시자와 합격자 정보만 제시되었고 각
국가별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현지 시행기관의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자 변경 등의 경우 자료 보관이나 검색이 불
가능한 경우가 많다. 연구자들을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인 정보를 제외한 합격자 수와 같은 여러 정보들을 국가
별로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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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KSL) 능력 평가와 일본어(JSL) 능력 평가 도구 비교 연구
-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오문경(성균관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다문화 배경의 아동ꞏ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KSL) 능력 평가 도구와 일본어(JSL) 능력 평
가 도구를 <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배경의 학생은 약 10만9000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보다 10.3%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 비해 약 10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비중이 75.7%로 가
장 크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14.6%,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결혼이나 취업으로 한
국에 와서 살게 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미성년)’는 9,726명(2017년 11월 현재, 법무부)이며, 현장에서는 이
3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2년 다문화 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이 고
시되었으며, 현장 적용 과정에서 자체의 일부 모호함과 비적절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2017년 <한국어 교육과정> 개
정안(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이 고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을 ‘한국어 의사소통의 능력
이 없거나 부족한 학생’으로 설정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유무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
국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다문화 배경의 아동들을 ‘한국어 의사소통 능
력’만으로 대상을 동질화시킨 것은 다문화 아동이 갖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배제하는 교육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
다.
그러므로 <한국어(KSL)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한국어(KSL) 진단평가’ 도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완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KSL) 능력 평가 도구인 ‘한국어(KSL) 진단평가’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살펴본 후 일본어(JSL) 능력 평가 도구인 ‘DLA(Dialogic Language Assessment)’와 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개
선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말하기 평가는 평가자와 아동이 1대1로 만나 진행되기 때문에 Cummins(2006)에서 말하는 아동
의 언어 능력, 즉 대화에서 나타나는 유창성(Conversational Fluency), 문법적 언어 능력(Discrete Language Skills), 교과 학
습 언어 능력(Academic Language Proficeency)을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어, 의사소통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를 모두 진단
하여야 하는 다문화 아동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두 평가 도구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교육에서 제2언어로서의 자국어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교육 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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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평가 영역, 평가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두 평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말하기 평
가 도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어(KSL) 능력 평가 도구 ‘한국어(KSL) 진단평가’
2.1. 대상과 목적
‘한국어(KSL) 진단평가’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어가 제1언어가 아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제1언어로 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가정 자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국 출신 어머니(아버지)의 제한된 한국
어 수준에 영향을 받은 학생, 제3국 등을 통한 오랜 탈북 과정을 거쳐 입국한 학생, 오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포함한다. 이 평가 도구는 <한국어(KSL)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각 2세
트씩 총 6세트가 개발되었으며, 학습자 집단에 대해 한국어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인지 선별하고 어느 수준에서 한
국어 수업을 듣게 할지 수준을 식별하고,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진단평가(diagnosis test)로 명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치평가(placement test)의 기능이 주이다. 이 평가 도구는 교육과정의 부록으로 제시된 학교급별 ‘생활 한
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틀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성취도 평가의 기능도 가능하다.

2.2. 평가 영역과 평가 방법
‘한국어(KSL) 진단평가’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4가지 언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언어 영역의 문항은 초ꞏ
중ꞏ고 동일하게 총 55문항이며, 듣기 15문항, 읽기 20문항, 쓰기 10문항, 말하기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듣기와 읽기
는 사지선다형 지필평가 방식으로, 쓰기는 단답형 및 서술형 수행평가 방식으로, 말하기는 인터뷰형 수행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방식과 소요 시간을 보면 듣기ꞏ읽기가 총 40분, 쓰기가 40분, 말하기가 개인별로 5분씩 하루에 모두 진행
된다. 초급, 중급, 고급의 등급은 총점에 따라 판정되는데 각 영역별로 100점 만점으로 배점되어 총점 400점이 만점이며,
총점 160점 미만이면 초급, 160점~280점 미만이면 중급, 280점 이상이면 고급으로 판정하여 교육과정 배치를 결정하게
된다. 말하기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평가 순서와 소요 시간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은 수행평가로서의 어려움 때문
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평가 대상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초급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없다(홍종명, 2015)
는 인식도 존재한다. 한편,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총 6단계(1단계가 가장 낮음)이지만 평가 도구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 세 단계로만 구분하여 효율적인 연동이 어려운 편이다. 또한 내용체계상 구분되어 있
는 생활 한국어 영역과 학습 한국어 영역의 내용이 성취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별도 부록으로 제시된 언어 재료(부
록)를 통해 평가 기준을 보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69
<표 1> 한국어(KSL) 능력 평가(초등학교용)
평가 순서와 소요 시간
*매 차시 휴식 10분

1교시(40분)

평가 영역 및 배점

문항 수

평가 방식

100

15

사지선다형 지필평가

영역

배점

듣기
읽기

100

20

사지선다형 지필평가

2교시(40분)

쓰기

100

10

서술형 수행평가

3교시(개인별 5분)

말하기

100

10

인터뷰형 수행평가

3. 일본어(JSL) 능력 평가 도구 ‘DLA’
3.1. 대상과 목적
일본어(JSL) 능력 평가 도구인 DLA(Dialogic Language Assessment)’는 기본적으로 일상 대화는 가능하지만 교과 학습
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도구의 목적은 아동의 언어 능력을 파악하고 동시에
어떠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지 진단하고, 교과 학습 지원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DLA는 이른바 종
래의 지필시험이나 집단시험과 다르게 ‘대화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즉 DLA에서는 일본어가 제1언어가 아닌 아동의 능
력은 ‘모어, 연령, 입국 연령, 체재 기간’에 따라 언어 운용 능력, 사고력, 학습 능력, 학습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평가자는 아동과 면대면으로 대화하며 이에 기반한 아동의 능력을 평가한다. DLA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로 기능한다. 먼저 진단도구로는 아동의 편입학 시점이나 일본어 지도를 시작하기 전 아동의 언어 능력, 모어 능력, 입국
연령, 거주 기간, 생활 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형성평가로는 일본어 지도나 수업 시작 후에 학습이나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이때 얻은 정보를 기초로 지원 방식이나 지원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또 학기말
이나 학년말에는 총괄평가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아동의 장래에 대해 예상하고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3.2. 평가 영역과 평가 기준
DLA의 평가 영역은 ‘기초 검사’와 함께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의 4가지 언어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검사’
는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다른 영역의 평가를 하기 전에 도입으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의 신상을 묻는 도입 대화와 어휘 능력을 측정하여 아동의 수준을 확인한다. 하지만 아동과 평가자와
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는 아동 한 사
람당 45~50분 이내로 실시하는데 먼저 기초 평가 5분, 말하기 평가 10~15분을 진행한 후 다른 영역의 평가는 아동의 능
력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 순서를 정하여 읽기 평가 20~30분 정도, 쓰기 평가 20~40분 정도, 듣기 평가 15~20분
정도 진행한다. DLA은 일본어 능력을 6단계(1단계가 가장 낮음)로 구분한 <일본어(JSL) 평가 참조 기준(전체)>을 바탕으
로 평가를 한다. 이 기준의 특징은 언어 능력에 따라 평가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향후 지도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아동의 ‘재적 학급 참여 능력’과 ‘지원의 단계’를 1~6단계로 하여 제시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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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어(JSL) 평가 참조 기준 <전체>
단계

재적 학급에 참여하는 능력

6
5

교과 내용과 관련한 주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

4
3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학급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다.

2

지원을 받아 학교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습득이 진행된다

1

학교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습득이 시작된다.

지원 단계
자율 학습 단계
(필요 시 지원)

교과 내용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업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받아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급 활동에도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다.

개별 학습 지원 단계
(개별적인 지도)
초기 지원 단계
(적극적인 지도)

4. 한국어(KSL)와 일본어(JSL) 말하기 평가 도구 비교 분석
4.1. 평가 도구의 성격
‘한국어(KSL) 진단평가’와 ‘DLA(Dialogic Language Assessment)’는 모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제2언어로서의 자국어
교육을 위한 평가 도구로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 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별로 교과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지만 평가 대상과 목적의 설정에 성격이 달랐다.
먼저 한국어(KSL) 말하기 평가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다문화 배경의 초ꞏ중ꞏ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한
국어 능력 수준을 식별하여 교육과정에 적확하게 배치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어(KSL) 말하기 평가에서
는 ‘언어사용 능력’, ‘내용구성 능력’, ‘과제수행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의 측면에서 말하기 능력을 측정한다. 이 4가지
측면은 말하기 평가 문항에 반영되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을 생성해 내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언어사용 능력’, 담화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내용구성 능력’, 주어진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과제수행 능력’, 언어와 담화의 사회적 규칙에 대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언어적 능력’ 등을 필요로 하는 언어 능력을 측정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말하기 능력의 수준을
평정하게 된다.
4가지 측면에서 말하기 평가 문항을 분석하면 ‘언어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9개(41%), ‘내용구성 능력’을 평가하
는 문항은 7개(32%), ‘과제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4개(18%), ‘사회언어적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2개(9%)이다.
‘언어사용 능력과 내용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70% 이상인 것으로 보아 한국어(KSL) 말하기 평가 도구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판단된다.

<표 3> 한국어(KSL) 말하기 평가의 과제 성격(초등학교용)
과제 및 성격

문항

%

언어사용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을 생성해 내는 능력을 평가

1, 3, 4, 5, 6, 7, 8, 9, 10

41%

내용구성

담화적 능력을 평가

4, 5, 6, 7, 8, 9, 10

32%

과제수행

과제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

7, 8, 9, 10

18%

사회언어

언어와 담화의 사회적 규칙에 대한 지식의 사용 능력

2, 10

9%

한편, 일본어(JSL) 말하기 평가의 대상은 ‘겨우 최소한의 대답이 가능한 수준부터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폭
넓은 수준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말하기 평가의 목적은 말하기 능력을 통해 읽기 능력, 쓰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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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신장되어 간다고 보고 ‘교과 학습 언어 능력의 기초’가 되는 말하기 능력을 다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즉 기초
회화 능력, 대화 능력, 인지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기초 대화(1번~3번)’에서는 기초적인 문형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응답
하는 대화 능력을, ‘대화 과제(4번~7번)’에서는 1대1로 이야기에 참여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인지 과제(8
번~14번)’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리하여 말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이 세 가지 측면을 평가하여 전체적인 말하
기 능력 수준을 추정하게 된다. 과제의 비중을 보면 ‘기초 과제’와 ‘대화 과제’가 50%, 교과 내용과 관련된 ‘인지 과제’
가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어(JSL) 말하기 평가는 장면에 의존하여 대응할 수 있는 언어 능력부터 인지 능력
을 필요로 하는 언어 능력까지 폭넓은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로 판단된다.

<표 4> 일본어(JSL) 말하기 평가의 과제 성격
과제 및 성격
기초 과제

초기 지도 단계에서 문형의 정착도 평가

대화 과제

대화를 리드하는 능력을 평가

`인지 과제

교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단락을 구성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평가

문항

%

1, 2, 3

21%

4, 5, 6, 7

29%

8~14

50%

4.2. 평가 내용과 시행 방법
한국어(KSL)과 일본어(JSL)의 말하기 평가는 그 과제의 내용과 시행 방법에도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한국어(KSL) 말하
기 평가는 총 10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라 과제를 분류하면 초급 1단계 과제는 3개
(30%)인데 기본적인 인사말 하기(2번), 대상의 이름 말하기(3번), 기초 어휘로 질문에 답하기(4번)가 있다. 초급 2단계 과
제는 2개(20%)로 개인 신상 묻고 답하기(1번), 실물/그림을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5번)가 해당된다. 중급 3단계 과제는
2개(20%)로 도움 요청/제안하기(8번), 간단한 전화 대화하기(10번)가 있으며, 중급 4단계의 과제는 2개(20%)로 지나간 일
묻고 답하기(6번), 이유 묻고 답하기(7번)가 있다. 고급 5단계의 과제는 1개(10%)로 대상 비교ꞏ대조하기(9번)가 있다. 과제
순서는 등급과 상관없이 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평가는 학교급별로 초등학교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으로 개
발된 질문지를 참조하여 평가자와 학생의 1대1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된다. 과제 수행은 1번부터 10번까지 순차적으로 진
행되는데 평가자는 질문에 대답을 들으면서 채점을 동시에 진행한다. 시험 입력물을 보면 80%가 평가자의 육성이며, 3번
(그림 카드6장)과 5번(그림 카드 3장)만이 그림 카드를 사용한다.

<표 5> 한국어(KSL) 말하기 평가 내용(초등학교용)
번호

등급 단계

기능

시험 입력물

1
2
3

2
1
1

개인 신상 묻고 답하기
기본적인 인사말 하기
대상의 이름 말하기

평가자 육성
평가자 육성
그림 카드(9장)

4
5
6

1
2
4

기초 어휘로 질문에 답하기
실물/그림을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
지나간 일 묻고 답하기

평가자 육성
그림 카드(3장)
평가자 육성

7
8
9

4
3
5

이유 묻고 답하기
도움 요청/제안하기
대상 비교/대조하기

평가자 육성
평가자 육성
평가자 육성

10

3

간단한 전화 대화하기

평가자 육성

대상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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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LA 말하기 평가에서는 ‘기초 과제’, ‘대화 과제’, ‘인지 과제’로 말하기 능력이 평가된다. 과제의 비중을 살펴보
면 ‘기초 과제(21%)’와 ‘대화 과제(29%)’가 50%, ‘인지 과제’가 50%로 생활 언어와 학습 언어를 평가하는 과제가 동일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초 과제’로는 총 3개의 과제 즉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 표한하기(1번), 경험, 기능 표현, 비
교 등의 질문에 답하기(2번),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구분하기(3번)가 있고, ‘대화 과제’로는 총 4개의 과제 즉 허락 구
하기ꞏ부탁하기(4번), 자기소개하기ꞏ선생님께 질문하기(5번), 친구에게 권하기ꞏ대화 리드하기(6번), 정중하게 사과하기(7번)
가 있었다. ‘인지 과제’로는 총 7개의 과제가 있는데 교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단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를 평가하게 된다. 과제로는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8번), 공통점과 차이점 이야기하기(9번), 이유를 포함하여 보고(설명)하
기(10번), 원인과 과정 설명하기(11번), 지진에 대한 경험 말하기(12번), 교과 용어를 사용하여 물의 순환에 대해 설명하
기ꞏ가정 질문에 근거 제시하여 설명하기(13번), 교과 용어를 사용하여 나비의 일생 설명하기(14번)가 있다. 과제에는 모두
그림 카드를 사용하는데 ‘기초 과제’ 카드 3장, ‘대화 과제’ 카드 4장이 있으며, ‘인지 과제’ 카드는 7장이 준비되어 있지
만 그 중에서 3~4장 선택하여 사용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6~8세)인 경우에는 ‘인지 카드’를 2장만 선택하여 평가하
거나 고학년이 될수록 교과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과제를 선택하는 등 학년별 인지 능력 차이에 따라 진행하는 특징이
다. 평가 순서는 ‘기초 과제’→‘대화 과제’→‘인지 과제’ 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실시한다. 아동이 평가자의 질문을
모를 경우에는 표현을 바꾸지 않고 3번 정도 반복하고 그래도 모를 경우에는 다음 과제로 이동한다. 평가 중에는 채점을
하지 않고 정확한 평가와 기록을 위해 녹음을 한 후 나중에 채점/평가를 진행한다.

<표 6> 일본어(JSL) 말하기 평가 과제
과제

기초
과제

대화
과제

인지
과제

저학년
6~8세

중학년
8~10세

고학년
10~12세

중학생

사물/사람의 존재 표현하기

O

O

O

O

경험, 가능 표현, 비교 등 질문에 답하기

O

O

O

O

일과
(기상, 등교, 하교)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을 구분하기

O

O

O

O

선생님께 질문 A,
B

허락을 구하기/부탁하기

O

O

O

O

번호

그림카드

1

교실

2

운동

3
4

기능

5

새 선생님

자기소개하기/선생님께 질문하기

O

O

O

O

6

친구에게 권하기

친구에게 권유하기/대화 리드하기

O

O

O

O

7

캐치 볼 사건

정중하게 사과하기

O

O

O

O

8

이야기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기

O

O

9

소방차

공통점과 차이점 이야기하기

O

O

10

캐치볼 사건
보고(설명)

11

환경문제

12

지진

13

물의 순환

14

나비의 일생

이유를 포함하여 보고(설명)하기

O

O

O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기

O

O

O

지진 경험 말하기

O

O

O

교과 용어를 사용하여 물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기/
가정 질문에 근거를 제시하여 대답하기

O

O

교과 용어를 사용하여 나비의 일생을 설명하기

O

O

*O표는 연령에 적합한 카드. O표가 없는 카드는 인지 수준이 적합하지 않음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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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가 기준과 채점 방식
한국어(KSL)와 일본어(JSL) 말하기 평가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기준도 달랐다. 한국어(KSL) 말하기 평가에
서는 10개의 수행 과제에 대해 ‘언어사용 능력’, ‘내용구성 능력’, ‘과제수행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의 세부 평가 내용
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표 5> 초등학교용 한국어(KSL) 말하기 평가 항목(일부)
번호

기능

4

기초 어휘로 질문에 답하기

5

6

평가 항목

실물/그림을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

세부 평가 항목

언어사용 능력(5)

-발음(억양, 운율단위 등)이 정확한가?
-문법에 맞는 표현을 하는가?

내용구성 능력(3)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는가?

언어사용 능력5)

-발음(억양, 운율단위 등)이 정확한가?
-문법에 맞는 표현을 하는가?

내용구성 능력(3)

그림을 잘 묘사하였는가?

언어사용 능력(3)

-어순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가?
-과거시제를 표현하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내용구성 능력(5)

-내용이 과거의 사실을 담고 있는가?
-과거의 사실에 대해 묻는가?

지나간 일 묻고 답하기

배점
8

8

8

채점기준표의 채점 기준은 <표 5>의 세부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제시되어 있다. 평가는 양적 평가로 진행되는데 총
100점 중 0점~40점 미만은 초급, 40점~70점 미만은 중급, 70점 이상이면 고급으로 평가한다. 채점기준표의 내용을 보면
과제 수행 여부와, 과제에 포함된 세부 평가 목표의 수행 여부로 점수가 부여되는 양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표 6>의 채
점 기준표를 보면 ‘대답하지 않음(0점)’과 ‘두 가지 다 대답함(3점)’ 사이에 둘 중 하나만 답을 하거나 관계없는 것이라도
무언가 대답을 하면 부분 점수를 가산하는데 이는 평가를 정교화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
도에 대한 점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과제 수행 여부에 부여된 점수가 ‘세부 평가 항목’에 부여된 점수보
다 높은 경향이 있어 이에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수행평가로 진행되는 말하기 평가에서 대답의 질에 대한
질적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채점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는 하기 어렵다.

<표 6> 한국어(KSL) 말하기 평가의 채점 기준(일부)_5번(초등학생용)

74
일본어(JSL) 말하기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우선 양적 평가를 실시하는데 질문에 대답을 했는지,
과제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그 다음에 질적 평가지로 대답의 질에 대해 평가하여 평균 점수를 낸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용하여 ‘JSL 평가 참조 기준 <말하기>’의 단계를 판정하여 향후 학습 지원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데 활
용된다. 양적 평가는 ‘정답’과 ‘무응답’ 2개의 선택지로 평가하고, 질적 평가는 5점(매우 좋다), 3점(보통), 1점(조금 부족)
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점수를 낸다.

<표 7> 일본어(JSL) 말하기 능력의 양적 평가(일부)

질적 평가 진단지에 있는 평가 항목은 ‘JSL 평가 참조 기준(말하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야기의 내용과 구
성’, ‘문장/단락의 질’, ‘문법의 정확성’, ‘어휘’, ‘발음/유창성’, ‘말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이 항목 중에는 일반 언어 능력
과 교과와 관련된 인지 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야기의 내용 구성’과 ‘어휘’가 그것이다. ‘이야기의
내용과 구성’에서는 기초 과제와 대화 과제를 하나로 묶어 과제 수행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게 되고, ‘인지 과제’에서는
내용이 풍부한지 이야기의 구성이 좋은지 설명, 이유, 등을 말할 수 있는지 등 과제 수행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게 된
다. ‘어휘’에서는 일상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어휘의 질 측면에서 화제나 내용에 상응하는 어휘(교과 학습 어휘)를
선택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평가된다. 일본어(KSL) 말하기 평가의 질적 평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말하는
태도’를 평가하는 항목인데, 이 항목에서는 아동이 스스로 먼저 발언하고 대화를 리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적으로 평
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일본어(JSL) 말하기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모두 이루어지고, 질적 평가에서 평가
의 목적 및 과제의 목적에 맞는 채점 기준이 마련되어 말하기 평가의 채점 결과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8> 일본어(JSL) 말하기 능력의 질적 평가(일부)
이야기의 내용/구성
기초/대화 과제 성취도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5 3 1

인지 과제 성취도

내용이 풍부하고 잘 구성된 이야기, 설명, 이유, 의견 등을 말할 수 있다

5 3 1

어휘
일상 어휘

친근한 일상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5 3 1

어휘의 질
(교과 학습 어휘)

화제나 내용에 상응하는 어휘를 선택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교과 학습 어
휘를 포함)

5 3 1

말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스스로 먼저 발언하고, 대화를 리드할 수 있다
합계 -->

/10=평균 -->

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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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본어(JSL) 평가 참조 기준 <말하기>(일부)
단계

이야기 내용/구성

어휘

말하는 태도

6

연령에 해당하는 교과 내용과 관련된 인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연령에 해당하는 교과 학습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스스로 먼저 발언하고 대화를 리드할 수 있
다.

4

대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일상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질문 받은 내용에 대답할 수 있다.

2

기초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기초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정형 표현이나 알고 있는 단어로 의사소통
을 하려고 한다.
*6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

5.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KSL) 능력 평가 도구인 ‘한국어(KSL) 진단평가’와 일본어(JSL) 능력 평가 도구인 ‘DLA(Dialogic
Language Assessment)’을 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KSL) 말하기 평가 도구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두 평가 도구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제2언어로서의 자국어 교육을 위한 평가 도구로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유사
하다. 그러나 평가 대상과 목적 설정에 따라 그 내용은 달랐다.
먼저 일본어(JSL) 말하기 평가는 기본적으로 일상 대화는 가능하지만 교과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말하기 평가의 목적은 말하기 능력을 통해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이 신장되어 간다고 보고 ‘교과 학습 언어 능력의
기초’가 되는 말하기 능력을 다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말하기 평가는 10~15분 동안 ‘기초 과제’, ‘대화 과제’, ‘인지
과제’를 통해 장면에 의존하여 대응할 수 있는 언어 능력부터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언어 능력까지 폭넓은 말하기 능
력을 평가한다. ‘인지 과제’의 경우에는 학년별로 다르게 평가되며,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통해 채점 결과가 도출되므
로 수행평가인 말하기 평가의 결과로 신뢰도가 높다.
한국어(KSL) 말하기 평가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다문화 배경의 아동 및 청소년을을 대상으로 초기 한국어
능력 수준을 식별하여 초급, 중급, 고급의 교육과정에 배치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측정되는 언어 능력은 ‘언어
사용 능력’, ‘내용구성 능력’, ‘과제수행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등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 능력에 해당된다. 평가는
학교급별로 개발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평가자와 학생의 1대 1 인터뷰 형식으로 5분 동안 진행된다. 시험 입력물은
80%가 평가자의 음성이며 20%는 그림 카드를 사용한다. 채점은 응답을 들으며 동시에 진행되는데, 양적 평가로만 이루
어져 수행평가인 말하기 평가의 결과로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없다. 두 평가 도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어(KSL) 말
하기 평가 도구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어(KSL) 말하기 평가는 이름 그래도 ‘진단’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단평가로 기능하기 위해서
는 초기 언어 능력뿐 아니라 향후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식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 형성
평가와 총괄평가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현재는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등급이 정해지고 있는데,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 아동의
능력을 고려한다면 언어 능력도 파악하고 동시에 어떠한 학습 지원이 필요한지와 교과 학습 지원 방식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한국어(KSL) 말하기 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말하기 평가의 시간을 10분 이상으로 조정하여 아동의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본
격적인 말하기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자와 아동 간에 5분 정도 라포 형성을 하는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좋은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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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형성되어야 아동이 적극적으로 임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네 번째, 말하기 평가의 시험 입력물을 평가자의 음성에서 그림 카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문
화 아동의 언어 능력은 다양하여 듣기 능력이나 인지 능력 등 다른 능력의 부족으로 말하기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수행평가인 말하기 채점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
다. 질적 평가 기준은 의사소통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하고, 아동의 말하는 태도에
대한 평가 기준도 더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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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어려움에 관한 실증 연구
-베트남 학습자 중심으로Ba Thi Nga(하노이대학교)

Ⅰ. 베트남 현황 및 연구 목적
한국과 베트남은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 (EPS)1)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이 여러 국가의 근로자
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이고, 2018년 3월 시점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
비전문취업 (E-9)2) 의 수는 38,307명이다3). 이는 전부 재 한국 외국인 비전문취업 집단인 24237명중 약 13.97%정도 차
지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4-5시간 거리이며, 문화 유사점이 많고, 생활 수준과 물건값은 너무 비싸지 않은 이유와
연봉 (기본 연금 + 잔업 수당)은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보다 많이 주므로 해외 근로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인기 많은 편
이다.
EPS 프로그램으로 일하러 한국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현재 아래와 같은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 (1)
EPS-TOPIK시험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은 일년에 일정한 회수로 진행되지 않고, 한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다. 고
용허가제의 분야는 5가지가 있다: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어, 서비스업이다. 그중에 대부분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업종에 많이 지원하고 송출되어 왔고, 서비스업으로 송출된 근로자는 상당히 적다 (약 0.001%). (2) EPS-TOPIK 시험에
합격자들4) 한해서 한국 산업인력공단은 코드호 (부호화)를 해서 한국고용주들은 이 부호화된 코드를 보고 사업장에 맞는
조건이 있는 근로자들을 선택하여 고용 결정한다. (3) 고용된 근로자들은 베트남에서 서류 완성 및 비자 취득 등의 6개
월정도 시간 걸쳐서 한국으로 입국한다. 어떻게 보면 EPS-TOPIK에 합격한다고 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한국으로 송출하기 위해 EPS-TOPIK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베트남에서 2016년에 총 약 30,000명은

EPS-TOPIK 등록하고, 2017년에는 약 20,000명은 EPS-TOPIK에 등록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한국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2)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은 한국에 취득하는 비자는 E-9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E-9 근로자를 송출하는 유일한 기관은 베트남 노동사회
보훈부 해외인력센터이다. 다른 사기업들은 송출 불가능하다.
3)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해외인력센터의 데이터 공급
4) EPS-TOPIK은 다른 한국어능력시험과 달리 표준 합격 점수가 없고, 한국 고용주들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근로자 수량의 기준으로
해서 EPS-TOPIK 점수 최고순으로 설정한다. EPS-TOPIK 자격증은 2면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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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업종

제조업

어업

응시자

20,278

2,880

합격자

2,366

1,814

*) 제조업 EPS-TOPIK은 2016/10월에 진행되며, 어업 EPS-TOPIK은 2016/12월에 진행되었다.

2017년
업종

제조업

어업

건설업

농업

응시자

10,775

2,032

2,261

1,135

합격자

1,531

1,622

548

839

*)제조업, 어업, 건설업 EPS-TOPIK은 2017/06월에 진행하고 농업 EPS-TOPIK은 2017/09월에 진행되었다.5)

위 표에 결과 나와 있듯이 합격률은 12% ~ 15%만 불과하므로 경쟁률은 만만하지 않다. 이러한 높은 경쟁률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EPS-TOPIK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게 마련인 데다가 단기간에 공부하므로 베트남
EPS-TOPIK 학습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한 계기가 되었다.

Ⅱ. EPS-TOPIK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자의 어려움 조사
1. 조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첫째 베트남에서 EPS-TOPIK시험을 보기 위해 현재 3군데 한국어학원에서 다니고 있는 1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EPS-TOPIK을 직접 풀어보라는 요청도 같이 하였다.
둘째, 베트남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의 표본의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
해 많은 학습자들 중에 한달 이상 공부한 학습자들만 대상으로 선정한다.
셋째, 표본수집의 회수율을 높이는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3군데의 한국어학원에 설문지와 실전모의 시험을 베풀었
다. 세 군데 한국어학원중에 2군데는 북부지방에 있고 한 군데는 중부지방6)이므로 신뢰성이 더 높다.
넷째, 학습자가 응답하는 설문지 결과 및 실전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학습자의 생각하는 어려움 및 실전모의를 하고 나
서 받은 성적으로 토해 파악할 수 있는 진짜 어려움을 살피고자 한다.

2. 조사 결과
본 연구는 EPS-TOPIK을 보기 위해 학습하고 있는 158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지를 발송하였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반 학습자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공부하지만 EPS-TOPIK 특정상 듣기와
5) 베트남 사회노동보훈부 해외인력센터 자료 출저
6) 3군데 한국어학원명 및 위치:
- EPS-TOPIK어학원: so 9B, ngo 7, pho Ao Sen, Ha Dong, Ha NOi
- Hoa Oanh 국제 외국어센터: so 18A, Dong Anh, Ha Noi
- New Way 국제 교육협력회사: so 3, Khu lien ke Vinaconex, Dai lo Lein, Vinh City, Ngh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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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기능만 치르기 때문에, 문법, 어휘, 듣기, 인식 항목이 들어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애로사항
입문

전혀 어렵지 않다 (1)

보통 (2)

조금 어렵다 (3)

매우 어렵다 (4)

한국어 발음
한국어 어순
베트남어 없는 한국어 품
사 (조사 등)

문법

한국어 경어법
한국어 문법이 복잡하다
한국어 암기
어휘

한국어 외래어/한자

듣기

한국어 듣기

읽기

한국어 읽기 (이해)

한국어 전문용어

기타 개인 의견

학습자가 응답한 데이터를 가지고 SPSS를 돌려본 결과가 아래와 같다.

3. 학습자의 어려움 분석

Descriptive Statistics
평균

표준 편차

난이도 순위

4

2.21

.779

⑩

4

2.47

.817

⑨

1

4

2.51

.821

⑧

156

1

4

2.76

.742

⑤

158

1

4

2.97

.751

③

156

1

4

2.71

.775

⑦

한국어 외래어/한자

156

1

4

2.72

.881

⑥

한국어 전문용어

158

1

4

3.19

.769

②

듣기

한국어 듣기

154

1

4

3.35

.757

읽기

한국어 읽기 (독해)

156

1

4

2.77

.772

Valid N (listwise)

152

입문

문법

어휘

N

최소값

최대값

한국어 발음

156

1

한국어 어순

156

1

베트남어에 없는 한국어 품사 (조사 등)

154

한국어 경어법
한국어 문법이 복잡하다
한국어 암기

④

위의 표를 기준으로 조사한 학습자들이 짚어준 어려움에 대한 이유 판단을 추정하고자 한다.

3.1. 한국어 듣기
많은 EPS 학습자가 한국어 듣기 기능을 제일 어렵다고 손꼽았다. 이는 주로 세가지 이유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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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유는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서 그렇다. 보통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시험 3개월
전부터 시험 공부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더 미리 준비하면 4-6개월동안 공부한다. 조사한 158명가운데 1-3개월동안 한국
어를 공부한 학습자는84.8%인

134명이며, 13.9%인 22명이 4-6개월동안 배웠고, 1.3%인 2명만 6개월 이상 한국어를 공

부하였다. 외국어를 접하는 시간이 길수록 듣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읽기 문제 풀기 전에 독해를 해서 정보
를 충분히 습득한 후에야 풀 수 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짧으면 이 팁을 모른 채 그냥 풀면 어려울 수도 있다.
둘째, 고립어인 베트남어와 달리 한국어의 특정상 첨가어이기 때문에 베트남사람들은 들었 때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이름이 무엇입니까?”는 “이르미 무어심니까?” 로 들려서 한국어 학습 초보자를 비롯한 일반 학습자에 큰 애
로사항이 될 수 있다.
셋째, 듣기 내용들중에 일반 상식 내용 이외에도 문화 요소가 들어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단기간동안 한국어를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어렵다. 문화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바로 외국어로 문화요소가 있는 내용을 듣고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문화요소가 들어있는 읽기 기능보다 듣기 기능이 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실전 모의 고사에 조사 대상들은 제일 많이 틀린 문제를 같이 살펴봅시다.

<시험 문제 예1>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A:
B:
A:
B:
A:
B:
A:
B:

돌잔치에 가서 돌잡이를 봤어요.
돌잡이가 뭐예요?
여러가지 물건을 앞에 놓으면 아기가 잡는 거예요.
돌잡이를 왜 해요?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잡는 물건마다 의미가 있어요. 아기가 실을 잡으면 오래 살고, 연필을 잡으면 나중에 공부를 잘 할 거예요
재미있네요.

질문:
*).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 환갑잔치
3) 전통결혼

2) 돌잡이
4) 백일잔치

**). 아이가 실을 잡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 오랫동안 사는 의미
2) 나중에 공부를 잘하는 의미
3) 돈을 많이 버는 의미

4) 나중에 의사가 되는 의미

158명 중에 32명인 20.25%만 두개 문제를 다 맞혔다. 그리고 *)번 문제를 맞힌 수는 104명인 65.82%이 다. 앞에 추청
된 이유로 학습자들은 두 문제를 많이 못 맞힌 이유를 더 상세하게 분석해보겠다.
이 듣기 내용의 난이도가 있는 편이어서 한국어를 4-6개월동안 공부한 22명 학습자가 두 문제를 맞힌 가능성이 더 높
다. *)번은 어느정도 더 쉬워서 많은 학습자가 맞혔지만 **)번에는 /잠는/ - /시른/

등을 듣고 정확한 뜻을 파악하지 않

아서 정답을 선택 못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돌잔치, 돌잡이 등의 문화요소가 들어있어서 아예 모르는 학습자가 추적
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81
3.2. 한국어 전문용어
일반 한국어능력시험과 달리 EPS-TOPIK시험을 앞두는 학습자들은 일부 전문용어를 공부하고 시험에도 용어가 필수적
으로 나온다. 그러나 일반 학습자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아직 베트남어 전문용어마저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어로
접할 시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련이다. 또한 용어들은 일반 생활에 많이 보이지 않은 어휘들이기 때문에 학습자
들에게 익숙하지 않는다.
용어가 나온 실전 모의고사의 예를 같이 살펴보겠다.

<시험 문제 예2>

위 문제에는 ‘분무기’, ‘농약’, ‘사료’ 등의 용어와 ‘씻다’, ‘뽑다’, ‘치다’ 등의 어려운 동사와 더불어 나와서158명 응답
자중에 59.46%인 88명만 정답을 선택하였다.

3.3. 한국어 문법에 관련된 애로사항
EPS-TOPIK 학습자들은 실제 삶에 의사소통 또는 쓰기에 배운 한국어를 활용하는 목적보다 먼저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에 더 급하기 때문에 실제의 융통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문법을 써야 하는지, 또한 거꾸로
이 문법이 나오면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지만 더 집중한다. 설문지의 결과가 나와 있듯이, 한국어 문법이 어렵다는 학습
자가 생각하는 난이도 3위에 있다. 그리고 한국어 경어법, 한국어 어순, 베트남어에 없는 조사와 같은 한국어 품사가 각
각 5위, 9위, 8위를 차지한다. 문법에 관련된 애로사항의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값은 2.47~2.97사이에 선택한 결과에
따르면 거의 약간 어려운 정도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이중에 한국어가 복잡하다라는 응답에 관련된 이유를 실전 모

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통해 한번 분석해보도록 한다.

<시험 문제 예3>
문제 *).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시청은 시민을 위한 곳입니다. 시청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1) 시청의 위치
2) 시청의 부서

3) 시청에서 하는 일
4)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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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문제에는 “을/를 위한 -명사”, “동사-기 위해”, ”명사 을/를 위해서”, 관형절 (필요한 사람, 하는 일, 일하는 사람)
등의 어려운 문법이 나오고, 여러가지 어려운 어휘도 나왔다. 158명중에 정답 선택한 학습자는76명 상당하는 48.1%만 불
과하다. 76명중에 51명은 3개월 이상 한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이다.

3.4. 한국어 어휘에 관련된 애로사항
문법과 마찬가지로 EPS-TOPIK 학습자들은 실제 활용하려는 목적보다 시험 문제 푸는 목적이 더 급급하는 이유로 어
휘를 단기간에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은 한국어가 동음이어･다의어･유의어 때문에 어휘 암기하
는 데에 어려움7)을 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조사한 한국어학원들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 1, 2를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나머진 시
간에 문제 푸는 연습에 집중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충분히 단어를 습득하지 못 한 채 문제를 풀어서 어휘 암기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어의 외래어/한자가 베트남 EPS-TOPIK 학습자에게 어려운 내용이다. 베트남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자음만 배
우고 하지만 한자를 안 배운다. 그리고 상세하게 배우지 않아 한국어에 고급 한자를 접하면 학습자들은 어렵게 생각한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외래어를 암기하기 어렵다고 한다.
실전 모의고사의 예를 보고 어휘에 관련된 어려움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제 시험 예4>
*) 이 문자를

왜 보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부2팀의 바루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직원 단합대회 때 사원 노래 자랑 대회가 있다고 들었
습니다. 우리 팀 직원 2명과 함께 사원 노래 자랑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려고 문자 드립니다. 저와 함께 참가하는 사람은
투언씨와 리한씨입니다.

1) 생산부 2팀을 자랑하려고

3) 회사를 대표하는 노래를 만들려고

2) 노래 자랑 대회에 나가려고

4) 직원 단합 대회 일정을 공지하려고

위 시험 문제를 답한 156명 중 단 79명 상당하는 50.64%만 정답을 선택하였다. 위 문제에 생산부/달/단합대회/참가/대
표/신청/일정/공지 등의 한자가 나와 난이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할 수 있는 대답에는 “대회에 나가다”가
바로 “대회에 참가하다”란 것을 모르는 학습자가 정답을 선택하지 못 할 확률이 높다. “팀”이란 외래어와 더불어 이름인
바루, 투언, 리한 등은 학습자에 헷갈리게 만든다.

3.5. 한국어 읽기 (독해) 어려움
일기 (독해)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추정된다.
둘째, 어휘, 문법을 충분히 이해 못 해서 어렵다.
둘째, 분석 능력 부족해서 어렵다.
7) 설문조사의 실제 대답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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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독해)는 문법과 어휘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렵게 생학하는 법이다. 따라서 베트남EPS-TOPIK 학습자
들도 한국어 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다. 그러나 문법, 어휘에 관한 어려움 말고 장문 읽고, 시험 문제 푸는 능력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앞에 <시험 문제 예3>과 <시험 문제 예4>를 통해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Bloom, Anderson, Krathwohl (2001)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지식을 접할 때 아래와 같은 단계들을 걸친다고 발
표하였다: (1) – 암기, (2) -이해, (3) – 응용, (4) – 분석, (5) - 평가, (6) -창조8)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독해하는 케이스를 보면 독해 이전 어휘, 문법을 암기하고 이해한다. 그 이후 글과 선택
에 응용해서 뜻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후 선택한다. 평가 및 창조 단계는 안 한다. 따라서 어휘, 문법을 충분히 이해
못 하면 응용 및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어휘.문법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글 문맥도 어느정도 이해했지만 분석
능력이 부족하면 정답 선택하기도 어려워진다.
<시험 문제 예3>를 다시 살펴보면, 어휘.문법 어려움 이외에는, 정답은 3번 (시청에서 하는 일) 이지만 4번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을 선택한 학습자가 많았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분석 능력 부족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시청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사람이 노력합니다.
* 그리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 사람은 도와줍니다.

3.6. 기타 의견 취합
- 시험 연습 시간보다 교재 내용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한다.
- 한국어 어휘가 다의어.동의이의.유의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 공부하는 시간이 짧고,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 한국어를 소화하기 시간이 부족하다.
- 받침 발음이 비슷한 것이 많아서 듣기가 어렵다.

4. 학습자의 성적 결과에 미치는 요인
앞에 여러 가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EPS-TOPIK 학습자들은 겪는 어려움을 분석할 때 학습자들의 학습 시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는 과연 학습 시간이 학습자의 EPS-TOPIK 성적 결과에 미치는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한 3군데의 한국어학원에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 1-2”란 교재를 위주로 학생에게 교육하고 EPS-TOPIK 실전모
의를 연습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원래 학습자들에게 제일 많이 영향 미치는 교육 방법인 요인
을 제외하고 조사 대상들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근거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학습 학습자들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은 1-2개월동안만 공부하는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원래 있는 실전모의고사
를 반으로 줄여 다시 조성하였다. 읽기 기능은 원래 40분동안 25문제를 풀어야 하고, 듣기 기능은 원래 30분동안 50문제
8) Lam Quang Thiep (2008), 과학시술 출판사,” 객관식 시험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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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풀어야 하는데, 본 연구를 위한 테스트용 고사는 읽기 12문제, 듣기 13문제로 다시 편집해봤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반
으로 마련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이 응답하는 학습시간, 학습자들의 연령, 실전 모의 고사의 결과에 관련된 기술통계는 아래의 표에 나타
났다.

Descriptive Statistics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학습 시간

158

1

12

2.61

1.457

연령

158

16

35

23.13

4.861

읽기 점수

158

20

48

39.34

6.125

듣기 점수

158

24

52

40.46

8.778

총점수

158

48

100

79.80

11.545

Valid N (listwise)

158

위 표의 결과가 나와 있듯이, 조사 대상인 학습자들의 평균 학습시간은 2.61개월이다. 그리고 평균 연령대는 26세이다.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79.8점이다.
그리고 학습 시간은 베트남 EPS-TOPIK 학습자의 시험 성적 결과에 영향 미치는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
계를 분석해본다.

Correlations
학습 시간
학습 시간

Pearson Correlation

읽기 점수

듣기 점수

총 점수

1

Sig. (2-tailed)
읽기 점수

듣기 점수

총 점수

N

158

Pearson Correlation

.365**

Sig. (2-tailed)

.001

N

158

158

Pearson Correlation

.288*

.600**

Sig. (2-tailed)

.010

.000

N

158

158

158

Pearson Correlation

.363**

.883**

.906**

Sig. (2-tailed)

.001

.000

.000

N

158

158

158

158

N

158

158

158

158

1

1

1

위 표에 결과가 나와 있듯이 학습 시간은 읽기 점수, 듣기 점수, 총 점수에 다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학습시간은
EPS-TOPIK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학습시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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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언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대한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국으로 공용허가제로 일하러 가기를 희망하는 EPS-TOPIK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어려가지
언어면에서 실제고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한 실증 연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은 듣기가 제일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학습하는 시간이 짧고, 베트남어와 한국어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언
어 특정 이점, 한국문화를 몰라서 듣기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한국어 전문용어도 학습자에게 어렵다. 베트남어 뜻과 일반 생활에 잘 없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문법상 여러가지 어려운 것은 한국어의 복잡한 문법, 한국어 경어법, 베트남어에 없는 한국어 품사, 한국어
어순 등의 장벽으로 베트남 EPS-TOPIK학습자에 어렵다. 한국어 어휘도 한국어 암기, 외래어/한자 등도 학습자가 손꼽은
어려움들이다.
한국어 읽기 (독해)도 학습자에게 중요한 기능이면서 어려운 기능이기도 한다. 어려운 이유는 어휘･문법을 충분히 파
악하지 못 하고,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 시간은 EPS-TOPIK학습자의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도 나왔다. 학습시간이 길수록 더 좋은 성
적결과가 나온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거의 하지 않았던 EPS-TOPIK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학습 변수들을 고려하여 학습자
들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언어 애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오직 학습자들의 어려움 파악에만 그치고, 아
직 극복 방안에 대해 제시하지 못 한 점 많이 아쉬웠다. 다름에 더 확장한 연구에 극복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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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어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설명적 말하기 교육 연구
-깁기 방법(cloze method)를 이용한 담화표지 교육을 중심으로
김운옥(영진전문대학)

Ⅰ. 서론
본 연구는 담화 내용의 응집성과 수사성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으로 깁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표와 관련된 교재에서 목표 담화표지 항목을 선정하고 논제로 사용할 발표문을 깁기 방법으로 개
작하여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실험 후 학습자의 설명적 말하기에서 응집․수사 능력 향상을 위해 사
용한 깁기 방법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깁기 방법(cloze method)이란 담화표지가 필요한 위치를 빈칸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깁기를 이용한 교육 방안은 학습자
들이 담화 표지의 위치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빈칸을 채우기 위해 앞 뒤 맥락을 이해하게 한다. 말하기는 선조성
(linearity)을 지니기 때문에 앞에 한 말이 이해되어야 나중에 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기를 수행
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은 음성언어를 구사할 물리적 능력, 사상과 감정을 얽어낼 사고 능력이다. 이미향(2012:237)에서는
외국어로 말한다는 것은 언어 구조와 관련된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술한다. 이러
한 사고능력은 담화에서 응집능력과 수사능력으로 표현된다.
특히 설명적 말하기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전략과 내용 구성, 청중 관리를 위한 전략들
이 필요하다. 김경환 외(2016:71-73)에서 Gene Zelazny는 PIP공식으로 P(Purpose, 목적), I(Importance, 중요성), P(Preview,
미리보기)로 발표의 목적과 내용의 중요성, 그리고 발표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학문 목적 학습자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언
어능력은 동료 학습자, 교수자와 함께 학문을 추구하는 활동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1) 베
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 230여 편 중 말하기와 관련된 논문으로 김영은(2015), 부반비(2017), 밍휘(2017),
NGUYEN THI VU DAO(2018)가 있다. 김영은(2015)에서는 베트남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부반비(2017)는 베트
남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밍휘(2017)에서는 구어 화제 담화를 중심으로, NGUYEN THI VU DAO(2018:4
∼7 재인용)는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신장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2)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orea Immigration Service,2018),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7년 12월31일 현재) 등록일 2018/01/25, 에 따르
면 1,171,762명 가운데 유학 비자는 86,504명으로 7%를, 전체 유학생 전체 학생 비율에서는 베트남 학습자가 135,087명중 27,563명
으로 20.4%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가. 한국어 학과의 교육 과정이 교육 목표와 불일치, 나. 한국어 교육 강조, 한국학 교육 관심
부족, 다. 한국어(학) 교수 ‧ 강사 미흡한 현황, 라. 옛날 교재 사용, 마. 학습자의 회화능력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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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에서 총 18개 대학에 한국어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으나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가 졸업 후에도 실제적인 의
사소통 능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말하기 교육의 현실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전체 유학생 중 20.4%
를 차지하는 베트남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발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빈칸 채워 재구성하기
활동이 발표 담화의 응집성과 수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설명적 말하기의 응집 능력과 수사 능력
응집성(凝集性 coherence)이란 내용들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내용 간 관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
기의 응집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문장 안에서 뿐만 아니라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이 의미적 연속선상에 있어야
한다. 이선영(2012:52 재인용)에서 Beaugrande & Dressler는 응집성을 ‘의의(意義)들 간의 연속성’이라고 규정하고, 이 연
속성이 있어야 테스트가 ‘의미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7가지 요소
(결속성, 응집성,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가운데 다른 모든 기준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이 응집성만
있으면 텍스트로 볼 수 있다고 하였을 만큼 이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응집성을 유지하는 응결 장
치에는 지시, 접속, 어휘의 반복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의 지시어에는 ‘이, 그, 저’의 관형사와 ‘이리, 저리, 그리’의 부사,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의 형용사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지며, 접속은 인과적인가, 대조적인가, 부가적인가 등으로 분류된
다. 어휘는 반복으로 사용하여 문장 간의 의미적 연결을 강화하여 발표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기제로 사용된다. 이런
기제들을 본 연구에서는 담화표지(談話標誌,discourse marker)라 칭한다.3)
담화 표지는 발화의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발화를 연결하거나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거나 담화 구조를
표시하는 등 일정한 담화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이다. 담화표지는 1988년 쉬프린(D, Shiffrin)이후 한국에서도 한국어
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그 형태와 기능이 밝혀지고 있다. 담화 표지는 기능에 따라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
류할 수 있다.
첫째, ‘있잖아, 다름 아니라’와 같이 화제를 제시하거나 전환 혹은 마무리하는 담화 표지가 있다. 둘째, ‘아니, 글쎄,
자, 뭐, 그래가지고 말이야’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말을 강조 또는 약화하거나 말할 시간을 벌고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
는 데 사용하는 담화표지가 있다. 셋째, ‘솔직히, 사실은’과 같이 화자가 발화 내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담화표지가 있다. 넷째, ‘이제부터,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등과 같이 담화의 구조를 표시하는 것으로 화제를 알
리는 기능을 하는 담화 표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강조하면’ 등과 같이 내용을 강조하는 담화 표지와 ‘요약
하면, 지금까지’ 등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는 담화 표지가 있다(한국어교육학 사전:117-118).
정보성이 낮은 담화는 청중의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청자의 예측과 추측이 가능하도록 응결장치들을 문맥에 맞게
제시한다면 청중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4) 결과적으로 발표자의 의도가 청중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발
3) 본 연구에서는 사전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① 대용, 생략- ‘이’, ‘그’, ‘저’와 같은 지시어,② ‘그리고‘, ‘그런데‘ 와 같은 접속 부사, ③
’∼지만‘,’∼(으)면‘ 과 같은 연결 어미, ④ ’이제부터’,’다음은’과 같은 담화표지(메타언어) ⑤ 동의어, 유의어, 사람-남자, 여자의 상
위-하위어와 같은 대체 어휘 등을 담화표지로 총칭한다.(이선영 2012:59 재인용)
4) 박수자(1996:170)는 예측 문법(expectancy)이란 사고력, 이해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능력의 주된 기재로서 문장 내의
구문이나 의미에 관한 예측 작용으로 교재 내의 작은 암시만으로도 전체 문장의 내용을 예상하면서 나름대로 가정을 설정하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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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교육에서는 특히 담화의 응집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내용을 조직하는 연습과 활동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학습자들의 발표 수행에 있어 담화의 의미를 하나의 주제를 향해 구심성을 갖게 하고 개별 의미들을 서로 논리
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수사적 능력이란 자신의 의도를 청자에게 전달하여 말하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효과적
인 말하기를 위해 적절한 전략과 ‘기술’이 요구된다. ‘말을 잘하는 것’은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학문적 맥
락, 업무 상황에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우선 화자가 청자에
게 주는 신뢰감5)은 심리적 매력, 신체적 매력,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선영(2012:173-174)은 담화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도입과 마무리의 내용을 구성하고, 청중들의 담화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발화를 맥락에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담화구조적인 면에서의 수사능력은 도입에서 청자에게 관심을 끌만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마무리에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만한 요소를 배치하여 청중의 신뢰를 얻는데 초점을 두어
야 한다. 발표에서의 수사 능력은 발표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다. 발표에서 메시지의 구조적 요소와
수사적 요소는 담화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2.2 깁기 방법(cloze method)
깁기 방법은 빈칸 채우기형(cloze test type)의 형식을 칭하는 말이다.6) 빈칸 채우기는 진술문 중에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을 괄호나 밑줄 등으로 비워 놓거나 혹은 도표의 일부분을 비워 놓고 이에 적합한 단어나 구 등을 채워 넣는 문항
유형이다. 담화 맥락에서 통사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단서 등 다양한 양상에 대한 지식을 평가할 뿐 아니라 글의 구조
적 응집성, 어구, 문장, 문단들 간의 상호 연관성 및 의존성 등을 포함한 글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지식을 측정할 수 있
다. 교사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언어․상황적 맥락에 맞게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평가하려는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문단을 제작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전체 의미를 재구성하므로
독자의 사고능력과 문맥에 나오지 않은 단어를 생각해내는 창의력, 언어에 대한 지식, 주제에 대한 지식, 낱말과 문맥간
의 상호 교환성 등에 대한 유연성을 요구하는 추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된다. 가정을 설정할 때 독자는 텍스트 정보에
대해 독자가 지닌 스키마를 동원하여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다. 중․고급 학습자라도 준비된 정보에 대해 발표를 할 때
담화의 응집성을 높여주는 담화 표지의 위치나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침묵이나 망설임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그로
인해 내용의 논리성과 말하기 유창성도 떨어져서 말하기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화의 응집능력과 수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빈칸 채우기 방법을 이용하여 담화표지의 위치
와 적절한 담화 유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깁기 방법을 교육 방안으로 제시한다. 발표 담화에서 담화 표지의 위치를 빈칸
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담화 표지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맥락에 맞는 담화 표지를 채워 넣는 과정
을 통해 학습자의 스키마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한 화자의 적절한 담화 표지의 사용은 청중의 이해도와
흥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Mehrabian의 법칙 :대화할 때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는 법칙-비언어
적 요소(얼굴 표정, 몸짓, 손짓, 말투 등)와 목소리가 중요하다
6) 1953년 Taylor에 의해 처음 고안된 것으로 ‘낯익은 것의 불완전한 면을 스스로 메워서 완전하게 보려는 인간의 심리현상’을 일컫는
‘closure 법칙’에서 유래되면서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의 알맞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추측하
는 과정이 불완전한 형태를 스스로 완성하거나 삭제된 부분을 채워서 전체를 완성하려는 심리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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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절차 및 연구 결과
3.1 실험 절차
본 연구는 깁기 방법을 이용한 교육 방안이 실제 발표 담화표지 사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본고
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깁기 방법 교육으로 발표의 응집 능력과 수사 능력에 변화가 있다. 둘째,
깁기 방법 교육은 고급 학습자보다 중급 학습자들에게 더 유용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 셋째, 깁기 방법 교육은 발표에
대한 선 교육의 경험집단에게 더 유용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 넷째, 깁기 방법 교육은 전공 수업이 시작되는 2학년 이상
의 재학생들에게 더 유용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 연구 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절차
연구문제

집단

자료 수집 방법

실험 진행 방법

사전설문 조사, 1차 녹음, 전사

설명적 말하기1
발표문 작성
→ 설명적 말하기2

연구문제 1~4

실험 집단

2차 발표개요서 작성
인터뷰, 녹음, 전사

참여자 평가

실험 집단

인터뷰, 사후 설문 조사

일시

2018.3.12.~
2018.4.3.

먼저, 실험 참여자는 발표에 앞서 먼저 설문조사에 응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발표에 대한 자가 평가를 한다. 사
전 설문지는 학습자 변인(7개 항목), 발표문 선 교육 경험과 학기 당 발표 횟수(3개 항목), 발표에 대한 인식 조사(4개 항
목), 응집성에 대한 인식조사(3개 항목), 수사성에 대한 인식조사(3개 항목)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실험 참여자는 연구자가 제공한 논제로 발표 개요서를 이용하여 준비한 후 1차 발표를 한다. 이때 실험 참
여자에게 연구자는 담화 표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여자의 발표(1차)를 듣고, 연구자는 빈칸 채우기 TEST
가 포함된 발표문을 제공한다. 참여자는 깁기 TEST 후 연구자가 제공하는 답을 참고하여 자가 평가를 통해 자신의 오류
를 분석한다. 그 다음 연구자는 깁기 방법을 이용한 담화표지에 대해 교육한다. 실험자는 발표 개요서를 수정하여 다시
발표(2차)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참여자의 발표(2차)를 녹음하고, 참여자가 경험한 깁기 방법(cloze method)이 자신의 설명적 말하
기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술하게 한다. 이때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이용한다. 사후 설문지는
발표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적 측면의 변화(2개 항목), 응집능력의 변화(5개 항목), 수사 능력의 변화(3개 항목), 깁기 방법
에 대한 만족도(3개 항목)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실험은 깁기 방법(cloze method)을 이용한 담화 표지 교육 방안
이 응집 능력과 수사 능력의 변화를 가져옴을 확인하고,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발표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다.

3.2 연구 대상과 연구 자료
본 연구자는 2018년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대학 및 대학부설 언어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TOPIK 3급 이상의 중‧고
급 학습자 34명을 대상으로 빈칸 채워 재구성하기 집단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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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습자 변인
실험에 사용한 논제는 KOREAN SPEAKING의 제 5 과 ‘남성과 여성 언어의 차이’이다.7) 깁기 방법으로 발표 내용을
개작하여 피 실험자에게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 도구는 설명적 말하기 평가에 사용 될 실험 논제, 2차에 작성된 발표 개
요서, 실험 집단의 녹음과 전사내용, 말하기 평가 후 1대 1로 진행한 사후 설문 조사지와 동료 교사 한명과 함께 피 실
험자의 사전․후 발화를 평가한 평가지로 구성하였다.

<표 2> 발표 논제
차시

논제

논제 유형

평가 방법

1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의 차이

설명적 말하기

말하기 평가

2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의 차이

설명적 말하기

깁기 방법 교육 후 말하기 평가

발표를 위한 담화표지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교재는 <표 3>과 같다.

<표 3> 대학별 발표 교재 분석8)
발표 구조

도입

1
2
3
4
5
6

발표 내용
인사 및 소개하기
청중의 주목 끌기*
주제 제시
발표 목적 및 주제 선정 이유 밝히기
발표순서 제시하기
시작 알리기

A
√

B
√

C
√

D
√

√
√
√

√

√

√

√
√

√
√
√
√

E
√
√
√

F
√

7) 논제 선정과 개작할 때 기준은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연구 (2016:기능별 분류 참고 p.72~76,문법
p.80~81, 텍스트 선정 기준 p.100~105)
8) 아래 표에 기록된 순서대로 A, B. C, D. E, F 대학으로 표시한다. 교재마다 용어가 차이가 있어서 A대학을 기준으로 했다. 피 실
험자들은 위의 기능들을 사전 설문지에서 자가 평가 했다.
성균관대학교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발표의 기술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어 말하기 고급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 한국어 말하기 5
서강대학교
* : 평가에 사용 된 발표 주제는 <남성과 여성 언어의 차이>이다. 학생들의

한국어 말하기 중급∥
학문목적말하기(서울대한국어+PLUS)
서강 한국어 말하기 6
발화 평가 시 포함하지 않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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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마무
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의하기*
내용전개/순서안내
예시․인용하기*
구분․분류하기
비교․대조하기
자기 생각 말하기
비유하기*

√
√
√
√
√

√
√
√

자료 제시하기
앞선 내용과 연결
화제 전환하기
논거 제시하기
특정 내용 부각하기*
의견 부연하기*
자세히 설명하기*
부연 설명하기(자세히 설명하기로 통합)
현상 말하기*
원인 말하기*
대안 말하기*
가정하기*
요약하기*

√

√

√

√

1
발표 종료 알리기
2
요약하기*
3
주제 마무리하기(요약하기로 통합)
4
강조하기*
5
당부하기
6
전망하기*
7
결론 제시하기(요약하기로 통합)*
<질의응답>
1
청중에게 질문 요청할 때*
2
청중이 질문을 했을 경우*
3
질문에 답을 한 후에*
4
질문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5
특별히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닐 때*
6
질문이 없을 경우*
7
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재 분석 결과 조사된 6권의 교재에서 4번 이상 공통으로 담화 표지는 도입에서 인사 및 소개하기와 주제 제시하기
로 2가지, 전개 구조에서 내용 전개(순서)안내, 예시 인용하기, 구분․분류하기, 비교․대조하기, 자료 제시하기로 5가지, 마
무리 단계에서 발표 종료 알리기와 요약하기, 질의응답의 순서에서는 청중에게 질문 요청할 때와 마무리 인사로 4가지로
나타났다.
교재 분석 시 B 교재의 청자의 발화 담화 표지는 본 연구가 화자의 발표 담화 표지에 대해 논하고 있으므로 생략하였
다. 토론에서 사용된다고 제시한 논거 및 예시 들어 말하기는 발표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발표 항목에 포함 시켰다.
D 교재에서는 ‘연결하기’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도입과 전개, 전개에서 마무리로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제
시했다. E 교재에서는 주제에 유용한 표현으로 속담을 각 과마다 제시했다. 그리고 F 교재에 화제 전환하기에서 제시된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게’ 등은 앞선 내용과 연결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대안 말하기로 제시된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 합니다’는 자기 생각 말하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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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실험 사전․후 평가
1) 중․고급학습자의 사전․후 평가

참가자 34명의 수집된 데이트를 SPSS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TOPIK 3․4급 학습자가 67,8 %로
23명, 5․6급 학습자가 32.3%로 11명이었다. 연구자는 중급 학습자가 고급 학습자보다 더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가정했다.

<표 4> TOPIK 중․고급사전․후 평가 비교
발표구조

발표 내용
인사
주제 제시

도입

주제 선정 이유
순서 제시
시작 알리기
내용 전개 순서
구분-분류
비교-대조
자기생각

전개
자료제시
앞과 연결
화제 전환
논거제시
발표 종료 알림
마무리

당부하기
끝 인사

TOPIK 급수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N
11
23
11
23
11
23
11
23
11
23
11
23
11
23
11
23
11
23
11
23
11
23
11
23
11
23
11
23
11
23
11
23

사전 평균
.64
.78
.73
.70
.18
.35
.09
.00
.36
.30
.45
.09
.91
.87
.64
.78
.45
.39
.00
.00
.27
.04
.82
.39
.18
.30
.64
.48
.64
52
.45
.35

사후 평균
1.00
.96
1.00
.96
.82
.83
.36
.26
.73
.74
.73
.87
.82
.96
.91
1.00
.91
.52
.09
.17
.91
.70
.82
.91
.91
.87
.64
.65
1.00
.83
.36
.39

차이
0.36
0.18
0.27
0.26
0.64
0.48
0.27
0.26
0.37
0.44
0.28
0.78
-0.09
0.09
0.27
0.22
0.46
0.13
0.09
0.17
0.64
0.66
0
0.52
0.73
0.57
0
0.17
0.36
O.31
-0.09
0.04

있다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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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OPIK 중․고급 집단의 사전․후 평가 결과

중․고급 학습자 간 차이를 본 사전 실험과 사후 실험의 차이를 합하면 984이다. 평가항목 16개 항목의 사전과 사후이
므로 32개 항목의 평균은 30.75다. 평균 이상의 차이를 보인 중․고급은 *로 표시하였다. 고급 학습자의 변화는 인사, 자기
생각 말하기에서 변화가 있었다. 중급학습자의 변화는 내용 전개 순서 말하기와 화제 전환이다. 그리고 중․고급 모두에게
일어난 차이는 도입에서 주제 선정이유제시하기와 시작 알리기, 전개 부분에서 앞과 연결, 논거제시이다. 마무리에서는
당부하기이다. 고급 학습자는 7개 기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중급 학습자도 7개 기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
다. 끝인사에서 고급 학습자가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도입의 인사에서는 사후 평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마지막 인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실험 처음부터 집중했기 때문에 마지막 실험 단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긴장
도가 낮아진 이유로 판단했다. 자료제시 기능은 차이는 미미했지만 중․고급 학습자 모두 사전에서 말하지 않았던 기능들
이 발화되었다.

2) 선 발표 경험 유․무의 사전․후 평가

대학 입학 전 발표 교육의 사전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는 18명, 무경험자는 16명이다. 선 교육이 발표에 영향이 있다는
전제하에 실시한 사전 평가에서 선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이 사전 평가에서 월등하게 발표를 잘 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입학 전 발표 교육을 경험한 53%의 18명의 학생은 주로 대학부설 언어교육기관에서 배웠고, 베트남 특수 목적 고등학교
에서 발표 교육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 교육을 받지 못한 16명의 학습자들은 발표 준비 시 조별 활동으로 조원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발표자들의 발표를 보고 자신의 발표에 적용하기도 했고, 인터넷과 책을 통해 준비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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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선 발표 경험 유․무의 사전․후 평가 비교
발표구조

발표 내용
인사
주제 제시

도입

주제 선정 이유
순서 제시
시작 알리기
내용 전개 순서
구분-분류
비교-대조
자기생각

전개
자료제시
앞과 연결
화제 전환
논거제시
발표 종료 알림
마무리

당부하기
끝 인사

선 발표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N
18
16
18
16
18
16
18
16
18
16
18
16
18
16
18
16
18
16
18
16
18
16
18
16
18
16
18
16
18
16
18
16

사전 평균
.94
.50
.83
.56
.44
.13
.06
.00
.39
.25
.33
.06
.94
.81
.89
.56
.56
.25
.00
.00
.06
.19
.44
.63
.28
.25
.72
.31
.78
.31
.28
.50

사후 평균
1.00
.94
.94
1.00
.89
.75
.22
.38
.72
.75
.83
.81
.89
.94
1.00
.94
.61
.69
.06
.25
.67
.88
.94
.81
.89
.88
.67
.63
.89
.88
.44
.31

<그림 3> 선 발표 경험 유․무의 사전․후 평가 비교

차이
0.06
0.44
0.11
0.44
0.45
0.62
0.16
0.38
0.33
0.5
0.5
0.75
-0.05
0.13
0.11
0.38
0.05
0.44
0.06
0.25
0.61
0.69
0.5
0.18
0.61
0.63
-0.05
0.32
0.11
0.57
0.16
-0.19

있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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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과 사후 평가의 차이의 총점은 10.25이고 평균은 0.32이다. 깁기 방법 교육 이후의 사후 평가에서 평균 이상의 차
이를 나타낸 집단은 무경험 집단으로 도입에서 4개, 전개에서 5개, 마무리에서 2개로 11개이다. 유 경험 집단은 도입과
전개에서 각 2개씩 총 4개의 기능에서 변화가 있었다. 유․무경험 집단 모두 도입의 주제 선정이유 제시하기와 전개에서
앞과 연결, 논거 제시 기능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끝인사에서 유 경험 집단은 구분․분류와 발표 종료 알림에서 –
0.05, 무경험 집단이 –0.19로 부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무경험자들은 인사를 사전 실험에서 긴장한 탓에 생략할 때도
있었지만 사후 평가에서는 .94로 상향 되었다. 마지막 인사는 1학년 미만의 학생들이 –0.19였는데 실험이 종료됨에 따라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었던 경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깁기 방법은 무경험집단에게 더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사후 평가에서 무경험
집단은 도입 부분의 주제 제시, 발표순서 제시와 전개 부분의 구분 분류, 자료제시, 앞과 연결, 마무리의 당부하기에서
유 경험 집단 보다 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발표 내용의 질적인 면에서는 선 경험 집단이 유창성에서 우세했지만
발표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무경험 집단이 사후 평가에서 선 경험 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3) 2학년이상의 학습자와 사전․후 평가

본 실험은 대학 1년생과 대학부설 언어교육기관 재학생을 집단 1로,

2학년 이상의 학습자를 집단 2로 나누었다. 2개

의 집단으로 구분한 기준은 발표 주제의 다양성과 학문성, 그리고 발표의 직․간접 경험과 발표 회수의 차이이다. 그러므
로 집단 2에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가설했다.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집단 1은 34명 중 12명, 집단 2는 22명이
다.

<표 6> 2학년이상의 학습자의 사전․후교
발표구조

발표 내용
인사
주제 제시

도입

주제 선정 이유
순서 제시
시작 알리기
내용 전개 순서
구분-분류

전개

비교-대조
자기생각
자료제시
앞과 연결

2학년 기준
1학년, 어학연수

N
12

사전 평균
.83

2학년이상
1학년, 어학연수
2학년이상

22
12
22

.68
.75
.68

1학년, 어학연수
2학년이상
1학년, 어학연수

12
22
12

2학년이상
1학년, 어학연수
2학년이상

사후 평균
.92

차이
0.09

있다

1.00
1.00
.95

0.32
0.25
0.27

*

.50
.18
.08

.75
.86
.08

0.25
0.68
0

*

22
12
22

.00
.17
.41

.41
.75
.73

0.41
0.58
0.32

*
*
*

1학년, 어학연수
2학년이상
1학년, 어학연수

12
22
12

.17
.23
.92

.75
.86
1.00

0.58
0.63
0.08

*
*

2학년이상
1학년, 어학연수
2학년이상

22
12
22

.86
.67
.77

.86
1.00
.95

0
0.33
0.18

1학년, 어학연수

12

.33

.50

0.17

2학년이상
1학년, 어학연수

22
12

.45
.00

.73
.17

0.28
0.17

2학년이상

22

.00

.14

0.14

1학년, 어학연수

12

.17

.58

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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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전환
논거제시
발표 종료 알림
마무리

당부하기
끝 인사

2학년이상

22

.09

.86

0.77

*

1학년, 어학연수
2학년이상
1학년, 어학연수

12
22
12

.33
.64
.25

.92
.86
1.00

0.59
0.22
0.75

*

2학년이상
1학년, 어학연수
2학년이상

22
12
22

.27
.50
.55

.82
.75
.59

0.55
0.25
0.04

*

1학년,어학연수
2학년이상
1학년, 어학연수

12
22
12

.50
.59
.33

.83
.91
.33

0.33
0.32
0

*
*

2학년이상

22

.41

.41

0

*

<그림 4> 1학년과 2학년 이상의 사전․후 평가 결과
집단 1과 집단 2의 실험 처치 비교에서 총점은 9.96이고 평균은 0,29이다. 집단 1은 도입에서 1개, 전개에서 5개, 마무
리에서 1개로 총 7개 기능에서 변화가 있었다. 집단 2는 도입에서 4개, 전개에서 3개, 마무리에서 1개로 총 8개의 기능
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시작 알리기와 내용전개 순서, 앞과 연결, 논거 제시, 마무리의 당부하기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집단 1은 도입의 순서 제시하기에서 변화가 없었다. 집단 1에서는 논거 제시가 0.75로 가장 많은 변화를, 그
다음으로 화제 전환 0.59, 내용 전개 순서, 시작 알리기가 각각 0.5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집단 2는 앞과 연결이 0.77, 주
제 선정 이유 0.68, 내용 전개 순서 0.63 등이다. 구분․분류는 0으로 변화가 없었다. 두 집단 모두 마무리 인사에서는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 2는 도입부분에서 주제 선정 이유 제시하기와 전개로 연결하는 발표순서 제시 기능
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주제 선정 이유를 좀 더 자연스럽게 풀어 이야기 하는 능력이 집단 1보다
는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한다. 고학년 학생일수록 청중의 흥미를 유도하는 수사 능력에 향상이 있었다. 집단 1은 수사적
능력 보다 담화 표지를 주어진 위치에 사용하는 단순 기능이 향상되었다. 이 실험 결과로 깁기 방법이 두 집단 모두에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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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및 교육적 적용
4.1 교사의 사전․후 평가와 깁기 방법 교육의 상관도 검사
발표의 도입 (5개), 전개 (8개),마무리(3개)의 담화 표지 16항목을 검사하였다. 동료 교사9)와 함께 담화 표지가 있으면
O, 없으면 X로 담화 표지의 유무에 집중하여 평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유의도 5% 수
준에서 인사, 주제제시, 주제선정이유, 순서제시, 시작 알리기, 내용 전개 순서, 비교대조, 자기 생각, 자료 제시, 앞과 연
결, 화제 전화, 논거 제시, 당부하기 등 1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깁기 방법으로 담화표지를 교육한 후
의 평균 점수가 실험 처지 전의 평균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교사의 사전․후 평가 결과
발표 내용
인사하기
주제제시
주세선정이유(4)
순서제시
시작 알리기(5)
내용전개순서(3)
구분-분류
비교-대조
자기생각
자료제시
앞과 연결(1)
화제전환
논거제시(2)
발표종료알림
당부하기
끝인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평균
.74
.97
.71
.97
.29
.82
.03
.29
.32
.74
.21
.82
.88
.91
.74
.97
.41
.65
0.00
.15
.12
.76
.53
.88

N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표준 편차
.448
.171
.462
.171
.462
.387
.171
.462
.475
.448
.410
.387
.327
.288
.448
.171
.500
.485
0.000
.359
.327
.431
.507
.327

표준 오차 평균
.077
.029
.079
.029
.079
.066
.029
.079
.081
.077
.070
.066
.056
.049
.077
.029
.086
.083
0.000
.062
.056
.074
.087
.056

사전

.26

34

.448

.077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88
.53
.65
.56
.88
.38
.38

34
34
34
34
34
34
34

.327
.507
.485
.504
.327
.493
.493

.056
.087
.083
.086
.056
.085
.085

  

t(p)
-2.766 
-3.447  
-5.022   
-3.020  
-3.656 
-7.301***
-.373
-3.187**
-2.264*
-2.385
-6.936   
-3.447   
-7.301   
-1.161
-3.97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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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내용과 연결 기능이 64, 논거제시 62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내용 전개 순서 알리기가 61, 주제
선정이유 제시가 53, 시작 알리기는 42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문장의 3단 구조 즉 도입, 전개, 마무리가 명시화 되었으
며 청중의 발표 이해도 역시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를 그래프로 명시화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교사의 사전․후 평가 결과
참가자들 평균 TOPIK 급수는 4급, 학습 기간은 2.9년이다. 실험 전 깁기 방법 교육으로 발표의 응집 능력과 수사 능
력에 변화가 있다는 가설대로 담화의 응집성과 수사성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응집능력의 변화는 내용 전개
순서를 알리므로 청중이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 담화의 응집성은 전개 부분에서 조사하였다. 응집성을 결정짓는
앞 문장과의 연결은 지시어는 ‘이, 그’, 접속 부사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고’ 등과 같은 초급 수준의 부사를 사용했다.
동일 단어의 반복은 ‘그 사람은, 그 남자(여자)는’과 같은 표현과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로서 ‘따라서, 아서/어
서, (으)니까’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수사 능력의 변화는 도입부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질문 형식으로 혹은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청중 호기
심 끌기’는 평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제 선정의 이유를 밝히므로 청중이 주제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발표 시작을 알림
으로써 중심 내용이 전개 될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 마무리 단계에서도 발표가 끝이 났음을 알게 하고 당부하기에서
발표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함으로 주제를 상기하게 했다. 참가자 중에 유일하게 한명이 마무리 단계의 ‘요약하기‘에서
’베트남 속담‘을 사용했다. 마무리 요약하기는 실험 시간의 제약으로 발표문에 한국 속담으로 명시화 했다.
깁기 방법을 통해 참가자 대부분이 담화 표지의 위치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발표 담화에 필요한 구조에 대해 인식
하게 되었다. 깁기 방법으로 제시된 담화표지의 예를 보면서 고급 학습자들과 선경험자,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일수록
다양한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한 담화 표지는 초급 수준에 그쳐 참가자들 역시 자신의 담화에
만족하지 못했다. 반면에 초급 학습자와 무경험자, 저학년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2차 담화에 만족했으며 실제 교실 현장
에서 향상된 발표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표현했다.
참가자들의 한국어 교재와 발표 교재에 발표와 발표 담화 표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10) S교재에는 발표 담화 표지들이
1A에서부터 인사말로 나오며 4A의 5과에는 속담과 8과에는 비유하기가 있다. 4단계까지는 발표담화의 구조에 맞는 표현
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5A에서부터 자기 생각하기, 정리한 것을 가지고 발표하기 , 관용표현과 한자성어 등이 어휘 부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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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고 6단계 교재에서는 발표의 모든 담화 기능들이 담화 예제와 함께 교재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발
화에서 고급 학습자들이 사고 도구어보다 초급 단계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다양한 대체 어휘 대신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으로 여러 기능들을 대신했다. 또한 ‘(으)ㅂ니다, 습니다’를 제외하고는 입말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는 발표
기회와 연습의 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기능들을 사용할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한
다.

4.2 학습자 급수와 깁기 방법 교육의 상관도 검사
<표 8>학습자 급수와 깁기 방법 교육의 상관도 검사
발표 구조
도입

전개

중급 학습자

발표 구조

주제 선정이유
순서 알리기

인사
도입

주제 선정 이유

내용 전개 순서

순서 알리기

앞과 연결

자기 생각 말하기

화제 전환

전개

논거 제시
마무리

고급 학습자

당부하기

앞과 연결
논거 제시

마무리

당부하기

깁기 방법 교육은 고급 학습자보다 중급 학습자들에게 더 유용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가설과 달리 중․고급 학습자
모두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 중급 학습자들은 도입에서 발표순서 제시 기능은 0에서 0.26으로 상승하여 도입에
서 변화가 많았다. 내용 전개 순서 알리기, 앞과 연결, 화제 전환, 논거 제시에서 평균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
여 응집능력이 크게 향상 되었다. 전개와 마지막 인사만 있었던 사전 담화 구조가 도입, 전개, 마무리의 3단 구조가 갖춰
지므로 청중들의 이해와 흥미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고급 학습자들은 사전 발표에서 인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깁기 방법을 통해 발표의 도입단계에서 ‘인사와 자기
소개하기, 청중을 흥미를 끌만한 소재 제시하기, 주제 선정이유 밝히기, 주제 제시하기’임을 학습한 후 참가자 모두
100% 첫 인사로 시작했다. 자기 생각 말하기는 고급 학습자들이 재학하는 동안 학습한 어휘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
을 하였다. 중급보다는 내용이 길어졌지만 접속 부사의 사용은 중급 학습자와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중급 학습자들에게만 나타난 유의미한 변화는 ‘내용 전개 순서 말하기’ 기능이다. Y교재의 한국어 3의 5과에 ‘열거하
며 말하기’가 교육 내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S교재 3B의 12과 ‘읽고 쓰기’ 기능에도 있다. 그리고 고급학습자에게만 나타
난 ‘인사’와 ‘자기 생각 말하기’는 두 교재 모두 초급단계에 있으며 자기 생각 말하기는

S교재 4B의 10과 ‘과제’에서

토론에서의 담화표지로 그리고 5A의 3-1과 ‘변화하는 가족’에 담화표지가 나타난다. 따라서 고급 학습자들에게 좀 더 유
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실험을 통해 깁기 방법이 담화 표지의 위치와 구조를 알게 하는 유용한 교육 방안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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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 발표 경험 유․무와 깁기 방법 교육의 상관도 검사
<표 9> 선 발표 경험 유․무와 깁기 방법 교육의 상관도 검사
발표 구조

무경험자
인사

도입

주제 제시하기

발표 구조
도입

유경험자
주제 선정 이유 밝히기
시작 알리기

주제 선정 이유 밝히기
발표순서 제시

앞과 연결

내용 전개 순서
비교 대조
전개

자기 생각 말하기

전개

앞과 연결
논리 제시
마무리

논거 제시

발표 종료 알림
당부하기

깁기 방법 교육이 발표에 대한 유 경험 집단에게 더 유용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가설과 달리 무경험 집단에서 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사전 검사에서는 유 경험 집단이 월등하게 발표를 잘 했지만 사후 실험에서는 무경험 집단과
미미한 차이만 보였다.
무경험자들은 시작과 마무리 인사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와 같은 초급단계의 인사를, 유경험자
들은 ‘발표를 맡은/하는 OOO입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유․무경험자들에게 나타난 유의미한 변화는 ‘시작 알리기’
기능이다. S교재에 2B의 1과에 ‘지금부터 제 고향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있다. 이 담화 표지는 발표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려주는 것이다. 인사 표현은 Y교재의 한국어 3의 4과 ‘문화’ 항목에 S
교재에는 2B 1과 과제 부분에 나와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경험자들은 이미 교재에서 학습한 내용이 담화 표지에서 활용된다는 사실을 깁기 방법으로 학습하고 난 후
담화 표지의 활용에 더 적극적이었다. 무경험자들에게 나타난 비교․대조하기는 실제 두 교재에 모두 있다. 내용 전개 순
서 알리기 기능은 Y교재의 한국어 3의 1과에서 대조하기 기능이 따로 제시되어 있다. 5과에서 열거하며 말하기, 분류하
며 말하기 등이 담화표지와 함께 제시 되어있고 . S교재에서도 1B교재에서 ‘비교하면’과 같은 담화 표지는 없지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조와 비교하라’는 지시문이 있었다. 4A의 4과 읽고 말하기 기능에서 대조하기, 5A의 1의 2과에서
듣고 말하기 기능에서 반대되는 성격 이야기하기와 비교 글쓰기가 과제로 제시 되어 있다.
Y교재에서는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표에 필요한 문법적인 표현들은 4단계 교재에 있었다. S교재에는 2B
에 ‘발표’란 단어가 처음으로 과제에 제시되어 있으며 3B에서부터 ‘읽고 쓰기, 읽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과제‘ 기능에서
‘앞과 연결’, ‘지시어’, ‘내용 전개 순서’, ‘당부하기’, ‘대조’,‘제안하기‘, 4A의 1과에서는 ’저의, 저는, 또, 그래서,‘ 등의 지
시어, 5과에서는 속담, 8과에서 ’비유하기‘ 4B의 10과에 ’자기 생각 말하기‘, ’조사 결과 설명하기‘, 등이 있었다. 4등급까
지만 수업해도 발표 구조에 맞는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사후 상담에서 참가자들은 깁기 방법에 대해 만족을 표현했으며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을 이용한 발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유경험자들은 이미 화석화된 자신의 발표 형식이 있어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깁기 방법으로 담화 표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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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학년이상의 학습자와 깁기 방법 교육의 상관도 검사
깁기 방법 교육은 전공 수업이 시작되는 2학년 이상의 재학생들에게 더 유용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가설과 달리 두
집단 모두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표 12> 2학년이상의 학습자와 깁기 방법 교육의 상관도 검사
발표 구조

1학년과 언어교육기관

도입

시작 알리기

발표 구조

인사

내용 전개 순서

도입

비교․대조
전개

앞과 연결
화제 전환

당부하기

주제 선정 이유 말하기
발표순서 제시
시작 알리기
내용 전개 순서 말하기

논거 제시
마무리

2학년 이상

전개

앞과 연결
논리 제시

마무리

당부

실험 결과를 보면 1학년과 대학부설 언어교육기관의 학습자들의 담화에서 명시적인 변화가 있었다.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발표 개요서에 있는 내용만 사용하여 발표하던 실험자들이 깁기 방법을 이용한 담화표지의 위치와 종류를 학습 한
후 도입과 전개, 마무리의 발표 구조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깁기 방법을 이용한 담화
표지의 위치와 맥락에 맞는 적합한 담화 표지를 알맞게 사용하도록 교육하기에 유용한 교육 방안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집단 1에게만 나타난 유의미한 변화는 비교․대조이다. Y교재의 한국어3의 1과에서 ‘대조하기’가 담화 표지와 함께 수
록되어있으며 S교재에서도 1B 15과에 조사 결과를 다른 조원과 비교하라고 나와 있지만 담화 표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4A의 4과 ‘읽고 말하기’에 비교대조의 담화 표지가 있다.
집단 2에게만 나타난 유의미한 변화는 도입의 ‘인사하기, 주제 선정 이유 제시하기, 발표순서 제시하기’ 등이다. 깁기
방법 이전에는 인사도 없이 바로 전개로 시작하였는데 깁기 방법으로 담화의 위치를 학습하고 난 후 도입에서 좀 더 상
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 2는 이미 발표의 응집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청중의 관심을 끌
고 청중의 이해를 돕는 담화 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한 후 수사적인 면을 더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Ⅴ.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트남 학문 목적 학습자의 발표 담화 표지 교육을 위한 교육 방안으로서 깁기 방법의 효율성에 대해 조
사하였다. 연구자는 실험을 통해 깁기 방법을 이용한 담화 표지의 교육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깁기 방법을 이용한 담화 표지의 응집능력과 수사능력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발표 담화를 응집시키는 장치
들로 도입의 주제 선정 이유 제시하기와 시작 알리기, 전개 부분의 내용 전개 순서 말하기, 앞과 연결, 논거제시, 마무리
에서 당부하기 기능들의 담화 표지 사용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둘째, 깁기 방법은 중․고급 학습자 모두에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두 집단 각각 7가지 기능에서 차이가 있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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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공통으로 드러난 변화는 도입에서 주제 선정 이유 제시하기와 시작 알리기, 전개 부분에서 앞과 연결, 논거제시
이다. 마무리에서는 당부하기이다. 고급에서만 일어난 변화는 도입의 인사와 전개부분의 자기 생각 말하기였다. 중급에서
만 나타난 변화는 전개 부분의 내용 전개 순서 말하기였다.
셋째, 깁기 방법은 발표 교육의 무경험 집단에게 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유 경험 집단에서는 4가지, 무경험 집단
에서는 11가지 기능의 변화가 도입과 전개, 마무리에 고르게 나타났다. 발표의 담화 구조가 명시화 되었다. 유 경험 집단
에게만 나타난 기능은 시작 알리기였고 무경험집단에서는 도입의 인사, 전개 부분의 내용 전개 순서 말하기, 비교․대조,
자기 생각 말하기와 마무리 단계의 발표 종료 알리기, 당부하기에 나타났다.
넷째, 깁기 방법은 전공 학습이 시작되는 2학년 이상의 재학생들에게 더 유용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 1학년과 대학
부설 언어교육기관 학습자 집단과 2학년 이상의 두 집단이 각각 8가지 그리고 7가지 기능의 차이를 보였다. 2학년 이상
의 집단에서만 나타난 변화는 인사, 주제 선정 이유 제시하기, 발표순서 제시에서 나타났으며 1학년과 언어 교육원 학습
자들에게는 전개부분의 비교․대조에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
위의 실험 결과로 보아 깁기 방법을 이용한 담화 표지 교육은 초급에서부터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교육 방
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깁기 방법은 발표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사후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34명의 참가자의 수적인 부족과 실험이 단일성에 그쳐 사례에 대한 양적 조사가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다. 질적 연구와 연계된 양적 연구 결과로 상관성이 드러난다면 더욱 유의미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반복적인
실험이 필요하며 학문 목적 학습자의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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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위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언어적 표현 양상 연구
권영선⋅김경자(영남대학교)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난 표
현 양상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언어적 표현 양상을 확인하고, 표현 교육에 유의
미한 사실을 밝힐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개괄적인 양상 비교와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가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도를 잘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결혼
이민자에 관하여 사회학이나, 사회복지, 행정학에서 이루어진 실태조사나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던 초기와 달리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많은 여성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의사소통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상의(相異)한 결과이다.1)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취미, 취업, 학업 목적 학습자와 달리,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한국인과 생활을 하는 이유로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좋은 편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감정표현에서 더욱 아쉬운 점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를 파악한 결과, 한국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응답은 2012년 대비 대폭 감소해서 거주기간이나 한국어능력과 상
관없이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배경이 다양해지고,
이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3)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결혼이민
자의 사회언어적 표현의 현주소를 알고 그들의 능력을 높일 방안을 재고(再考)하고자 하였다.

1) 김선정(2006:32)의 대구경북연구원 RHRD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생활을 어렵
게 하는 큰 요인으로 ‘한국말을 몰라서’라고 대답함. 박영순(2007:13-15)은 다문화 가정이 안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가정 내에
서의 의사소통, 한국 사회와의 의사소통이라고 주장하였다.
2)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2017.10. 13. 수정)
3) 양안나(2010)는 한국의 거주기간과 자녀의 유무에 따라 한국어 학습의 목적이 달라지고 요구도 높아진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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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의사소통의 의의
사회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주체인 송신자와 수신자가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언어

사용을 말한다.4) 따라서 메시지 송신자가 수신자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는 표현으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해야 한다. 이해의 영역이 듣기와 읽기라면, 표현의
영역은 말하기와 글쓰기이다. 본고에서는 표현의 영역인 말하기와 글쓰기에 중점을 두었다. 말하기는 의사소통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한다. 또한 문자의 형태로 다양한 의사소통 행위를 하는 글쓰기도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사회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한국어 능력은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여성결혼이
민자들은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잠시 한국에 머물다 가는 학습자와 달리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배우는 한국어는 제 2외국어로서 한국어가 아닌 두 번째 모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사회문화적으로 통용되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 능력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실생활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말하기
와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사회적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 사회적 소통으로서의 말하기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외국어 교육에서 의
사소통 능력이란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그들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언어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고맥락 문화(high context culture)
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5) 따라서 의사소통 시, 상황에 따른 의미의 이해와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대처 능력에 따라 대
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기(Speaking)는 화자의 생각과 감정, 정보 등을 동작 언어적 요소와 함께 음성 언어로 표현하여 화자와 청자가 의
사소통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어교육학 사전, 2014:1112). 이미향(2012: 239-241)은 말하기 교육의 목적은 언어적 표현과
이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인간관계의 목적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언어 교
육의 목적이 틀리지 않게만 말하고 쓰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말하기 교육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듣기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단어를
던지는 식의 단편적인 발화만으로도 기본적인 의사소통하는 데 결정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해서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
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 이를 통해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때 사회적인 맥락과 문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에서 말하기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족이나 이웃 또는 사회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4) 본고는 응답자의 말하기와 글쓰기를 자료를 통해 사회언어적 표현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편의상 청자와 필자는 송신자로,
화자와 독자를 수신자로 지칭한다.
5) Edward Hall(1976)은 의사소통을 할 때 의미 전달이 말이나 문자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고맥락(High Context) 문화와 저맥락(Low
Context) 문화로 분류하였다.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 중국 등은 고맥락으로, 미국, 독일,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저맥락으로 분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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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감정 표현 양상을 실제로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편이 들어 주지 않았거나 늦게 귀가하는 등
사소한 일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할 때, ‘좋다’의 반대 의미를 가진 ‘나쁘다’로 단순히 발화함으로써 남편과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섭섭하다’라든지 ‘속상하다’와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알맞
은 표현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적절한 감정의 전달과 표현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 표현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감추게 되면 오해와 외로움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다.

2. 사회적 소통으로서의 글쓰기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고 의사소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이다.
이성범(2015:13)6)은 “소통 이란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 결과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여 막힘이 없고 바라는 관계를 이루
는 것 까지 의미하는 데 그런 점에서 나눔과 공유가 없고, 막힌 데가 있어 오해가 남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은 진정한 소
통이라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소통은 송신자가 가지고 있는 의사 또는 의도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맥락에
서 언어를 매개체로 적절하게 표현 하고, 그 결과를 수신자가 올바르게 해석하여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송신자의 생각이나 뜻을 수신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쓰기는 말에 비해 제 뜻을 제대로 정확히 전달하기가 어렵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
요하다. 그러나 문자 문명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글쓰기 또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개 수단으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기능이 되었다. 그리고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통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약속을 정하는 등이 성행하는 요
즘은 말하기와 더불어 글쓰기도 의사소통의 기능과 역할이 더 넓어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본고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글쓰기를 교실 상황에서 학습을 위한 수단,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소통을 위
한 도구로 본다. 언어의 기능면에서 보면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는 정보의 제공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글쓰기에도 마찬
가지이다.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작문이나 발표를 위한 글쓰기 학습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글을 쓸 때는 어휘, 문
법 등 언어지식과 함께 언어문화 및 사회문화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쓰기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요구는 권영선(2016:2)과 여러 선행 연구로 확인된 바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쓰기 교육 요구는 한국 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쓰기 교육 요구는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쓰기 능력을 키워 한국 사회
로 진출하여 사회인이 되기를 원해 쓰기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이들 요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글쓰기는 학문 목
적 학습자와 달리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이성범(2016), 소통의 화용론, 한국 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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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고는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언어적 표현 사용 양상을 보기위해 한국인과의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말하기, 글
쓰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갈등 상황을 제시한 이유는 먼저, 육아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은 그
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 빈번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언어적 표현 능력은 실제 자료를 통하여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전사한 자료와, 글쓰기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제 사회언
어적 표현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언어적 의사소통 표현 능력 향
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 대상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언어적 표현 양상을 수집하고,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를 유한모집단으로 하고 기준에 적합한 20명을 편의 표출하
였다.7) 편의 표출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 외현적(外顯的 : externalizing)타당성을 얻는데 제한점이 있으나, 베트남 여
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 언어적 표현 능력 양상을 확인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
성결혼이민자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이들을 연구 대상자로 두었다.

<표 1> 조사 연구 대상자8)
배경
변인
나이
거주
기간
학습
기간

한국어 능력

자녀 유무

구분
20세~25세
26세~30세
31세 이상
1년 ~ 2년 미만
2년 이상 ~ 4년 미만
7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5년
1급
2급 ~ 3급
4급
5급
자녀 없음, 임신 중
자녀 있음(5세 미만)
자녀 있음(5세 이상)

인원수
6
6
8
10
2
8
6
5
5
4
1
11
7
1
5
6
7

7) 편의표출이한 편의 표집으로 편의상 연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모두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연구 대상 추출이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보장이 없어, 연구 결과의 외현적 타당성을 얻기
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8)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 기간은 정확하다. 그러나 학습기간과 한국어 능력은 정확한 판단 기준이 어렵다. 이는 학습 기간을 공식
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고, 단지 그들에게 질문을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도 다문화센터에서 배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확도가 검증되지 않아 편의상 현재 학습하고 있는 교재를 기준으로 대상자들의 한국어 실력을 가늠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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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앞서 먼저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베
트남 여성결혼이민자로 제한하였다.9) 두 번째,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10)

마지막으로

한국어 수준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언어적 표현 능력 양상을 특정 수준의 학습자
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의 배경변인은 다음 〈표1〉과 같다. 대
상 변인별 분석표를 보면 전체 연구 대상자는 모두 20명이다. 대상자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다.
나이는 20~30대가 12명이고, 30대 이상이 8명으로 전체 대상자가 40대 미만이다. 거주 기간은 1년에서 2년 사이가 10
명, 7년 이상 10년 미만이 8명으로 거주 기간은 양분화 되어 있다. 한국어 학습 기간은 1년 미만이 6명이고 1년 이상, 3
년 미만이 10명이다. 한국어 능력은 3급 이하가 12명이고, 4급이 7명, 5급이 1명이다.
거주 기간이 7년 이상인 대상자 8명이 4급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거주 기간에 비해 한국어 학습 기간은
최고 5년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2015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거주 기간
이 길어지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여 한국어 학습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고는 1차와 2차에 걸쳐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말하기와 글쓰기 자료 수집 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
과 적절성이 검증된 방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고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표현할 목적과 대상이 정해진 특수 상황을 제시하였다.11) 이는 사회 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이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
고, 감정이나 생각을 이야기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수집 과정과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 자료 수집 과정
1차
예비 조사

▶ 1차 예비 조사 : 2018년 3월 6일, 3월 8일
⇒ 다문화 지원센터의 한국어교실 중급반 대상 실시(6명)
⇒ 주제 제시 방법 : 구두로 상황제시

2차
예비 조사

▶ 2차 예비 조사 : 2018년 3월 12일에서 3월 16일
⇒ 1차 예비 조사 대상과 동일, 일대일 면담형식으로 실시(6명)
⇒ 주제 제시 방법 : 동영상으로 상황제시

본 조사

▶ 본 조사 : 3월 18일 ~ 3월 30일
⇒ 대구시에 거주하는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에서 실시(20명)
⇒ 2차 예비 조사자 6명으로 제외한 17명 대상 (총20명실시)

9) 연구자는 본 실험에 앞서 1차, 2차에 걸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실 상황에서는 실험자들이 부끄러움이 많고 나가서
이야기 하는 것이 연습되지 않아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가 수집 되었다. 이에 일대일 면담 형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지역에 제한을 두었다.
10) 김선정,강현자(2012:6)은 한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사전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습자들은 기본적인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발화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11)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제작한 “샤방 샤방 샤랄라”동영상 중 특정 부분을 편집하여 보여 주었다. 편집한 부분은 다문화자녀가 교우
와 하교 길에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때린다. 그때 친구의 엄마가 나타나 큰 소리로 자녀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그 결과 다문화 자녀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상황을 편집한 동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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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예비 조사는 응답자에게 정보 동의를 받고, 자료 수집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후 조사하고 수집하였다. 조사는
대구 남구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중급반 학생 6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6일, 3월 8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응답
자는 특수 상황을 구두로 전해 듣고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단어만을 제시하거나 한 두
마디를 사용하여 맥락에 맞지 않는 말하기를 하였고. 글쓰기도 대화 형식의 글을 작성하여 사회 언어적 의사소통 표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가 수집되었다.12)
2차 예비 조사는 1차 조사자와 동일인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하였다. 2차 예비 조사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시하여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였다. 응답자에게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가해자의 엄마가 자
신이라고 가상하여 피해자 엄마에게 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도록 하였다. 말하기 자료는 녹음한 후13) 전
사하였다.14) 그 결과 사회 언어적 의사소통 표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적절성이 판단된 2차 자료 수집 방법으로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20명에게 실시하였
다. 말하기 자료를 수집할 때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말을 정리할 시간을 10여분 주었다.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고 생각하는 응답자에게는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는 말하기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방법이므로 자신의 생각을 한 번에 정리해서 적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말하기를 한 후 바로 작성하거나 과제로 주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
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외국어로 쓴 글이 한 번에 성공적인 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였고, 글
쓰기에 자신감이 없는 응답자에게 시간을 주어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재되어 있던 지식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Ⅳ.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언어적 표현 활용 양상
본고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분
석하였다. 사회적 의사소통은 관계에서 시작하여 관계로 끝난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송신자의 관점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좋은 의사소통은 본인의 의도와 자신의 이익에 맞게 이끌고 가려는 과정이라 볼 수 있지만, 상호작용을 고려한 사
회적 의사소통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화로우며 협조적인 관계를 서로 엮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갈등 상황에서는 송신자는 상대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송신자의 중심생각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문제를 언제,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소통의 성패에 영향을 준다. 송신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한 형식과 표현을 통해 전달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마무리를 했을 때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를 인식한 의례적인 인사말이나, 적절한 호칭이 동반되어야 한다.

12)이유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제시된 과제가 실제 상황이 아닌 설정된 상황이고 녹화를 하여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말하기,
글쓰기가 어려웠다”고 대답하였다.
13)1차 예비 조사 시 녹화하였으나, 부끄러움 때문인지 자료 수집이 어려웠다. 따라서 2차 조사는 녹음하였다.
14)김경자(2016:14~15)는 국립국어원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2단계에 제시된 감정 표현 항목을 급수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표에 의하면 부정하기 동의하기, 감사하기, 긍정하기, 사과하기, 희망 표현하기, 축하하기의 항목만이 1급에서 7급에 걸쳐 제시되
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피해자라고 가정하면 표준 모형 2단계에서 제시한 “부정하기” 하나로 표현의 주제가 제한 될 것이
다. 따라서 피해를 준 입장이라 가상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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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표현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송신자는 수신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계 유지를 위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
용을 포함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표현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미향,권영선
(2017:293)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글쓰기의 분석 틀을 본 연구의 논제에 부합되도록 재구성하였다. 다음은 사회언어적 의
사소통을 위한 표현 양상을 위한 분석 틀이다.

〈표 3〉 사회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 양상을 위한 분석 틀
항목
관계 인식
의도 제시

내용
관계 인식 여부
관계를 고려한 마무리
의도 제시 방법
사회적 맥락에 맞는 표현

위의 표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계 인식 양상
본고에서 수집된 말하기 자료에서 사회적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호칭이었다. 한국에서는 상대방이 서
로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보통 호칭을 생략한다. 특히 제시된 바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말하기는 “제가 이 아이 엄마입
니다, 무슨 일입니까?”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상황을 묻는 질문을 하고, 글쓰기에서는 형식적인 인사와 같은 사용
역15)을 사용한다.
응답자는 문제 상황에서 처음 만나는 친구 엄마의 호칭을 언니, 당신, 자기, 아주머니, 아줌마 등으로 불렀다. 예1)과
같이 ‘언니’, ‘자기’, ‘아주머니’를 사용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간접적, 우회적 표현, 관계 유지 고려형 표현을 주로 사용했
다. 그러나 ‘당신’이나 ‘아줌마’를 사용한 응답자는 예1)〈참고〉처럼 공격적인 표현을 보였다. 또한 관계 인식 여부는 말
하기의 마무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의 설정된 상황에서 아이들은 일 년 동안 같은 반에서 생활해야 한다. 아이가
놀림 받은 것이 속상하지만 마무리로 사과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인식하고 관계유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1) 관계 인식이 드러난 말하기(도입)
- 내 딸 자기의 아들이 서로 싸웠거든요 미안해요(말4)
- 우리 애 잘못 했어요 죄송합니다...(중략)... 근데 이유가 언니 아세요?(말7)
- 그래도 언니 우리 딸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중략)... 미안해요 언니야(말9)
- 아주머님 죄송하지만 우리 애들은 먼저 물어봐야 돼요...(중략)...제가 또 속상하지만 사과드릴게요(말12)
<참고>
- 뭘 사과해? 당신 왜 그런지도 몰라(말3)
- 당장 사과해 아줌마 미쳤어? (말18)
예2) 관계유지를 위한 마무리
15) 사용역(Register)이란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여러 가지 화법을 뜻한다(유수연, 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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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땟지 친구(태양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너무 미안해요 (말5)
- 죄송합니다 우리 애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말7)
- 다음부터 그 일은 절대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죄송해요(말1)

말하기에서 호칭을 통해 관계 인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글쓰기에서 관계의 인식 여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인사
말이다. 관계를 인식한 글은 도입부에 인사, 사과의 말을 먼저하고 문제 상황을 전개부에서 제시하고 있다.16) 관계를 인
식한 응답자의 글쓰기는 문제 상황에서 자녀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상투적 인사말을 사용하여 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모색
하였다.
본고의 응답자 중 7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학습자는 8명이다. 이 응답자들은 대부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
재 3권 이상을 학습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의 감정을 배려한 적절한 인사말을 반영한 글은 많지 않았다. 도입부 인사는
다음 예3) 정도로 의례적이고 기본적인 인사말만 확인되었으며, 예3)〈참고〉와 같이 상대와 관계를 인식하지 않고 감정
도 고려하지 않은 도입으로 오히려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도입부 인사말이 상대의 감정을 배려한 것이라면, 종결부 인사말은 관계 유지를 고려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글은 다음 예4)로 확인할 수 있다. 인사말은 도입부와 달리 대부분의 글이 관계를 인식하고 관계
유지를 위한 마무리 인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4)〈참고〉와 같이 수신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맥
락이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글도 있었다.
예3) 관계 인식이 드러난 글쓰기 (도입부 인사말)
- 안년하세요. 제가 야오입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제가 태양엄마입니다.
- 안녕하세요? 언니야 잘 지내고 있습니까?
(글9)
〈참고〉
- 아주마(아줌마)무슨 어때요?17) 제가 잘 들었습니다. (글8)
예4) 관계유지를 위한 마무리
- 우리 친해지면 아기들도 사이도 좋아저요. 잘 지내자 언니야(글 9)
- 앞으로 애기들 잘 지내 좋겠어요.(글13)
〈참고〉
- 당신 엄마이야 잘 가르쳐줘(글3)
- 우리딸하고 언니딸 화훼(화해)하세요.(글6)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된 응답자부터는 ‘죄송합니다’와 같은 상투적 인사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딸이 놀
림 받은 것이 속상하지만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그런데 학령기 자녀를 둔 응답자는 표현
양상이 성격에 따라 양분되었다. 그 중 3명의 응답자는 말하기에서 “우리 애 왜 사과해야 되나요?...(중략)...우리애 잘못
있으면 제가 사과 시켜드릴게요 됐어요?(말16)”와 같이 항의형 표현으로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화를 참지 못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글쓰기에서는 시간이 지난 후 마음을 정리하고 상투적 인사로 시작하여 관계 유지
와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oo엄마이에요 저번에 언니의 아들과 제 딸 싸웠을 때 제때로 인사 못했고...
(중략)...언니도 화를 잘 풀고...(중략)... 두명 친구 뿐만 아니라 언니랑과 친구될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글쓰기 16)”와 같
16) 본고는 연구 대상을 거주기간이 1년인 대상자도 포함하였다. 이에 그들의 표현 능력을 고려하여 “안녕하세요”를 상투적 인사말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관계 인식의 양상으로 본다.
17) 수집 자료의 내용을 예로 인용한 것은 자료의 원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나, 문맥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 )로 내용을 보충하였
다. 따라서 예문 중 ( )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보완 및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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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 유지를 고려한 마무리를 하였다.
말하기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했다. 그러나 문제의 현장에서 분리된 후에 글쓰기는
간접적이고 친교적인 표현으로 관계 유지에 신경을 쓴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말하기와 글쓰기 자료에서 관계 인식 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4>와 같다.

<표 4> 관계 인식 표현 양상 분석 결과
관계인식 여부

관계유지 마무리

2년 미만 거주

2년 이상 거주

2년 미만 거주

2년 이상 거주

말하기

10%

20%

10%

20%

글쓰기

25%

50%

15%

35%

전체 응답자 중 관계를 인식한 응답자는 말하기는 6명으로 30%, 글쓰기는 15명으로 75%이다. 그리고 관계유지를 고
려한 마무리 표현을 한 응답자는 말하기는 6명으로 30%, 글쓰기는 10명 50%이다. 이와 같이 응답자들의 관계 인식여부
는 거주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응답자들은 글쓰기에서 관계인식을 50%나 했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응답자는 말하기는 10%만이 관계를 인식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 응답자도 10%였다. 또한 글
쓰기에서는 25%가 관계를 인식하고 15%의 응답자가 마무리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글쓰기에 나타난 마무리 인사가 관
계를 인식한 표현인지, 모국어 쓰기 지식 중 형식적 지식의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응답자는 말하기에서는 20%가 관계를 인식하여 마무리 인사를 하였다. 반면 글쓰기에서는 관
계 인식은 50%했는데, 마무리 인사는 35%만 하여, 관계를 인식하였으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무리 표현은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2. 의도 제시 양상
응답자의 의도 제시 양상은 말하기와 글쓰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상황에서는 먼저 사과의 말을 하고,
자신의 의도를 제시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부분은 예5)와 같이 자신
의 아이가 상대방 아이의 얼굴을 할퀴고 때린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외국인이라고 놀림 받은 것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
었다. 자신 때문에 아이가 부당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방해하여 말하기에서는
적절하게 문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사회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고 관계인식을 한 응답자는 먼저 사과를 하고 자신
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하지만’과 같은 대화표지를 사용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
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제시하였다. 이는 예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예6)의 〈참고〉와 같이 일부 응답자는 자신
의 감정을 부드럽게 여과하여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지 않는 공격적 어조를 사용했다

예5) 불안감으로 문제의 초점을 상대에게 돌림
- 내가 한국남자과 결혼했다 외국에서 왔어 그거 문제 뭐 했나 (말3)
- 우리 애기한테 이..(엄마가 외국사람이라고) 놀렸잖아요(말7)
- 그 그 얘는 먼저(그 애가 먼저) 그.. 외국사람는(외국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나쁜지 있냐고(그게 뭐가 나빠요) 나라 어디
나라도 똑 같은 생각하면 좋겠어요(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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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6)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 미안해요 하지만 자기의 아들도 내딸에게 조롱해서 틀렸는데요(말4)
- 우리 애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중략)...하지만 언니 애기가 반성한 다음에 실수 있으면 우리 애기한테 사과해 주세요(말7)
-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우리 애들은 먼저 물어봐야 돼요(말12)
〈참고〉

- 내 딸 왜 미안해요? 내 딸은 잘못한 아니거든요(말17)
-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아줌마 미쳤어? (말18)

응답자의 글쓰기는 의도를 대부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여 공감을 유도한 후 먼저
사과를 하고 상대도 사과를 해 줄 것을 명령형이 아닌 공손한 표현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음 예7)을 통해 확인 되
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응답자들은 예7)〈참고〉와 같이 상황을 설명하거나, 훈계형, 협박형, 명령형으로 글을 적어 목
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7)
- 내가 먼저 사과 드리게요. 자기 아들 물어보고 잘못하면 제 딸한테 사과 주세요.(글12)
- 애들 우리 먼저 물어보야 되요, 누구 때문에 싸워서 잘모르겠네요.(글9)
- 저번의 일에 대해 다시 미안해요. 아기들 한번 씩 놀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나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부탁하나 있어요. 나중에 우리 딸한테 큰소리 치지마세요. 언니 딸처럼
사랑해 주세요.(글8)
〈참고〉
- 당신 엄마야 잘 가르쳐줘 (글3)
- 애기한데 미안하다 말할 줄을 아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실수를 계속 감싸면 그 애기가 설친(나
쁜)사람이 자라게 될거예요.(글7)

전체 응답자의 의도 제시 양상은 다음표로 확인할 수 있다.

<표 5> 의도 제시 양상 분석 결과
의도 제시 양상
2년 미만 거주(7명)

2년 이상 거주(13명)

직접

간접

직접

간접

말하기

30%(6명)

5%(1명)

20%(4명)

45%(9명)

글쓰기

30%(6명)

5%(1명)

5%(1명)

60%(12명)

의도 제시 양상은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특히 말하기와 글쓰기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주기
간이 2년 미만인 응답자는 말하기와 글쓰기에서 의도를 총 7명중 6명이 직접 제시하였다. 그리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응답자는 말하기에서는 의도를 총13명 중 4명만이 직접 제시하고 9명이 간접 제시하였다. 반면 글쓰기에서는 의도를 전
체 13명중 1명만이 직접 제시하여,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응답자는 대부분 자신이 의도를 간접적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의도 제시 양상을 살펴보면 말하기에서는 의도를 직접 제시하는 비중과 간접 제시하는 비중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글쓰기에서는 직접 제시가 35%이고 간접 제시가 65%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글쓰기는 자료가 수집
되기 전에 교정 및 수정 과정을 거치므로 말하기보다 사회언어적인 맥락에 따라 좀 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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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18)

Ⅴ. 결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사회적 의사소통은 학습이 아닌 생존의 기준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
는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실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그들의 사회적 의사소통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의사소통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계 인식은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응답자는 대부분 말하기와 글쓰기에서 모
두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응답자는 말하기에서는 일부가 관계를 인식하였으나, 글쓰기에서는
대부분 관계 인식을 하여 사회적 맥락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관계를 인식한 응답
자들은 좋은 관계를 희망하면서, 추후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사과인사로 마무리를 하였다. 그리고 관계 유지를 위
한 의례적인 인사 표현도 사용하였다.
둘째, 의도 제시 양상은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히 말하기, 글쓰기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말하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의도를 제시하는 비율과 간접적으로 제시한 비율에 차이가 없지만, 글쓰기에서는 대부분 의도 제시를 간접적
으로 하였다.
셋째, 의도 제시 양상은 관계인식 여부와 개연성이 있다. 이는 사회언어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 전달의 성공 여부
와 관련이 있다.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응답자는 직접적으로 의도를 제시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관계를 인식한
응답자는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관계 유지를 희망하였다. 구체적인 양상은, 의도
를 간접적으로 제시한 응답자들은 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한국인의 언어 습
관인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반면, 의도를 직접 제시한 응답자는 표현도 공격적이고, 항의형, 비난형, 협박
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본고는 연구에 앞서, 여성결혼이민자가 KSL 상황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한국어 말하기에 노출되어 있으
므로, 한국어 능력과 함께

보다 사회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결과에

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를 적절하게 표현하기에는 사회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한국어를 말하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본고는 대상 집단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편의 표출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외현적 타당성을 얻는 데 제
한이 있다. 또한 사회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과 그렇지 못한 글의 내용적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하지 못하고,
응답자의 배경변인간의 통계적 연관성을 높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자는 한국어 교사로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학습하고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할 책임도 통감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18) < 전체 응답자의 직접 표현과 간접표현 내용 >
직접표현
간접표현

자기 입장 전달형, 협박형, 명령형, 상황 전달형,
훈계형, 항의/비난형
상투적 인사, 질문형, 공감유도형, 우회적 표현, 관계
유지 고려형, 부탁형 마무리,희망 표현, 사과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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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교수요목 설계 방안
-관광업 중심으로La Thi Thanh Mai(하노이국립외대학교)⋅Tran Hai Duong(상명대학교)⋅
Ngo Tran Viet Trinh(다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기
동아시아 국가 중에 베트남을 여행 목적지로 선택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 관광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15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공식 통계가 확인이 가능한 2004년 이후, 베트남을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 수가 태국 여행 한국인 관광객 수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1). 따라서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여객의 니즈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가 가능한 관광업
종사 현지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관광 산업에서는 관광업 관련 특정 상황에서의 한국인 관광객
과의 의사소통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현지인 직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여행하는
시간 동안 이러한 직원들이 가장 많이 외국인 여행자와 접촉하며, 이들을 통하여 그 나라, 그 지역에 대해 더 깊게 이해
하게 된다. 그러므로 베트남 관광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다양한 한국 관광객들을 효과적으로 응대하기 위해 관광업에
관련된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중에서도 관광 가이
드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특정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하나인‘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연구로 한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성 및 타당성이 있는 교육과 정의 교수요목 설계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베트남 내 대학 관광 한국어 교육 현황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 각 지역별로 한국어 학과가 속한 총 2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2).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
육은 4년제 정규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 4년제 교육과정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1, 2학년
은 주로 기본적인 언어 지식을 배우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 등 언어 기능을 익히는 기간이다. 3, 4학년 때
는 직업 목적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데 주로 비즈니스 한국어, 통∙번역 무역 한국어, 관광 한국어, 비서 한국어, 과학기
술 한국어 등 중 고급 한국어 수업들이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이 구성되는 이유는 한국어 교육이 직업 목적 교육
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직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고학년에서 실무적인 기능들을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1) 자료원: 베트남 관광청 (http://vietnamtourism.gov.vn)
2) 2017년 Korea Foundation Hanoi office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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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본고는 베트남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 중 직업 목적 관광 한국어 강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Nguyen Thi Thom Tham(2016)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달랏대학교, 하노이국립 인문사회대학교, 하노이대학교와 하노이국립
외국어 대학교 등과 같은 4개 대학교는 관광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본고는 관광 한국어 강좌가 있는 다낭외국어
대학교도 추가로 언급하였다. 다섯 개 대학교 강좌 중 하노이국립외국어 대학교에서 새로운 교과과정이 도입한 이후 관
광 한국어가 선택 과목이며 현재 강의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달랏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한국 관광 교과목의 경우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이 베트남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관광, 한국 문화에
관련한 지식 교육을 목적을 두기 때문에 본 연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와 달랏대학
교를 제외한 3 개 대학교의 직업 목적 관광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관광 한국어 수업 현황
순서

학교명

과목명

수강 대상

과목 형태

학점

시수

1

하노이대

관광 한국어

4학년

필수

2

주당 3시간

2

하노이국립 인문사회대

관광 한국어

4학년

선택

2

주당 3시간

3

다낭외국어대

관광 한국어

4학년

선택

2

주당 3시간

<표 1>를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관광 한국어 과목은 4학년 때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과목의 수강생은 한
국어학과 4학년 재학생이며 대부분 중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대상들이다. 학교마다 필수 과목이나 선택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관광 한국어 과목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는 유일한 대학교는 하노이대학교이며 이를
근거로 하노이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교육과정에서 관광 한국어는 중요한 과목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목 학
점은 다 마찬가지로 2학점이고 시수는 똑같이 주당 3시간이다.
베트남 대학의 관광 한국어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학교마다 교육목표와 내용 그리고 자료가 다양하다.
둘째, 관광 한국어 과목이 있는 모든 학교에서 발표식과 강의식 그리고 토론식 교육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토론, 발표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학습자 중심 교육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
는 것으로 본다.
셋째,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육 자료 대부분이 교사가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3. 베트남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직업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3.1 교수요목 설계의 방침 및 절차
본고는 관광업 종사자의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직업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 설계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는 적합성으로, 이는 내용의 적합성이 학습자의 직업 목적 상황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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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실용성으로, 이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교수 요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자들의 요구를 간
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과학성으로, 이는 앞에서 언급한 실용성, 적합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이 규칙적이고 조화롭고 체계성을 갖춘 특
징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는 전문성으로, 이는 관광업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 한국인 관광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고객 이해
능력이 필요하며 고객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정도의 어학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교수요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는 친근성으로 이는 주제의 친근성을 의미한다.
여섯째는 다양성으로, 이는 교육 내용 및 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구체적인 교수요목 설계의 절차는 김정숙(2003: 121)3)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그림 1> 교수 요목 설계 절차

3.2 교육 목적 및 목표 선정
김정숙(2003: 122)은 교육 목적이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것이며 교육 목표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달성해 나가야 하
는 단기적 요소를 뜻한다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업과 관련된 가이드, 여행사 직원, 호텔 근무자, 식당 근무자, 판매점 근무자 및 스파 근무자 등 업
종에 따른 교육 목적 및 목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교육 목적 및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3) 김정숙(2003: 121)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정차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학습자의요구 조사 → 한국어 교육 목적 및 목표 설정
→ 한국어 교육 내용의 범주 설정 → 한국어 교육 내용 선정 및 방법 결정 → 한국어 교육 내용의 배열 및 조직 → 한국어 평가
방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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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 목표 및 목적
영역

교육 목적

교육 목표

여행사 업무 한국어

여행사에서 관광 업무 처리 가능
관광 업무 처리 능력 향상

관광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관광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
관광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를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다

관광 가이드 한국어

가이드로서 관광 현장에서 관광을
안내할 때 상황에 적합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

관광 현장에서 필요한 어휘와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관광현장에서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기
한국인의 관광 문화를 이해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베 문화의 대표적인 차이를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

호텔/레스토랑 한국어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함

호텔/식당 업무 영역에서 한국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양질의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호텔/레스토랑 직원은 업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습득

판매 서비스 한국어

판매 직원으로서 한국어로 관광객
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

판매 직원으로서 한국인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 시 고객 설득, 상품 소개 등
과 같은 판매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스파 서비스 한국어

스파 직원으로서 원활한 한국어로
업무 수행하기

고객 응대를 위해 스파 마사지 방법 및 스파 종류를 알고 응대할 수 있다

3.3. 교수 요목 유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상황 중심 교수 요목과 기능 중심 교수 요목4)을 바탕으로 한 혼
합-다층적인 (상황적-기능적 혼합형) 교수 요목5)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혼합형 교수 요목 설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학습의 출발점은 상황과 문맥에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은 사회적인 맥락과 서로 나눠지거나 떨어질 수 없
다. 언어 학습은 특정 상황이나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전과 유사하게 학습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과 밀접하다. 따라서 언어 학습은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 내용에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업무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하는 언어 기능을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은 특정 분야의 학습자에게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며 또한 효과적이다.
셋째, 학습자가 접하는 상황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주제 및 상황에 맞는 기능을 습득할 기회
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3.4. 교육 내용의 범주 선정
4) 민현식(2004)에 따르면
- 상황적 교수 요목은 교수 요목의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예측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언어 내용을 차례대로 배열하는 것이 된다.
- 기능적 교수 요목은 실제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능을 표현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내적으로 동기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민현식(2004: 34-35)에서는 혼합형 또는 다층형 교수 요목(mixed or layered syllabuses)은 다양한 교수 요목 유형을 둘 또는 그 이상
을 혼합하거나 계층 화하는 교육과정으로 상황형과 주제형, 주제형과 기능형을 혼합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상황(狀況)형 교수
요목 (situational syllabuses)는 공항, 터미널, 은행, 슈퍼마켓, 식당, 버스나 택시, 해변, 잔치, 회식, 극장 등처럼 학습자가 부딪히는
생활 장면들을 소재로 한다. 주제(主題)형 교수 요목 (topical syllabuses)는 건강, 음식, 옷 등과 같은 주제(또는 화제) 학습으로 구성
되는 교육 과정이다. 기능(機能)형 교수 요목(functional syllabuses, 또는 표현형 교수 요목)은 식별하기, 보고하기, 설명하기, 묘사하
기 등과 같은 언어 표현 기능의 학습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교수요목이다. 과제(課題)형 교수요목(task-based syllabuses)은 지도 그리
기, 지시대로 하 기, 명령 따르기, 이력서 쓰기, 면접하기 등과 같은 과제나 활동에 기반을 둔 학습으로 구성한 교수요목이다. 교수
요목 유형은 ‘상황(狀況)형’, ‘주제(主題)형’, ‘기능(機能)형’, ‘과제(課題)형’을 혼합한 ‘혼합형 교수요목’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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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2003)에 의하면 언어 구조에 대한 이해가 교육 목표이던 시기에는 어휘, 문법, 발음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의 범
주가 되었으나, 의사소통 능력 개발이 주요 교육 목표로 설정되면서 언어적 범주 외에 기능, 과제, 문화, 내용 등이 주요
범주로 덧붙여졌다. 배현숙(2005)6)은 관광 한국어 교수 요목을 설계하며 관광 한국어 교과과정에 필요한 교육 내용 범주
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관광 한국어의 교육내용 범주는 주제 및 상황, 어휘, 문법 항목과 기능, 문화 등이다.
본고는 이상의 교육 내용의 범주를 바탕으로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 내용의 범주를 주제 및 상
황, 기능, 어휘, 학습 활동, 읽기 자료, 문화의 영역에서 정하고자 한다.
교수 요목의 계층화는 3.3에서 언급한 상황적-기능적 혼합형 교수 요목 설계 특징을 통해 먼저 상황 및 주제를 설정하
고 제시한 상황을 배경으로 구체적인 언어 기능을 설계한다. 사용되는 의사소통 기능을 선정한 후, 필요한 어휘를 설계
한다. 다음으로 문화는 상황 및 주제, 과제 해결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으로 선정한다. 문화는 관광업이라는 상황 및 주제
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언어와 연계되도록 하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
도록 설계한다. 이어서 제시된 상황을 배경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설계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기존 구성된 관광 한국어
교육에 사용 가능한 베트남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 내용의 교수 요목이 되기 위해 관광 가이드
업무 교육 특징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가이드 업무에 도움이 된 관광지 정보를 읽기 자료로 추가 제시할
것이다. 교수 요목의 교육 내용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교육 내용 선정 절차

3.5.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위에 살펴본 교육 내용의 범주 선정을 한 뒤 각 범주에 따른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6) 배현숙(2005: 131-147)에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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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상황 및 주제
관광 업무가 관광지, 호텔, 식당, 스파 등과 같은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업 종사자는 경험
할 수 있는 상황이 겹치는 특징을 확인하고 교수 요목의 주제 및 상황을 설계할 때와 관광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접하
는 서비스 제공 업무 상황을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한다. 또한, 관광업 종사자가 경험할 수 있는 업무들을 연습할 수 있도
록 대화를 구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직업 목적 한국어는 서비스업이므로 대화 내용은 모두 경
어와 격식체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여행사, 공항, 차
량, 호텔, 식당, 관광지, 관광상품 가게, 스파를 들 수 있다.
상황적-기능적 혼합형 교수 요목을 설계할 때, 단원의 배열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직업 목적 한
국어 교육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므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업무 순서에 따라 단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업무 수행 장소
사무실 업무

현장 업무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

업무 수행

관광지 소개 (실습)

직업별 업무 내용

선호한 관광지 소개

관광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은 다양하며, 관광업 종사자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대부분 현장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 제시된 상황 및 업무 수행 장소를 결합하여 업무 수행 장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 수행 상황을 배열하고자 한다.

<표 4> 주제 및 상황
주

장소

세부 장소

주제 및 상황

1

여행사 사무실

여행 일정 만들기

2

호텔 사무실

호텔 서비스 이용 안내하기

식당 사무실

식당 예약 받기

3

사무실

4

스파 사무실

스파 예약 받기

5

판매점 사무실

교환 및 환불 문제 생길 때 처리하기

공항

공항에서 마중 및 배웅하기

6
7

현장

차량

8
9
10

현장

호텔

13

식당 음식 주문 받기
실습

현장

관광지

관광지 유의 사항 안내하기

판매점

14
15

호텔 체크인 및 체크아웃 도와주기

식당

11
12

간단하게 여행 지역 소개하기
실습

판매점 물건 구입 설득하기
실습

현장

스파

마사지 종류 및 방법 소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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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업무를 수행할 때 관광 가이드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현장에서 배우는 내용을 어떻게 활
용하며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의 배양을 위해 실습
시간을 배열하였다.

3.5.2. 기능
본고는 관광업 종사자 업무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
성하고자 하였다.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직업 목적 한국어’ 수업은 업무 수행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위에 제시된 업무 상황 목록에 나온 필요한 기능과 상황에 따른 의
사소통 기능은 아래와 같다.

<표 5> 단원별 기능
주

주제 및 상황

기능

1

여행 일정 만들기

투어 소개하기, 제안하기

2

호텔 서비스 이용 안내하기

호텔 시설 안내하기, 주의 사항 안내하기

3

식당 예약 받기

이유 설명하기, 의도 파악하기, 메모하기

4

스파 예약 받기

이유 설명하기, 의도 파악하기, 메모하기

5

교환 및 환불 문제 생길 때 처리하기

소개하기, 권유하기, 안내하기

6

공항 마중 및 배웅하기

인사하기, 자기소개 하기, 안내하기

7

간단하게 여행 지역 소개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8

관광지 소개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9

호텔 체크인 및 체크아웃 도와주기

호텔 시설 안내하기, 주의 사항 안내하기

10

식당 음식 주문 받기

음식 소개하기, 먹는 방식 안내하기, 메모하기, 정보 전달하기

11

관광지 소개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12

관광지 유의 사항 안내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13

판매점 물건 구입 설득하기

소개하기, 설명하기, 설득하기, 권유하기

14

관광지 소개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15

스파 마사지 종류 및 방법 소개하기

소개하기, 설명하기, 안내하기

3.5.3. 어휘
어휘 항목은 관광업 종사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에 맞는 어휘를 선택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직업
목적 한국어의 어휘 말뭉치나 어휘 목록에 대한 연구는 없다. 관광업 종사자가 요구한 어휘는 투어 일정 관련 어휘, 특
산물 관련 어휘, 투어와 티켓 종류 관련 어휘, 베트남 역사, 영웅, 민속 풍습에 관련 어휘, 호텔 종류 및 시설과 서비스
관련 어휘, 베트남 식당 종류, 음식, 음료수 관련 어휘, 질병 명칭, 증상, 약품 관련 어휘가 포함된다. 어휘와 관련된 자료
를 얻기 위해 이미 출판된 관광 한국어 교재의 자료7)를 참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휘 목록의 첫 번째 틀
7) 중국여행교육출판사가 2007년에 출판된 관광 한국어 (제2판)와 중국 북경대가 2010년에 출판된 관광 가이드 한국어 듣기,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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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잡고 어휘 목록을 설정하고자 한다.
Nguyen Thi Thom Tham(2016)에 따르면 관광 가이드 한국어 어휘는 관광 가이드의 업무에 관련된 어휘와 중급 수준
의 일반 목적 기본 어휘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광 가이드의 업무에 관련한 어휘는 기본 어휘(교통, 숙식, 위
치 등), 관광 고유 어휘(지명, 인명, 음식, 상품, 역사 등)와 전문 용어(현지 가이드, 커미션, 호텔 등급, 패키지, 입장료
등)로 구성된다. Nguyen Thi Thom Tham(2016)에 나온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관광 가이드 한국어의 어휘 분류를 참고
하여 두 번째 틀을 잡고 어휘 목록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의 제시된 틀을 바탕으로 주제와 상황에 따라 적합
한 어휘 항목을 아래와 같이 각 단원별로 제시하였다.

<표 6> 단원별 어휘
주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1

여행 일정 만들기

투어 소개하기, 제안하기

투어 일정 관련 어휘, 투어와 티켓 중류 관련 어휘

2

호텔 서비스 이용 안내하기

호텔 시설 안내하기, 주의 사항
안내하기

호텔 시설과 서비스 관련 어휘

3

식당 예약 받기

이유 설명하기, 의도 파악하기,
메모하기

식당 종류 어휘, 음식 명칭, 재료 명칭 등

4

스파 예약 받기

이유 설명하기, 의도 파악하기,
메모하기

스파 종류 관련 어휘, 스파 서비스 관련 어휘

5

교환 및 환불 문제 생길 때
처리하기

소개하기, 권유하기, 안내하기

흥정, 결제 관련 어휘

6

공항 마중 및 배웅하기

인사하기, 자기소개 하기,
안내하기

공항 시설 관련 어휘, 환영 및 비행기 탑승 관련 어휘

7

간단하게 여행 지역 소개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자연유산 관련 어휘, 오락 활동 관련 어휘

8

관광지 소개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9

호텔 체크인 및 체크아웃
도와주기

호텔 시설 안내하기, 주의 사항
안내하기

호텔 시설과 서비스 관련 어휘

10

식당 음식 주문 받기

음식 소개하기, 먹는 방식
안내하기, 메모하기, 정보
전달하기

식당 종류 어휘, 음식 명칭, 재료 명칭 등

11

관광지 소개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12

관광지 유의 사항 안내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민속 풍습, 역사 등 관련 어휘, 사물 묘사 관련 어휘

13

판매점 물건 구입 설득하기

소개하기, 설명하기, 설득하기,
권유하기

전통 수공예품, 특산물 관련 어휘

14

관광지 소개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15

스파 마사지 종류 및 방법
소개하기

소개하기, 설명하기, 안내하기

스파 종류 관련 어휘, 스파 서비스 관련 어휘

3.5.4. 문화
관광업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시 겪은 어려움 중의 하나는 문화적 차이에서 온 오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업 한국
어의 특징과 관광업 한국어 실제 사용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관광업 한국어 교과과정 교육 내용에 외국인과 한국인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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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문화 목록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소영(2013: 68-69)8)에서 관광 한국어 교재 개발 시 주제에 따라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문화 지식 선정을 참고하였다. 또한, 조윤효(2016: 65-67)9)에서는 판매업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국 문화’에 대한 학습 내용은 ‘서비스 교육’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Nguyen Thi Thom Tham(2016)에서는 문화 주
제를 단순히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의 특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양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을 통
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참고하여 각 주제에 따라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문화의 지식을 선정하였다. 해당 단원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문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문화 내용을 배열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안소영(2013), 조윤효
(2016) 및 Nguyen Thi Thom Tham(2016)의 문화 선정 틀을 통하여 본고에서는 문화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7> 상황 및 주제와 관련된 문화 내용
주

주제 및 상황

문화

1

여행 일정 만들기

한국인들이 메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 표현 등 이해

2

호텔 서비스 이용 안내 하기

자기와 상대∙대상 소개 관련 표현

3

식당 예약 받기

전화 응대 서비스 메뉴얼 또한 관현 내용 이해

4

스파 예약 받기

고객 요청에 따른 추천 방법

5

교환 및 환불 문제 생길 때 처리하기

한국인의 사과 표현

6

공항 마중 및 배웅하기

양국 인사 예절 및 한국 지칭어

7

간단하게 여행 지역 소개하기

양국 개요
(지리, 기후, 화폐단위, 봉사료)

8

실습

9

호텔 체크인 및 체크아웃 도와주기

10

식당 음식 주문 받기

11

양국의 식습관, 대표적인 음식 및 음식 주요 재료
실습

12

관광지 유의 사항 안내하기

13

판매점 물건 구입 설득하기

14
15

객실 배령 요청, 객실 유료 서비스

양국 역사 유사한 점
(세계문화 유산, 지역문화와 반언)
양국 전통 의상, 양국의 상징 (국가, 국기, 국화)
실습

스파 마사지 종류 및 방법 소개하기

소개 예절

3.5.5. 학습 활동
본 연구에서 관광업 한국어 수업은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
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안소영(2013)에 제시한 문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광 통역 한국어 입문: 인사 예절, 소개 예절, 객실 배정 요령, 전화 예절, 한국인 식습관, 경어법
- 관광 통역 한국어 실천: 지칭어, 도움 요청에 관한 한국어. 중국어 표현, 객실 유료 서비스(음료수, 전화 요금 등), 한국인의 사과 표
현, 여권 분실 상황 처리 요령
9) 조윤효(2016)에서 제시한 문화 내용은 정중한 인사 자세 및 인사말, 서비스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호칭 표현 (고객님 등), 최신
트랜드 및 한국인 정서 이해, 고객 요청에 따른 추천 방법, 불만 대응 서비스 매뉴얼 또는 관련 내용, 사과 시 태도 및 자세 이해,
전화응대 서비스 매뉴얼 또는 관련 내용 이해, 돌발 상황 (품절 제품 요청, 이행 불가 사항) 대처 매뉴얼 또는 관련 내용 이해, 비
즈니스 상황에서의 동료 및 상사와의 대화법,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 이해, 관련 분야의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 한국인들이 이메일
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 표현 등 이해, 자기와 상대ꞏ대상 소개 관련 표현, 비언어적 표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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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단원별 학습 활동
주

주제 및 상황

학습활동

기능

- 이메일 형식으로 관광코스 설명하기

쓰기

- 여행 일정 짜기
1

2

3
4
5

여행 일정 만들기

호텔 서비스 이용 안내하기

식당 예약 받기
스파 예약 받기

- 투어 및 티켓 종류 설명하기
- 고객 불만 처리하기

말하기

- 호텔 서비스 제공 상황 재현 역할극하기

말하기

- 고객 컴플레인 처리하기

말하기

- 고객 요구 대응하기

듣기

- 일정 변동 이유 찾기

듣기

- 자리 예약 정보 파악하기

말하기

- 예약에 필요한 정보 확인하기

듣기, 말하기

- 환불 및 교환 이유 찾기
교환 및 환불 문제 생길 때 처리하기
- 상품 정보 파악하기

6

공항 마중 및 배웅하기

7

간단하게 여행 지역 소개하기

8

실습 (관광지)

9

호텔 체크인 및 체크아웃 도와주기

10

식당 음식 주문 받기

듣기

- 한 식당을 선정해서 안내하기

듣기, 말하기

- 자기소개하기, 환영사와 환송사 작성해서 발표하기

말하기

- 물건 분실 처리하기

말하기

- 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내 멘트를 만들기
- 베트남 화폐 단위를 소개하기
- 팀 활동: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발표: 관광지 소개하기
- 호텔에서 숙박하는 동안 주의해야 할 것들 정리
- 한 호텔 설정해서 안내하기
- 주문 내용 파악하기

쓰기, 말하기
말하기
쓰기
말하기
듣기

- 특산물 및 음식 특징 소개하기

말하기

- 식사 안내하기

말하기

- 팀 활동: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발표: 관광지 소개하기

말하기

11

실습

12

관광지 유의 사항 안내하기

- 관광지에서 유의 사항 안내하기

말하기

13

판매점 물건 구입 설득하기

- 고객의 니즈 파악하기
-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유도하기

듣기
말하기

14

실습

- 팀 활동: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발표: 관광지 소개하기

말하기

15

스파 마사지 종류 및 방법 소개하기 - 마사지 종류 및 방법을 소개하기

말하기

3.6. 교수요목 제안
지금까지 베트남에서의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교수요목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선정해 보았다.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15주 과정의 관광업 한국어 교수 요목을 설계해보도록 하
겠다. 각 주제와 교육 내용은 먼저 상황을 중심으로 업무의 진행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또한, 그에 따라 각 주제 및
상황에 적합한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등을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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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수 요목 제안

1

2

3

4

5

6

7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8

실습

9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여행 일정 만들기
투어 소개하기, 제안하기
투어 일정 관련 어휘, 투어와 티켓 중류 관련 어휘
한국인들이 메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 표현 등 이해
여행 일정 짜기, 이메일 형식으로 관광코스 설명하기, 투어 및 티켓 종류 설명하기, 고객 불만 처리하기
닌빈에 위치한 땀꼭, 짱안
호텔 서비스 이용 안내 하기
호텔 시설 안내하기, 주의 사항 안내하기
호텔 시설과 서비스 관련 어휘
자기와 상대. 대상 소개 관련 표현
호텔 서비스 제공 상황 재현 역할극, 고객 컴플레인 처리, 고객 요구 대응하기
베트남 하롱베이
식당 예약 받기
이유 설명하기, 의도 파악하기, 메모하기
식당 종류 어휘, 음식 명칭, 재료 명칭 등
전화 응대 서비스 메뉴얼 또한 관현 내용 이해
일정 변동 이유 찾기, 자리 예약 정보 파악하기, 한 식당을 선정해서 안내하기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스파 예약 받기
이유 설명하기, 의도 파악하기, 메모하기
스파 종류 관련 어휘, 스파 서비스 관련 어휘
고객 요청에 따른 추천 방법
예약에 필요한 정보 확인하기
베트남에서 가장 살 만한 도시- 다낭
교환 및 환불 문제 생길 때 처리하기
소개하기, 권유하기, 안내하기
흥정, 결제 관련 어휘
한국인의 사과 표현
환불 및 교환 이유 찾기, 상품 정보 파악하기
다낭에 위치한 오행산 (마블 마운틴)
공항 마중 및 배웅하기
인사하기, 자기소개 하기, 안내하기
공항 시설 관련 어휘, 환영 및 비행기 탑승 관련 어휘
양국 인사 예절 및 한국 지칭어
자기소개하기, 환영사와 환송사 작성해서 발표하기, 물건 분실 처리하기
다낭 긴 해변 어디서나 보이는 손짜반도
간단하게 여행 지역 소개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자연유산 관련 어휘, 오락 활동 관련 어휘
양국 개요 (지리, 기후, 화폐단위, 봉사료)
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내 대사를 만들기, 베트남 화폐 단위를 소개하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호이안
팀 활동: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개인 발표: 관광지 소개하기
호텔 체크인 및 체크아웃 도와주기
호텔 시설 안내하기, 주의 사항 안내하기
호텔 시설과 서비스 관련 어휘
객실 배령 요청, 객실 유료 서비스
호텔에서 숙박하는 동안 주의해야 할 것들 정리하기, 한 호텔 설정해서 안내하기
호이안의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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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11

실습

12

13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14

실습

15

주제 및 상황
기능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읽기 자료

식당 음식 주문 받기
음식 소개하기, 식사 안내하기, 메모하기, 정보 전달하기
식당 종류 어휘, 음식 명칭, 재료 명칭 등
양국의 식습관, 대표적인 음식 및 음식 주요 재료
주문 내용 파악하기, 특산물 및 음식 특징 소개하기, 식사 안내하기
베트남의 고궁 후에
팀 활동: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개인 발표: 관광지 소개하기
관광지 유의 사항 안내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민속 풍습, 역사 등 관련 어휘, 사물 묘사 관련 어휘
양국 역사 유사한 점 (세계문화 유산, 지역문화와 반언)
관광지에서 유의 사항 안내하기
베트남 호치민
판매점 물건 구입 설득하기
소개하기, 설명하기, 설득하기, 구매 권유하기
전통 수공예품, 특산물 관련 어휘
양국 전통 의상, 양국의 상징(국가, 국기, 국화)
고객의 니즈 파악하기,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유도하기
베트남의 나폴리 냐짱
팀 활동: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개인 발표: 관광지 소개하기
스파 마사지 종류 및 방법 소개하기
소개하기, 설명하기, 안내하기
스파 종류 관련 어휘, 스파 서비스 관련 어휘
소개 예절
마사지 방법 설명하기
베트남 고랭지 '달랏'

4. 결론
최근에는 베트남에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관광업 종사자의 업무를 위한
한국어 학습과 더불어 베트남 문화 혹은 한국 문화 전반을 이해해 심도 있는 교육은 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업무 환경에 맞춘 교육 과정으로 교수요목을 구성할 필요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관
광 가이드나 관광업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현재 베트남 내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과가 있는
대학교 교과과정에서 관광업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가 몇 군데밖에 없으며 각 학교마다 교육목표와 내용 그리고 자
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가 관광 한국어
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수요목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습자가 현장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 관광업 관련 기초 지
식뿐만 아니라 베트남 관광지, 베트남 문화, 사회 등과 같은 내용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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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교과목 운영의 질 관리를 중심으로
육효창(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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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예비교원의 국외 교육실습의 실제
-러시아 사할린에서 진행된 실습을 중심으로최권진(인하대학교)

1. 들어가기
국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노동이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 증대 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한국어 학습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국내외서 한국어 교사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 교
사가 양성되는 과정은 크게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나뉠 수 있다. 한국어 교사가 배출되는 학위 과정은 일반 대학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원격 대학(학부, 특수대학원), 학점 은행제가 있으며, 비학위 과정은 오프라인 한국어교사양성
과정과 온라인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이 있다.
다른 외국어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육 과정에서도 교사, 학습자, 교재는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이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교사의 역량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사양성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한국어 교사양성 과정에서도 교사의 실무 교육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교육실습 과정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고는 예비한국어 교사의 교육 역량과 취업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7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국외
한국어교육실습의 실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실습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살펴볼 것이며, 이어 선행연구를 검토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러시아 사할린에서 실시된 교육실습의 실제를 제시하고 그 의의를 논의한 후에 더욱 효과적
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언하도록 하겠다.

2. 논의의 배경
2.1. 한국어교육실습
교육실습은 장차 교사가 될 사람에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일컫는
다. 교육실습은 교사양성기관에서 습득한 일반교양, 교직, 교과 등과 관련된 지식을 통합하여 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해 보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전반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교육 기술을 습득하고 교사로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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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사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시용, 2007:4). 교육활동은 이론과 실
천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진행되므로 실천 능력을 위한 교육실습은 필수적이다.
한국어교육에서도 교육실습은 필수 교과목이다. 2005년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어기본법의 시행령을 근
거로 하여 한국어교육실습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아래 정리된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한국어교육 예비교원이 교육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실습의 중
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연구자들 모두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지식을 현장에서 교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수방법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필수 교과목(김유
미, 2009:356)
- 교사가 자신의 경험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교육을 재창조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실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접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합쳐져야 하는데 교육실습이 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함
(손상미, 2010:2)
- 한국어교원이 되려고 하는 전공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기타 영역을 통해 학습한 언어와 문화에 관한 이론 지식
을 토대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제적인 교수학습 활동의 구성과 그것의 운영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쌓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함(진정란, 2014:208)
- 한국어 교육 현장을 분명하게 이해, 한국어 교사로서의 적성을 확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김지혜, 2015:47)
- 교육실습은 예비 한국어교원들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이다. 예비
교원들은 교육실습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더 나은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므로 교사로
서의 역할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이지영, 2015:81)
-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실제적인 교과목(기준성, 2015:2)
- 한국어교육 현장에 맞닿아 있는 실제라는 측면에서 예비교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의 교과목(김정숙, 2015:1)
- 한국어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한국어교사, 외국인 학습자와 대면하고 교실 상황을 확인하면서 한국어 교육자의
역할과 학습자의 입장을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살아있는 한국어 수업을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이윤진,
2016:188)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어교육실습은 예비교원이 양성과정 중에 습득한 교육 이론에 대한 지식을 교육현장에
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현하고 체득하는 현장 중심적이며 실제적인 교육과정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한국
어교육실습은 예비교원이 교육과정 중에 학습한 이론과 지식을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잘 발휘하고 자신의 전문성
을1)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한국어교육실습을 통해 예비교원은 자아 성찰의 기회도 갖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교육관을 갖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익히기 때문에 교육실습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바탕이
된다(이지영, 2015:2-3).
한국어교육실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실습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습의 내용, 실습의 체계성, 실습
시기, 실습방법, 실습기간, 실습기관과의 협력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박순자, 2001: 이경희, 2006/5: 조주연,
1994).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은 편이지만, 한국어교육실습의 실제를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교육실
습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을 파악할 수 있다. 김성금(2008)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있는 한

1) 강승혜(2009)는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지식ꞏ기능적인 측면과 인성 밑 태도적 측면을 언급하면서, 한국어 교
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구성요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허용(2009)은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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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실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어교육실습의 중요성에 비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 수업실습을 진행하지
못하고 참관실습이나 모의수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재욱(2009)은 한국어 교육실습 영역의 교과목을 분
석하여, 교실운영법, 교안작성법, 한국어 수업 참관과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유미(2009)는 한국어교육 전공 학부과정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에 교수요목
과 교육 방안을 다루었다. 그는 현재 학부과정에서 국어 교사나 외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실습 영역 안에 교생 실습
을 하는 것처럼 한국어 교원도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학
부에서 적용 가능한 한국어교육실습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학년별로 단계를 두어 실습을 진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
안했다.
손상미(2010)는 한국어교육 실습생과 현직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교육
실습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실습의 운영에 참고할 만한 많은 제안을 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
들은 교육실습이 교육 현장과 학습자에 대한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수업실습이 한국어 수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으나 교육실습생이 수업을 지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수업 진행에 대한 이해 부족, 부교재 및 수
업자료의 준비,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교
육실습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따라 학점을 분배하여 교육실습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모의 수업, 참관 수업, 실제
수업 실습 등을 고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학부와 대학원 간의 학점을 차등화할 것, 교육실습 담임교사제를 도입
하고 이들에게 연구비와 실습비를 지원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육실습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
여 제안하고 있다. 또한 수업 이외에 행정능력 함양을 위한 실무 실습 시행, 수업 실습의 다양화(봉사활동을 활용한 수업
실습, 웹기반 수업 실습, 학부 유학생 대상 수업 실습), 해외교육실습2) 등의 개설을 제안하였다.
진정란(2014)은 원격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실습의 운영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온라인 대학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교육실습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면대면 교육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 기관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윤진(2016)은 교육대학원의 한국어교육실습을 중심으로 교과목의 주요 구성과 특징, 실제 운영 상의 구체적인 내용
을 고찰했다. 이 연구는 한 학기 한국어교육실습의 운영을 ‘도입(교과목 이해)-제시(강의 참관)-연습(모의 수업)-활용(강의
실습)-마무리(포트폴리오 제출)’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활동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한국어교육실습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2.2. 교육실습의 운영 원칙
국외에서 진행된 이번 한국어교육실습은 국가기관의 지원으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충실하고 효과적
2) 채완(2006)도 참관수업이나 실습할 곳이 없다는 문제점의 대책으로 외국의 자매대학에서 실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부산외국
어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에서 실습 과목을 해외 현장 실습 등의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외인턴십,
파견교사, 교환학생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대학교와 협정을 맺은 중국과 미국의 해외 대학들으로 파견하고 있다. 실습
기간은 일주일과 한 달로 수업참관과 보조 교사로 실무 실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범강의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해외 현장은
대학원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학부과정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실습을 위해 준
비단계도 없이 바로 해외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이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담당교
사의 지도 없이 혼자서 해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해외 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어서 실습을 해외로 보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김유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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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여 예비교사들이 한국어 교사로서의 교육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칙을 수립하여 교육
실습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①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을 적용하여 교육실습이 운영되도록 한다. <모형1>은 국립국어원(2015:52)에 의해 마련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운영지침에 명시된 것으로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을 운영하는 3 종류의 모형3) 가운데 하나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한국어교육실습은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모형1>은 다른 두 모형
과 비교했을 때, 필수 요소인 강의 참관’뿐만 아니라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이 모두 포함되어 예비교원들에게 장래 한국
어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두루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
의 실습이 별도의 활동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심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국외 실
습현장에서는 강의 실습의 비중이 중심을 차지하도록 하도록 하여 강의 실습에 가장 많은 시간이 배정되도록 한다.
② 예비교원들에게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경력교원을 배치한다. 교육실습에서는 경력교원이 진행하는
강의 참관이 필수적이다. 국외에서 진행되는 교육실습에서도 경력교원의 지도와 조언이 예비교원의 교육 준비와 교육 능
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국외 현지 한국어교원이 실습을 위해 파견되는 예비교원에게 강의 참관을 제공하고, 모의
수업 준비를 도와주며, 강의 실습에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해외 실습교육기관에
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력교원을 섭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이들의 교육적 배경과 자격 상황4)이 예비교원
의 기대 수준과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하여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는 경력 교사를 선발한다. 경력교원 한 명에 예비교원 2~5명을
한 조로 구성하여 경력교원이 교육실습에 있어서 예비교원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예비교
원들은 경력교사로부터 교안작성, 모의 수업 피드백, 강의 실습 피드백 등 교육과 관련된 사항의 지도 및 조언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 및 이동의 단위도 조별로 하도록 하여 외국에서의 개인 활동
을 금지하여 일탈행위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본 국외 한국어실습은 기본적으로 봉사 활동의 개념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예비교사를 위한 국외 한국어실습 및 연
수 활동의 중심 내용은 한국어 교육실습으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이 교육실습은 실습시간, 실습 내용의 체계화 및 고정
적인 실습기관 선정 등 한국어교원자격을 위한 교과목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이 교육실습 및 연수를 통해서
예비교원들이 한국어 교육능력을 향상하도록 실습 위주로 꾸려지지만 전체적인 틀은 봉사활동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 실
습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해외 현지에서 원어화자, 즉 한국 사람으로부터 직접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거나 알고자 하
는 외국인 학습자와 동포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 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며, 현지의 한국어교사들
에게 최신 한국어 교수방법을 선보이고 전수하도록 하며, 현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동포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여
외국의 사회와 문화를 보는 넓은 안목을 기르도록 한다.
④ 교육실습은 국내 사전교육(2주)과 국외 실습(2개월)으로 구성한다. 국외 교육실습에 파견될 예비교원은 학부와 대학
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지원 시점에 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였어야 한다. 즉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면

3) <모형2>는 ‘강의 참관, 모의 수업’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형3>은 ‘강의참관, 강의 실습’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은 교원양성 기관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게 위 세 가지 모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
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4) 이 사업이 실시된 사할린 지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모두 사할린 출신의 교포들이었으며, 현지에서 교육대학이나 사할
린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수학한 후에 러시아 교사자격증을 획득하여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는 없
었으며, 장단기 한국어교수법 과정을 이수한 교사는 소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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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여 어느 정도는 한국어를 해외 교육현장에서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한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각 교원양성 기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운
영도 상이하다. 선발된 지원자들이 해외 교육현장에 투입되어 한국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주 동안 사전
에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전교육에서는 본 교육실습의 취지 및 목표, 한국어 교사로서의 직업관, 수
업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안전교육, 현지 사회 및 언어교육 등으로 국외에서 진행되는 실습에 참고하고 현장 적용
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⑤ 일지 작성으로 실습 현황 및 교육 능력의 발달 과정을 파악한다.
일지5)는 특정 활동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회상의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록되고 누적된 결과물이다.
국외파견 기간 동안 예비교원들은 한국어 교육실습, 봉사활동, 문화체험활동 등 여러 종류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모든
활동에 대해 각자 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보고서 형태로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등록한다. 일지의 내용에는 활동의 종류,
활동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활동이 이루어는 현장에서의 경험 및 소감, 자기 평가 및 성찰 등을 정리하여 적도록 하
여 각종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료로, 특히 예비교원의 교육 능력의 발전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3. 교육실습의 실제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어 예비교원을 국외에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실습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 현장의 경험을 쌓아 전
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이들이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취업을 하여 자신의 지
식과 교육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국내 사전 연수를 실시했으며 이후 2개월 동안 국외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교원은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40세 미만의 내국인으로 서류 전형과 시범강의를 포함
한 면접 전형을 통해 총 8명을 선발하였다. 예비교원을 지도할 경력교원은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
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을 서류 전형과 시범강의를 포함한 면접 전형을 통해 3명을 선발하였다.

3.1. 국내 사전 연수 프로그램
국내에서 진행된 사전교육은 예비교원들의 내적 기본역량 강화 교육과 현장 적응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비교
원들이 이미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육의 학습 이론을 학습하였으므로 사전교육에서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수업과
접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업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안을 작성하고 경력 교원들에게 피드백 받는 과정을
통해 예비교원이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파견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도
록 러시아언어문화와 사할린 동포 사회에 대한 수업도 진행하였다. 사전 교육의 강사진은 국내외 교수급의 전문가로 구
성하였으며, 한국어교육의 실제적인 부분은 국내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의 한국어 경력강사들이 맡았으며, 안전, 리더십
등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으로 진행하였다.
5) Oxford(1990)은 일지를 원어민 화자, 동료 학습자, 교사에 대한 개인적 인상 및 자신의 생각, 감정, 성취를 기록하는 자기보고서의
한 형식이라고 정의했다. 손혜진ꞏ김민경(2014:168-170)은 일지 사용의 장점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며, 교실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사용되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적 제약이 없이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용이하며,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화작용의 질을 높이고 학습자의 상위인지가 발달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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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비교원을 3개 조로 나누어 한 조에 예비교원 2~3명과 경력교원 1명을 배정하였다. 그리하여 예비교원이 수행
한 교안작성과 모의 수업을 실행한 후에 경력교원이 이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사전교육의 마지막 날에는 경력교
원과 행정요원을 중심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연수생들을 주도적으로 인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모
든 산출 자료를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의 나눔방에 탑재하여 사업단 운영진, 경력교원, 그리고 예비교원들 사이
에 상호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1> 국내 사전 연수 프로그램 내용

교사 내적 기본
역량 강화
및
현장 적응 교육

한국어 교육의
실제

러시아 언어 및
문화 교육

평가 및 리더십
교육

수업명
사업 개요 설명회
한국어 교사론
국외 한국어 교육 현장 경험
재외 동포 한국어 활용 현황

시수
1
2
1
1

심리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관리

2

안전 교육

2

토픽 분석 및 교수법

4

교재 분석 및 교구 활용법

3

게임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제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이해 및
표현 교육의 실제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실제
교안 작성법
교안 작성 실습 및 피드백
참관 및 워크숍
교육 실습
교육 자료 활용 및 현지 안내

3

수업 내용
본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한 설명회
한국어 교사의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특강 진행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경험한 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특강 진행
재외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 및 활용 현황에 대한 특강 진행
파견 교원의 심리적 장벽, 문화 충격 및 학생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신경정신과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특강
진행
해외여행자로서의 안전 관리, 응급 대응 체계에 대해 교육을 받고 보험과 관련된 내
용을 설명
토픽 문항의 출제 경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교수할 수 있는 방안 공유
사할린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러시아어판(러시아
학습자용)(국립국제교육원 발행)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구로 CD
플레이어가 있고 멀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 1개 구비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구를 생각해 봄

4

한국어 문법을 게임을 통해 교수 학습할 수 있는 방안 공유

4

드라마를 통해 이해 및 표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4

노래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교수요목 고찰 및 활용 방안 모색

4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이론 및 실제

4
6
8
6

교안의 구성과 내용 및 작성 방법에 대한 특강 진행
실제 모의수업에서 활용할 교안을 작성하고 경력 교원으로부터의 피드백 진행
경력 교원들의 수업 참관(초급 1회, 중급 1회) 및 관련 워크숍 진행
참관한 주제를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구성한 수업을 실제로 진행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현지의 상황을 공유함으로
써 현지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강의 진행

사할린 동포 사회의 이해와
에티켓
기초 러시아어

2

사할린 동포 사회를 이해하며 현지인과 동포를 대하는 예의를 익힘

6

한러 음운 대조

2

평가회 및 행정 안내

1

경력 교원 리더십 교육

3

러시아에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러시아어 학습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대조하여여 러시아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효과적인 발
음 교수방법을 모색함
국내 사전 프로그램의 평가회 진행 및 행정 절차 안내
파견될 경력 교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 진행
(경력교원과 행정요원 대상)

총 시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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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외 실습 프로그램
3.2.1. 기간 및 일과
국내에서 진행된 2주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예비교원 8명과 경력교원 3명, 그리고 행정전담요원 1명이 2017년 9월 2
일부터 2017년 10월 28일까지 총 8주 동안 러시아 사할린에서 한국어교육 실습과 연수를 진행했다. 현지에서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통역요원을 1명 채용하여 파견교원들과 24시간 동행하도록 하였다. 주 실
습 장소는 사할린 한국교육원과 코르사코프 한글학교였으며, 유주노사할린스크 2학교, 3학교, 루가보예 30학교와 코르사
코프 2학교 등 정규학교에서도 참관 수업과 교육실습이 진행되었다. 공식 일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루 7
시간이었으며, 1주일에 하루 개인정비를 위한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일요일에 한글학교 수업이 있어서 토요일이 휴일이
었다. 안전을 고려하여 모두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으며, 개인행동은 금지했으며 최소 2인1조로 움직이게 했으며, 일과 시
간에는 단체 티셔츠와 외투를 착용하도록 했다. 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에 변화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대체적으
로 1주의 활동은 큰 차이가 없었다. 2주차에 진행된 교육실습 및 연수내용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2> 국외 현지 실습 일과표
2주차
8:30
9:0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교육원 이동

교육원 이동

교육원 이동

교육원 이동

9:30
10:00
10:30
11:00

개인 정비

조별 모의 수업
준비
(이해영역)

11:30
12:00
12:30
13:00
13:30

점심

15:00

전체 모의 수업 1
점심

점심

전체 모의 수업 2

조별 모의 수업
준비
(중급)

전체 모의 수업 3

15:30
16:00

전체 모의 수업
2(1조)
전체 모의 수업
3(2조)

14:00
14:30

전체 모의 수업
1(3조)

러시아어
모의 수업 준비

16:30
조별 모의 수업
준비
(표현 영역)

17:00

개인 정비
중급 교안 작성
및
모의 수업 준비

점심

중급 교안 작성
및
모의 수업 준비

18:30

멘토멘티 홍보

멘토멘티 홍보

19:30
20:00
23:00

조별 모임

점심

점심

점심

김나지야로 이동
및 준비

18:00
19:00

개인 정비

교육원 이동

조별 모의 수업
준비
(중급)

17:30

중급 조별 모의
수업 및 피드백

김나지야 방문

쇼핑 및
개인 정비

교육원으로 이동
및 워크숍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수업
준비 및 자료
제작

모의수업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보고서 작성 및
개인 정비

보고서 작성 및
개인 정비

보고서 작성 및
개인 정비

보고서 작성 및
개인 정비

보고서 작성 및
개인 정비

보고서 작성 및
개인 정비

보고서 작성 및
개인 정비

140
3.2.2. 실습 및 연수 내용
8주 동안 사할린에서 진행된 국외 교육실습의 내용은 특강 수강(5회), 수업참관(17회), 교육실습(26회), 멘토멘티 활동
(30회), 현지 한국어교원 워크숍(1회), 문화 체험(5회), 봉사 활동(2회), 조별 학술 프로젝트(1회), 특별 프로그램(2회), 말하
기 대회(1회)로 이루어졌다.

1) 특강 수강
파견교원의 현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지어 실력을 증진하기 위해 해당 분양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래와 같이
특강을 진행했다.

<표> 현지 특강 과목
회차

일시

내용

시간

강사

장소

1

9.4(월)

사할린 생활 및 한인 동포 사회의 이해

2

한국교육원장

한국교육원

2

9.4(월)

러시아 교육 제도

2

사할린국립대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교육원

3

9.5(화)

한러 문화 간의 교류

1.5

사할린국립대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교육원

4

9.7(목)

기초 러시아어

1.5

사할린국립대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교육원

5

9.12(토)

기초 러시아어

1.5

사할린국립대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교육원

2) 수업참관
수업참관은 약 1시간씩 총 17회가 진행되었으며, 수업 참관기관은 한국교육원, 제2김나지야학교, 루가보예30학교, 코르
사코프 한글학교6)였다. 모두 수업에 활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재외동포용으로 발행한 <한국어(초급,
중급, 고급)> 러시아어판7)이었다. 예비교원들이 수업참관을 진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수업참관 내용
번호

일시

내용

학습자 수

장소

1

9.14(목)

동물

약 15명

제2 김나지야 학교

2

9.17(일)

휴가

약 10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3

10.1(일)

자음 1

약 15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4

10.1(일)

AV-고 싶다

4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5

10.2(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 15명

한국교육원

6

10.4(수)

제 이름은 김이리나입니다.

약 10명

한국교육원

7

10.4(수)

우리 은행은 송금하기가 간편합니다.

약 10명

한국교육원

8

10.8(일)

자음 2

약 15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9

10.8(일)

V-(으)면

약 10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10

10.15(일)

모음 2~3

약 15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6) 사할린 한국교육원에는 작은 교실에 학습자가 많아 한 교실에 예비교원 1~2명이 참관을 들어갔다. 제2김나지야학교와 루가보예 제
30학교의 한국어교원은 러시아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러시아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한인 동포였다. 한국교육원의 원장은 한국의 중
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이며, 그 외 현지 교원은 러시아 교사자격증 소지한 동포 후손과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7) 이 교재는 러시아어로 번역과 설명이 되어 있지만, 중앙아시아지역(타쉬켄트)을 중심 배경으로 제작이 되어서 사할린 현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교사가 수정하고 보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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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15(일)

V-(으)니까

약 10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12

10.17(화)

김상훈 씨는 학생입니다.

약 15명

한국교육원

13

10.17(화)

모음, 받침

약 15명

한국교육원

14

10.17(화)

날씨 및 자기소개

약 10명

한국교육원

15

10.21(토)

대한민국, 한복 종이접기

약 25명

루가보예 제30학교

16

10.22(일)

경음/격음, 받침

약 15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17

10.22(일)

AV-(으)러 가다/오다

약 10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3) 교육실습
교육실습은 총 26회가 진행되었는데, 각 회차당 교육실습의 시간은 교육기관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1~3시간씩 다르게
수행되었다. 예비교원은 1인당 3~4회의 교육실습 기회를 가졌다. 정기적 실습기관은 코르사코프 한글학교였으며, 간헐적
실습기관으로는 코르사코프 제2학교와 제4학교였다. 예비교원들은 수업실습을 하기 전에 실습기관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
여 그에 맞게 교안과 부교재 등 수업을 사전에 준비하여 조별로 모의 수업을 한 후에 현장에서 교육실습을 진행했다. 예
비교원들이 수행한 교육실습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교육실습 내용
번호

일시

내용

학습자 수

장소

1

9.17(일)

자기소개

약 15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2

9.21(목)

가족

약 15명

코르사코프 제4학교

3

9.21(목)

숫자

약 15명

코르사코프 제4학교

4

9.24(일)

인사 및 모음 1

약 15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5

9.24(일)

약 15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6

9.29 (금)

자기소개, 숫자, 가족 등(강당에서 예비 교원 8명 실습)

14명*8반=112명

코르사코프 제2학교

7

10.1(일)

자음 1

약 15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8

10.1(일)

AV-고 싶다

4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AV-(으)ㄹ 거예요

및 대화

9

10.8(일)

자음 2

약 15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10

10.8(일)

시험(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8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11

10.9(월)

한복 접기 특별 수업

약 15명

동양 김나지야 제9학교

12

10.9(월)

한국 관련 퀴즈 특별 수업

약 15명

동양 김나지야 제9학교

13

10.9(월)

한복 입어 보기 및 서예

약 15명

동양 김나지야 제9학교

14

10.9(월)

서예

약 15명

동양 김나지야 제9학교

15

10.11(수)

가족

15명

코르사코프 제2학교

16

10.11(수)

가족

16명

코르사코프 제2학교

17

10.12(목)

직업

약 15명

코르사코프 제2학교

18

10.12(목)

직업

약 15명

코르사코프 제2학교

19

10.15(일)

모음 2~3,

19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20

10.15(일)

V-(으)면

10명 이내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21

10.16(월)

물건 사기

약 15명

코르사코프 제4학교

22

10.16(월)

물건 사기

약 15명

코르사코프 제4학교

23

10.16(월)

병원과 증상

약 15명

코르사코프 제4학교

24

10.21(토)

연 만들기 특별 수업

약 25명

루가보예 제30학교

25

10.22(일)

경음, 받침

19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26

10.22(일)

AV-(으)러 가다/오다

9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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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멘토멘티 활동
예비교원들이 멘토가 되고 사할린 한국교육원의 학습자들이 멘티가 되어 한국어 교육실습과 한국어 학습을 상호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의 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들이 운영하는 교실
수업에 관여를 하지 않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국교육원 게시판에 프로그램 안내를 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는데,
무려 150여명의 학습자들8)이 지원하였으며 총 30회가 진행되는 동안 출석률이 100%인 학습자가 10명에 이를 정도로 인
기가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교육실습의 연장선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비교원에게 풍부한 교육실습의 장을 제공해 주었
다. 이 활동의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정해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중반부터는 멘티가 원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글을 모르는 멘티들을 위해 한글반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중고급 학습자는 자유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였
다. 내용적은 면을 봤을 때 노래 수업이 많았다9). 1명의 멘토에게는 3~4명의 멘티가 배정되었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
지 매일 저녁 시간에 1시간씩 총 16회의 실습 활동을 수행했다.

<표> 멘토멘티 활동 내용
차시

일시

내용

장소

1

9.19(화)

멘토멘티 프로그램 발대식

한국교육원

2

9.25(월), 9.26(화)

한글, 인사, 자기소개, 가족 등

한국교육원

3

9.27(수), 10.3(화)

숫자, 말하기 대회 안내

한국교육원

4

10.2(월), 10.5(목)

날짜 및 요일, 말하기 대회 준비

한국교육원

5

10.4(수), 10.10(화)

가족 소개, 말하기 대회 준비

한국교육원

6

10.9(월), 10.12(목)

하루 일과, 말하기 대회 준비

한국교육원

7

10.11(수), 10.17(화)

날씨와 계절, 말하기 대회 준비

한국교육원

8

10.16(월), 10.24(화)

시제, 말하기 대회 준비

한국교육원

9

10.23(월)

쇼핑, 말하기 대회 준비

한국교육원

10

10.27(금)

멘토멘티 프로그램 해단식

한국교육원

5) 현지 한국어 교원 대상 워크숍
1988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위치한 제9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로, 사할린의 많은 정규학교
에서 한국어를 방과 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사할린국립대학교에 한국어학과 개설되어 한국
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10) 정규학교에서 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은 러시아 교육법에 따라 러시아 교사자격증을 소지하
고 있다. 한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교육기관인 한글학교의 교사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어

8) 멘티의 연령대는 초등생부터 50대까지 다양했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다. 출신별로 보면 한인 후손보다는 러시아인들이 더 많았
다.
9) 이는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주 동기가 한류임을 보여준다.
10) 생계를 위해 또는 일제의 강제 동원에 의해 사할린에 살던 한인들은 2차대전 후에 사할린이 소련에 의해 점령되면서 고향으로 돌
아오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조선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1963년 소련 정부가 조선학교 전면
폐교령을 내리면서 한인에게 모국어 교육과 모국어 사용 금지 정책을 시작하였다. 한인들은 거주국 사회의 제한된 기회구조 내에서
신분상승을 추구하기 위해 러시아언어문화에 상당 부분 동화되어야만 했다. 1988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위치한 제9학교에서 정식으
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 루고보예 제30학교, 동양김나지야 제9학교, 돌린스코 제1학교, 에트노스예술학교, 제2김나지야,
코르사코프 제2학교와 제4학교 등 다수의 정규학교, 그리고 사할린의 한인이 운영하는 각 지역의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1993년에는 사할린에 한국교육원이 개원하여 한국언어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998년에는 종합대학교인 사할린국립대학교의 경
제 및 동양학부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다. 현재까지 약 170여 명의 전공자를 배출하였으며, 현재 6명의 교수가 재직 중이다. 이
곳에는 한국어교육(5년) 전공과 한국어(4년제) 전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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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습하고자 하는 한인 후손과 현지인에게 봉사의 차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헌신하고 있다. 사전 요구조사의 결
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그 교수
방법을 전수 받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 한다. 이들의 이러한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
하기 위해 경력교원 3명이 현지 한국어 교원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주제에 파악하여 세 명의 파견 경력강사들이 한국교
육원 강당에서 워크숍을 1회 실시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현지 교원은 사할린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3명, 동양김나지
야 제9학교 교사 2명을 포함하여 한글학교 교사와 한국교육원 교원 등 총 13명이었다.

<표> 현지 한국어 교원 대상 워크숍
일시

10.14(토)

내용

담당 강사

10:00

게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파견 경력강사1

11:30

토픽 분석 및 교수법에 관한 교육

파견 경력강사2

13:00

점심 식사

-

14:00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파견 경력강사3

6) 문화 체험
국외에서 교육실습을 하면서 현지 문화를 보고 느끼는 부분은 한국어 교원이 타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확대하여 한국
어 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교육실습에 몰입하여 교안, 부교재 준비 등에
몰입해 있는 파견 교원들에게 시내 관광과 문화 유적지 방문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휴식 시간을 제
공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표> 문화 체험 내용
회차

일시

내용

장소

1

9.3(월)

사할린동포 문화사랑공연 관람 및 사할린
135주년 기념행사 참석

유즈노사할린스크

2

9.9(토)

향토박물관, 미술관

유즈노사할린스크

3

9.17(일)

망향의 언덕

코르사코프

4

10.19(목)

평화의 광장

홈스크

5

10.27(금)

재래시장

유즈노사할린스크

7) 봉사 활동
봉사 정신은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내적 역량 중에 하나이다. 실제로 봉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한인 동포를 대
상으로 파견 교원들이 두 차례 봉사 활동을 수행했다. 1차 활동은 2차대전 종료 시에 일본군이 사할린에서 후퇴하면서
27명의 한인들을 몰살하고 암매장한 곳에 세워진 위령비 주변을 정리하고 헌화하는 추모 성격의 봉사 활동을 했다. 2차
활동은 사할린에서 생존해 계시는 1세대 동포 어르신 45여 분을 초청하여 타국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험난했던 인생에 대한 위로 성격의 잔치를 벌였다. 1세대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이 잔치는 12시부
터 15시까지 사할린에 파견된 예비교원 2명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사할린의 한인노인회, 한인회 그리고 한국교육원의
도움을 받아 성사되었다. 잔치는 특별공연(현지 무궁화 합창단의 합창, 아리랑 팀의 노들강변 춤, 에트노스학교 사물놀이
팀의 사물놀이 공연), 파견교원들의 합창, 2세대 어르신들의 노래와 춤, 한국음식 대접, 기념품 증정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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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봉사 활동 내역
회차

일시

내용

장소

1

10.19(목)

27인 한인위령비 주변 정리 및 헌화

포자르스코예

2

20.26(목)

1세대 동포 대상 잔치

한국교육원 강당

8) 조별 학술 프로젝트
사할린에는 경력교원 3명과 예비교원 8명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경력교원 1명에 예비교원 2~3명씩을 묶어 모두 3개
조를 편성하여 교육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에 파견교원들이 현지 문화와 동포 사회에 대한 학술적인 지
식을 쌓도록 국내 사전교육 기간 동안에 아래와 같은 주제를 부여하였다. 파견 기간 동안에 각 조별로 이 주제에 대해
조사를 하여 파견 기간 종료 시점에 포럼 형태로 자체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표> 조별 학술 프로젝트 주제
구분

조별 주제

1조

러시아 교육제도 연구: 한인 후세 교육을 중심으로

2조

사할린 동포 사회 탐색: 일상생활과 전통 문화 보존

3조

사할린 사회에서의 동포의 역할: 동포의 사회 · 경제적 역할과 지위

9) 특별 프로그램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요청이 많으면서 실현 가능한 두 가지
사항을 골라 특별 활동을 진행했다. 그 하나는 한복 체험이었다. 한복은 평소에 입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학습
자들에 한국의 전통복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한류의 영향으로 요구도가 높았던 한국식
화장법이었는데, 남성 참가도 있었다. 한복과 화장품은 한국에서 구매하여 현지에 공수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표> 특별 프로그램
회차

일시

내용

참석 인원

장소

1

9.30(토)

한복 체험11)

20명

한국교육원 강당

2

10.7(토)

K-beauty(한국 화장법)12)

25명

한국교육원 강당

10) 말하기 대회
앞에서 언급한 멘토멘티 활동을 진행하면서 각 멘토는 프로그램 종료 시에 말하기 대회가 있음을 멘티들에게 알리고,
이 대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지도했다. 이 과정을 거쳐 초급에서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구사자 12명이 2017년 10월
11) 단순히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예비교원들이 한복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여 한복에 대해 소개를 했
으며, 한복을 입는 법, 접어서 보관하는 법을 시현한 후에 체험하도록 했다.
12) K-beauty 시간에는 한국의 화장법만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한국어와 문화가 접목되도록 구성했다. 먼저 무대에서 진
행자와 시연 모델, 그리고 화장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람이 화장품의 각 이름에 대해 설명하고, 얼굴 부위의 명칭 그리고 화장에
필요한 한국 어휘들(바르다, 그리다, 칠하다 등)을 설명했다. PPT와 진행자의 말로 화장품을 설명하고 화장 순서를 알려주면서 직접
시연했다. 예비교원들과 현지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반은 한국식 화장 그리고 반은 러시아식 화장을 해 주면서 화장과 관
련된 어휘를 학습했다. 화장이 끝난 후에는 멋있게 화장을 해 준 참가자에게 시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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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목)에 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린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다. 주제는 자기소개에서부터 사할린에 대한 안내, 한류 등
다양했다. 사회는 2명이 진행했는데, 예비교원 1명이 한국어로 진행했으며, 현지에서 채용된 통역요원 1명이 러시아어로
진행했다. 말하기 대회 중간 중간에 5개 팀이 노래나 연주를 선보였다. 말하기 대회 우수자 5명에게는 시상을 하였으며,
공연팀과 수상하지 못한 말하기 대회 참가자들 모두에게는 참가상으로 기념품을 수여했다.

<표> 말하기 대회 내역
번호

참가자

제목

시상

1

가000

내가 좋아하는 것

참가상

2

강00

나는 누구인가?

3등

3

강00

(노래) 안동역에서

기념품

4

가000

(연주) 색소폰 연주

기념품

5

양00

자기 소개

참가상

6

다00

사할린 여행

3등

7

신000000

왜 음악은 우리 삶에 필요할까요?

참가상

8

율00

음악을 듣는 사람

3등

9

구00

사할린의 사계절

참가상

10

나00

친절한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참가상

휴식
11

미0

나의 이야기

참가상

12

미0

(노래) Come Back Home

기념품

13

가000

(노래) 총 맞은 것처럼

기념품

14

K-pop 팀

(노래) 오랜 날 오랜 밤

기념품

15

고00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2등

16

세000

유학

1둥

17

마0

내가 본 러시아 내 한류의 영향

2등

18

‘하늘’ 사물놀이 팀

(공연) 사물놀이

기념품

19

행운권 추첨

20

시상식

위에서 언급된 사항을 종합하여, 파견교원들이 수행한 활동 내용과 활동 시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현지 프로그램 활동 내용 및 시간
연번

실습 종류

1

모의수업 준비 (총 42시간)

2

모의수업 (총 27시간)

3

교육실습 준비 (총 86.5시간)

내용 (총 341시간)
내역
초급 모의수업 준비
중급 모의수업 준비
고급 모의수업 준비
전체 및 조별 모의수업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실습 준비
정규학교 실습 준비
멘토멘티 실습 준비

시간
21
10
11
27
24.5
32
30

비율
1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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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실습 (총 72시간)

5

수업참관 (총 34시간)

6

조별 학술 프로그램 (총 11.5시간)

7

특강 수강 (총 8.5시간)

8
9
10

말하기 대회 (총 14시간)
문화 체험 (총 26.5시간)
봉사 활동 (총 16시간)

코르사코프 한글학교
코르사코프 제2학교
코르사코프 제4학교
동양김나지아 제9학교
루가보예 제30학교
멘토멘티 프로그램
정규학교 및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3건
러시아어 학습
러시아 및 동포 사회의 이해
1회 (리허설 포함)
현지 문화 체험 5회
현지 봉사 활동 2회

22(11회)
10(5회)
10(5회)
8(4회)
2(1회)
23(16회)
22(11회)
12(6회)
11.5

21%

10%
3%

8.5

3%

14
26.5
16

4%
8%
5%

사할린에 파견된 예비교원들은 경력교원의 지도 하에 교육실습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26%)을 할애했으며, 그 다음으
로 교육실습에 시간(21%)을 할애했다. 그리고 모의수업 준비와 모의수업에 세 번째로 많은 시간(20%)이 할애되어 진행되
었으며, 수업참관은 네 번째로 많은 시간(10%) 동안 이루어졌다. 전체 활동 중에 한국어 교육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
어져 진행된 실습 및 연수 활동(위 도표의 1~5번 활동)이 77%를 차지했으며, 부수적인 활동(위 도표의 6~10번 활동)은
전체 활동에서 23%를 차지했다.

4. 나가기
이상으로 국립국어원이 최초로 러시아 사할린에서 수행한 한국어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처음으로
실행되어 세밀한 준비가 덜 정비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교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이들은 국외에서 한국어 구
사 수준이 다르고 성향이 다양한 유치원생부터 장년층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자신이 준비하고 작
성한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여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터득하
게”13) 되었다.
예비교원의 한국어 교육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사
업은 지속적으로 수행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점도 발견된다. 먼저, 이 사업이 홍보가 되지 않
아 파견교원이 원래 예정했던 인원만큼 선발되지 못했다. 그리고 사전연수 프로그램과 현지 실습 프로그램 사이에 괴리
감이 있었다. 국외 현지에서 예비교원들이 바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
전 교육에서는 이론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실습 위주로 사전연수 과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지 실습 교육 기관
이 사전에 충분히 섭외가 되어 각 예비교원의 한국어 실습 기회가 더 많이 확보되어 교육실습을 통한 교수 능력의 향상
이라는 사업의 목표가 훌륭하게 달성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실습을 마친 후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주관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요약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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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토론 수업 방안의 비계설정에 대한 연구
-학문 목적 학습자의 수업 평가를 바탕으로이효정(국민대학교)

Ⅰ. 서론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습자에게는 강의를 수강하고, 보고서를 쓰며, 조별 과제를 하는 등의 다양한 학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학업 능력 외에 별도로 ’발표, 토론, 조별 과제‘와 같은 의사
소통 능력도 중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문 목적 학습자도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조원들과 협동
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협업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대학 수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토론’이라는 수업 방식을 제안하고, 토론 수업 방안을
학습자의 수업 평가를 통해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대부분이 중급 정도의 한국어 실
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토론을 실시하려면 매우 섬세하고 조직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토론 교육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화자에게 유용한 방법
이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외국인 학습자가 토론에 대해 배우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
한 중간 단계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를 Vygotsky(1978)는 비계설정(Scaffolding)이라고 하였다. Vygotsky(1978)는
‘근접발달이론(Proximal Development Theory)’에서 인간의 모든 고등 정신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습득된다고 보았다. 특
히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아동의 자기 조절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발
달 수준(the actual development level)’과 교사의 안내나 유능한 동료와의 협동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
달 수준(the potential development level)’ 사이의 거리가 있어서 이때 ‘비계설정(Scaffolding)’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계
설정이란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교사나 동료가 도움을 주는 행위
를 의미한다.
근접발달이론을 외국인 학습자의 토론과 연관 지어 살펴본 논문은 이은자(2012)가 유일한데1), 이 논문에서는 토론 교
육 시 학습자가 도전 의식을 갖도록 상황과 능력에 맞추어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하고 주변 환경을 조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토론 실행 이전에 토론을 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학생 주도 이전에 교수
가 개입하며, 찬반 토론 이전에 대화식 토의를 진행하고, 문어적 학문 논제 이전에 구어적 일상 논제를 제시해야 함’을
1) 장영희(2015: 581)에서도 근접발달이론을 언급하였으나, 이은자(2012)의 의견을 소개한 후 ‘멘토와 멘티 모둠을 구성하자’고 제안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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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바 있다(이은자, 2012: 266∼268).
본 연구에서는 이은자(2012)의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찬반 토
론 이전에 대화식 토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은 교수자의 의견일 뿐 다양한 의견을 통해 건설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대화식
토의를 학습자는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론의 각 단계마다 더 구체적인 비계설정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의 토론과 학습자의 평가 과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II. 선행 연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토론’을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따른다면, 여미란(2018: 27)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의견 충돌이 있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공통된 주제로 논
의하는 모든 활동을 ‘토론’으로 정의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통된 주제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토의’가 아니라
의견을 차이를 논증적으로 밝히는 ‘토론’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 목적을 위해 가공화된 ‘교육
토론(Academic Debate)’을 제안하는데, 교육 토론이란 학술적 흥미를 가진 토론자가 심판이나 청중 앞에서 진행하는 토론
(Freely & Steinberg, 2000:15)을 의미하며, 국어 교육에서는 임칠성(2001: 47)과 최복자(2006: 18)2)에서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교육 토론’의 수업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교육 토론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대학 수학 능력을
향상하는 데 토론 수업이 유의미하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다. 최복자(2005: 375)는 토론을 통해 ‘언어/비언어 표현 능력,
의사소통 사회적 기능, 고등 사고 기능, 자료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안정호(2005: 22∽24)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발표하기, 논의하기, 질문하기, 듣고 필기하기 등의 학습 기술을 포함한 토론
수업을 제안하였다. 이미혜(2006: 309)에서 토론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비판력을 향상시키고, 종합적인 사고력과 분석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하였고, 황주원(2009: 17∽23)은 한국어 토론 수업은 한국어의 네 가지 기능과
비판적 사고력, 상호작용적 환경,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정호진∙강진숙(2010: 178)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 박삼열(2015: 115)에서는 내용 구성 능력, 전달 능력 함양과 자료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는 습관, 여미란(2018: 73)에서는 토론이 논증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비판적 듣기 능력, 작문 능력, 효과적
인 스피치 구성과 전달 능력, 조사와 집중 분석 능력, 상호작용 능력 등을 모두 키울 수 있어 대학 수학 능력과 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토론은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자료 분석 능력,
사고 능력, 분석 능력, 상호 작용 능력 등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해 가장 적절한 토론 수업 방안은 무엇인가?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토론 수업 방
안 연구로는 특정 토론 모형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특정 토론 모형 없이 진행한 연구가 있다(여미란: 2018 9∽13 참고).
토론 수업 방안 연구 중 특정 토론 형식 없이 진행한 연구로는 이동은(2003), 안정호(2005), 안경화(2009), 이은자(2012),
이지용(2012), 장영희(2015)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한국어로 토론을 진행한다.’라고만 설명하고 있고,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이 특별히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에 특정한 ‘토론 형식’을 제시한 연구도 있는데, 황주원(2009)의 1대1 형
식인 ‘링컨 더글러스 토론 형식’, 고영준(2014)의 ‘3대3 토론 형식’, 여미란․최윤곤(2015)의 의회 토론을 변형한 2대2 토론
형식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토론 수업에서는 중∙고급 단계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학문적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엄
2) 임칠성(2001)에서는 교육 토론을 ‘토론의 원리와 규칙을 특정한 교육적 목적에 맞도록 가공한 토론 방식’이라 정의하였고, 최복자
(2006:18)에서는 ‘토론을 교육하거나 토론을 통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 토론의 가공된 형식’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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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된 읽기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토론의 순서 및 방법이 잘 정리된 윤영 외(2015)의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토론｣을 주
교재로 삼았다. 토론 수업을 희망한 학습자 중 68.9%에 해당하는 40명의 학습자가 2급∼4급에 해당하는 초ꞏ중급 학습자
였기 때문에 고급 학습자와 달리 스스로 자료를 찾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근거를 찾는 활동을 하기에는 학습 능력과
한국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부담은 줄이고 읽기 수준은 맞추기 위하여 기본 자료가 정리되어 있
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
윤영 외(2015)의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토론｣은 찬반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읽기 자료’를 제공하며, ‘퍼블릭 포럼 디
베이트(Public Forum Debate)’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형식을 학습자에게 적용한 뒤
평가를 통해 정교화,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및 대상
1. 교육 토론 수업 개요
본 연구는 서울 시내 K대학교의 외국인 전용 교양 선택 수업인 ‘한국어의 화용’에서 진행한 토론 수업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어의 화용’ 두 개 분반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에게 9차에 걸쳐 수업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화용’ 수업에서 토론은 윤영 외(2015)의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토론｣을 주교재로 삼아 한 학기 동안 총 7
회 이루어졌으며,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3).

토론 주제
1.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2.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
3. 외모도 경쟁력이다
4. 초·중·고등학교의 시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5. 정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6.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7. 인간에게 종교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교재로 선정한 윤영 외(2015)의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토론｣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Public Forum
Debate)’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 윤영ꞏ고영준(2012, 268∼269)에서는 ‘일상과 관련된 주제에서부터 국제적인 이슈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다룬다는 점, 두 명 이상의 토론자가 한 팀을 이루어 상대 팀과 토론을 하므로 다수의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각 팀이 즉석에서 찬성과 반대, 또는 발언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에 양 측의 입장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그 결과 총체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다는 점, 형식이 느슨하고 평범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점’ 등을 들어 퍼블릭 포
럼 디베이트 형식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절함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연스럽게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형식
으로 첫 번째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3) 윤영 외(2015)에는 총 15개의 토론 주제가 등장하는데,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토론 준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
에 15개 주제 중 학습자의 선호를 조사하여 7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다른 주제들은 중간, 기말 시험과 개별 읽기 및 쓰기 과제로
학습자에게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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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전

(1) 토론의 형식 및 방법에 대한 소개
: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형식 소개, 근거 제시 방법, 입론과
최종발언 작성 요령, 토론 전략, 토론 표현 등
(2) 본격 토론 준비
: 주제에 맞춘 읽기 수업, 조별 토론 준비 및 연습 등

본격
토론
토론 후

입론 – 교차질의 – 반론 – 교차질의 – 전원 교차질의 – 최종발언

평가, 보고서 작성

각 토론은 자료를 읽고 근거를 정리한 후 추가 자료를 찾아서 조별로 발표하는 ‘토론 준비’ 과정과 ‘실제 토론’ 과정
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토론을 마친 후 학습자에게 적절한 토론 수업 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 시간 학습자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2. 학습자 조사 및 수업 평가 실시
본 연구에서는 총 9차에 걸쳐 학습자에 대한 기본 조사와 수업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의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학습자의 기본 정보, 즉 국적, 한국어 능력, 토론 수업 경험
유무 등을 수집하였고, 2차 평가에서는 모의 토론을 진행한 후 수업의 난이도와 방법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이후 토론
수업 모형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3차부터 8차까지는 간단한 한줄 수업 평가로 진행한 토론 수업에 대한 소감 및
평가를 적어 내게 하였고, 9차 마지막 기말 평가에서는 한 학기 동안의 토론 수업에 대해 평가하는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 작업 및 학습자의 평가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및 평가

시기

내용

1차

학기 초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 토론 수업 경험 유무 등 파악

2차

모의 토론 진행 후

-토론 상황을 관찰하여 각 단계 상세를 상세화
-토론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설문을 진행하여 토론 수업 방법 조정

매 토론 진행 후

-토론 수업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적어서 제출한 뒤 토론 수업 방법 조정

학기 말

-한 학기 동안의 토론 수업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설문 진행

3차∼8차
9차

2.1. 1차 조사: 학습자 기본 정보
설문에 응한 학습자는 ‘한국어의 화용’ 2개 반을 수강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 중 성실하게 설문에 응한 58명이다. 교
환학생과 학부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적은 중국 51명, 베트남 3명, 터키 2명, 대만 1명, 러시아 1명이다. 학습자의 현재
한국어 능력 등급4)은 2급 1명, 3급 13명, 4급 26명, 5급 18명으로, 대부분이 중급과 고급에 해당하는 한국어 능력을 가
4)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등급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가 있는지, 점수가 없다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은 몇 급인
지’를 조사하여 판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받았고, 이후 5개월 이상 한국어를 공부한 학습자가 있다면 현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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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학습자의 기본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시기

인원 및 지위

58명(교환학생, 학부생)

국적

중국 51명, 베트남 3명, 터키 2명, 대만 1명, 러시아 1명

한국어 능력 등급

초급 2급(1명) / 중급 39명: 3급(13명), 4급(26명) / 고급 18명: 5급(18명)

토론 수업 경험
유무

‘있다(29.3%)’가 17명, ‘없다’가 41명(70.6%)
토론 형식에 대해서는 10명(17.2%)의 학생만이 경험이 있다고 대답

토론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29.3%)’가 17명, ‘없다’가 41명(70.6%)으로 70%가 넘는 학습
자가 토론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토론 수업을 할 때도 ‘특별한 형식이 없었다’고 대답한 학생이 7명, ‘특별한
형식(입론, 교차질의, 최종발언 등)이 있었다’고 대답한 학생이 10명이었다. 즉 58명 중 10명에 해당하는 학생만이 토론의
형식에 노출된 경험이 있고, 82.7%(48명)의 학생은 토론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교수자는
토론 수업을 하기 전에 기본 조사를 하여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토론의 특징 및 각 순서, 입안과 최종발언을 쓰는 방법
과 예시문, 토론 동영상 시청’ 등을 얼마나 교육해야 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2.2. 2차 평가: 본격 토론 단계의 세부 능력 설정과 난이도 검토
2차 평가는 모의 토론을 진행한 후 실시하였는데, ‘토론 수업을 하고 나서 전체적인 느낌, 토론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
던 단계(복수 응답 가능)와 그 이유’를 간단히 적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설문 결과를 살피면서 동시에
학습자들이 토론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관찰하였다.
토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각 단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토론 수업에 대한 평가와 교수자의 관찰을 통해 ‘입론 – 교차질의 – 반론 –
교차질의 – 전원 교차질의 – 최종발언’ 단계에 필요한 세부 능력을 기술하고 난이도5)를 설정함으로써 이후 비계설정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태는 ‘4급’이라고 진단하였고, 본인이 스스로 진단한 경우에는 학습자 본인이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중간 기말시험 점수를 참고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하였다.
5) 난이도는 학습자가 어렵다고 대답한 평가와 교수자의 관찰을 근거로 하였으며, 고급 단계의 학습자도 어려워하는 단계는 ‘상’, 중급
단계의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단계는 ‘중’이라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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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 능력

난이도

∙필요한 자료를 서적이나 신문, 인터넷 등에서 찾아서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적절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고 요약하기
∙입론 형식으로 구조화된 글을 쓰기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적절한 어휘와 표현, 문법 사용, 적절한 몸짓언어와 발표 태도, 적절한 발음, 억양, 속도 등)

중

교차질의 질문

∙상대팀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듣기
∙상대팀의 근거를 듣고 주장의 의도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질문하기

상

교차질의 대답

∙상대방의 질문을 비판적으로 듣기
∙상대방의 질문을 듣고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적절한 방법(동의, 반박, 질문 등)을 사용하여 질문하기
∙적절한 어휘와 표현, 문법을 사용하여 발표하기
∙적절한 몸짓언어와 발표 태도를 가지고 발표하기
∙적절한 발음, 억양, 속도로 발표하기

상

∙토론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논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요약하기
∙최종발언 형식으로 구조화된 글을 쓰기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적절한 어휘와 표현, 문법 사용, 적절한 몸짓언어와 발표 태도, 적절한 발음, 억양, 속도 등)

중

쓰기

∙전체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논리적인 보고서 형식의 글쓰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적절한 어휘와 표현, 문법 사용)
∙한국어 타자로 작성하기

중

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토론 수업에 임하기
∙자신감 있게 토론에 임하기
∙협동적 태도로 구성원들과 토론을 준비하고 임하기

중

입론

최종발언

그외

입론 단계는 토론을 시작하는 단계로, 입론을 발표하는 학습자가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이후 토론 진행이 불가능하다. 토론은 입론에서 제시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므로, 근거를 적절
하게 설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토론 수업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어려
운 내용의 발표문을 훈련되지 않은 발음으로 발표할 때 듣는 과정이 불편해진다고 대답한 바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입론 단계에서 찬반 의견을 구조화하여 정리하는 단계에서 도움을 주고, 입론 발표자가 가장 중요한
근거를 모두 명료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Power Point와 같은 보조 자료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교
수자는 입론 원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발음 연습이나 자신감 증진을 도와주어야 한다. 집에서 미리
연습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입론 단계에서 필요한 세부 능력과 교수자가 도움을 주
어야 할 비계설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입론

비계설정
⦁
⦁
⦁
⦁

교수자는 수업 시간에 주제의 정의 및 범위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
수업 시간에 찬반 의견을 구조화하여 정리하는 단계에 도움을 줌
부정확한 발음과 비언어적인 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자료(PPT) 구성
연습 동영상 촬영

‘교차질의’ 단계는 입론의 근거에 대한 질문, 동의, 반박 등을 하는 단계로 논리성과 순발력을 키울 수 있는 의사소통

174
토론의 핵심이다. 상대팀의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본인들이 준비한 질문과 관계가 없는 근거가 나왔을 때
즉석에서 생각을 전환하여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도의 듣기 집중력도 필요하다6). 이 때문에 중
급뿐 아니라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도 교차질의 단계를 어려워하는데, 특히 질문하는 과정보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 학생 평가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서 긴장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라고 교차질의 과정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것을 힘들어하기는 해도, 외국인 학습자의 비판적인 논리성과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차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좀 더 단계화하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7). 교수자나 토론
능력이 있는 학습자가 ‘질의를 재구성하여 정리’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토론의 진행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 교차
질의 단계에서 필요한 세부 능력과 교수자가 도움을 주어야 할 비계설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비계설정

교차질의 질문

⦁ 토론 전에 상대팀의 근거를 추측하여 최대한 많은 질문을 준비하도록 함
⦁ 본격적인 토론 전에 교차질의 연습(교수자-전체 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진행

교차질의 대답

⦁ 토론 대답 전략 교육(동의, 반박, 질문 등 적절한 표현 교육 등) 연습
⦁ 교수자나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가 ‘질의를 재구성하여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토론 진행을 도움

‘반론’8)은 본래 즉석에서 상대 팀 입안과 교차질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4분 정도의 시간을 준비하여 현장 중심적인
찬반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상대팀의 입론을 듣고 바로 반론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이 외국인 학습
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론’의 성격보다는 반대 팀의 ‘입론’ 성격으로 세 번째 단계를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찬성 팀의 입론과 반대 팀의 입론은 각자 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조직화하여 표현하는 것이고,
이를 잘 듣고 교차질의를 하는 단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외국인 학습자의 토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론 단계의 현장 융통성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과정을 수정한 결과 학습자는 ‘입론’과
‘반론’을 같은 구조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어려움도 반감되었다.

단계
반론

비계설정
⦁ ‘반론’ 단계를 ‘반대팀의 입론’ 단계로 형식 및 내용을 조정

‘전원 교차질의’ 단계는 본래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토론 형식에서 청중을 토론의 과정에 끌어들여 참여를 높이는 동
시에 토론 내용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깊이 있는 토론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도 유의한데, 다른 팀의 토론을 들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운 학생들을 토론의
6) 이은자(2012: 263)에서도 교차질의의 문제를 ‘외국인 학습자의 듣기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면서 ‘상대가 발언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론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장한 주장만 반복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7) 희망적인 사실은 토론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교차질의에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던 학습자들이 발언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믿고 교수자는 계속 학습자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
8) 윤영, 고영준(2012: 270)에서는 입안 발언자들의 교차질의가 끝나고 이어서 양 팀의 두 번째 발언자가 ‘반박’을 시작하는데, 반박 팀
이 공격당한 내용을 충분히 ‘보충’하거나 상대 팀이 입안과 교차질의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박’하는 순서하고 하였다. 반박에서는
발언자 홀로 4분이라는 시간 동안 일방적인 발언을 해야 하고, 미리 원고를 구성해오는 입안과 달리, 반박은 즉석에서 상대 팀 입
안과 교차질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높은 순발력과 비판력을 요구하는 단계라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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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끌어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 토론 과정 안에 포함하였다. 청중은 전원 교차질의 시간에 찬성이나 반대팀에 질문을
할 수 있고, 교수자는 질문자의 조에 추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토론 참여를 높인다.
‘최종발언’ 단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 순서이다. 특히 자신의 팀이 가장 강점으
로 내세우는 논거를 부각시키는 단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과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스피치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최종발언을 할 때도 원고를 그대로 들고 읽는 학생들이 있어서 교재 내의 모범문을 보여주고, PPT를 만들어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입론과 마찬가지로 연습하는 영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단계
최종발언

비계설정
⦁ 부정확한 발음과 비언어적인 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자료(PPT) 구성
⦁ 연습 동영상 촬영

2.3. 3∼9차 평가: 학습자 평가 이후 토론 수업 모형 수립에 대한 시사점
3차부터 8차까지의 평가는 매 수업 마지막에 간단한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한줄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9차 평가에서는
모든 수업이 마무리되는 기말시험 기간에 실시하였다. 9차 평가에서는 설문을 구성하여 토론 단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
분과 그 이유, 토론자의 발언을 이해하기(듣기) 쉬웠는지 어려웠는지에 대한 이유, 토론 단계에서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토론 수업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
였다. 모든 토론 수업을 마친 후 진행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후 토론 수업에서의 비계설정을 정교화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3.1. 토론 단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 (1번: 가장 쉬웠다 --- 4번: 가장 어려웠다 / 중복 대답
가능)

가장 어렵다

두 번째로 어렵다

세 번째로 어렵다

네 번째로 어렵다

교차질의 중 대답

교차질의 중 질문

최종발언

입론

(1위) 3.41점

(2위) 2.65점

(3위) 2.46점

(4위) 2.15점

학습자 중 많은 수가 네 가지 단계 중 2∼3 단계가 모두 어렵다고 표시하였으며, 중급 학습자 중 대다수는 네 단계가
모두 어렵다고 답하였다. 교수자가 1차 조사 후 모의 토론을 실시하고, 조 단위로 소규모 찬반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학
습자들은 여전히 교차질의 단계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었다. 모의 토론 수업 진행 후 많은 비계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언어 능력 및 순발력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론 단계 중 ‘교차질의의 대답’이 가장 어렵다고 표현한 학습자들은 높은 현장에서의 순발력, 질문 이해에 대한 어려
움, 교차질의 준비의 부족, 학습자 말하기 능력의 부족, 시간의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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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생각하는 단계

인원 및 비율

(1위)
3.41점 (1위)
교차질의 중 대답

어려운 이유
높은 순발력 요구에 대한 어려움(15명)
질문의 문제점, 질문 이해에 대한 어려움(8명)
교차질의 준비의 부족(3명)
한국어 능력의 문제(3명)
준비 시간, 수행 시간의 부족(2명)
개인의 문제(1명)

교차질의의 대답이 어렵다고 대답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차질의 대답이 어려운 구체적 이유9)

높은 순발력 요구에
대한 어려움 (15명)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하면 잘 대답할 수 없다. 이럴 때 더욱 긴장한다. (6명)
∙상대측의 질문을 빨리 생각하고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5명)
∙미리 준비해도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하면 당황한다.
∙상상할 수 없던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은 있으나 말하기가 어렵다.
∙질문을 다시 생각해서 대답해야 한다.

질문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8명)

∙상대팀의 질문을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어려웠다. (3명)
∙(질문의) 수준이 높지 않고 이상해서 질문과 이해가 어렵다. (2명)
∙질문 이해가 어려웠고 빨리 대답하는 것도 어렵다.
∙상대측의 질문을 추측하는 것이 어렵다.
∙토론하기 전에 상대방의 질문을 추측하지 못한다.

교차질의 준비의 부족
(3명)
한국어 능력의 문제
(3명)

∙잘 준비해야 하고 예를 자세히 조사하고 질문에 맞추어야 한다.
∙잘 모르면 확실히 대답하거나 질문하는 것은 어렵다.
∙현장에서 생각하기 어렵고 만약 질문에 대해 준비를 못하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대답할 때 유창하고 조리 있게 말하기 어려웠다.
∙반박하려면 좋은 생각과 말하기가 필요하다.

준비 시간, 수행
시간의 부족 (2명)

∙상대방의 질문에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좋은 대답을 하고 싶으면 어렵다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준비하고 좋은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문제 (1명)

∙개인 문제 때문에 너무 긴장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단어를 모르겠다.

한국어 실력이 낮은 학습자일수록 ‘상대방의 질문이 좋지 않고, 나의 준비는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고, 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와 같은 부정적 반응의 연쇄 고리를 보이기 쉬우므로, 이것을 끊어주는 것
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된다.
토론 단계 중 두 번째로 어렵다고 대답한 단계는 ‘교차질의에서 질문’을 하는 단계이다. 교차질의의 질문이 어렵다고
대답한 학습자들은 ‘본인들의 낮은 한국어 실력, 자신감 문제, 내용 이해의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계

인원 및 비율

(2위)
2.65점 (2위)
교차질의 중 질문

어려운 이유
∙본인들의 낮은 한국어 실력
∙질문 구성에 대한 문제점
∙자신감의 문제

9) 이유는 학습자가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실으려고 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
기입하였다.

) 안에 추가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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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질의 질문이 어렵다고 대답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차질의 질문이 어려운 구체적 이유
한국어 능력의
문제 (4명)
질문 구성에 대한
문제점 (2명)
자신감의 문제 (1명)

∙잘 모르면 확실히 대답하거나 질문하는 것은 어렵다
∙반박하기 어려운 논거를 찾는 것이 어렵다.
∙(한국어) 수준이 높지 않아서 질문과 이해가 어렵다.
∙질문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생각하기 어렵다.
∙질문할 때 어떤 질문이 더 좋은지 모른다.
∙자신감이 없어서 질문할 수 없다

토론 단계 중 세 번째로 어렵다고 대답한 단계는 ‘최종발언’ 단계이다. 최종발언이 어렵다고 대답한 학습자들은 ‘전체
내용을 모두 총괄하여 요약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계

인원 및 비율

(3위)
2.46점 (3위)
최종발언

어려운 이유
∙요약 및 정리 과정의 어려움
∙한국어 능력의 문제
∙자신감의 문제

최종발언 단계가 어렵다고 대답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종발언이 어려운 구체적 이유

요약 및 정리 과정의 어려움 (7명)

한국어 능력의 문제 (5명)
자신감의 문제 (1명)

∙최종발언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만 뽑아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어렵다. (2명)
∙최종발언은 결론 부분이라서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연결하고 써야 한다.
∙자기 측하고 상대측의 가장 중요한 논거를 다 잘 알고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토론을 자세히 듣고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요약하는 방법이 어렵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내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2명)
∙많이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2명)
∙많이 준비해야 하고 발표해야 한다.
∙자신감이 없어서 질문할 수 없다.

초급과 중급 수준의 학습자 중 많은 수가 입론과 최종발언을 어려워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입론을 어려워하는 학생
들은 최종발언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한다는 사실이다. 학습자들은 ‘내용을 많이 조사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야
한다, 전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입론과 최종발언이 ‘모두’ 어렵다고 대답했다.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토론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토론 단계 중 네 번째로 어렵다고 대답한 단계는 ‘입론’ 단계이다. 입론이 어렵다고 대답한 학습자들은 대부분 중급
단계이거나 발표 기회를 별로 가지지 못해 불안감과 긴장감이 높은 학습자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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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대답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계

인원 및 비율

(4위)
2.15점 (4위)
최종발언

어려운 이유
∙내용이 필요하고 조사를 많이 해야 한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많이 준비해야지 발표할 수 있다.

학습자 평가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쉬운 단계는 입론과 최종발언이므로, 이 단계를 먼저 교수하고 발표시켜 자신감을
높인 후 이후 천천히 질의응답 단계로 넘어가는 교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3.2. 토론 단계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듣는 것이 쉬웠는가?

다음 질문은 전체 청중이 대답한 것이었는데, 토론자의 발언을 듣는 것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많은
비계설정에도 불구하고 토론 수업을 힘들어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의 근거나 의견, 질문 등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질문에 대한 의견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10).

토론자 발언에 대한 의견

이유

쉬웠다
(18명)

∙능력이 비슷하고 중국 사람이어서, 발음이 괜찮고, 단어 수준이 낮고, 천천히 말하니까 말이 쉽고 듣기 쉽다. (12명)
∙수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1명)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쉬워졌다.(발음과 억양이 이상했으나 점점 익숙해짐) (1명)
∙수업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하고 키워드를 생각했다. (1명)
∙많은 준비를 하면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의 내용을 대부분 알 수 있다. (1명)

보통이다
(4명)

∙질문이 너무 길거나 발음이 이상하면 알아듣기 힘들지만 그 외는 쉽다. (1명)
∙어떤 친구의 말은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친구의 말은 어렵다. (1명)

어려웠다
(36명)

∙발음, 표현력의 문제 (23명)
∙내용(어휘) (4명)
∙어려운 단어와 문법, 문장의 구조 (4명)
∙말의 길이: 끝까지 집중해야 하는데 말이 너무 길다 (2명)
∙말의 속도 (1명)
∙듣기 능력 부족 (1명)
∙나의 한국어의 부족 (1명)
∙관계없는 이야기 (1명)
∙자신감이 없어서 질문할 수 없다. (1명)

결론적으로 학습자들의 ‘62%’는 학습자들의 발언을 듣기 어려웠다고 대답하였고, 38%는 보통이거나 쉬웠다고 대답하
였다. 듣기가 어려웠다는 선행 연구를 증빙하는 자료라고 하겠다. 그 외에도 학습자들은 한국어 실력의 부족, 시간 부족,
사전 조사 및 토론 준비의 어려움, 긴장감 때문에 토론 수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10) 학습자가 ‘발음, 문장 구조가 잘 통하지 않는다, 문법’이라고 세 가지 부분을 모두 이유로 제시한 것은 세 가지 내용이 모두 어렵
다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세 영역에 각각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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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토론 수업 시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다음으로는 ‘토론 수업 시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복수 응답을 하도록 했는데, 조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인원

다른 학생이 말한 내용을 정리할 때

50명

토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41명

학생들의 질문을 장려할 때

37명

입론 내용을 정리할 때

28명

최종발언을 정리할 때

13명

2.3.4. 토론 수업이 한국에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마지막으로는 ‘토론 수업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그것은 비록 학습자가 토론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도 동시에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을 나타낸다.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토론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항목(복수 응답 가능)

인원

1위: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사고력) 향상

50명

2위: 내 의견을 말하는 말하기 능력 향상

49명

3위: 자신감 향상

49명

4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듣기 능력 향상

42명

5위: 추가 자료를 찾기 위한 읽기 능력 향상

40명

6위: 내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쓰기 능력 향상

39명

학습자들은 토론 수업을 통해 한국어의 모든 영역이 고르게 향상했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사고력 향상’이 1
위, ‘쓰기’ 능력이 6위였다. 이것은 토론이 ‘말하기’ 능력과 가장 밀접하다는 선행 연구를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던진다.
‘쓰기’ 능력이 6위하라는 것은 토론 수업에서 쓰기 활동이 교사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기보다 토론을 준비할 때와 마친
후 집에서 수행하는 과제 형식으로 진행된 이유가 클 것이다. 따라서 몇 명의 학습자는 ‘토론 후 보고서를 쓰는 활동은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나 교수님이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학습자들은 토론 수업을 하는 과정을 대해 ‘학업에 대해 흥미가 생겼다(7명), 자신감이 생겼다(6명), 새로운
내용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다(5명), 사고력이 깊어졌다(4명), 한국어 실력 및 토론 능력이 향상되었다(4명)’ 등을 언급하
며 토론 수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학습자의 토론 수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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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을 통해 토론을 좋아하게 되었다.
∙토론은 좀 어렵지만 재미있다
∙처음에는 긴장했으나 점점 익숙해지고 재미를 느낌
∙학업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처음엔 자신감이 없어서 긴장했다. 그런데 선생님과 친구의 도움 덕분에 자신감도
향상하였다.
∙가치관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자료를 찾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토론의 매력이다.
∙선생님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영향을 미친다.
∙매주 보고서를 써야 하니까 쓰기에 자신이 생겼다.

IV. 결론 및 이후 연구 방향
- 현재 한국 대학에 와 있는 학습자에게는 비판적 사고력, 지식 향상을 위한 읽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능력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토론‘이라는 수업 방안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 형식을 갖춘 교육 토론을 경험해본 학습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토론 수업 전에 ‘토론의 특징 및 각 순서, 입안과 최종
발언을 쓰는 방법과 예시문, 토론 동영상 시청’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토론의 각 단계에서 보조자료(PPT) 구성, 연습 동영상 촬영, 질문 구성 등 다양한 비계설정이 필요하다.
- 학습자들은 교차질의 단계를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그 부분이 가장 재미있다고 대답했다.
- 학습자들은 다른 학생이 말한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데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 토론 수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토론 수업을 한 학기 경험한 학습자들은 모두 토론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고 평가하였으며,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사고력과 자신감 향상, 논리적인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 다음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평가를 통해 수립한 토론 수업 모형이 실제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교육되었을 때 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 등 대학 수학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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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적합형 처리 이론 기반 형태초점화 연구
정대현(협성대학교)

1. 서론
제2 언어 습득 분야의 기존 연구 성과에서는 형태와 의미를 적절하게 결합하는 형태 초점 교수가 제2 언어 학습에 유
익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 분야에서 명시적 형태 초점 교수1)가 언어 학습에 유익하다는 사실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이 축적되어 왔다(Norris & Ortega, 2000; Spada, 2011; Williams, 2005; 정대현, 2008; 이원우, 2010; 초곤,
2012 등).
그러나 학습자의 주의력을 형태로 이끄는 데 적절한 시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성과는 많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 1990년대 Doughty와 Williams(1998)는 형태 초점 교수에서 교수법적 선택2)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매우 드
물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주의력을 형태에 집중시키는 데 일정한 시기가 존재하는 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이적합형 처리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언제 형태초점화가 이루어져야 적절한지를
기술하되,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기술할 것이다.

2. 전이적합형 처리 이론(Transfer Appropriate Processing, TAP)3)
Spada와 Lightbown(2008)은 전이적합형 처리 이론(Transfer Appropriate Processing, TAP)4)에 기반하여서 형태초점화 시
기의 적절성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인지심리학에서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광범위한 이론적 틀 안에 그 뿌리를 두고
1) 여기에서 의미하는 명시적 형태 초점 교수란 교사의 오류 수정 피드백, 입력 강화, 처리 교수 등의 교수 기법을 의미한다. 특히 제2
언어 교실에서 내용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한국어교육에서 명시적 형태 초점 교수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창구, 2010; 김정, 2011; 박성미, 2011; 서유연, 2009; 이원우, 2010; 정대현, 2008, 2015a, 2015b; 정소희,
2007; 진동희, 2010; 최보선, 2010; 초곤, 2012 등
2) Doughty와 Williams(1998)는 교수법적 선택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선택 1. 형태 초점 교수인가 아닌가?,
선택 2. 반응적 형태 초점 교수 VS 원시적 형태 초점 교수, 선택 3. 언어 형태의 선택 4. 형태 초점 교수의 명시성, 선택 5. 형태
초점 교수의 교수 순서 VS 통합적 형태 초점 교수 선택, 6. 교육과정에서 형태 초점 교수의 역할. 이 연구는 선택 5번과 관련이 있
다.
3) https://www.youtube.com/watch?v=yQLSKaMlZSg
4) 전이적합형 처리 이론이란 기억의 용이성과 관련이 있다. 즉 학습 재료가 나중에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부호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호화 시 사용되는 과정과 인출 시 사용되는 과정이 유사할수록 기억이 더 잘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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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TAP 이론의 핵심 가설은 인간의 두뇌는 정보를 양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은 주
의를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기억할 수 있는 정보량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Lachman,
Lachman, & Butterfield, 1979).
또한 TAP 이론이 정보 처리 측면에서 기여한 것은, 인간의 두뇌가 어떠한 것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학습을 하는 동안 인지 과정이 활성화하는 것처럼, 기억을 재생할 때의 인지 과정도 동일하게
활성화한다(Blaxton, 1989; Morris, Bransford, & Franks, 1977)는 것이다. TAP 이론에서는 인간이 어떤 항목을 학습할 때
학습한 항목을 두뇌 속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과정과 지각적 과정이 인간의 학습 수행에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이 학습한 항목을 기억하려고 할 때 학습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장면을 회상하게 되는데, 인간이 겪었던
인지적 과정과 그 항목을 재생할 때 필요한 인지적 과정 사이에는 매우 큰 유사성이 존재하며, 그 유사성이 크면 클수록
어떠한 것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언어 교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의사소통 맥락에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은 비슷한 맥락에서
언어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TAP 이론은 왜 학습자가 의사소통 중심, 내용 중
심, 과제 중심의 언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하는 학습자가 특정한 목표 문법의 특징을 습득하는 데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TAP 이론은 제2 언어 습득론에서 Segalowitz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개되었다(Segalowitz & Gatbonton
1995; Segalowitz & Lightbown, 1999). 이 연구 성과는 제2 언어 교수와 학습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세웠을 뿐만 아니
라 제2 언어 교수와 학습에 적용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TAP 이론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는 언어 교수 분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8년에
Lightbown은 학습자가 제2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과 제2 언어를 재생할 때 개입하는 인지적 과정이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논문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그는 Trofimovich(2005)의 연구에 주목하였는데, 이 연
구에서는 학습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단어를 반복하는 능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는 학
습 과정과 재생 과정 사이에 인지적 유사성을 보일 때 가장 성공적으로 단어를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다른 연구인 Barcroft(2002)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하에서 학습자가 제2 언어의 어휘를 습득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학습자는 그들이 학습했던 방식과 유사한 환경에서 단어를 재생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단어를 가장
잘 재생해 내었다.
Spada와 Lightbown(2008)은 TAP 이론의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학습자가 제2 언어 지식을 획득하는 시기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주장하였다. 제2 언어 지식은 학습자의 주의력을 형태와 의미에 동시에 초점화하는 방법(예: 의사소통 과제)을
동원하는 통합적 형태 초점 교수에서 획득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2 언어 지식은 의사소통과 분리하여서(예: 문법 테스
트) 학습자의 주의력을 형태에 집중시키는 분리적 형태 초점 교수에서 획득된다고 주장했다.
Spada가 정의한 형태 초점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분리적 형태 초점 교수와 통합적 형태 초점 교수는 대부분의 초점을
의미에 두되, 주의력을 형태에 두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된다. 즉 주의력을 형태에 두는 것은, 부가적인 작업이지
만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 두 교수 유형의 차이점은 형태 초점 교수를 제공하는 시기에 차이를
둔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통합적 형태 초점 교수는 학습자의 주의력을 형태에 초점화시키는 활동이 의사소통/내용
중심의 연습 및 활동과 연계된다. 반면에 분리적 형태 초점 교수는 의사소통/내용 중심의 연습과는 분리하여서 학습자의
주의력을 형태에 초점화시키는 활동을 수행한다.
Spada와 Lightbown(2008)에 의하면 이 두 가지 교수 유형 모두 계획될 수 있으며 교사 중심의 명시적이며 귀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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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이루어진다. 물론 분리적 형태 초점 교수가 문법 번역식 접근법 혹은 전통적인 교수 형태(Focus on FormS,
Long1991)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전통적인 교수 형태(Focus on FormS, Long1991)에서는 언어 구조를 극
단적으로 연습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의사소통 연습과 같은 의미에 초점을 두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리적
형태 초점 교수는 형태에 초점을 기울이면서도 그와는 별개로 의사소통 연습을 부가적으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
인 교수 형태와 구별된다.

3. 연구방법
3.1 목표 문법과 교수 도구
이 연구에서는 전이적합형 처리 이론을 기반으로 형태초점화 시기의 적절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목표 문법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이다.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를 목표 문법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형사형 어미는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문법 항목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문법의 난이도가
높다는 또 하나의 근거는 한국어교육에서 이 문법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대현, 2008; 최서원, 2009; 이유라, 2011; 서만, 2012; 김형주, 2014; 소문경, 2015). 관형사형 어미와 관련한 논문이 지
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학습자가 관형사형 어미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갖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관형
사형 어미는 언어 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단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복문의 구
성 비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복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문법(관형사형 어미)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관형사형 어미를 분리적 형태초점 교수법과 통합적 형태초점 교수법으로 교수하되 교수는 이틀 동안 수행하는데 1일
4시간 씩, 총 8시간에 걸쳐서 수행할 것이다. 분리적 형태 초점 교수와 통합적 형태 초점 교수는 동일한 화제와 주제(예,
인터넷에 답글하기, 여가 생활에 대한 인터뷰하기)를 사용하며 주의력을 형태에 초점화하는 활동도 동일하다.
또한 교수 활동에는 학습자에게 메타언어적 설명과 명시적 오류 수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형
태에 주의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교수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 통합적 형태 초점 교수를 제공하는 수업에서
학습자의 주의력을 이끄는 활동은 의사소통/내용 중심의 활동과 함께 학습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반면에 분리적 형태 초
점 교수를 수행하는 수업에서 학습자의 주의력을 이끄는 활동은 의사소통/내용 중심의 활동과 분리하여서 학습자에게 제
공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통합적 형태 초점 교수 활동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소개/토론(예, 이웃 주민과의 분쟁해
결하기)과 함께 제공하여서 학습자의 주의력을 교수 자료의 내용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한다. 학습자가 활동을 수행하
는 동안 교사는 주제를 담은 교육 자료의 예들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가 그들의 주의력을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에 집중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교사는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에 대하여 빠르게 설명을 제공하는 식으로 개입하거나 학습자가 관형사형 어미를 산출할
때 일어나는 오류에 대하여 오류 수정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수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 형태 중
심의 활동에서 관형사형 어미 구조의 형태에 전적으로 집중한다. (2) 의사소통/내용 중심 활동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구조
를 주제 중심의 내용과 함께 제공하되 명시적으로 형태에 주의력을 제공하는 활동은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리적 형
태 초점 교수 집단에서 교사에게 형태에 대한 오류 수정을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할 것이다.
대부분의 형태 초점 활동은 비슷하게 제공되지만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단 모두 인터넷에 답
글하기에 대한 읽기 활동을 수행한다면 분리적 형태 초점 집단의 학습자에게는 형태에 집중하게 하는 활동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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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은 문법 형태를 수정하도록 요구하되 괄호를 채우는 형식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적 형태 초점 교수
집단은 어떤 내용을 읽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목표 문법에 대한 오류 수정
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 <그림 1>에는 수업 첫째 날에 수행할 통합적 형태 초점 교수 활동과 분리적 형태 초점 교수 활동을 제시하였다.
두 수업 모두 인터넷에 답글하기를 주제로 삼았다. 분리적 형태 초점 교수를 수행하는 수업에서 첫째 날 학습자에게 제
공하는 두 가지 활동의 초점은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적 특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학습자에게 명시적 교수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형사형 어미 구조를 익힐 수 있는 연습 기회도 제공된다(예, 관형절을 포함한 복문 구조의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찾아내기, 관형사형 어미 형태와 시제 식별하기). 이러한 두 활동은 텍스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습자가 인터넷 답글하기에 필요한 연습과 발견에 대한 내용을 읽고, 그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수행될 것이다.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활동 자료는 관형사형 어미로 구성된다. 그러나 학습자의 주의력은 이 자료의 내용과
주제에 한정하여 집중되도록 설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료의 내용과 주제를 접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제시된 자료와 관련이 있는 진위형 문제를 풀게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통합적 형태 초점 교수를 받는 집단의 첫 번째 활동은 학습자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 건강을 유지하
기는 방법, 건강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 등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한다. 이 활동은 학습자에게 관형
사형 어미의 형태와 문장의 구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짧지만 명시적으로 교수한다. 이 때 수업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예로 들어서 사용한다.
또한 학습자는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진위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는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로 구성한다.
학습자가 진위형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교사는 학습자의 주의력을 관형사형 문장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학습자에게 이
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적 차이가 무엇인지 말하도록 요구한다. 학습자가 활동을 마치면 교사는 진위형 문제에 대한 학
습자의 반응에 오류 수정을 제공한다. 마지막 활동은 건강하게 사는 방법/연습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주의력
을 형태로 유인하되 항상 교수 자료의 내용과 주제 속에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그림 1> 분리적 형태 초점 교수 활동과 통합적 형태 초점 교수 활동의 내용
교수 활동

◯ 교수 활동 내용(형태 초점 활동 내용은 굵게, 기울임체로 표시)

 분리적 형태 초점 활동 내용

관형사형 어미로 구성한 문장을 쓰고 그날의 주제를 소개한다.
‘인터넷에 답글하기’라고 칠판에 쓴다
관형사형 문장들을 칠판에 나열한다.
1(40분)

학생들에게 문법 요소를 구별하도록 요구한다.
학습자에게 관형사형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관형사형 어미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형태와 문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관형사형 어미 형태를 연습하고, 문장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변형하는 연습을 수행한다.
교사는 오류가 있는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

2(20분)
3(30분)

인터넷에 답글 달기라는 주제를 가진 읽기 자료를 나누어 주고 학습자에게 텍스트를 읽도록 한 후, 문법 형태에 대한
클로즈 테스트를 실시하거나 학습자가 제출한 답을 수정한다.
학습자가 읽은 텍스트에서 문장을 찾아보도록 요구한다. 관형사형 어미의 유형별 형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시 한 번 ‘인터넷에 답글 달기’란 글을 읽게 한 후,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한다.

4(20분)

글의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담은 질문지를 학습자에게 나누어 준다. 자신의 짝과 함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한다.

5(20분)

‘인터넷에 답글 달기‘를 읽고 발견한 사실을 친구들과 토론하게 하고 몇 가지 진위 형 질문에 대답하게 한다.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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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형태 초점 활동 내용
인터넷으로 답글을 해본 경험에 대해서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인터넷에 답글 달기’라고 칠판에 쓴다.
1(30분)

관형사형 어미 문장들을 칠판에 나열한다.
학생들에게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게 한다.

관형사형 어미의 구조와 의미, 시제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관형사형 어미의 쓰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한다.
학생에게 이 글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진위형 문제를 풀게 한다.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관형사형 동사의 형태, 의미, 시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오류가 있는
2(30분)

형태를 수정해 보도록 요구한다.
교사는 학습자의 반응을 수정한다.
교사는 진위형 문제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질문한다.

교사는 토론을 통해서 목표 문법의 오류를 수정한다.
다시 한 번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란 글을 읽게 한 후,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

교사는 토론에서 발견되는 목표 문법 오류를 수정한다.
학습자에게 다시 한 번 글을 읽게 하고 관형사형 문장과 문법 규칙을 식별하게 요구한다.
3(60분)

글의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담은 질문지를 학습자에게 나누어 준다. 자신의 짝과 함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한다.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준다.

교사는 토론에서 발견되는 목표 문법 오류를 수정한다.
학습자에게 글에서 나타나는 관형사형 동사의 유형을 정리하고 식별하게 한다.

3.2 언어 측정 도구
목표 문법에 사용할 언어 측정 도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오류 수정 과제(written error correction task, ECT)와 그림 단
서 구어 생산 과제(picture-cued oral production task, OPT)를 사용할 것이다. ECT5)는 통제 가능한 문법 지식(예, 명시적
지식)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OPT는 의사소통 상호작용 활동에서 문법에 대한 학습자의 직관적인 지식(암시
적 지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사전 시험은 교수를 시행하기 전에 수행하고 사후 시험은 교수를 진행한 후에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지연 시험은 2주 후에 시행할 것이다.
ECT는 두 가지 버전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하는데 각 버전에는 20개의 목표 항목과 5개의 오답지가 무작위한 순서로
나열될 것이다. 버전 A는 사전 시험에 사용하고 버전 B는 사후 시험과 지연 시험에 사용할 것이다. Lee(2007)에서 제시
한 오류 유형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오류 유형을 연구 계획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에 맞는 형태 구별:

‘-(으)ㄴ, -는, -(으)ㄹ, -던’과의 접사 결합 오류(예, 태권도를 배우면서 옛날

에는 이상하게만 보이는(보이던) 한국 문화......).
주동문과 사동문 구별: 복문 형태의 문장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중심으로 주어와 동사를 찾는 능력(예, 우선 한 달동안
돈을 쓸 계획을 세우고......).

5) ECT로는 제2 언어의 명시적 지식의 발전 양상을 밝힐 수 있고, OPT로는 제2 언어 암시적 지식의 발전 양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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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측정 도구 버전 A와 B에는 모두 20개(‘-(으)ㄴ(5개), -는(5개), -(으)ㄹ(5개), -던(5개)’)의 목표 문법 항목을 포함시
키되 동일한 동사와 문법 구조로 문장을 구성한다. 그러나 명사와 형용사는 학습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항목으로 설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력이 연구 목적과 관계없는 곳으로 분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한다.
OPT 버전은 사전 실험, 사후 실험, 지연 실험 모두에서 집단별로 동일하다. 그림에는 학습자가 이야기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시킨다. 선생님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림, 어제 여자 친구와 영화를 보는 그림 등과 같다. 학습
자는 그림을 보면서 스토리를 만들되 관형사형 어미를 이야기 구성에 맞게 사용하여서 말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제는 연
구보조원과 학습자 사이에 컴퓨터를 두고 진행하는데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서 과제 내용을 수행하게 한다. 과제를 수행
하면서 음성화되는 모든 내용은 음성녹음기에 기록한다.

3.3 데이터 분석
ECT에 반응한 학습자의 답안을 점수화시킬 것이다.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은 목표 문법 수행 능력, 비목표 문법 수행
능력, 중간 언어 발전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 학습자가 문장의 의미에 맞는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하고,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형태 오류를 수정하고, 적합한 시제를 사용하여 오류문을 수정하면 3점을 부여한다. 학습자가 문장의 의미에 맞는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하였지만 결합 형태에 대한 수정이 부적절하다면 2점을 부여한다. 학습자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
여 어떠한 수정을 하였지만 그것이 부적절하다면 1점을 부여한다. 학습자가 어떠한 시도하지 않았다면 0점을 부여한다.
OPT도 ECT와 같이 학습자의 중간 언어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학습자가 정확한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
된 문장을 생산하였다면 3점을 부여한다. 반면에 학습자가 적절한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였지만 접사 결합 형태에 오류
가 있거나 시제 오류가 있다면 2점을 부여한다. 학습자가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 0점을 부여한다. 데이터의 분석
은 사동 동사를 분석하는 방법과 같이 다층수준기본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4. 연구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의 주의력을 형태로 이끄는 데 적절한 시기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탐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두 교수 유형이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과 내용 중심 교수의 수업에서 언제 학습자의 주의력을 형태에 초점화
하는 것이 언어 학습에 유익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이 두 교수 처치로 인하여 학습자의 제2 언어 지식이 발전하게 되는데 발전하는 제2 언어 지식에는 어떠한 유형
이 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분리적 형태 초점 교수와 통합적 형태 초점 교수 중에 어떠한 교수 유형이 학습자의 언어 학습에 우월한지를
ECT를 통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File과 Adams, 2010; Spada와 Jessop 등, 2014)
에서는 두 교수 유형 모두 학습자의 제2 언어 어휘 학습 또는 목표 문법 습득에 유익했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이 분야의 연구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시기의 적절성 문제에 대한 결론을 공고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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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
-동국대학교 ‘함께 배워요 한국어’를 중심으로최은경⋅이인희⋅김진영(동국대학교)

1. 서론
한국어교육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게 된다. 학습자가 한국어
를 배우는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고 해당 교육 현장의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게 된다.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 역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철학에
맞게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기관의 교재는 단독 저자가
아닌 복수 저자로 구성된 집필진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우수한 한 개인이 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개인이 개발한 교재를 기관의 주교재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둘째, 일정 기간마다 수정ꞏ보완하여 개정이 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왜냐하면 한국어교재는 이론을 다루는 교재와 달리 현장의 교육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이
다. 셋째, 교재개발 후 해당기관 구성원들에게 집필진의 의도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경향
이 있다.
한국의 대학부설 교육기관은 약 147개가 있는데1) 1급부터 6급의 한국어교육 전 과정에 해당하는 자체 개발 교재를 가
지고 있는 교육기관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초급교재만 개발하고 중급이나 고급 교재를 개발하지 못한 기관도
상당수이다. 이것은 초급교재 개발이 교재 개발의 첫 단계이기도 하지만, 초급 학습자수가 가장 많은 것도 이유가 될 것
이다. 교재 개발 작업이 노력과 시간은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은 중ꞏ고
급 교재까지 출판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다. 교육기관이 설립 초기이거나 소규모인 경우에는 타 대학 교육기관의 교
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규모가 양적으로 커지게 되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철학과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교
재개발을 하게 마련이다.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는 교재 개발의 원리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한 교재 개발 연구,
언어권별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연구, 특정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교재 개발 관련 연구 중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주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연세대학교 교
재, 가톨릭대학교 교재, 경희대학교 교재의 개발 관련 연구물 정도가 있다.2)
한국어교육계에서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교재의 역할과 비중이 큰 것은 물론이고 이들 교재는 몇 년을 주기로 개
1)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www.klic.co.kr) 2017년 자료.
2) 연세대학교 교재로 한송화(2003), 황인교(2005), 곽지영(2008), 조항록(2013) 등이 있고, 가톨릭대학교 교재로 박선옥(2011), 경희대학
교 교재로 이정희(2016)가 있다. 참고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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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주요기관의 교재 개발의 경험과 노하우는 타 기관의 교재 개발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다. 동국대학교에서는 기존 중급교재의 내용 대부분을 수정하여 새롭게 중급교재를 출간하였다. 중급교재 개발
과정의 실제를 공유함으로써 이제 막 교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한국어교육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교재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은 기존 연구물에서도 충분히 언급되었던 것이라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생략한다. 이것은 실제 교재 개발의 내용을 충분히 싣기 위함이다.

2. 교재 개발의 절차
교재 개발의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교재 개발의 절차
연구물

교재 개발의 절차

조항록(2003)

학습자 요구 분석 → 교수목표, 교육과정, 교수요목의 설정 → 단원의 구성 → 교재 내용의 구체화 → 시험
적 사용과 수정, 보완

황인교(2005)

개발 전 단계 → 개발 단계 → 시험 사용 단계 → 완성 단계

곽지영(2008)

개발 전 단계 → 개발 단계

서종학·이미향(2007)

요구 조사 → 설계 → 단원 구성 및 집필 → 시험 사용 → 완성

박선옥(2011)

연구 기획 단계 → 개발 기초 단계 → 개발 실제 단계 → 시험 사용 단계

최권진(2017)

기획 → 준비 → 집필 → 시험 사용 → 완성

교재 개발의 첫 단계에서는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를 개발할지에 대해 방향을 설정해야 하
는 시기이므로 학습자 요구 분석과 기존 교재의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작업을 거친 후에 향후 작업의 세부 일정을
수립하게 된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집필과정이 있고 집필된 내용을 시험 사용하면서 수정ꞏ보완하는 단계가 있다. 마지막
으로 원고가 완성되면 출판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표 1>에 제시된 각 연구의 용어나 구분은 다르나 각 단계의
흐름은 다르지 않다. 다만, 연구자마다 교재 집필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어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교재 개발의 절차를 작업 내용의 성격과 해당 단계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 단계 → 집필 단
계 → 출판 단계’로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의 교재 개발은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에 교재 집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교재 개발을 진행할지와 관련된 논의는 생략하고 교재 개발이 결정된 이후의
본 작업부터 교재 개발의 절차로 삼았다. 교재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교재 개발 기간과 집필진, 그리고 비용 등 실제적
인 사항들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국대학교 중급 교재 개발은 2016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2월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2018년 3월초 출간을 목
표로 진행되었다. 2016년 9월 이전에 집필진이 구성되었으며 집필비를 비롯하여 회의비, 삽화 및 이미지 작업 비용 등
실제적인 사항들도 논의를 마친 후 진행하였다.3) 전체 일정은 <표 2>와 같다.

3) 저작권은 국제어학원에, 출판권은 동대출판부에 있다. 삽화와 이미지 작업의 대략적인 비용은 기획 시 예상한 바는 있으나 집필 작
업을 진행하면서 삽화나 이미지 개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집필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온 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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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급 교재 연구 개발 일정
구분

연구
단계

기간

출판
단계

비고

2016년 가을학기

- 기존 중급교재의 교재구성 및 문제점 분석
- 타 기관 중급교재 분석 및 연구물 검토

- 3,4급 공동 작업
- 각자 작업 후 회의

2016년 겨울학기

- 동국대 초급교재의 집필 취지 공유 및
내용 검토, 중급 교재의 방향 설정
- 중급교재의 문법항목 및 주제 선정, 단원구성

- 3,4급 공동 작업
- 2차 집필진(4명) 연수

- 3급 1차본 집필
- 4급 1차본 집필

- 집필위원 4명 추가
(~2017년 가을학기)

2017년 여름학기

- 3급 2차본 집필(1차본 수정/보완)
- 4급 2차본 집필(1차본 수정/보완)

- 1차본 사용

2017년 가을학기

- 3급 3차본 집필(삽화/이미지 추가)
- 4급 3차본 집필(삽화/이미지 추가)

- 2차본 사용
- 삽화가, 편집디자이너 공동 작업
- 이미지 구입 사용

2017년 겨울학기

- 3,4급 출판본 작업 및 교정
- 앞부속, 뒷부속 작업4), 표지 작업
- 듣기 지문 녹음

- 3차본 사용
- 3,4급 공동 작업

2017년 봄학기
집필
단계

내용

2018년 봄학기 개강 시점에 3,4급 교재 출간

연구 단계와 출판 단계에서는 집필 총괄 한 명을 포함하여 3급 전문가 두 명과 4급 전문가 두 명으로 집필진을 구성
하였다. 3급과 4급을 연계하여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담당은 구분되어 있으나 연구와 출판 작업은 집필진 전원
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집필 단계에서는 3급과 4급을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집필 총괄은 3급과 4급을 아
우르고 3급과 4급은 각각 집필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3급과 4급에 각각 두 명씩 집필진이 추가되
었다. 즉, 연구 단계와 집필 단계에서는 전체 집필진 5명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하고 집필 단계에서는 3급과 4급이 각각
5명씩의 집필진으로 진행하였다.

3. 연구 단계
연구 단계는 전체 교재 개발 단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교재의 전체적인 틀이 구성
되는 것은 물론 집필을 위한 세부 항목인 단원 구성과 각 단원의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연구 단계에서 진행된 주요
작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3-1. 기존 교재의 문제점 분석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기존 교재가 있었으나 사용자인 교사와 학습자 모두 새 교재의 필요성을 이미 공유하고
있어서 새 중급 교재 개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기존 교재의 많은 부분을 실제 수업에서는 연습지나 다
른 자료를 추가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교재는 해당 일의 교수 항목 및 내용을 표시하는 수준의 역할만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필요했다. 즉, 기존 교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재 수업에서 개선안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새 교재에 담아내는 작업을 시작으로 기존 교재의 분석이
진행되었다.
4) 앞부속은 판본페이지, 머리말, 일러두기, 차례, 교재구성표 등이며, 뒷부속은 듣기 지문, 모범답안, 찾아보기(어휘 목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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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제 활동
과제 활동 중심의 교재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다양한 과제 활동이 제시되었으나 일부 활동은 그 제시가 분명하지 않
거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활동의 진행을 어떤 규모로 하는지에 따라 ‘전체 활동, 모둠 활동, 짝 활동, 활동’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활동은 그 구분에 맞지 않았다. 또한 제시된 과제 활동을 수행하기에 시간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고, 사전 활동 및 피드백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과제 활동은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실제와 거
의 유사한 상황을 구현하여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실제성을 갖춘 것이어야 하고 진행 단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야 한다.
② 도입
도입을 통해 그 단원의 주제에 맞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도입으로 진행하기에는 너
무 부담스러울 정도의 분량인 경우가 많았다. 각 과에서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지 몇 개의 질문 대답 정도로 간단하
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입은 그 단원의 주제를 소개하고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도의 그야말로 도입다운
도입으로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
③ 주제
비슷한 주제가 중복되어 제시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많았고 결혼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혼이라는 주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또한 하나의 주제 안에서 제시되었지만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들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었고, 학습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주제가 제시되어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급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를 엄선하되 학습자의 흥미를 유
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구어와 문어, 격식체와 비격식체
본문에 1~2개의 문법이 포함되어 있고 각 문법은 그 문법을 포함한 대화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문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가 구어와 문어 상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본문을 제시해야 하는데 구어성이 적은 문법의 경우에
도 비격식 대화체인 ‘-아요/어요’를 사용하여 대화를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활동’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빈번히
나타난다.5) 문법과 어휘는 구어와 문어,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⑤ 예문
문법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야 하는 대표 예문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3급 과정을 시작하면
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간접화법의 경우 구어와 문어를 구별해 주지 않아 2급 과정에 있는 간접화법 축약형과의 차이를 제
시하지 못했다. 또한 어떤 문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개일 때는 대표 예문에서 그 의미를 우선 전달해야 하는데 대
표 예문에 제시되지 않은 의미가 활동에 새롭게 제시되어 교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학습자의 혼란을 줄
이기 위해 의미의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 예문과 활동에 여러 개의 의미를 따로 제시하고 있어 의미를
모두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목표 문형과 예문은 학습자 수준에 맞게 제시되어야 한다.
⑥ 본문과 문법 제시
본문이 대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하기 연습을 위한 것인지 의미를 제시하기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이 불
분명했다. 실제성을 반영한 대화라기보다는 해당 문법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지나치게 길어진 문장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5) 기존 교재는 2009년에 개발된 것이라서 그 당시 다른 한국어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구어와 문어,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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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말하기’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읽기’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 십상이었다. 문법과 표현을 포함한 본문을 제시할
때는 대화, 발표문, 산문 등 실제성을 반영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본문의 대화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화용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맥락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며, 같
은 문법이 주변 표현만 바꿔 반복 제시되는 경우(e.g. -는지 알다, -는지 알아보다, -는지 안 -는지)도 있었다.
같은 의미 범주 안에 있는 문법들이 여러 개 제시되어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추가의 의미
를 가진 ‘-(으)ㄹ 뿐만 아니라’, ‘-에다가’, ‘-은/는 물론’이 3급에서 모두 제시되어 있는데 의미나 쓰임의 차이를 변별해
주지 못한 채 제시되어 학습을 어렵게 하였다. 특히, 6과의 ‘-(으)ㄹ 뿐만 아니라’와 ‘-에다가’는 같은 과에 나란히 제시되
어 의미 차이를 교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빈도가 높은 문법은 누락되고 빈도가 낮은 문법이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으)ㄴ가/나 보다’는 누락되어 있고 상대적으
로 사용 빈도가 낮은 ‘-(으)ㄴ/는 모양이다’는 제시되어 있다. 누락된 문법 항목이 텍스트에 제시된 경우도 많았다. ‘-(으)
ㄴ가/나 보다’, ‘-기 때문에’, ‘-기 위해서’, ‘-아야겠다/어야겠다’ 등은 텍스트에 제시되었으나 문법 항목에는 누락되어 있
었다. 이들 문법은 신규 문법으로 정리하여 텍스트에 제시되는 시간에 교수하고 있는데 교재에 정규 문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⑦ 문법 제시의 급간 연계
간접화법의 경우, 2급 새 교재에서 간접화법 축약형을 단계적으로 학습하고 3급 1과에서 간접화법을 학습하였다. 그런데
3급 14과에서 간접화법 축약형이 다시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급 새 교재에서 2급과 연계하여 문법 항목을 정비할 필
요가 있었다.
3급과 4급에서 형태가 같은 문법 항목(e.g. 3급: -(으)ㄴ/는 대로, 4급: -는 대로)이 3, 4급 모두에 제시되거나 같은 의
미 범주 안에 있는 문법 항목(e.g. 3급: -아/어 두다, 4급: -아/어 놓다)이 변별하기 어렵게 그대로 제시된 경우가 있어
이들 문법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⑧ 텍스트의 난이도
문법을 제시해주는 텍스트인 본문의 길이가 짧은 데 반해 듣기와 읽기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었다. 특히 읽기는 길이뿐만
아니라 내용의 난도도 본문보다 높아 각 과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해당 과의 목표가 흐려지기도 했다. 읽기의 난이도도 과
마다 달라 어느 과에서는 온돌 문화, 삼림욕 등 생소한 주제로 읽기 텍스트가 제시되고 어느 과에서는 메모, 일기, 편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텍스트가 제시되는 등 텍스트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텍스트가 제시되는 것
은 좋지만 길이와 난이도가 다른 텍스트가 계획되지 않은 순서로 제시된다면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⑨ 맥락이 부족한 대화
4급에서는 대화 상대자가 설정되어 있어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황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한 어미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급에서는 ‘본문’이나 문법을 위한 대화를 제시할 때 대화 상대자를 단순히 ‘가’와 ‘나’
로만 나타내어 담화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학습자가 대화를 읽을 때 대화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⑩ 단원 수
1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교사가 실제 수업을 운영할 때나 학습자가 예습·복습을 할 때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교
재가 출판된 시기에는 15개 단원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15개 정도의 주제로 세분화하는 것이 교재를 구성하는 데에
수월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1학기가 10주이고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단원 수를 전
반부와 후반부가 양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루 4시간 수업으로 한 단위가 되도록 시각적으로도 구분되는 것이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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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모두에게 친절한 교재일 것이다.
⑪ 문법과 어휘의 구분
문법을 ‘표현’이라는 용어로 제시하고 별도로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중급에서 다양한 어휘를 가능한 많이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제시된 어휘의 성격을 보면 문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과 어휘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섞여 있었
다. 문법과 어휘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⑫ ‘활동’과 ‘과제’의 구분
3급은 교재 구성표에서는 ‘과제’와 ‘과제활동’으로, 각 단원 안에서는 ‘활동’으로 제목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었고, 4급도
마찬가지로 교재 구성표에서는 ‘과제’와 ‘과제활동’으로, 단원에서는 ‘활동’과 ‘과제’로 서로 다른 제목을 달아 달리 제시하
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제목이 상이한 것과는 다르게 그 내용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좀더 구체적인 진행 방
법이 제시되거나 제목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교재에서 활동, 과제, 과제활동 등의 용어를 모두 사용하
려면 그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해야 한다.
⑬ 교재 구성표
교재 구성표에 ‘과제’로 번호가 매겨져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당 단원의 활동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교재 구성표 아래에 제시된 ‘과제 활동’ 두 가지는 어느 과를 수업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제
시된 것인지도 명시되어야 했다. 본 단원과 구별되는 과제활동이나 추가 활동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를 분
명히 제시해야 한다.
⑭ 쓰기
중급 수준의 ‘쓰기’ 활동이 거의 없었다. 기존 교재 집필 당시에 말하기 능력 향상에 치중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말하기 활동, 듣기 활동, 읽기 활동 등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쓰기는 있으나 중급 수준의 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과 연습이 매우 부족했다.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중급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급 수준의 ‘쓰기’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⑮ 새 단어의 제시 방법
학습자가 예습과 복습을 하기에 더 수월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했다. 본문 뒤에 있는 ‘모둠 활동’에 나온 새 단
어는 ‘문법’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었고, 실제 단원에는 ‘문법’이라는 제목의 꼭지가 없었다. 한꺼번에 제시하려면 구
분하는 항목의 제목을 동일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고 새로 개발된 초급 교재와 마찬가지로 해당 페이지에 각주 형태로 제
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세부 사항을 토대로 전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요약해 보면, 첫째, 과제 중심의 교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하나의 주제 안에 문법과 어휘들이 제시되지 않아 문법
과 어휘가 어울리는 적절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지 못하게 되고 그 문법을 배워야 하는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다. 셋째, 특정 주제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 학습을 저해하고 있
었다. 넷째, 문법이나 예문 제시에 있어 구어와 문어,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을 소홀히 하여 정확한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문법 항목이 급간 연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단원 구성이나 중급 수
준의 쓰기 활동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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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타 기관 중급 교재 분석 및 관련 연구물 검토
주요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개발한 중급 교재를 분석하였다.6) 각 기관 교재의 일반적인 분석과 해당 교재의 특징
을 분석하였고, 주제와 문법 항목은 별도의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외적 구성을 시작으로 내적 구성으로는 구성 목표 및 교재 구성 원리, 단원 구성 및 학습 내용, 교재 구성표 등
과 함께 개별 단원의 주제, 기능, 활동, 어휘, 문법, 발음, 문화를 분석하였다. 각 단원 분석에서는 새단어 제시, 도입, 말
하기/듣기/읽기/쓰기 연습, 활동, 문화 등 해당 교재의 단원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7) 분석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준비하였다. 교재 회의 전에 이러한 분석 보고서를 집필진 각자 작성하여 회의 이틀 전까지
서로 공유한 후 교재 회의를 주 1회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각자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논의할 사항으
로 정리되었던 것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 교재 개발 방향이 세부적으로 정해지게 되
었다.
<표 3>은 문법 항목 선정을 위해 작성한 엑셀 파일의 일부이다.

<표 3> 주요 6종 중급 교재의 문법 항목 목록

6) 이 연구에서 진행한 타 기관 교재 분석은 고려대학교 중급 교재 <재미있는 한국어 3, 4>, 서강대학교 중급 교재 <서강한국어
3A~4B>, 서울대학교 중급 교재 <서울대 한국어 3A~4B>, 연세대학교 중급 교재 <연세 한국어 3, 4>, 이화여자대학교 중급 교재
<이화 한국어> 등이다.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 문헌 참조. 최근 개발된 교재로 모 대학의 기능별 교재가 있으나, 교재의 목적이나
구성이 동국대학교의 통합교재와 상이한 점이 많아 제외하였다.
7) 각 교재별 분석, 정리한 것은 내용이 많아 이 연구에서는 생략하고 후일을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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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교재를 등급과 과를 표시하여 분류하고, 문법 항목의 표기는 동국대학교 교재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
다. 제시 횟수는 분석한 6종 교재에서 제시된 횟수를 각 항에 동일하게 기입하여 소팅 시 혼잡이 없도록 하였다.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문도 추가로 기입하였다. 여기에 김중섭(2011)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8) 문법항목은 3급과 4
급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목록으로 작성한 후 난이도와 주제 배치를 고려하여 3급과 4급, 핵심문형, 표현, Tip9)으로
선정하였다.
<표 4>는 3, 4급에서 목표 문법 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인데, 문법의 중요도, 난이도와 학습 시간을 고려
하여 핵심문형, 표현, Tip으로 분류하는 과정의 표이다.

<표 4> 3,4급 등급별 문법 항목 선정

문법 항목 선정과 동시에 주제 선정 작업도 진행되었다. 개별 교재의 주제와 기존 동대 교재의 주제를 기입하고 이들
을 아우르는 대표 주제의 항목으로 묶어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또한 각 주제와 어울리는 기능도 정리하여 교재
구성에 참고하였다. <표 5>는 주제 및 기능 선정 작업용 파일 중 하나이다.

8) 김중섭(2017)이 발표되기 전에 작업을 진행하였다.
9)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추가 사항을 간단한 설명과 예문으로 제시하였는데, 별도의 연습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문법
도 Tip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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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제 및 기능 선정 작업용 파일

3-3. 중급 새 교재 개발의 방향 및 특징
기존 교재로 운영하는 같은 프로그램에 대치하여 사용될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교재 자체가 갖는 목적이나 교수
요목은 기존 교재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실현하는 과정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새로 개발되는 교재의 일반적인 특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재 개발의 목적 및 기본 원칙
한국어를 배우는 중급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국어 교재이다. 따라서 말하기 ․ 듣기 ․ 읽
기 ․ 쓰기의 네 가지 의사소통 기능의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습과 활동을 수록한다. 특히, 중급 학습자들이 능동적이
고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급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교재를 구
성한다.
② 수업 진행
하루 4교시 수업을 기준으로 수업의 흐름에 따라 교수 ․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하고
확장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내용을 익힐 수 있게 하는 나선형 교육 방식을 실현한다.
전체 열여섯 개의 주제로 이루어지며 각 주제별로 한 단원을 구성한다. 각 단원은 두 개의 소단원으로 세분화해 이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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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교수 ․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첫날은 주제에 따른 ‘도입’과 ‘어휘’를 시작으로 ‘핵심문형’, ‘표현’, ‘말하기’, ‘통합 활
동’으로 이루어지고, 이튿날은 ‘핵심문형’, ‘표현’, ‘말하기’, ‘통합 활동’과 함께 ‘과제’로 그 단원을 마무리하게 한다. 두 개
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두 주제를 통합하여 복습하는 종합과제를 배치한다. 수업의 흐름을 도식화 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수업 진행표
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단원
1과
2과
종합 과제

1교시
도입

2교시
어휘

02 핵심문형
도입

어휘

02 핵심문형
관용표현

3교시

01 핵심문형
02 표현

말하기

01 핵심문형
02 표현

말하기

주제 활동

01 표현

4교시
말하기

통합 활동
01 표현

말하기

통합 활동
과제
통합 활동

통합 활동

과제

문화

프로젝트 수업

각 단원에서는 습관, 소식과 소문, 추억 등과 같이 중급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물론 교환과 환불, 실수와 변명
등과 같이 중급 수준에서 필요한 기능도 제시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쟁점에 대한 자
신의 의견을 주어진 맥락에 따라 주관성 혹은 객관성을 유지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중급 수준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적으
로 제시한다.
③ 도입과 어휘
새 단원이 시작할 때마다 사진이나 그림 자료 및 간단한 도입 듣기를 통해 이야기함으로써 해당 단원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지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한다. 또 중급 단계에서 급격하게 확장되는 어휘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들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④ ‘핵심문형’과 ‘표현’
중급 수준에서 가장 빈도 높게 사용되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법과 문형을 ‘핵심문형’으로 선정하여, 핵심문형
의 의미 기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예문 및 대화문을 상황 중심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핵심문형만큼은 아니지만 중급
한국어 학습자가 알아 두어야 하는 문형 또는 어휘들은 ‘표현’으로 제시한다.
⑤ 3급 말하기
말하기는 해당 주제로 그 단원에서 학습한 목표 문형이 포함된 모범 대화를 제시한다. 우선 간단한 대화를 제시하여 대
화 상황과 대화 흐름을 익히게 한 후, 중급 수준에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여 다양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모범 대
화를 추가로 제시한다. 주어진 대화는 문장을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대화 상황 및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게
다시 문장 및 대화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또 후반부에서는 유사한 대화 흐름이나 상황에 맞
게 변형하여 조금 더 확장된 대화 연습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⑥ 4급 말하기
말하기는 해당 주제로 그 단원에서 학습한 목표 문형이 포함된 모범적인 담화를 삽화와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담화
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다음으로 담화의 일부분을 교체하여 말해 보는 연습을 함으
로써 목표 문형 및 표현 등을 입에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담화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말하기는 문장을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담화의 상황과 흐름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담화를 학
습자가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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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합 활동
통합 활동은 의사소통의 네 가지 영역인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를 각기 분리하지 않고, 해당 소단원에서 필요로 하
는 기능에 맞게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을 적절히 배합하여 제시한다. 중급 수준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듣기나 읽기 텍스트
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이와 유사한 주제 및 틀로 말하거나 쓸 수 있도록 말하기나 쓰기 활동을 제시한다.
⑧ 과제
과제는 해당 단원의 정리 및 마무리 단계로서 그 단원의 학습 결과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
한다. 단원의 주제에 따라 말하기 과제를 제시하거나, 중급 수준에 맞는 쓰기 과제를 제시한다.
⑨ 3급 종합 과제
종합과제는 관용표현, 주제 활동, 문화,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한다. 특히, 관용표현 및 주제 활동, 문화의 주제는 앞에
서 제시된 두 단원과 관련된 것으로 선정한다.
- 관용 표현은 중급 단계에서 다루어야 하는 관용표현을 익힐 수 있게 한다.
- 주제 활동은 해당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주제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문화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중급 수준에 맞는 읽기 텍스트로 제시한다. 또한 문화상
호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문화와 비교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젝트 수업은 준비부터 발표까지 단계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⑩ 4급 종합 과제
종합과제는 관용표현, 주제 활동,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한다. 특히, 관용표현 및 주제 활동의 주제는 앞에서 제시된 두
단원과 관련된 것으로 선정한다.
- 관용 표현은 중급 단계에서 다루어야 하는 관용표현을 익힐 수 있게 한다.
- 주제 활동은 해당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주제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프로젝트 수업은 토론하기, 보도하기, 연극하기, 발표하기 등인데 각 수업은 단계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
록 구성한다.

3-4. 단원 구성
문법 항목, 주제, 기능 등의 목록 작업을 마친 후 단원 구성작업을 진행하였다. 처음 연구 단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동대 초급교재의 틀을 바탕으로 중급교재의 전반적인 구상은 하였으나, 교재 분석과 관련 연구물의 검토를 통해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단원 구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도 없이 수정되는 과정을 통해 작성된 단원 구성표는 <표 7, 8>과 같다. 이것은 최종 단원 구성표가 아니라 집필 단
계 작업을 위한 단원 구성표이다. 따라서 <표 6>에 맞게 <표 7, 8>의 내용으로 집필 작업을 하였다.

200
<표 7> 3급 단원 구성표

<표 8> 4급 단원 구성표

3-5. 2차 집필진 연수
집필 단계에서는 3급과 4급이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므로 3, 4급 각각 2명씩 총 4명의 집필위원이 추가되어야 했다. 연
구 단계에서 진행된 내용을 이해하고 집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집필 작업에 들어가기 전 1학기(10주) 동
안 ‘2차 집필진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 책임은 집필 총괄이 맡아, 매주 교재 분석 및 관련 자료를 과제로 주고 이메일
로 보고서를 제출 받아 피드백을 하였다.
또한 연구 단계에서 진행되는 내용도 공유하였으며 단원 구성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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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필 단계
집필 단계는 본격적인 집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표 2>의 일정에 따라 1, 2, 3차본을 집필하였다. 2017년 여름
학기에 3, 4급 1차 집필을 마치고 스프링제본으로 제작하여 2017년 가을학기에 정규수업에서 시험 사용하였다. 급회의를
통해 집필진의 브리핑과 함께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급 온라인 교수실을 통해 수업 후기를 받았다. 시험 사용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토대로 수정ꞏ보완 작업을 진행하여 2차본을 제작하였다.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이 확정된 상태였으므
로 2차본으로 삽화와 이미지 작업을 시작하였다. <표 9>와 같이 삽화스토리를 삽화가에게 보내 받은 삽화를 집필진이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동시에 이미지를 구입하여 출판용 사진으로 교체하였다.

<표 9> 삽화·이미지 작업용 파일

집필 단계 마지막 학기에 삽화 제작과 이미지 작업을 마친 후 3차본을 제작하여 최종 원고와 함께 삽화 목록, 이미지
목록, 어휘 목록 등을 출판부로 보내는 것으로 집필 단계를 마무리 지었다.

4. 출판 단계
출판 단계는 교재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서 출판본 교정 및 앞부속과 뒷부속 집필, 표지 제작, 듣기 지문 녹음 등의 작
업을 진행하였다. 집필 단계에서 3급과 4급을 분리하여 작업한 것과 달리 출판 단계에서는 3,4급을 같이 확인하고 진행
하였다. 정규과정에서 3차본으로 시험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3차본 시험 사용의 피드백도 출판 작업에 반영하
였다. <표 10, 11>과 같이 최종 교재구성표가 완성되었으며 예정대로 2018년 2월 말에 ‘함께 배워요 한국어 3A, 3B, 4A,
4B’가 출간되어 교재 개발 작업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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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3급 교재 구성표
단원

주제

소단원

01
1

2

여행 준비
02

산 지 오래 됐지만
아직 쓸 만해요.

01

안 그래도 운동을
하나 배워 보려던
참이었어요.

여가
02

01
집
02

4

교환과
환불

01
02

종합과제2

01
5

성격
02

01
6

습관
02

종합과제3

01
7

건강
02

01
8

날씨와
생활
02

종합과제4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도입

어휘

핵심문형

여러
여가 생활
취미생활에
관련 어휘
대한 이야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살고
확인해 볼게요.
있는 집의
불편한 점에
대한 이야기
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백화점에 가니까
물건 구입
싸게 팔고
후 마음에
있었어요.
안 든
경험에 대한
신발을 큰 걸로
이야기
바꿔야겠어요.
관용표현
귀가 얇다, 그림의 떡,
눈에 띄다,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지갑을 놓고 와서
영화관까지 갔다가
친구의
그냥 집에 왔어요.
성격에 대한
보면 볼수록 괜찮은 이야기
사람 같아요.

표현

간접화법➃

-(으)ㄹ까
-(으)ㄹ까 하다

-(으)ㄹ 만하다

-에다가①

-(으)려던
참이다

-아/어 보니까

여행에 대한 여행 준비
이야기
관련 어휘

관용표현
눈에 선하다, 머리가 가볍다,
머리를 식히다, 바가지를 쓰다,
세상이 참 좁다

종합과제1

3

제목
설악산은 사계절
모두 아름답다고
합니다.

-거든요
Tip. 맞장구
표현

집 문제,
집 구하기
관련 어휘

여행지에 대해
인터뷰하기
여행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친구에게 요즘
배우는 운동
소개하기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
이야기하기

무엇이든지

주제 활동
여행 보드게임

말하기

문화

통합 활동
라디오에 나온 고민 이야기
듣고 댓글 쓰기
Tip. -(ㄴ/는)다고 듣다
여행 후기 블로그 읽고
여행에 필요한 정보
이야기하기

활동
여행사 직원과
손님이 되어
여행 상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특별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기
여가 시간에 하는 취미
활동에 대한 글 읽고 같은
주제로 글 쓰기
Tip. -(으)ㄴ/는/(으)ㄹ 점
팀 발표①

동호회 안내문
만들기

팀별로 소개할 곳을 사전 조사하고 직접
방문한 후 정리하여 발표해 보기

한글과 여가 생활

-(으)ㄴ지/는지
①

-(으)ㄹ지
모르겠다

집 고장 수리
요청하기

-다 보면
Tip. -게 되다

-든지 -든지

집 구하기

쇼핑한
쇼핑한 물건에
-(으)니까
피동
물건 묘사,
대해 말하기
교환·환불
-아야겠다/어야 달라고/주라고 환불하기
관련 어휘
겠다
하다
Tip. 그렇군요
주제 활동
문화

집 문제 관련 안내글 읽고
집수리 요청 글 쓰기
Tip. -고 나서
Tip. -겠집 구하는 대화 듣고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기
쇼핑 후기 읽고 상품평 쓰기

살고 싶은 집에
대해 글 쓰기

교환·환불하는
역할극 하기
교환·환불에 대한 대화 듣고
교환·환불 신청서 쓰기
팀 발표②
팀별로 소개할 곳을 사전 조사하고 직접
물건 판매하기
한국의 전통 주택, 한옥
방문한 후 정리하여 발표해 보기
성격 때문에
성격 소개하는 대화 듣고
-았다가/었다가 -기는요
일어난 일에 대해 친구의 성격에 대해
자기 성격의
성격 관련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장점·단점에
어휘
도움을 준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글
-(으)면
대한 글 쓰기
사동
친구에대해
읽고 서로의 성격에 대해
-(으)ㄹ수록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연습한 대로 하면
직업과 생활 습관에 대한 글
아침형
자신의 습관에
잘할 수 있을
-(으)ㄴ/는 대로 -다 보니까
읽고 이야기하기
인간과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습관을
거예요.
습관 관련
Tip. -(이)라고
저녁형
들이는 방법에
어휘
아무리 바빠도
좋은 습관을 들일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듣고
인간에 대한
대해 발표하기
하루에 30분씩
-아도/어도
-기 때문에
수 있는 방법
들이고 싶은 습관에 대한 글
이야기
책을 읽으려고요.
이야기하기
쓰기
관용표현
주제 활동
문화
팀 발표➂
팀별로 소개할 곳을 사전 조사하고 직접
낯을 가리다, 몸에 배다, 빈틈이 습관 달력 만들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방문한 후 정리하여 발표해 보기
없다, 틈이 나다
Tip. -기
간단하게 할 수
감기에 걸리지 않게
전문가의 인터뷰 듣고
-게②
-(이)라도
있는 운동 추천하
건강 유지
옷을 더 입으세요.
스트레칭 소개하기
운동과
기
방법을 정리하고
증상
건강에 대한
건강 유지
요즘 하고 있는
관련 어휘
준비 운동을 하지
증상에 대한 글 읽고 상담해
이야기
방법에 대한 글
-(으)ㄹ 수도
-(으)ㄹ 게
운동 소개하기
않으면 다칠 수도
주기
쓰기
있다
아니라
Tip. -(으)ㄴ/는
있어요.
Tip. -도록①
덕분에
비가 오는 날에
비가 오는데 등산을
계절과 건강에 대한 글 읽고
-(ㄴ/는)다고요? 아무 -도
뭘 할지
일기예보 읽고
간다고요?
날씨와
이야기하기
날씨 관련
이야기하기
자기 고향의
일기예보에
어휘
날씨에 대해
여름에 먹는 음식에 대한
대한 이야기
-(으)ㄹ
친구와 여행지에
비가 올까 봐서
-(으)ㄹ까 봐서
발표 듣고 자기 나라 음식
이야기하기
테니까②
대해 이야기하기
걱정이에요.
소개하는 글 쓰기
관용표현
주제 활동
문화
팀 발표④
눈꺼풀이 무겁다, 눈을 붙이다,
팀별로 소개할 곳을 사전 조사하고 직접
건강 체크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
머리가 무겁다, 바람을 쐬다
방문한 후 정리하여 발표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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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9

연애와
결혼
02

01
10

꿈
02

11

12

이번 시험 잘
봤다면서요?

02

커피 맛이 좋은가
봐요.

01

한국어가 배우기
쉬울 줄 알았어요.

언어와
문화①

종합과제6

01
생활 예절
02

01
14

실수와
변명
02

종합과제7

01
15

특별한 날
02

01
16

추억
02

종합과제8

커피도 좋기는
하지만 산책하는 게
어때요?
기회가 생긴다면
세계 여행을 가고
여러 가지
싶어요.
꿈에 대한
이야기
면접도 잘 봐야
합격할 수 있어요.

01

02

13

밸런타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

–잖아요
만남, 결혼
관련 어휘
–기는 하지만

–(ㄴ/는)다면
꿈과 진로
관련 어휘
–아야/어야

관용표현
주제 활동
눈이 높다, 눈이 빠지게,
천사와 악마
마음이 굴뚝 같다, 제 눈에 안경

종합과제5

소식과
소문

첫눈에 반하기는
어렵잖아요.

-(ㄴ/는)다면서
들은 소문에 소식, 소문 요?
대한 이야기 관련 어휘
-(으)ㄴ가/나
보다
-(으)ㄴ/는 줄
언어 예절, 알았다/몰랐다
말실수에
몸짓언어
대한 이야기
관련 어휘 -(으)ㄴ/는
척하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알아들은
척했어요.
관용표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주제 활동

우리 반 신문 만들기

남자 친구를
어떻게
연애 관련 고민 듣고 자신의
다양한 인물
만났는지에 대해 연애 고민 이야기하기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마음에 드는
결혼에 대한 글 읽고
-아야지요/어야 약속에 늦은 이유
친구 찾기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글
지요
이야기하기
쓰기
꿈에 대한 이야기 읽고
꿈에 대해
-기 위해서
어렸을 때의 꿈과 지금의 꿈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자기소개서 쓰기
유학에 대해 고민하는 이야기
회사 면접에 대해
–자마자
듣고 유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문화
개인 발표①
각자 자신이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한국의 결혼 문화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의견 나누기
잘못된 소식 듣고
오해한 내용
오해 받은 이야기 듣고
-(으)ㄹ걸요
말하기
뉴스 내용
자신의 경험 말하기
Tip. -아/어
소개하는 글
가지고
쓰기
친구의 소식 전해 뉴스를 전하는 글 읽고 댓글
-에 의하면
주기
쓰기
발음 때문에
말실수한 이야기 듣고 자신의
-아다가/어다가 말실수한 경험
경험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언어 게임
한국어로 말할 때
몸짓언어에 대한 글 읽고 다른
-다니
어려운 점
나라의 몸짓언어 소개하기
이야기하기
문화
개인 발표②
-아서/어서
그런지

한류의 원동력, 팬클럽 문화

기숙사 생활
예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각자 자신이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의견 나누기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법에
대한 글 읽고 각 나라의
인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공공 예절
경험에 대해
공공 예절을 지키지 않는
지하철에서 생긴
쓰고 발표하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듣고
–아하다/어하다 -아/어 있다
불쾌한 경험에
자신의 경험에 대해
대해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약속을 착각해서
요즘 발표
실수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실수
-(으)ㄴ/는
실수한 경험에
준비하느라고
–느라고
듣고 들은 내용 요약해서
상황에서
대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사람을 잘못 실수, 변명,
정신이 없어요.
쓰기
변명하고
본 실수에
사과 관련
Tip. -에다가②
사과하는 대화를
대한 이야기 어휘
집들이에 못 간
미리 전화할걸
-(으)ㄹ 수밖에
실수에 대한 글 읽고 자신의 만들고 역할극
–(으)ㄹ걸 그랬다
일에 대해
그랬네요.
없다
하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변명하기
관용표현
주제 활동
문화
개인 발표③
눈을 피하다, 눈이 많다,
각자 자신이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시치미를 떼다, 얼굴이 두껍다
공익광고 만들기
김 씨와 김지현 씨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의견 나누기
Tip. 의성어
외국인들도 많이
갈 만한 축제
한국의 축제를 소개하는 글
-(으)ㄹ 뿐만
가던데 한번 가
한국과
-던데
소개하기
읽고 자기 나라의 축제를
아니라
보세요.
Tip. -(으)ㄹ래요 소개하는 글 쓰기
다른 나라의 축제, 명절
재미있는 축제
축제에 대한 관련 어휘
한복 문화에 대한 방송 듣고 만들어 소개하기
정월대보름이라는
정월대보름에
이야기
-(ㄴ/는)다는
-(으)ㄹ 정도
이야기하기
명절을 아세요?
대해 소개하기
Tip. -(으)ㄴ/는 모양이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과의
어렸을 때 뭐든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게 하다
-는 길에
추억에 대해
요즘
직접 찍은
스스로 하게
하는 대화 듣고 이야기하기
아이들의
추억, 회상
이야기하기
사진을 보고
하셨어요.
놀이 문화에 관련 어휘
떠오르는 대로
어렸을 때 본
어렸을 때 봤던
친구에 대한 글 읽고 만나고 글 쓰기
대한 이야기
영화와 추억에
영화인데 아직도
-았던/었던
-도록②
싶은 친구에 대한 글 쓰기
대해 이야기하기
기억에 남아요.
관용표현
주제 활동
문화
개인 발표④
너 나 할 것 없이, 마음에 두다,
각자 자신이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말할 것도 없다, 발을 벗고
윷놀이
사진으로 보는 추억의 행사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의견 나누기
나서다.
그럼 이어폰을 끼고
듣지 그래요?
지하철
휴대폰 사용 생활 예절
예절에 대한 관련 어휘
친구가 지하철을
이야기
탈 때마다
힘들어해요.

–지 그래요? /
-지 그랬어요?

-지 않으면 안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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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4급 교재 구성표
단원

주제

소단원

01
1

만남과
관계
02

01
2

대학 생활
02

종합과제1

01
3

언어와
문화②
02

01

4

어제와
오늘
02

종합과제2

01
5

대중
매체
02

01
6

사건과
사고
02

종합과제3

제목
여자 친구를
만나더니 성격이
많이 밝아졌어요.

도입

어휘

핵심문형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모임 관련
어휘
모임에 자주 나가면 인사하는
친구를 사귀는 데에 이야기
큰 도움이 돼.

대학교 강의는
어려울 텐데 제가
대학 생활
수업을 이해할 수
중에 하고
있을까요?
싶은 일에
지니 씨가 어디가
대한 이야기
아픈지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관용표현
둘도 없다, 등을 돌리다, 마음이
통하다, 바람을 피우다, 발이
넓다, 손발이 맞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더니 잘하는
‘등잔 밑이
사람도 실수를
어둡다’와
하네요.
관련된 상황
이야기
이렇게 좋은 시를
싫어할 리가 없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하게 될지도
모르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고로 인해서
30명이 죽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통합 활동

-더니

학교 친구와의 대화 듣고 새
학기 계획 이야기하기

-는 데에

-(으)ㄴ/는 거
아니야?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동창회에 대한 안내 글과
채팅방 메시지 읽고 자주
가는 모임 소개하기
Tip. -기(를) 바라다

-(으)ㄹ 텐데

-에 따라서

대학교 라디오 방송 듣고,
대학 생활에 대한
인터넷 게시판에 고민 쓰고
고민 이야기하기
댓글 달기

대학 생활
관련 어휘
-(으)ㄴ지/는지
②

-아/어 놓다

연락이 안 되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주제 활동
대학 축제 기획하기

-(ㄴ/는)다고
하더니

-만 못하다

-(으)ㄹ 리가
없다

-을/를 통해서

-(으)ㄹ지도
모르다

-에 비해서

속담

-는 한

-기만 하면

-(으)ㄴ/는
셈이다

-(으)로 인해서

-(ㄴ/는)다고
밝히다

주제 활동
TV 프로그램 기획하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글쓰기

대학교 시간표
짜기

주말에 본 야구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Tip. -(으)/는
법이다

속담이 들어가는 대화 듣고
자기 나라의 속담 소개하기

수필 <괜찮아> 읽고 감명
문학 작품에 대해
깊게 읽은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인공지능으로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교감에
대체 가능한
대한 대화 듣고 자기 의견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글
읽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귀농한 사람과 인 글 쓰기
터뷰하기
Tip. -을/를 대상으로
Tip. -(으)로 조사되다/
나타나다
토론②

추억을 소재로
한 수필 쓰기

100년 후 미래
의 모습을 그리
고 이야기하기

토론의 형식을 익혀 직접 토론해 보기

-는 바람에
지하철 정전 사고, 재난,
사고에 대한 재해 관련
이야기
어휘

강의 계획서 읽고 듣고 싶은
수업 선택하기
Tip. -(으)ㅁ
토론①

활동

토론의 형식을 익혀 직접 토론해 보기

과학 기술,
박물관의
가족의
전시물에
변화 관련
대한 이야기
-(ㄴ/는)다고
어휘
해서 -(으)ㄴ/는 -와/과 달리
것은 아니다

관용표현
가슴이 찡하다, 낯(이) 뜨겁다,
눈살이 찌푸려지다, 눈앞이
캄캄하다, 발이 묶이다, 엎친 데
덮치다

말하기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관용표현
주제 활동
말도 마, 말도 안 되다, 말을
걸다, 말을 돌리다, 말을 맞추다, 속담 게임
말을 잘/안 듣다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많은
-(으)ㄴ/는
정보를 주는 반면에
TV 방송과
반면에
시간을 낭비하게
인터넷
대중 매체
합니다.
방송에 대한 관련 어휘
이야기
이제 와서 후회해
-아/어 봤자
봤자 소용없어요.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뉴스도
자주 나와요.

표현
-(으)ㄴ 게
엊그제 같은데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보여주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아이들에게
의견 듣고 말하기
텔레비전을
보여줘도
되는지에 대해
SNS의 긍정적인 영향과
SNS에서 한
주장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읽고
실수에 대해
글쓰기
조언하기
후회하는 말하기
Tip. -아지다/어지다②
폭우 때문에 생긴 재난, 재해에 대한 뉴스 듣고
피해에 대해
최근에 생긴 재해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대피요령과
안전수칙에
교통사고의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 읽고 대해 말하기
원인과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신문 기사
상황에 대해
쓰기
보도하기
보도①

뉴스를 만들고 보도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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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7

직업과
직장
02

8

감정
표현

스포츠
02

직장 생활에 대해 직장 생활에 대한 강연 듣고
묻고 답하기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Tip. -도록 하다 대한 글 쓰기

-아/어 버리다

-(이)나

간접광고와
충동구매에 대해
이야기하기

01
여행
02

01
예술
02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이유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대해 듣고 충동구매 경험
자금 마련 계획
이야기하기
세우고
이야기하기
공동 구매에 대한 글 읽고
중고 제품 구매에
물품 대여나 중고 거래의
대해 이야기하기
장점·단점에 대한 글 쓰기
보도②

골치가 아프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돈을 물 쓰듯 하다, 바닥이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다,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티끌 면접하기
모아 태산, 허리띠를 졸라매다

뉴스를 만들고 보도해 보기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해.

-고도

말을 심하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권도를 꾸준히
했더니 체력이
좋아졌어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감상
이야기

감정 표현
어휘

-기도 하고
–기도 하다

-았어야/었어야
-곤 하다
했는데

-았더니/었더니 -기에
운동 효과
관심 있는
관련 어휘,
운동에 대한
내가 반칙을 안
운동 경기
-은/는
이야기
-았더라면/었더
했더라면 우리
관련 어휘
-(ㄴ/는)다는
라면
팀이 이겼을 거야.
것이다
관용표현
가슴이 찢어지다, 빛을 발하다,
속이 시원하다, 속이 터지다,
손에 땀을 쥐다, 엎지른 물,
이를 악물다

종합과제5

주제 활동

한국에서 처음
감정을 표현한 일기 읽고
여행 가는 기분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일기
대해 이야기하기 쓰기
부모님께 잘못한
일을 후회하는
이야기하기
운동을 한 후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운동 경기에서
이기거나 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학연수에 대한 대화 듣고
친구에게 어학연수에 대해
조언하는 전화하기
국궁에 대한 신문 기사 읽고
전통 스포츠 소개하기
Tip. -(으)나
축구 경기 중계 듣고
축구 국가 대표팀에 대해
이야기하기

후회하는 일에
대한 글 쓰기

씨름과
태권도에 대해
알아보기

연극①

표정 보고 감정 맞히기 게임 한국 전래동화 읽고 대본 각색해서 연극해 보기

여행은 누구하고
가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행에 대한
여행 관련
자신의 생각
어휘
하늘에서 보는 여수 말하기
밤바다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으)/느냐에
따라 –이/가
다르다

-(는)군요

-더라고요

-길래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보고 싶은
공연, 예술
공연에 대한 작품 감상
이야기
관련 어휘
클래식 음악도
힙합에 못지않게
좋네요.

얼마나
-(으)ㄴ데요/는
데요

□-(이)면 □,
△-(이)면 △

-에 못지않게

-(으)ㄴ가/는가
하면

관용표현
종합과제6

-(으)려다가

02

01

12

-(으)ㄴ/는/(으)
ㄹ 경우에는

충동구매와 소비습관,
인터넷으로 새
절약 방법에 절약 방법
제품을
대한 이야기 관련 어휘
-도
-(으)ㄴ/는 김에
검색하는 김에
~ 나름이다
중고 제품을 찾아
봤어요.
관용표현
주제 활동

경제
생활

02

11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으)ㄴ 데다가/ 직업 선택의
채용설명회에서
글 읽고 자신에게 맞는
는 데다가
기준 이야기하기
상담하기
직업에 대해 말하기

노트북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써 버렸어.

01

10

-(ㄴ/는)다면서

01

종합과제4

9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면서 사표를 직업을
냈어요.
선택한
직업관,
이유와
직장생활
휴가를 신청하고
직장 생활에 관련 어휘
싶은 경우에는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제 활동

눈을 뗄 수 없다, 발길을 돌리다,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드는
배꼽이 빠지다, 소름이 돋다,
노래 소개하기
입을 다물지 못하다, 틀에 박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여행 가이드와 관광객의 대화
우연히 만난
들은 후 서울에 여행 온
사람과
친구에게 관광지 안내하기
이야기하기
기억에 남는
블로그 여행 후기 읽고
여행 소개하기
블로그에 여행 감상문 쓰기
여행 후기 말하기
Tip. -아/어 두다,
Tip. 의태어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콘서트에 대한
제안하는 대화 듣고 보고
감상 이야기하기 싶은 공연 선택해서
이야기하기
공연 감상문
쓰기
스트레스를 푸는
미술 작품 감상문 읽고 느낀
데에 좋은 음악에
점 이야기하기
대해 이야기하기
연극②

한국 전래동화 읽고 대본 각색해서 연극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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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01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한 지 7년
만에 국가 대표가
됐어요.

02

지금부터 제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01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으로 왕이
출입하던 곳이에요.

인물

역사
02

종합과제7

15

16

01

02

이렇게 종이를
낭비하다가는 숲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01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할
텐데…….

환경

봉사

02

종합과제8

-(이)야말로

-고자

이순신 장군의
-처럼
업적에 대해
-(으)ㄴ/는 -도 발표하기
없다
Tip. 아시다시피
/ 보시다시피

-던

-(으)로서

세종대왕에 인물 관련
대한 이야기 어휘

역사적인
경복궁에
장소, 사건
신하들이
대한 이야기
관련 어휘 -(으)ㄴ데도/는
반대하는데도 한글
창제를 포기하지
데도
않으셨어요.
관용표현
주제 활동
거울로 삼다, 목숨을 걸다, 벼랑
끝에 서다, 이름을 날리다,
역사 퀴즈 대회
자리에 오르다
창문을 열어 놓은
채로 에어컨을 켜면
안 돼요.

이지선 씨와의 인터뷰 듣고
김연아 선수에
역경을 극복한 인물에 대해
대해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만에

-(으)ㄴ 채로
이상 기후에 환경 오염
대한 이야기 관련 어휘
-다가는

-아야/어야 할
텐데
자원봉사에 봉사 활동
대한 이야기 관련 어휘

나중에
바빠지더라도 계속
-더라도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
관용표현
주제 활동
갈 길이 멀다, 귀를 기울이다, 나
몰라라 하다, 머리를 맞대다,
자선 바자회 열기
손을 내밀다, 어깨가 무겁다,
오갈 데가 없다

-치고

광화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한글 창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만해 한용운에 대한 글 읽고
자기 나라의 훌륭한 인물에
대해 쓰기

롤모델
소개하기

수원 화성 여행을 추천하는
글 읽고 쓰기

6.25를 다룬 영화 소개 방송
듣고 이야기하기

건국 신화
소개하기

발표①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소재로 가상 화폐를 만들어 발표해 보기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글 읽고
환경 오염에 대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이)란
이야기하기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기
Tip. -만 하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으)ㄴ/는
자원 절약 방법에 대화 듣고 쓰레기 줄이는
듯하다
대해 이야기하기 방법에 대한 글 쓰기
Tip. -(으)므로
유기견 센터
봉사자와 기자의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인터뷰
-(으)며
방송 듣고 봉사를 열심히
Tip. 어찌나/
하는 사람에 대해 소개하기
얼마나
-(으)ㄴ/는지
자원봉사에 대해 서울시 유학생 자원봉사단에
말하기
대한 글 읽고 봉사 활동을
-(으)ㄴ/는 만큼
Tip. 왜 –지
많이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않겠어?
이야기하기
발표②

환경 포스터
표어 만들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설득하는
글쓰기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소재로 가상 화폐를 만들어 발표해 보기

5. 결론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핵심은 교사, 학습자, 그리고 교재이다. 넓은 의미로는 수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를 교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교재라고 하면 해당 기관에서 주교재로 사용되는 통합교재를 말한
다. 2017년 기준 147개의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중 10% 정도의 기관만이 1급~6급의 자체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
고 있다. 처음에는 타 기관 교재를 사용하다가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해당 기관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교재 개발의 필요성
을 느끼게 된다. 또한 기존 교재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현장의 교육 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막 교재 개발을 시작하려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개정판을 준비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 개발에 참고가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론적 접근 보다는 실제로 교재 개발
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의 작업 상황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교육 기관에서의 교재 개발 작업은 여러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고 시험 사용을 통해 다시 또 다듬어지게 된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집필위원 간의 소통, 해
당 기관에서 수업하는 동료 교원 간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교재 개발 과정의 실제를 상세히 보이는 것이 현재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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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에 있거나 교재 개발 계획 중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개별 단원의 상세 소개와 타 기
관 교재 분석 자료는 지면 상 후고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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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베트남어 유의어 시간부사 비교분석
-반복성 시간부사를 중심으로Le Thu Trang(하노이대학교)

1. 들어가며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얼머나 안 되므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어 문법, 어휘 등과 같은 연구도 부족하고 특히 한국어 문장에서 주성분이 아닌 부사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모자라
다. 부사의 여러 종류 중에서 특히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문장을 구성할 때 시간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
람이 적지 않다. 시간부사를 문장에 넣어서 틀릴 까봐 어차피 안 쓰는 것이 낫겠다는 학습자가 많다. 시간부사를 안 써
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부사를 쓰는 데 노력을 보여주지 않다. 또한, 시간표현을 잘 쓰려고 노력하나 어
색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부사의 의미를 이해하여 맞게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특히 유의어 시간부사를
변별하여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는 시간부사 유의어를 비
교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시간부사 종류에는 여러가지 양상이 있으나 보고서의 범위에서 반복성 시간부사를 선정하
여 연구할 것이다. 즉, 본고는 반복성 시간부사 유의어를 비교분석하여 베트남어 시간부사와 대조함으로써 베트남인 학습
자에게 시간부사의 의미, 특히 같은 의미인 유의어 시간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시키면서 문장에서 제대로 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1. 이론적 배경
시간부사 유의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유의어(synonym)에 대한 정의 및 시간부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1).

1.1.1. 유의어
‘유의어’는 사전에서 ‘뜻이 서로 비슷한 말’이라고 설명된다. 유의어는 뜻인 동의어와 함께 ‘유의 관계’에 있으나 ‘동의
어’와 ‘유의어’를 잘 구별해야 한다. ‘곧 둘 이상의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경우’를 ‘동의어’라 하며 유사한 의미를
지난 경우를 ‘유의어’라 한다.
1) 최화정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어 부사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 시간부사와 정도부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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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어’ 또는 ‘비슷한 말’은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2).
- 첫째, 단어 간에 개념적 의미가 동일하고 문맥상 치환이 가능한 경우이다.
예: ‘아버지’와 ‘아빠’, ‘어머니’와 ‘엄마’
- 둘째, 특정한 문맥에 한정하여 단어 간에 개념적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 가치가 동일하고 치환이 가능한 경우이다.
예: ‘틈’과 ‘겨를’의 경우, “놀 {틈/겨를}이 없다”와 “문 {틈/*겨를}으로 바람이 들어온다”에서처럼 시간적 문맥에
한정하여 교체가 가능하다.

1.1.2. 시간부사
시간부사는 아래의 4가지 하위 부류로 구분한다. 각각의 부류에서 유의어 어휘군을 묶어서 예를 든다.

① 시점 시간부사: ‘지점’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적 위치
예: 문득, 갑자기, 얼핏, 순식간에, 삽시간에, 금방, 금세, 별안간, 난데없이 등
② 시역 시간부사: 동사의 동작, 상태의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로 시간의 흐름선상에서 일정 기간을 점유하는 부사
예: 당분간, 잠시, 하루 종일, 온종일, 하루내내, 한참, 한동안 등
③ 방향 시간부사: 시간의 흐름의 방향에 대한 인식인데, 기준시를 중심으로 이전 이후로 나누는 것
예: 드디어, 마침내, 이미, 벌써, 먼저, 우선, 처음, 애초에, 이왕, 그제야, 비로소 등
④ 반복 시간부사: 반복성 자체가 시간성을 가리키기보다는 반복되어 자꾸 나타났을 때에 그때마다 시간적 위치를 가
진다.
예: 때로, 때때로, 더러, 드물게, 가다가, 간혹, 이따금 등

위와 같은 4가지 양상 중 반복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베트남어 반복성 시간부사와 대조함으로써 베트남 학습
자가 반복성 시간부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구 논문이 많아지고 있다.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들인 명사, 동사, 조사 등을 제외하고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 감탄사 등과 같은 문장의 부성
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구의 현황을 보면 부사, 특히 구체적인 각각의 부
사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베트남어 부사와 대조하는 연구가 아직도 없다. 여러 가지의 부사 양상 중 시간부사 관련 연구
는 자체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시간부사에 대한 필요성 및 사용법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임채훈(2003) <시간부사의 문장의미 구성>에서는 시제 형태소 외에 문장 의미에서 시간적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
러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 사건의 내적 시간 특성을 결정하는 동사의 상적 특성, 그리고 각 논항이 가지는 상적
역할, 그리고 시간 부사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 부사 분류를 하였으나 첫째는 시간논항부사에는 사건시
논항 부사와 기준시 논항 부사가 포함되며 둘째는 사건 논항 부사에는 (대상)사건 논항 부사와 기준사건 논항 부사가 있
2) 학교문법과 문법교육(2011-박이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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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정리하였다.3)
봉원덕(2004) 에서는 시간 표현과 관련하여 각 유형의 시간부사가 보이는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시간부
사의 시제와 상 표현 기능을 빍혔다. 시간부사의 상 표현에는 완료상과 미완료상 시간부사로 나누어지고 반복상 시간부
사는 미완료상과 시간부사에 속한다.
최경아(2007)에서는 초･중･고 수준에 해당하는 시간부사의 유의어 및 한국어 학습 단계별 시간부사의 유의어를 제시하
였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 단계별 시간부사의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에서 시점 시간부사, 시역 시간부사,
방향 시간부사 그리고 반복 시간부사 등의 4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최화정(2010)에서는 유의 관계에 있는 부사들의 결합 구성 관계와 각각의 어휘가 갖는 서로 다른 맥락과 상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변별하였다. 그리고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만리(2010)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유의어 시간부사의 쓰임과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같은 유형의 유의어 시간
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최옥춘(2013)은 학문 목적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어휘 목록>에 공통으로 제시된 시간부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유의어 군을 분석하였으며 사전
적 정의를 바탕으로 예문 분석을 통해 한･중 시간 부사를 대조하였다.

2. 시간부사 제시 현황
2.1.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시간부사 목록
시간부사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구분되고 각각 양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많다.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서 단
계적으로 학습하는 단어의 목록을 나눠야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만리(2010)에서는 현
재 초, 중, 고급이 모두 출판된 교재를 선정하였고 이러한 교재에서 나타나는 순수한 시간부사 (파생어와 합성어의 시간
부사 제외)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시간부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교재별 시간부사 목록4)
기관명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초급
가끔, 갑자기, 곧, 곧장, 금방, 내일, 늘, 다시, 또, 매일, 먼저,
미리, 벌써, 어제, 언제, 언제나, 오늘, 오래, 이따가, 일찍, 자주,
잠깐, 지금, 항상
가끔, 계속, 곧 그제, 내일, 늦게, 다시, 드디어, 또, 먼저, 벌써,
아까, 아직, 어서, 어제, 언제, 언제나, 오늘, 오래, 이따가, 일찍,
자주, 잠깐, 지금, 항상
고드 금방, 내일, 다시, 또, 벌써, 아직, 어서, 어제, 언제나, 오늘,
이따가, 이제, 일찍, 자주, 지금, 항상

중급

고급

계속, 내내, 드디어, 매년, 아까, 아직, 여전히, 우연히, 막, 서서히, 즉시,
우선, 이미, 자꾸, 점점, 잠시
진작
갑자기, 곧장, 금방, 금세, 내내, 늘, 막, 마침, 매일, 미
리, 어느새, 얼른, 여전히, 우연히, 워낙, 이미, 자꾸, 간혹, 종종
점차, 점점, 차츰, 흔히
갑자기, 늘, 드디어, 막, 먼저, 방금, 얼른, 영원히, 오 이미, 점점, 즉시,
래, 우선, 우연히, 자꾸, 점차, 종종
차츰, 흔히

3) 시간 논항 부사에는 사건 시 논항 부사 (예: 곧, 금방, 내일, 당장, 막, 바로 등)와 기준시 논항 부사 (예: 나중에, 늦게1, 미리, 벌써,
1
2
2
빨리 등)가 있다. 사건 논항 부사에는 (대상) 사건 논항 부사 (예: 늦게 , 빨리 , 처음, 가끔, 갑자기, 때때로 등)와 기준사건 논항 부
3
3
사 (예: 늦게 , 먼저, 빨리 등)가 있다.
본고에서는 반복성 시간부사는 빈도 시간부사라고도 한다.

4) 한국어 교재의 시간부사 분석: 유의어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만리 – 상명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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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갑자기, 곧, 그제, 금방, 끝내, 내내, 드디어, 막,
곧장, 내일, 다시, 또, 마침내, 먼저, 미리, 벌써, 아까, 아직, 어서,
마침, 매일, 미래, 방금, 서서히, 언제나, 언제가, 여전
어제, 언제, 얼른, 오늘, 이따가, 이제, 일찍, 잠깐, 지금, 항상
히, 우선, 자꾸, 자주, 점점, 흔히
가끔, 곧, 그제, 금방, 내일, 다시, 또, 매일, 먼저, 벌써, 아직,
연세대
어제, 언제, 언제나, 오늘, 오래, 우선, 이따가, 이제, 일찍, 자주, 갑자기, 계속, 내내, 드디어, 아까, 방금
잠깐, 점점, 지금, 항상
가끔, 갑자기, 곧, 금방, 다시, 드디어, 먼저, 문득, 미래, 미리, 내내, 대대로, 마침내, 본래, 서서히, 어느새, 워낙, 이
이화여대
아까, 아직, 언제, 얼른, 오늘, 우연히, 자꾸, 자주, 지금, 항상 제, 흔히
가끔, 계속, 곧, 금방, 내일, 늘, 늦게, 또, 매일, 먼저, 미리, 벌써,
가나다 학원 아까, 아직, 어제, 언제, 오늘, 이따가, 이제, 일찍, 자주, 점점, 그제, 벌떡, 얼른, 우연히, 이미, 자꾸
지금
서울대

없음

없음
없음
간혹, 끝내, 마냥,
마침, 마침내, 워낙

<표 1>을 보면 각 교재의 초급단계에서 시간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중･고급 교재에서는 시간부사가 많이 학습되
지 않고 특히, 연세대,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고급 교재에서 시간부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초급단계부터 학
습자들에게 시간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학습자가 시간부사를 잘 쓰도록 주의해야 한다.

2.2. 시간부사의 앞선 하위분류
시간부사의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할 뿐만 아니라 시간부사가 시제-상-통사-동사 등 다 시각을 통하여 하위분류한다.
<표 2>에서는 시간부사의 앞선 하위분류를 살펴보겠다.

<표 2> 시간부사의 앞선 하위분류
연구자

유형
때의 점을 보이는
시간부사

최현배

자료
지난적
이적

이제, 인제, 방금, 금방, 오늘

올적

내일, 다음 차차

때의 길이를 보이는 시간부사
때의 앞뒤를 보이는
시간부사

앞선때

먼저, 일찍
같이, 함께

뒤선때

나중, 다음

현재

가끔, 매일, 매번, 자주, 아직, 드디어
지금, 현재/방금, 금방/즉시, 당장, 바로, 곧/뜻밖에, 갑자기

시구간

잠깐, 오래, 한참, 종일

순서

먼저, 일찍

완료 / 미완료
반복

늘, 항상, 잠시, 잠깐, 오래, 곧

같은 때

때의 번수를 보이는 시간부사

온영두
(1986)

일찍, 이미, 벌써, 어제

이미, 벌써/아직
단일 반복

또, 다시

단속(반도)

가끔, 간혹, 종종/자주

도달

결국, 드디어, 마침내

점진

점점,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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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하나만
나타냄
시제를 표시하는
시간부사

시간 둘을
나타냄

이제, 인제, 지금, 오늘, 금년, 요즈음, 근래, 이때, 현재

미래

내일, 훗날, 이때, 모래, 내년, 내달
어느새, 종래, 여전

미래현재

영구히, 영원히

변화
지속

시간부사

2회

변화없음

위치 시간부사

양상 시간부사

규칙

매일, 매번

불규칙

가끔, 이따가, 간혹, 때때로, 종종, 자주

점점, 차차

변화

갑자기, 돌연

순서

먼저, 다음, 나중, 처음

종점

결국, 드디어, 마침내, 끝내

과거

금방, 방금, 벌써, 아까, 아직, 이내, 이미, 이제, 인제

현재

요즘, 지금, 현재

미래

당장, 어서, 얼른, 이따, 이따가, 이후

순간

갑자기, 문득, 잠시

지속

내내, 늘, 밤새, 잠깐, 종일, 한참

무시제
양태부사

여태
또, 다시, 또한

변화

시점
반복하
지 않음

아직
이미, 벌써, 이왕

1회

시제무관

봉원덕
(2004)

현재

가정

반복

손남익
(1995)

어제, 그제, 방금, 아까, 작년, 이때

현재과거

미정
이석규
(1988)

과거

빈도

드디어, 마침내, 마침, 먼저, 미리, 앞서, 어느새, 언제, 언제나, 언제든지, 언젠가, 오해,
우선, 일찍
가끔, 간혹, 다시, 때때로, 또, 매년, 매달, 매번, 매월, 매일, 매주, 이따금, 종종, 항상

시제성

아까, 지금, 이따가, 어제, 오늘, 내일

순서성

먼저, 처음, 나중에, 결국, 이미, 벌써

지속성

오래, 잠깐, 온종일, 평생, 계속, 점점

반복성

다시, 잇달아, 항상, 날마다, 자주, 가끔

순간성

순간, 일순간, 문득, 갑자기, 별안간

<표 2>을 살펴보면 최현배(1961)에서는 때의 점, 때의 길이, 때의 앞뒤 또는 때의 번수 등의 4가지를 보이는 시간부사
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시제나 상 관련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다.
온영두 (1986)에서는 시제와 형택적 분류로 시간부사로 분류하였다. 시간에 관한 순서, 완료여부, 반복성, 도달 등의 7
가지의 양상으로 시간부사를 제시하였다.
이석규 (1988)에서는 시제를 표시하는 시간부사와 시제 무관 시간부사로 크게 나누었다. 시제를 표시하는 시간부사에
는 시제 하나만 나타나는 시간부사, 시간 둘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미정 및 기정 시간부사의 4가지로 하위분류하였다. 그
리고 시제 무관 시간부사에는 반복 또는 반복하지 않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손남익(1995)에서는 시간부사와 양태부사로 크게 나누었고 반복성 부사는 양태부사에 묶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순간 등의 시간 관련 부사는 따로 시간부사에 포함된다.
봉원덕(2004)에서는 시간부사는 위치 시간부사와 양상 시간부사로 하위분류하였는데 시제성과 순서성은 위치 시간부사
에 있고 지속성, 반복성 및 순간성은 양상 시간부사에 포함시킨다.

3. 반복성(빈도) 시간부사 어휘군별 비교･분석
반복성 시간부사는 어떤 상황이 되풀이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상 시간을 수량화하여 이 시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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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을 지시한다. 반복성 시간부사는 상황이 얼마나 자주 혹은 무한히 발생하느냐와 관련되는 것으로 상황의 빈도성 혹
은 습관성을 표현할 수 있다.
반복성 시간부사는 반복의 주기와 관련하여 주기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기성이 없는 것은 다
시 단순반복, 연속반복, 무한 반복(습관성 반복)으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주기성이 있는 것은 규칙 주기 반복과 불규칙
주기 반복으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또 불규칙 주기를 보이는 것은 반복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반복성 시간부사를 분류하여 보이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반복성 시간부사 하위 분류
비주기성
시간부사

주기성
시간부사

단순 반복

다시, 또, 또다시, 재일차, 재차 등

연속 반복

거듭, 거푸, 연거푸, 잇달아

무한 (습관적) 반복
규칙적
불규칙적

등

늘, 항상, 언제나 등
날마다, 해마다, 주마다, 매번, 매주, 매일, 매시간, 일일, 매회, 하루하루, 번번이 등

고빈도성

자주, 빈번히, 흔히, 재삼, 잘, 자주, 자꾸 등

저빈도성

가끔, 이따금, 더러, 때때로, 드물게,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드문드문 등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비주기성 시간부사에는 단순 반복, 연속 반복 및 무한(습관적) 반복 시간부사 3가지가 있다.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나타나는데 나타남의 주기성이 정확하지 않은 시간부사들이다. 이러한 시간부사는 한국어를 학습
할 때 초급단계부터 바로 배우게 되고 의미가 단순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 한국어 학습자에게 별 낯선 시간부사가
아니다.
그리고 주기성 시간부사에는 규칙적 시간부사와 불규칙적 시간부사가 있다. 규칙적 시간부사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
행동 등이 규칙적으로 나타남을 표현하는 부사들이다. 예를 들어서 ‘날마다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학교에 가는
것이 주기적, 규칙적으로 매일,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다. 불규칙적 시간부사는 고빈도성과 저빈도성 시간부사로 구분하는
데 반복 빈도가 높은 것이나 낮은 것으로 나눈다.
한국어 학습자의 경험으로 고급단계로 들어가도 시간부사, 특히 같은 의미를 가지는 유의어 시간부사를 구분하여 활용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늘, 항상, 다시, 거듭, 날마다, 자주 등의 의미가 명확한 시간부사를 제외하고 저빈도성 시간부사인
때때로, 때로,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등이 빈도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의미를 대중적으로 이해하여도 각
각의 유의서 시간부사를 쓸 때의 느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때로’와 ‘때때로’의 뜻이 비슷한데 각각에
해당하는 느낌이 어떤지 외국인 학습자에게 파악하는 데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저빈도성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유의어 시간부사를 어휘군으로 묶어서 서로 비교･분석하고자 한
다. 같은 의미인데 문장에서 쓸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하고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하여 베트남어의 해당하
는 시간부사를 대조하여 연구해 보겠다.

218
3.1. 때로/때때로
3.1.1. 때로
의미: 경우에 따라서 / 잦지 아니하게 이따금

예 (1)
ㄱ.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함께 술도 한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ㄴ.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져 보아야 된다.
ㄷ. 때로 남과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
ㄹ. 때로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으니 모두들 조심하라.
ㅁ. 때로 어려운 경우에 처하다.

3.1.2. 때때로
의미: 경우에 따라서 가끔

예 (2)
ㄱ. 때때로 바람이 분다.
ㄴ. 그는 때때로 나를 실망시키곤 했다
ㄷ. 일이 없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때때로 어렸을 적 일들이 생각나곤 한다.
ㄹ.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밖에서 때때로 가벼운 발자취 소리가 들려온다.
ㅁ. 살다보면 때때로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온다.
ㅇ. 아내는 때때로 일하는 가게에 찾아오곤 했다.
ㅅ. 어머니는 때때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다.

3.1.3. ‘때로’와 ‘때때로’ 비교･분석
‘때로’와 ‘때때로’는 어떤 일이나 상황이 1번 이상 발생함을 표현하는 시간부사로서 주기성 반복 시간부사에 속한다.
‘자주’, ‘빈번해’ 등과 같이 어떤 일이 여러 번 발생하는 고빈도 시간부사와 달리 수시로 반복하니 저빈도 시간부사로 간
주되어 있다.
두 단어의 뜻풀이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사용법에 대해서도 별차이가 없어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예문을 분석해 보면 ‘때로’와 ‘때때로’는 보통 ‘-곤 하다’, ‘-기도 하다’의 종결어미과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 (3)
ㄱ. 그는 때로/때때로 나를 실망시키곤 했다.
ㄴ 일이 없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때로/때때로 어렸을 적 일들이 생각나곤 한다.
ㄷ. 때로/때때로 나는 내가 자라온 고향을 생각하곤 했다.
ㄹ. 사회는 때로/때때로 급속하게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때때로는 아주 꼼짝도 않는 듯이 더디게 바뀌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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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재활용은 때로/때때로 더 큰 공해를 부르기도 한다.

단, 위와 같이 ‘때로’와 ‘때때로’가 같은 문장에서 쓰이면 각각이 주는 느낌이 조금 달라진다. 위에서 두 부사의 뜻을
풀이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의 같은 설명 외에 ‘때로’는 ‘잦지 아니하게 이따금’으로 뜻이 강조된다. 같은 한 문장에 두
부사를 붙어서 분석해 보면 횟수.빈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 ‘때로’는 딱 1,2번의 아주 적은 횟수이며 ‘때때로’는 ‘경
우에 따라서 가끔’의 뜻풀이로 조금 더 많은 최소 2,3번 이상, 시시각각의 느낌이 들다.

예문 (4)
ㄱ. 때로는 옛 애인과의 추억에 빠져들기도 했다.
ㄴ. 때때로 옛 애인과의 추억에 빠져들기도 했다.
예문 (5)
ㄱ. 살다보면 때로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온다.
ㄴ. 살다보면 때때로 거짓말을 해야ㅊ할 때가 온다.

위의 2가지 예문에서 ‘때로’, ‘때때로’를 바꿔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데 단어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다르다. 예문(4)에
서는 옛 애인에 대한 추억에 들기도 할 때가 있다는 뜻인데 예문 (4ㄱ)에서 ‘때로’를 쓰면 아주 이따금. 일상에 딱 1,2번
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나 (4ㄴ)에서는 ‘옛 애인과의 추억에 빠져들 때’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
다. 예문(4ㄴ)보다 에문(4ㄱ)은 ‘때로는’을 쓰는 것으로 조금 자연스럽다.
예문(5)에서도 (5ㄹ)의 문장이 (5ㄷ)문장에 비하면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수적으로 조금 더 많은 느낌이 든다.

예문 (6)
우리의 일상은 때로 불안하고 감당하기 버거우며 때때로 외롭기까지 한다.

위 예문을 보면 한 문장에서 ‘때로’와 ‘때때로’를 같이 써도 어색하지 않고 서로 바꿔서 써도 된다. 단, 횟수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 ‘일상은 때로, 가끔은 불안하여 감당하기 버거우며, 때때로 (시시각각 또는 매순간)에 외로움을 느낀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3.2. 더러/드물게
3.2.1. 더러
의미: 이따금 드물게

예문 (7)
ㄱ. 같이 살다 보면 더러 싸울 때도 있다
ㄴ. 그는 우리 집에 더러 들린다.
ㄷ. 그는 회사에 더러 결근을 하곤 했다.
ㄹ. 나는 더러 늦잠도 자고 게으름도 피우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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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드물게
의미: 흔하지 아니하다

예문 (8)
ㄱ. 그녀는 보기 드물게 눈에 뜨이는 미인이다.
ㄴ. 그는 요즘 보기 드물게 예의 바른 후배였다.
ㄷ. 그 아가씨는 요즘에 보기 드물게 참한 신붓감이다.
ㅁ. 이 섬은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3.2.3. 더러/드물게 비교분석
‘더러’와 ‘드물게’는 위에서 분석한 ‘때로’, ‘때때로’와 같이 비주기성 저빈도성 시간부사이다. 문장에서 쓰이면 문장 맥
락에 따라서 ‘때로’, 때때로’보다 횟수의 정도, 즉 횟수가 적임을 강조한 뜻이 있다.

예문(9)
ㄱ. 그의 아버지는 더러 보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만나지 못했다.
ㄴ. 그의 아버지는 드물게 보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만나지 못했다.
예문(10)
ㄱ. 그는 우리 집에 더러 들린다.
ㄴ. 그는 우리 집에 드물게 들린다.

예문 (9)에서는 ‘더러’와 ‘드물게’를 서로 바꿔서 문맥에 따라서 독자가 느끼는 것이 조금 다르다. 예문 (9ㄱ)에서 ‘더
러’가 쓰여 조금 플러스(+)의 방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문장 뜻은 ‘어떤 남자의 아버지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가
끔, 즉 적어도 몇번이나 만나게 되었다. 근데 어머니는 전혀 만나지 못했다’라고 분석된다. (9ㄴ)의 뜻도 (9ㄱ)와 비슷하
나 ‘드물게’는 아주 적은 정도 및 회수.빈도를 강조하는 말이다. ‘더러’는 ‘플러스’(+)의 느낌을 주면 ‘드물게’가 ‘마이너
스’(-)의 느낌이 든다.
예문 (10)도 위와 분석하는 것과 비슷하다. (10ㄱ)은 ‘그는 가끔 우리 집에 놀러오다’의 뜻으로 볼 수 있다. 많지도 않
고 너무 적게도 아닌 그런 정도로 긍정적인 느낌이 있다. 그러나 (10ㄴ)는 아주 오래 오래간만에 한번 또는 아주 적은
횟수로 집에 들리는 행동이 나타난다.
한국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시간부사의 뜻으로 ‘더러’를 많이 쓰지 않고 대신에 뜻이 비슷한 ‘가끔’이 더 많이 쓰인다.

예문(11)
ㄱ. 아버지는 내게 먹부터 갈게 하였다. 먹은 더러/가끔 갈아보아 무난하게 갈아낼 수 있어 다행이다.
ㄴ. 같이 살다 보면 더러/가끔 싸울 때도 있다.

위의 예문을 보는 것처럼 ‘더러’가 ‘가끔’의 뜻과 더 가깝다. ‘가끔’도 비주기성 저빈도 시간부사이지만 ‘드물게’보다
횟수가 더 많다는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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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를 쓰는 문장에서 ‘드물게’를 바꿔 쓸 때 정도가 조금 달라지고 어색한 때도 있으나 문맥적으로 틀리지 않다. 그
러나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 ‘드물게’ 대신에 ‘더러’를 쓰면 안된다.

예문(12)
ㄱ. 그녀는 보기 드물게/*더러 눈이 뜨이는 미인이다.
ㄴ. 드물게/*더러 보는 양장 차림으로 한껏 맵시를 부린 모습이었다.
ㄱ. 날씨조차 이날을 축하하는 듯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더러 화창했다.

예문(12)을 보면 ‘드물게’의 사용법 중에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드물게’가 쓰이는 문장에는 대부분 ‘보기’라는
말을 붙어 구성한다. ‘보기 드물게’가 관용표현으로 이는 주요 어떠한 사람이나 물품이 너무 긍정적임을 강조한다.

예문(13)
ㄱ. 지금 서울 하늘에 보기 드물게도 많은 별이 떴는데요
ㄴ. 그 아가씨가 요즘에 보기 드물게 참한 신붓감이다.
ㄷ. 그는 한국 영화계에서 보기 드물게 헐리우드 스타의 특징을 갖다.

예문(13ㄱ)에서는 지금처럼 서울 하늘에 이렇게 별이 많을 때가 너무 적고 너무 귀한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요즘 하늘
에 별이 많지 않은데 ‘보기 드물게’ 별이 참 많아서 감탄문으로 느껴진다.
요즘 옛날과 달리 신붓감이 활발하고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하고 가족만을 위해서 집안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문 (13ㄴ)에서 드물게 보는 찬찬하고 얌전하는, 즉 ‘참한’ 신붓감’의 모습을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칭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요즘의 신붓감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다.
예문 (13ㄷ)에서는 위의 예문 같이 긍정적인 느낌을 가져온다. 현재 한국 영화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배우
자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그’는 ‘보기 들물게’ 그런 특징을 갖는 적은 수의 사람 중 하나이다.

3.3. 이따금/간혹/가다가
3.3.1. 이따금
의미: 얼마쯤씩 있다가 가끔

예문(14)
ㄱ. 심심할 때면 이따금 산에 올라간다.
ㄴ. 이따금씩 네 생각을 한다.
ㄷ. 먼 곳에선 이따금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ㄹ. 거리에는 군인들이 이따금 지나갈 뿐, 사람이 별로 없었다.

3.3.2. 간혹
의미: 어쩌다가 띄엄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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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5)
ㄱ. 간혹 있는 일
ㄴ. 그의 소식이 간혹 들려온다.
ㄷ. 똑똑한 그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다.
ㄹ. 나는 간혹 걸어서 회사에 가곤 한다.
ㅁ. 아이가 젖을 먹고 난 후 간혹 토하는 수가 있다.

3.3.3. 가다가
의미: 어떤 일을 계속하는 동안 어쩌다가 이따금
예문 (16)
ㄱ. “어서 올라오세요. 가다가는 그런 일도 있어야 살 재미가 있지 않아요.”
ㄴ. “아까 그건 이태원에서 외국인하고 사는 여자한테서 가져온 거예요. 가다가는 아주 신품이 걸릴 때도 있죠”

3.3.4. 이따금/ 간혹/ 가다가
이 어휘군에서 묶는 시간부사들도 저빈도성 반복상 시간부사로 간주되어 있는데 6.1과 6.2에서 분석한 시간부사와 조
금 다르다. ‘때로’, ‘때때로’, ‘더러’, ‘드물게’는 횟수나 정도를 강조하는 시간부사이며 ‘이따금’, ‘간혹’, ‘가다가는’의 3개
의 시간부사는 ‘시간의 거리’를 중점에 두고 분석할 것이다.
예문(17)
ㄱ. 심심할 때면 아따금 산에 올라간다.
ㄴ. 그의 소식이 간혹 들려온다.
ㄷ. “어서 올라오세요. 가다가는 그런 일도 있어야 살 재미가 있지 않아요.”

같은 어휘군에서 묶이는 ‘간혹’과 ‘가다가는’ 보다는 ‘이따금’은 횟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가끔’과 ‘때때로’와 가
깝다. 예문(17ㄱ)에서 산에 올라가는 것은 가끔 나타나고 주요 심심할 때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오랜만에 한번만 산에
올라간다는 그런 시간에 관한 느낌도 있다.
‘이따금’은 ‘얼마쯤씩 있다가 가끔’이라고 설명되어 있듯이 어떤 사물이나 행동이 얼마쯤이 되면 가끔 나타남을 표현한
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다른 시간부사와 같이 ‘반복성’을 가리키나 ‘오래된 시간에 한번’에 대한 특징도 나타난다.
예문(17ㄴ)에서는 ‘간혹’의 시간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간의 거리’에 대한 느낌이 더 강하다. 그에 대한 소식이 가
끔만 들리게 되며 오랜간만에 한번만 온다. ‘간혹’은 어쩌다가 한번에 어떤 일이 나타날 때 쓰인다.
‘가다가’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다. 국어사전에도 ‘가다가’를 쓰는 예문은 두 세 문장밖에 없다. 한
국인은 일상생활에서 ‘가다가’보다는 ‘어쩌다가는’을 잘 활용한다. 예문(17ㄷ)에서는 오래 오래 그러한 일이 생겨 사는 데
재미가 있다는 뜻을 표현한다. 살아가면서 가끔씩 평소와 다른 일이 있어야 재미있다는 것이다. 한국사람은 예문에서 제
시한 문장보다는 ‘어쩌다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살 재미가 있지 않아요’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이 어휘군 분석대상인 ‘이따금’, ‘간혹’, ‘가다가’의 3개 시간부사 중에 ‘씩’과 결합하여 강조하는 뜻을 가질 수 있는 단
어가 ‘이따금’, ‘간혹’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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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8)
ㄱ. 이따금씩 네 생각을 한다.
ㄴ. 윈셋팅파일에 문제가 있으면 오류가 간혹씩 발생합니다.
ㄷ. ‘어서 올라오세요. 가다가는/ *가다가씩 그런 일도 있어야 살 재미가 있지 않아요.”

위의 예문(18)에서 ‘이따금씩’과 ‘간혹씩’을 쓰게 되나 ‘가다가씩’이 쓰이지 않다. 시간부사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다가는’의 형태로 쓰일 수 있다.

4. 베트남어 유의어 시간부사 대조･분석
베트남어의 시간부사는 강조하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인다. 한국어 시간부사와 같이 반복상 시간부사에는 저
빈도 시간부사와 고빈소 시간부사로 나누어 져있다. 본 보고서의 범위에서 한국어 시간부사와 대조･분석하는 베트남어
시간부사도 어휘군을 묶어서 분석할 것이다.

4.1. Đôi khi/ thỉnh thoảng/ nhiều lúc ...(때로, 때때로, 가끔)
Đôi khi/ thỉnh thoảng/ nhiều lúc ...은 한국어의 ‘때로’, ‘때때로’, ‘가끔’과 해당하는 시간부사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일이나 행동이 가끔씩 나타날 때 쓰이는 저빈도 시간부사이다.

예문(19)
ㄱ. Đôi khi tôi lại muốn hét lên thật to
(때로는 목 터지도록 크게 외치고 싶다)
ㄴ. Thỉnh thoảng tôi lại nhớ đến khoảng thời gian học trung học
(중학교 시간을 가끔 생각난다)
ㄷ. Nhiều lúc tôi rất muốn quay trở lại nơi đó
(가끔/때때로 그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Đôi khi’는 Đôi (‘둘’)와 khi (‘때’)로 결합되는 단어로서 한번이상 그런 행동을 하고 싶으나 ‘때때로’나 ‘가끔’처럼 횟
수가 많지 않은 것이다. 베트남어 시간부사는 주요 문장 맨앞에서 놓이고 문장 전체를 꾸민다.
예문(18ㄴ)에서 쓰인 ‘thỉnh thoảng’의 시간부사는 한국어의 ‘가끔’과 가장 가깝다. 같은 저빈도 시간부사이나 얼마찜이
되면 두,세번 이상 어떤 일이나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시간부사는 ‘시간의 거리’에 대한 느낌이 없고 횟수에
관한 의미가 강하다.
예문(18ㄷ)에서 ‘nhiều lúc’라는 시간부사는 위에서 분석한 2단어보다 ‘횟수’에 관한 의미가 가장 강하다. ‘Nhiều’이라는
말은 ‘많다’의 뜻, ‘lúc’이라는 말은 ‘때’의 뜻으로 ‘많은 때’의 종합적인 뜻을 가진다. 문장의 뜻을 풀이해 보면 ‘그 곳으
로 가고 싶은 때가 많다’이다.

4.2. Hiếm khi/ chẳng mấy khi (더러/드물게)
‘Hiếm khi’와 ‘chẳng mấy khi’는 한국어로 이해하면 ‘좀처럼’, ‘더러’, ‘드물게’와 같다. ‘khi’는 ‘때’이고 ‘khi’앞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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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키는 말인 ‘hiếm’(적다, 드물다), ‘chẳng mấy’(거의 없다, 적다)을 결합해서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하는 아주 적은
휫수에 관한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20)
ㄱ. Hiếm khi tôi được điểm cao của môn Vật lý
(물리 과목에서 좀처럼/보기 드물게/더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ㄴ. Chẳng mấy khi mà cô ấy làm việc nhà
(그녀는 더러 집안일을 한다)

예문(20ㄱ)에서는 물리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때가 아주 작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주어가 물리공부를 잘못 해서
그런지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말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느낌을 가진다.
예문(20ㄴ)은 그녀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드물게 보는 것으로 문장에서 언급하는 주어 대상을 지적하는 뜻도 포함한
다.

7.3. Lâu lắm, lâu lâu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는)
‘Lâu’는 ‘오래’의 뜻으로 오랜만에, 어쩌다가 한번 어떤 행동이나 일이 나타남을 표시한다. ‘Lâu lâu’는 ‘lâu’라는 말을
2번 반복하여 ‘오래됨’의 뜻을 강조한다. 그리고 ‘lâu lắm’은 ‘오래됨’에 ‘무척, 너무, 아주’의 정도부사를 붙어서 ‘시간의
거리’의 의미를 강조한다.

예문(21)
ㄱ. Lâu lắm mới gặp anh ấy
(오랜만에/어쩌다가는 그를 만났다)
ㄴ. Lâu lâu mới nghe được tin tức của cô ấy
(그녀에 관한 소식이 간혹 들리다)

예문(21ㄱ)에서는 오랜오랜만에 한번, 어쩌다가는 한번 그를 만나는 뜻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난 때가 오래
되었고 그 저빈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Lâu lắm’이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예문(21ㄴ)은 그녀의 소식을 들린지도 오래되었다는 뜻이 있는데 ‘오랜만’의 강조성이 위의 예문(21ㄱ)와 비교
하면 조금 약하다. “Lâu lâu”은 ‘오래’의 뜻인 ‘lâu’ 이라는 말이 두번 나타났는데 정도부사가 붙인 ‘Lâu lắm’의 시간부사
와 비교하면 강조성이 조금 약하다.

5. 결론
시간부사는 한 문장에서 주성분의 역할이 아니므로 어떠한 학습자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인식하며 어떠한 학습
자에게 시간부사가 안 쓰여도 의사소통이 된다니까 안 쓰도록 한다. 특히, 유의어 시간부사의 경우, 의미를 이해하는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유의어 시간부사를 변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어시간부사의 의미를 알고 문장을 구성
할 때 같이 쓰면 청자에게 정확한 뜻을 나눠줄 수 있으며 고급수준의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반복성 시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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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유의어를 몇 개의 어휘군을 묶어서 비교･분석하였고 베트남어 반복성 시간부사를 대조함으로써 베트남인 학습자에
게 반복성 시간부사를 쉽게 변별하고 활용할 수 있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보고서의 범위를 고려하고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시간부사 양상을 살펴보는 결과, 반복 저빈도성 시간부사를 중심
으로 어휘군 3개를 묶어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1. 때로/때때로
때로는 딱 1,2번의 아주 적은 횟수이며 ‘때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가끔’의 뜻풀이로 조금 더 많은 최소 2,3번 이상, 시
시각각의 느낌이 있다.
‘때로’는 ‘잦지 아니하게 이따금’으로 ‘적은 횟수’라는 뜻이 강조된다.

2. 더러/드물게
‘더러’의 뜻은 플러스(+)의 방향으로 적어도 몇번, 어느정도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나타난다.
‘드물게’는 아주 적은 정도 및 회수.빈도를 강조하는 부사이며 ‘더러’는 ‘플러스’(+)의 느낌을 주면 ‘드물게’가 ‘마이너
스’(-)의 느낌이 든다.

3. 이따금/간혹/가다가
‘간혹’과 ‘가다가는’ 보다는 ‘이따금’은 횟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가끔’과 ‘때때로’와 가깝다. ‘이따금’은 ‘얼마쯤씩
있다가 가끔’이라고 설명되어 있듯이 어떤 사물이나 행동이 얼마쯤이 되면 가끔 나타남을 표현하며 ‘오래된 시간에 한번’
에 대한 특징도 있다.
‘간혹’은 ‘시간의 거리’에 대한 느낌이 강하다. ‘간혹’은 어쩌다가 한번에 어떤 일이 나타날 때 쓰인다.
‘가다가’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다. 국어사전에도 ‘가다가’를 쓰는 예문은 두 세 문장밖에 없다. 한
국인은 일상생활에서 ‘가다가’보다는 ‘어쩌다가는’을 잘 활용한다.

위와 같은 3개의 한국어 반복성 유의어 시간부사 어휘군을 비교･분석하였으나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가장 정확한 이해
를 가지기 위하여 해당하는 베트남어 시간부사를 대조하고자 하였다.

1. Đôi khi/ thỉnh thoảng/ nhiều lúc ...(때로, 때때로, 가끔)
‘Đôi khi’는 Đôi(‘둘’)와 khi(‘때’)로 결합되는 단어로서 한번이상 그런 행동을 하고 싶으나 ‘때때로’나 ‘가끔’처럼 횟수
가 많지 않은 것이다.
‘Thỉnh thoảng’라는 시간부사는 한국어의 ‘가끔’과 가장 가깝다. 같은 저빈도 시간부사이나 얼마찜이 되면 두, 세번 이상
어떤 일이나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시간부사는 ‘시간의 거리’에 대한 느낌이 없고 횟수에 관한 의미가 강하다.
‘Nhiều lúc’라는 시간부사는 위에서 분석한 2단어보다 ‘횟수’에 관한 의미가 가장 강하다. ‘Nhiều’이라는 말은 ‘많다’의
뜻, ‘lúc’이라는 말은 ‘때’의 뜻으로 ‘많은 때’의 종합적인 뜻을 가진다.

2. Hiếm khi/ chẳng mấy khi (더러/드물게)
‘Hiếm khi’와 ‘chẳng mấy khi’는 한국어로 이해하면 ‘좀처럼’, ‘더러’, ‘드물게’와 같다. ‘khi’는 ‘때’이고 ‘khi’앞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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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키는 말인 ‘hiếm’(적다, 드물다), ‘chẳng mấy’(거의 없다, 적다)을 결합해서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하는 아주 적은
휫수에 관한 의미를 나타낸다.

3. Lâu lắm, lâu lâu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는)
‘Lâu’는 ‘오래’의 뜻으로 오랜만에, 어쩌다가 한번 어떤 행동이나 일이 나타남을 표시한다. ‘Lâu lâu’는 ‘lâu’라는 말을
2번 반복하여 ‘오래됨’의 뜻을 강조한다. 그리고 ‘lâu lắm’은 ‘오래됨’에 ‘무척, 너무, 아주’의 정도부사를 붙어서 ‘시간의
거리’의 의미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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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교수-학습 방안
이명화(한양대학교)

1. 서론
본고는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 TOPIK)의1) 쓰기 영역의 문항을 분석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토픽 시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픽 시험은 한국어 학
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숙달도 시험으로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취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토픽시험의 급수가 필요하므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치르는 평가이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었고, 토픽 시험에 응시자가 급증하여
토픽 시험 대비를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수요 또한 많아서 ‘토픽 대비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
는 한국어 교육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은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문항들이 학습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만만하지 않다. 이에 토픽 쓰기 시험 평균이 20점대이다2). 그러므로 토픽 쓰기
점수를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토픽 쓰기 시험이 단지 4문항이지만 학습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51번과 52번의 ‘문장 완성하기’는 단순히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의 문맥을 파악하여 적절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야 하고 배점이 각각 10점이다. 53번은 ‘제시된 정보를 보고 단락 구성하기’ 문항인데 배
점이 30점이다. 54번은 ‘긴 글 구성하기’ 문항으로 주장하는 글쓰기이고 배점이 무려 50점이나 된다. 54번은 고급 단계의
글쓰기 문항이므로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은 물론 글의 내용과 형식을 고루 갖추어야 하므로 학습자들이 어려워한다. 학
습자들이 53번과 54번 글쓰기를 못하면 80점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한국어능력시험의 고급 등급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
워진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한국어능력시험의 고급 등급을 받으려면 토픽 쓰기의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교육은 일반적인 쓰기 이론 보다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 문항에 중점을 두고 토픽 쓰기 시험

1)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 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
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ꞏ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에서의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2) <표 1-1> 한국어능력시험(TOPIKⅡ) 영역별 평균 점수 (2017년 국립국제교육원의 20주년 기념 정책 포럼)
회차
49
50
51
52

쓰기
23.45
27.20
25.34
23.26

듣기
61.02
64.31
59.80
61.82

읽기
55.33
56.33
56.77
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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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토픽 쓰기 시험의 51번, 52번은 문맥에 알맞은 문장을 (
채우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맥락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에

)의 앞 ꞏ 뒤 맥락을 추측하여 쓸 수 있어야 한다. 51번은 글의

종류와 목적을 파악하여 어울리는 문법을 선택해야 한다. 52번은 설명문이므로 설명 방법을 잘 파악하여 문맥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휘와 문법의 표현이 적절한지, 문맥과 잘 어울리는지를 평가한다. 53번은 중급 수준의 글쓰기
로 200-300자 정도의 설명문 단락 쓰기로, 주어진 내용을 빠짐없이 사용하여 글을 써야 한다. 짧은 글이지만 도입, 전개, 마무
리로 구성할 수 있고, 주어진 내용으로 글의 순서를 조직해야 한다. 평가 방법은 총체적인 평가와 분석적인 평가를 함께 사용
하고 있다. 먼저 글의 총체적인 인상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하는데, 사용한 어휘와 문법이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그
다음 분석적인 방법으로 글 전체의 세부내용과 표현력이나 맞춤법 등을 평가하고 있다.
53번과 54번의 평가는 내용 및 과제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사용의 범주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하여 점
수를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토픽 쓰기 시험 전에 평가 방법을 숙지하고 연습한다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토픽 시험에 맞춘 쓰기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토픽 쓰기 시험의 문항을 분석하여,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알아보고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능력시험
쓰기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김정숙(1998), 윤인아(2008), 김은희(2013), 장수(2013), 김연주(2014), 신은애(2014), 서수백
(2014), 현빈 ꞏ 최재찬(2014), 박영희(2016)등이 있다. 김정숙(1998)은 쓰기 교육의 목표를 형식적으로 응집성 있고 의미적
으로 일관성과 완결성을 갖춘 담화의 생성에 두고,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쓰기 교육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쓰기 활동
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김은희(2013)는 토픽 고급 단계 쓰기의 문항과 문항의 채점 기준을 분석하여 쓰기의 각 영역에서
요구하는 쓰기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영역별로 바람직한 쓰기 교육에 관한 지도 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토
픽 고급 단계 쓰기 교육 방법으로 첫째, 학습자에게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접하게 해서 글의 핵심을 자기의
관점과 언어로 요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체계적인 문법 교육을 통해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성과 문장 확대
방법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맥락에 어울리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지도한다. 셋째, 논술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논리
적이고 응집력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무엇보다 쓰기 교육은 지속적인 쓰기 활동이 이루어질 때 효
과가 나타나므로 꾸준한 연습을 강조했다. 장수(2013)는 모의시험 답안지를 분석하여 잘 틀리는 문항이 무엇인지, 학습자
들에게 어떤 쓰기 능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토픽 쓰기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빈 ꞏ 최재찬
(2014)은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에서 자유 작문 문항을 대상으로 학습자들이 글을 쓸 때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박영희(2016)는 토픽 쓰기 평가 영역 중 작문 평가 결과물을
바탕으로 초급, 중급, 고급의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픽 쓰기 교육 방
안을 모색하였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많지만 한국어능력시험의 변경된 내용
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쓰기 문항을 분석한 논문은 드물다. 또한 변경된 35회 이후의 한국어능력시험 쓰기와 연관한 연
구도 거의 없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의 문항을 분석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쓰기의 필요한 요소를 제시
하여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개정된 이후의 한국어능력시험 제35회부터 제52회까지의 공개된 한국어능력시험 총 6회 분이며
토픽Ⅰ은 쓰기가 없으므로 토픽Ⅱ의 쓰기 영역 문항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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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개요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표 1-2>, <표 1-3>과 같이 TOPIKⅠ과 TOPIKⅡ로 나누고 TOPIKⅠ은 듣기와 읽기 두 과목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이면 1급, 140점 이상이면 2급을 받을 수 있다. TOPIKⅡ는 듣기와 읽기, 쓰기 모두 세
과목 300점을 만점으로 120점 이상이면 3급, 150점 이상이면 4급, 190점 이상이면 5급, 230점 이상이면 6급으로 한다.

<표 1-2>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준과 등급
TOPIKⅠ

TOPIKⅡ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80점 이상

140점 이상

120점 이상

150점 이상

190점 이상

230점 이상

<표 1-3> 문항수와 시험시간
시험수준
TOPIKⅠ

TOPIKⅡ

영역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분)

듣기

30

100

40

읽기

40

100

60

듣기

50

100

60

쓰기

4

100

50

읽기

50

100

70

비고
100

1교시

110

1교시

70

2교시

개편 전과 비교하면 읽기와 듣기의 문항이 30문제에서 50문제로 문항 수가 20문제가 늘었고, 어휘와 문법 영역이 없
어지면서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쓰기는 15~16문항에서 4문항으로 줄었는데, 쓰기는 직접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바뀌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4> 토픽 쓰기의 평가 기준
문항
51-52

평가 범주
내용 및 과제 수행
언어 사용
내용 및 과제 수행
(7점/12점)

53-54

글의 전개 구조
(7점/12점)
언어사용
(8×2=16,13×2=26)

평가 내용
내용이 맥락에 맞게 적절한가?
문장 단위의 표현이 정확하고 격식에 맞는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글의 구성이 논리적이며 조직적인가?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는가?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며 적절한 문법과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가?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토픽 쓰기의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53번과 54번의 평가기준은 크게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사용’으로 나누고 있다. 학습자들이 평가 기준을 인지하고 글을 쓰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고 글을 쓰는 것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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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평가 기준을 인지하고 글을 쓰도록 한다.

<표 1-5> 쓰기 영역의 문항 유형 및 문항 수
난이도

구분

중급
고급

문항 수

배점

51. 문장 완성하기 (실용문)

1

10점

52. 문장 완성하기 (설명문)

1

10점

53. 제시된 정보를 보고 단락 구성하기 (설명문)

1

30점

54. 긴 글 구성하기 (논설문)

1

50점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의 문항은 <표 1-5>와 같이 4문항이다. 기존의 문항에 비해 대폭 줄었다. 51번과 52번 문항
은 글의 문맥에 맞는 문장을 쓰는 ‘문장 완성하기’인데 단순히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 문맥을 파악하여
적절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 53번 문항은 ‘제시된 정보를 보고 단락 구성하기’ 문항으로
200~300자 내로 글을 완성해야 한다. 54번 문항은 ‘긴 글 구성하기’인데 다양한 주제가 제시되며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600~700자 내로 작성해야 한다.

2. 한국어능력시험 쓰기의 문항 분석
개편된 35회 토픽부터 문제가 공개된 52회까지의 토픽 쓰기 시험 문제 51번~54번까지를 대상으로 문항의 유형을 파악
하여, 각 문항을 살펴보면서 문항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토픽 시험 응시자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1. 문맥에 알맞은 문장 완성하기 (실용문)
토픽 51번 문항은 실용문으로 초대장, 이메일, 안내문 등을 읽고 제시된 글에서 (

) 안에 적당한 문장을 찾아 넣는

문제이다. 51번 문항의 토픽 35회부터 52회까지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토픽 쓰기 기출문제 (51번)
51번

유형분류

※ 다음을 읽고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무료로 드립니다

35회

안내문

저는 유학생인데 공부를 마치고 다음 주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
의자, 컴퓨터, 경영학 전공 책 등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을 비워 줘야 합니다. (

㉡

㉠

). 책상,

). 제 전화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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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이메일

모 집
태권도 동아리 ‘태극’입니다. 이번에 (
37회

안내문

㉠

).

신입 회원은 태권도에 관심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

)?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천천히 가르쳐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학생 회관 201호에서 신청하십시오.

41회

이메일

47회

이메일

답장 마이클

52회

이메일

수미 씨,
지난번에 책을(

㉠

)고맙습니다.

수미 씨의 책 덕분에 과제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언제 (
㉡
)?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51번 문항은 실용문을 읽고 ㉠ 과 ㉡ 두 곳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이다. 51번의 배점
이 10점이므로 ㉠ 과 ㉡이 각각 5점에 해당된다. 실용문에서는 글의 종류와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면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실용문의 종류에는 안내문, 편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초대장, 광고문 등이 있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해서
사용하는 글을 실용문이라 한다. 35회의 글의 종류는 안내문이고, 글의 목적은 책상, 의자, 컴퓨터와 책 등의 생활용품을
무료로 주고자 글을 썼다. 위 글에서 ㉠ 과 ㉡의 앞과 뒤 문장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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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모범답안은 ‘㉠ 그동안 사용했던 제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
전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적당하다. ㉠의 답에서 계획을 나타내는 문법 ‘-(으)려고 하다’ 와 ㉡의 ‘연락해 주시
기 바랍니다.’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문장을 구성할 때 중급 수준의 표현과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 먼저 어울리
는 말을 쓴 후 중급 수준의 표현과 문법인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앞 ꞏ 뒤 문맥에 맞는 답안을 썼더라도 초급 수준의 표
현과 문법을 사용했다면 감점이 된다. 물론 정확하지 않은 문법이나 담화의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과 문법을 사용하
면 감점된다.
36회의 글의 종류는 이메일이고, 글의 목적은 교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다른 날 약속을 잡기 위해 교수님
께 약속 시간을 여쭤 보려고 글을 썼다. 위 글에서 ㉠ 과 ㉡의 앞과 뒤 문장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장을 찾
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범답안은 ‘㉠ 금요일에 뵙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괜찮으십니까?)’가
적당하다. ㉠의 답에서 거절을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로 표현한 문법 ‘-(으)ㄹ 것 같다’ 와 ㉡의 의향을 물어볼 때 사용하
는 문법 표현을 쓸 수 있어야 한다.
47회의 글의 종류는 이메일이고, 글의 목적은 선배에게 택배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려고 글을 썼다. 위 글에서 ㉠ 과
㉡의 앞과 뒤 문장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보면 ‘㉠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 카메라를 받아 주
실 수 있으십니까?’가 적당하다. ㉠의 답에서 카메라를 주문한/(구입하다, 사다) 사실을 표현했고 ㉡의 카메라를 받아 줄
수 있는지 상대방의 의향 물어볼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 ‘-(으)ㄹ 수 있으십니까?’를 사용하였다.
52회의 글의 종류는 이메일이고, 글의 목적은 책을 언제 돌려주면 좋을지 시간 약속을 받기 위해 글을 썼다. 그러므로
어울리는 문장은 ‘㉠ 빌려 주셔서 ㉡ 돌려 드리면 됩니까?’가 적당하다. ㉠의 답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문법 ‘-아서/
어서/해서’ 와 ㉡의 상대방의 의향 물어볼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 ‘-이/가 되십니까?’를 사용하였다. 51번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토픽 쓰기 기출문제 답안 (51번)
51번

유형

사용문법

모범 답안

35회

안내문

㉠ -(으)려고 하다 (계획, 목적)
㉡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사용했던 제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 전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회

이메일

㉠ -(으)ㄹ 것 같다 (완곡 표현)
㉡ -이/가 괜찮으십니까? (의향)

㉠ 금요일에 뵙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괜찮으십니까?

37회

안내문

㉠ -(으)려고 하다 (계획, 목적)
㉡ -이/가 처음이니까?

㉠ 새로 신입 회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 태권도를 처음 배우십니까?/ 태권도가 처음이십니까?’

41회

이메일

㉠ -(으)려고 하다 (계획, 목적)
㉡ 언제든지 다 괜찮습니다.

㉠ 제가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 언제든지 다 괜찮습니다.

47회

이메일

㉠ -(으)려고 하다 (계획, 목적)
㉡-(으)ㄹ 수 있으십니까? (가능)

㉠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 카메라를 받아 주실 수 있으십니까?

52회

이메일

㉠ -아서/어서/해서 (이유)
㉡ -됩니까? (의향)

㉠ 빌려 주셔서
㉡ 돌려 드리면 됩니까?

<표 2-3>과 같이 51번 토픽 쓰기 시험은 공개된 6회의 시험에서 이메일이 4번, 안내문이 2번 출제 되었다. 주로 사용
된 문법은 ‘-(으)려고 하다 (계획, 목적)’ 4번으로 가장 많이 쓰였고, ‘-이/가 괜찮으십니까? (의향)’ 표현이 2번 나타났다.
또한, 종결어미가 모두 ‘ㅂ니다/습니다’체로 쓰였다. 그러므로 문맥에 적절한 어휘와 문법을 알아야 하고, 제시된 문장을
읽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유형은 읽기와 통합된 문제 유형이므로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문맥과 어울리는 표현을 골라야 하므로 담화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휘와 문법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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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과 문장 간의 맥락을 읽고 이해하고 답을 유추할 수 있다.

2.2. 문맥에 알맞은 문장 완성하기(설명문)
토픽 52번 문항은 설명문으로 나열하기, 비교 ꞏ 대조하기, 분석하기, 분류하기 등을 읽고 제시된 글에서 (

) 안에

적당한 문장을 찾아 넣는 문제이다. 52번 문항의 토픽 35회부터 52회까지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토픽 쓰기 기출문제 (52번)
52번

유형

35회

유추

※ 다음을 읽고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퍼즐은 여러 개의 조각을 모두 제 위치에 놓아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그런데 만일 (

㉠

).

사회와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래야 (

㉡

).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명예와 부를 안겨 준다. 기회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36회

이유

(

㉠

제로 (

). 이런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실
㉡

). 이렇게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기회를 잡으려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이다. (
37회

나열,
대조

㉠

).다른

하나는 어려워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
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

㉡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일수록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머리는 언제 감는 것이 좋을까?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머리를 감는다. 그러나 더러워진 머리는 감고
41회

당위

자야 머릿결에 좋기 때문에 (
서 (

㉡

㉠

). 그런데 젖은 머리로 자면 머릿결이 상하기 쉽다. 따라

). 만약 머리를 말리기 어려우면 아침에 감는 것이 더 낫다.

사람의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다. 그래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
47회

이유

그런데 전문가들은 손을 씻을 때 꼭 (

㉡

㉠

).

). 비누 없이 물로만 씻으면 손에 있는 세균을 제

대로 없애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밝은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왜냐
52회

대조

하면 (

). 그런데 이와 반대로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밝은 표정을 지으면 기분도 따라서 좋아진다. 그러므로 우울할 때일수록
(

) 것이 좋다.

52번도 51번 유형과 마찬가지로 담화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지만, 51번 유형은 실용문이고 52번 유형은 설명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문은 설명 방법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어떻게 전개시키는
지,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각각의 담화 표지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등을 알면 독해에 도움이 된다. 설명 방
법의 종류로는 나열, 비교, 대조, 유추, 인과, 요약, 분류, 분석, 정의, 예시, 환언 등의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형은 키가
크고 잘 생겼다. 그렇지만 동생은 키가 작고 못 생겼다.’에서 형과 동생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보여주는 설명 방법이 ‘대

234
조’이다. 대조의 설명 방법은 ‘그렇지만’ 이라는 접속사 표지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등의 표지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52번 유형은 첫 문장이 중요하다. 첫 문장을 읽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추
측해 보고, ㉠과 ㉡의 앞과 뒤의 문맥을 생각하며 설명 방법을 생각해 보고 적합한 내용을 써 본다. 51번 유형에서는 문
장의 끝이 존대말로 ‘-습니다/ㅂ니다’가 많았지만 설명문의 문장 끝은 ‘형-다, 동-ㄴ/는다, 명-이다’형의 서술문으로 써야
한다. 그러므로 52번 35회의 답은 ‘㉠ 퍼즐 조각이 제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 ㉡ 비로소 사회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로 유추할 수 있다. 정답을 쓸 때 철자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철자가 정확하지 않으
면 감점이 된다. 다음은 52번의 답안을 정리하였다.

<표 2-4> 토픽 쓰기 기출문제 답안 (52번)
52번

유형

모범 답안

35회

유추

㉠ 퍼즐 조각이 제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
㉡ 비로소 사회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36회

이유

㉠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한다.
㉡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

37회

나열, 비교

41회

당위

㉠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것이 좋다.
㉡ 자기 전에 머리를 말리고 자야 한다.

47회

이유

㉠ 손을 씻어야 한다.
㉡ 비누로 씻으라고 한다.

52회

비교

㉠ 감정이 표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밝은 표정을 짓는

㉠ 하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

<표 2-4>와 같이 토픽 쓰기 52번은 설명문의 설명 방법 중에서 인과와 대조가 많이 쓰였다. 종결어미는 설명문이므로
동사는 ‘–는다/ㄴ다’, 형용사는 ‘-다’, 명사는 ‘-이다’로 쓴다. 중급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야 하고 초급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면 감점된다. 52번의 답안을 쓸 때 (

) 앞 ꞏ 뒤를 잘 살펴서 비교 ꞏ 대조 관계나 인과 관계 등 설명 방법을 파

악하면 답안을 찾기 쉽다. 또한 설명 방법을 찾을 때 접속사의 의미에 유의해야 하고, 호응관계도 익혀야 한다.

2.3. 제시된 정보를 보고 단락 구성하기 (설명하는 글쓰기)
토픽 53번 쓰기 문항은 설명문으로 그래프를 보고 제시된 글을 사용하여 200~300자로 글을 쓰는 문제이다. 중급 수준
의 문제로 배점이 30점이다. 53번 문항의 토픽 35회부터 52회까지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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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토픽 쓰기 기출문제 (53번)
53번

유형

35회

대조

※ [53] 다음 그래프를 보고, 연령대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그에 대한 자신
의 생각을 200～300자로 쓰십시오. (30점)

※ [53]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1인 가구 증가의
원인과 현황을 설명하는 글을 200∼300자로 쓰십시오. (30점)

36회

원인과
현황

※ [53] 다음 그림을 보고 대중매체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200～300자로 쓰십시오.(30점)

37회

분류하
기

※ [53] 다음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입니다. 그래
프를 보고,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200～300자로 쓰십시오. (30점)

41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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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다음을 참고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한 글을 200～300자로
쓰십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30점)

47회

원인과
현황

※ [53] 다음을 참고하여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글을 200-300자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
시오. (30)

52회

대조

53번 유형은 제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제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로 도표나 그래프를 보고 장점
과 단점, 또는 원인과 결과, 비교하기 등을 200~300자의 글로 써야 한다. 30점 문제이고, 쓰기 4문항에 총 쓰기 시간이
50분이므로 쓰기 시험에서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의 내용을 구성할 때 제시된 정보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관련 없는 내용을 쓸 경우 감점이 된다. 글을 조리 있게 전개해야 하며, 도입-전개-마무리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글을 쓰기 전에 각 단계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 개요 작성을 해야 하고, 중급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
법을 사용해야 하고, 문어체로 써야 한다. 다음은 53번의 기출문제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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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토픽 쓰기 기출문제 정리 (53번)
도표/그래프

기능

과제

35회

원그래프

비교하기

• 연령대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36회

도표

원인과 현황

• 1인 가구 증가의 원인과 현황을 설명하는 글을 쓰십시오.

37회

도표

분류하기

• 대중매체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쓰십시오.

41회

막대그래프

비교하기

•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
여 쓰십시오.

47회

꺾은선 그래프

원인과 현황

•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한 글을 쓰십시오.

52회

도표

비교하기

•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 글을 쓰십시오.

53번 기출문제는 막대그래프가 6번 중 3번 출제 되었고, 막대그래프, 원그래프, 꺾은선 그래프가 각각 1번씩 출제 되
었다. 설명 방법으로는 비교하기가 3번, 원인과 현황 2번, 분류하기 1번으로 출제되었다. 35회는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밖에 회차에서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분량은 200~300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분량에 맞
추어 서술해야 한다. 35회와 41회의 문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쓰기 문제이다. 내용구성은 제시된 내용을 이
용하여 빠짐없이 구성해야 한다. 이 유형은 도표나 그래프를 보고 제시된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 된다. 그러므로 도
표와 그래프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 보고, 설명 방법에 따른 담화표지를 익혀야 한다.
평가기준을 숙지하고 15분 이내에 쓰도록 연습해야 한다.

2.4. 긴 글 구성하기 (주장하는 글쓰기)
54번 쓰기 문항은 제시된 주제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600~700자로 서술해야 한
다. 54번 문항의 토픽 35회부터 52회까지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토픽 쓰기 기출문제 (54번)
54

※ [54]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700자로 글을 쓰십시오. (50점)
사람들은 다양한 경제 수준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삶에 대해 느끼는 각자의 만족도도 다양하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와 행복 만족도가 꼭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다. 경제적 여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35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조건과 행복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행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가 공부나 일을 할 때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더 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에는 흥미, 만족감, 자부심과
같은 내적 동기도 있고 칭찬이나 보상과 같은 외적 동기도 있습니다. ‘동기가 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36회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동기는 일의 시작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동기가 일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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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빠르게 세계화․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참고하여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
37회

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는 지나간 일을 기록한

41회

역사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쓰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칭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47회

∙ 칭찬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갈등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의사소통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아래
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라.

52회

∙의사소통은 왜 중요한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54번 유형은 제시된 주제와 과제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
제이다. 배점은 50점이고, 600~700자 내외로 써야 한다. 주제에 대해 서술하면서 요구하는 과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야 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있으면 감점이 된다. 글의 전개가 논리적이어야 하고 서론-본론-결론의 구조
가 좋다. 문장을 구성할 때에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내용이 바뀌면 단락을 구분하여 문단을
바꾸어 써야 한다. 개요 작성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내용이 담긴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해 보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글로 완성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구어적인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문장 종결형으로 ‘-ㅂ/
습니다’나 ‘-아/어요’를 사용하면 감점이 되므로 ‘-(ㄴ/는)다’를 사용해야 한다. 제시된 평가표를 참고하여 글을 쓴 후 스스
로 채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54번을 다시 정리하였다.

<표 2-8> 토픽 쓰기 기출문제 정리 (54번)
54번

주제

과제

35회

• 경제적 여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조건과 행복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행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36회

• 동기가 일에 미치는 영향

∙동기는 일의 시작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동기가 일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37회

•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41회

• 역사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가치

여러분은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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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

∙ 칭찬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52회

•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방법

∙의사소통은 왜 중요한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54번의 쓰기 주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면서 그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제와 관련
하여 효과적인 방법이나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고 있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와 내 주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54번은 주제와 과제를 제시하여 글쓰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유형은 주제와 과제에 맞게 자
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고급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응집력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능력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평소에 독서와 시사에 관심을 갖고 배경지식을 쌓아야 한다. 또한 글을 쓰기 전에 개요 작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4번은 고급 수준의 문항이고, 한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문항이다. 가장 최근의 토픽 시험 52회의 54번 문항의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내용이 주제와 관련되어 풍부하고 다
양한가?, 글의 구성이 논리적이며 조직적인가?, 어휘와 문법을 적절하고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이다. 글을 쓴 후 스스로
평가 기준에 맞춰 채점해 보는 것이 좋다.

3. 교수-학습 방안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성취도와 만족도가 높다. 글쓰기 수업에서도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드백에 대해 공감하기 쉽
고 2차, 3차 피드백을 받아도 불만 없이 수정하여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다.
토픽 쓰기 시험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한다. 쓰기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조직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고 시험을 볼 때 더
욱 힘들어 한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은 그 상황에 적절한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쓰기가 쉽지 않아서 더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토픽 쓰기 시험에 대비하여 각 문항의 기출문제나 연습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보고 써 보아야 한다. 또한 주어
진 시간이 50분이므로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1. 문맥에 알맞은 문장 완성하기(실용문)
51번 쓰기 문항은 문장 완성하기 문제로 문맥에 어울리는 중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 종결어미는 격식
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습니다/ㅂ니다’체를 사용한다. 또한, 실용문의 종류와 글의 목적을 파악하면 답안 찾
기가 수월하다. 시간은 50분 중 5분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문이 무엇인지 실용문에 대해 이해하고, 실용문의 종류를 파악하여 이메일 보내기, 초대장 쓰기, 안내문 쓰
기 등의 글쓰기를 직접 써 보는 연습을 하면서 글의 목적을 파악한다. 둘째, 51번에 자주 쓰이는 어휘와 문법을 연습한
다. 글쓰기에 있어 어휘와 문법을 모르면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어휘와 문법뿐만 아니라 제시된 실용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므로 독해는 필수이다. 셋째,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5분 안에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넷째, 답을 쓴 후에 종결어미, 어휘와 문법의 수준, 높임법, 맞춤법 등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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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2시간 수업 기준으로 실용문에 대해 한 시간을 수업하고, 한 시간은 기출문제 풀이
를 한다.

<표 3-1> 실용문 문장 완성하기 수업 모형 (51번)
➀ 실용문에 대해 알고 쓸 수 있다.
➁ 토픽 쓰기 51번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

학습목표

도입

• 동기유발 및 학습 활동 안내
➀ 실용문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의 글입니까? (실용문 소개하기)
➁ 토픽 51번 기출문제를 제시한다.

전개

➀ 활동 : 실용문의 한 종류인 이메일을 써 보는 활동을 한다.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을 왜 썼는지 이야기 한다.)
➁ 활동 : 기출문제를 푼다.

정리

• 51번의 기출문제 풀이 시 주의할 내용 (종결어미, 어휘와 문법의 수준, 높임법, 맞춤법 등)을 점검한다.

학습내용

수업에 쓰일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실용문, 실용문의 종류, 실용문의 예문
2. 자주 쓰이는 문법과 어휘
3. 기출문제와 연습문제

51번 실용문 수업자료로 실용문의 종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실용문이란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안내문, 편지, 문자메시지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해서 쓰는 글이다. 실용문의
종류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표 3-2> 수업자료- 실용문
종류

목적

안내문

모집, 대회, 관람, 모임 안내, 구인, 구
직, 광고, 알림

초대장

결혼식, 돌잔치, 집들이, 환갑잔치, 졸
업식, 입학식

이메일

환불, 교환, 변경, 취소, 약속정하기

예문

예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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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인터넷글

편지

약속정하기, 변경, 취소, 요청

구매후기, 환불, 교환, 변경, 취소

안부, 감사, 확인, 요청

실용문의 정의와 실용문의 예를 설명하고 직접 간단한 실용문을 써 보게 한다.

3.2. 문맥에 알맞은 문장 완성하기(설명문)
52번 쓰기 문항은 문장 완성하기 문제로 문맥에 어울리는 중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

설명문이므로

종결어미는 ‘동사-는다/ㄴ다, 형용사-다, 명사-이다’로 서술체를 사용한다. 52번 설명문은 설명 방법을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보통 첫문장에 필요한 정보가 가장 많이 나오므로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접속사의 쓰임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간은 51번과 동일하게 5분 안에 해결해야 한다. 또한, (

)를 중심으로 앞 ꞏ 뒤

문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중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문의 설명 방법을 파악해야 독해가 쉬워진다. 설명 방법에 따른 예문을 만들어 보
고, 대조하기, 비교하기, 분류하기, 분석하기, 정의하기 등의 글쓰기 연습이 필요하다. 둘째, 52번에 자주 쓰이는 어휘와
문법을 연습한다. 글쓰기에 있어 어휘와 문법을 많이 알아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휘와 문법뿐만 아니
라 제시된 실용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므로 독해는 필수적이다. 셋째,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5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넷째, 답을 쓴 후에 종결어미, 어휘와 문법의 수준, 맞춤법 등을 다
시 확인한다.
교수-학습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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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설명문 문장 완성하기 수업 모형 (52번)
➀ 설명문에 대해 알고 쓸 수 있다.
➁ 토픽 쓰기 52번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

학습목표

도입

• 동기유발 및 학습 활동 안내
➀ 자전거를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설명문 소개하기)
➁ 토픽 52번 기출문제를 제시한다.

전개

➀ 활동 : 설명문을 소개하고 설명 방법에 맞게 설명문을 써 보는 활동을 한다. (설명 방법에 알맞은 예문 만들기,
설명내용 알아맞히기 게임.)
➁ 활동 : 52번 설명문 문장 완성하기 기출문제를 푼다.

정리

• 52번의 기출문제 풀이 시 주의할 내용 (종결어미 점검, 어휘와 문법의 수준, 접속사, 맞춤법 등)을 점검한다.

학습내용

수업에 쓰일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명문, 설명문의 설명방법, 설명문의 설명 방법 예문
2. 자주 쓰이는 문법과 쓰기체 종결어미, 접속사 연습문제
3. 기출문제와 연습문제

52번 설명문 수업자료로 오류가 많은 쓰기체 종결어미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4> 수업자료- 쓰기체(서술문)
현재

과거

미래/추측

형용사

A-다

예쁘다

필요하다

동사

V-ㄴ/는다

먹는다

간다

명사

N이다

형용사

A-았/었다

예뻤다

동사

A-았/었다

갔다

명사

N-이었/였다

학생이었다

의사였다

형용사

A-(으)ㄹ 것이다

쌀 것이다
클 것이다

적을 것이다
추울 것이다

동사

V-(으)ㄹ 것이다

부를 것이다 먹을 것이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쓸 것이다 전화할 것이다

명사

N일 것이다

학생이다

중요하다

모른다

선생님이다
귀여웠다

먹었다

학생일 것이다

짓는다

의사이다

행복했다

살았다

행복하다

부른다

컸다

몰랐다

추웠다

불렀다

행복할 것이다
다를 것이다

의사일 것이다

<표 3-5> 자주 틀리는 문법
자주 틀리는 표현 (×)
서울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다.

맞는 표현 (○)
산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는다.

없다

오래 쉬는 것보다 잘 쉬는 것이 중요한다.

중요하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무엇보다도 큰 용기가 필요한다.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다.

성공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해야 하다.

운동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다.
성공으로 인해 기뻐하기도 하고 실패로 인해 슬퍼하기도 하다.

싶어 한다
슬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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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문법 표현을 주고 맞는 표현으로 고쳐 보게 한 후 함께 풀어 본다.

3.3. 그래프나 도표에 제시된 정보를 보고 단락 구성하기 (설명하는 글쓰기)
53번 쓰기 문항은 토픽 쓰기 시험에서 학습자들이 점수를 받기 가장 좋은 문항이다. 설명문 문항이 52번과 53번 문항
인데 53번 문항은 연습을 반복하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다. 토픽 쓰기 시험 53번은 도표나 그래프를 보고 제
시된 내용으로 200~300자 내외의 설명문 단락 쓰기이다. 토픽 53번 평가 방법은 문제에서 요구한 과제를 모두 수행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표현해야 한다. 글을 조리 있게 전개해야 하고, 200~300자 내로 도입-전개-마무리 구조를 갖추어서 표현
해야 한다.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서술해야 하며, 결과의 도출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제시
된 자료와 관계없는 개인의 주장을 쓰면 안 된다. 중급 이상의 어휘, 문법으로 문장을 표현해야 한다. 글의 형식에 맞게
써야 하고 구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종결형 어미로 ‘-ㅂ/습니다, -아/어요’를 사용하면 감점이 된다. 53번 설명문 글쓰
기를 잘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평가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53번을 잘 쓰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53번 글의 평가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평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점수의 가감을 예측할 수 있으며,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현빈 ꞏ 최재찬(2014)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에서 자유 작문 문항을 대
상으로 학습자들이 글을 쓸 때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쓰기 평가 기준을 시각화하여 재구성하고 자세히 할수록 학습자들의 쓰기 성취도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둘째, 문제를 정확히 읽고 이해한 후 초점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 과제수행을 잘 했는지, 제시 된 분량만큼 썼는지,
자기생각을 쓰라는 말이 있는데 안 썼는지, 또는 쓰라는 말이 없는데 썼는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내 의견을
썼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셋째, 주어진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글을 써야 하므로 논리적인 순서로 글을 조직해야 한다. 원인을 먼저 써야할지 현
황을 먼저 써야할지 정답은 없다. 현황을 쓰고 그러한 일이 벌어진 원인을 써도 되고, 원인을 쓰고 이러한 원인으로 빚
어진 상황을 써도 된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료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넷째, 어휘와 문법은 상황에 어울리는 어휘와 문법으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초급단계의 어휘에서 벗어나 중급 이
상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 토픽 쓰기 작문을 채점할 때 먼저 총체적인 방법으로 초급, 중급, 고
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방법으로 세밀하게 채점하고 있다.
다섯째, 기출문제와 모범답안을 모방하여 베껴 써보고, 중간 중간에 있는 담화표지를 외운다. 물론 모범답안을 외우는
것도 좋다. 유사한 문제와 다양한 그래프를 제시하여 반복해서 연습한다. 그리고 글을 쓴 후에 피드백이 필수인데 대부
분의 학습자가 틀린 문제를 또 다시 틀리고 있다. 그러므로 면대면 피드백이나 공개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피드백 후
에 다시 쓰기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섯 째, 토픽 쓰기 시험은 4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대략 51번과 52번을 10분 안에 풀고, 53번은 15분 안에
풀어야 하고, 54번은 25분 안에 풀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면서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일곱 째, 그 밖에 문어적 표현과 종결어미, 그리고 많이 틀리는 조사오류에 유의해야 한다. 조사오류를 줄이는 방법으
로 53번에 잘 쓰이는 어휘에 ‘-이/가 나타나다, -을/를 차지하다’처럼 조사를 붙여 익히는 것도 오류를 줄이는 한 방법이
다.
53번의 평가 항목을 세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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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토픽 53번 학습목록
평가목록

배점

1

내용 및 과제수행

7점

주제에 맞는 내용, 과제수행, 분량

평가내용

2

글의 전개구조

7점

전개구조, 담화표지

3

언어사용

16점

어휘, 문법, 맞춤법-원고지 사용법, 조사오류

1) 내용 및 과제수행, 2) 글의 전개구조, 3) 분량, 4) 담화표지, 5) 어휘, 6) 문법
7) 맞춤법-원고지 사용법 8) 조사오류

다음은 교수-학습의 내용이다.
첫째, 설명문과 설명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설명방법에 알맞은 예문을 만들 수 있고, 문장을 읽고 어떤 설명 방법을 사
용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담화표지를 익힌다. 기출 문제의 모범답안을 보고, 베껴쓰기, 모범답안의 (

)를 만

들어 채워보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담화표지를 외울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출제 된 유형은 ‘비교, 대조하기, 원인과 현
황, 분류하기’인데 담화표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담화표현
<비교ㆍ분석하기>
도입

이 그래프는 -을/를 대상으로, -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를 차지했다 / -로 나타났다
첫째, 둘째, 셋째 또는 우선(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은/는 -(ㄴ/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개

마무리

-이/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이)라는 응답은 –에 그쳤다.
-은/는 -(으)로 조사되었다.(나타났다.), -은/는 –을/를 차지하였다.
-의 경우에는
-은/는 –와/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은/는 -(ㄴ/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인과 현황>
도입

전개

마무리

(최근 들어서) -이/가 –고 있다.
-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의 원인(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우선), 둘째(다음으로), 셋째(마지막으로)
-은/는 –(으)ㄴ/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미쳤다.)
이러한 원인으로 향후(앞으로) -(으)ㄹ 전망이다.

<분류하기>
도입

전개

마무리

-(이)란 –을/를 말하다.
-에는 –와/과 –이/가 있다.
-은/는 –에 따라서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면
-은/는 –에 속하다. /-은/는 –에 포함되다.
반면에 –은/는 –(ㄴ/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리하면, –은/는 –(ㄴ/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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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어휘는 토픽 쓰기 53번에 자주 쓰이는 어휘 목록을 작성한다. 어휘는 많은 어휘를 알면 알수록 그만큼 토픽 시
험에 유리하다. 어휘목록은 다음과 같다.

-(으)로 나타나다, -(으)로 조사되다, -에 그치다, –에 달하다, –에 대한, -에 대해서, -에 도달하다, -에 따르면, -에 불과
하다, -에 육박하다, -을/를 대상으로, -을/를 실시하다, -을/를 차지하다, -이/가 감소하다, -이/가 그 뒤를 잇다, -이/가 늘
어나다, -이/가 상승하다, -이/가 하강하다, -이/가 줄어들다, -이/가 증가하다, -이/가 하락하다, 증가세가 주춤하다, 저조하
다, 꾸준히, 제자리걸음, 완만하다, 급격히, 지속적, 순차적, 미치다

넷째, 문법은 쓰기체와 자주 틀리는 종결어미를 비롯하여 어색한 문장을 줄이기 위해 ‘문법의 호응’에 관해 복습 테스
트를 한다. 다섯째, 맞춤법 오류의 대부분은 어휘의 철자가 틀리거나 착각하여 비슷하게 쓰거나 정확한 어휘를 몰라서
다른 어휘를 쓰는 경우가 많다. 원고지 사용법은 PPT로 설명하고 직접 원고지에 쓰면서 PPT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토픽 시험을 볼 때 원고지에 글을 써야 하므로 원고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섯째, 작문에서 조사의
오류는 초급에서 고급에 걸쳐 폭넓게 나타나므로 조사에 대한 교육이 초급, 중급, 고급에서 그 수준에 맞게 꼼꼼하게 이
루어져야 하고 단계별로 문맥 속에서 익힐 수 있도록 초급, 중급, 고급의 교재에서 고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3-9> 도표나 그래프에 제시된 내용으로 설명문 쓰기 수업 모형 (53번)
학습목표
도입

➀ 그래프를 보고 말할 수 있다.
➁ 그래프 설명에 필요한 담화표지를 익힐 수 있다.
• 동기유발 : ➀ (그래프를 가리키며)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말해 보세요. ➁ 53번 기출문제를 보고 글을 쓸 수 있다.
• 학습 활동 안내
➀ 활동 : • 그래프를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도입-전개-마무리).
•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그래프를 제시하여 말하는 연습을 한다.
• 35회 53번 원그래프를 30대만 제시하고 말하게 한다.
• 원그래프 50대를 제시하고 말하게 한다.
• 기출문제 35회 53번 시험지를 제시하여 비교하여 말하게 한다.

학습
내용

전개

• 말한 내용을 원고지가 있는 시험지를 주고 쓰게 한다.
•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비교한다.
➁ 활동 : • 다른 원고지에 모범답안을 베껴 쓰게 한다.
• 담화표지에 동그라미 하게 한다.
• 모범답안지에 (

)를 만들어서 (

)에 알맞은 담화표지를 쓰도록 한다.

• 비슷한 유형의 원그래프를 담화표지를 사용해서 비교하여 말하게 한다.
• 담화표지 ‘–을/를 대상으로, –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도입-1문장) 조사 결과, -이/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
정리

다.(전개-3문장)
이를 통해 -은/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마무리-1문장)

수업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그래프를 PPT로 준비한다.
2. 53번 기출문제의 원그래프를 30대와 50대로 따로 준비한다.
3. 기출 시험문제 준비, 원고지 준비, 모범답안지에 (

)를 만들어서 (

)에 답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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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긴 글 구성하기(주장하는 글쓰기)
54번 유형은 제시된 주제에 맞게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고급 문제이고, 배점이 50점이며, 600~700자 내외로 써야 한다. 글의 전개가 논리적이어야 하고 서론
-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50분 중 25분 이내에 써야 한다. 평가 기준은 1) 내용 및 과제수행 12점, 2) 글의
전개구조 12점, 3) 언어사용 26점으로 언어 사용의 비중이 높다. 다음은 교수-학습 내용이다.
첫째, 글을 쓸 때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 풍부한 내용의 글을 구성하
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다방면의 독서와 시사문제, 인문, 사회, 문화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틈틈이 쌓아 두어야 한다. 보통 서론에 글의 주제와 쓸 내용을 소개하고, 본론에 과제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문장과
뒷받침문장으로 하여 단락을 구성한다. 과제가 3개이므로 본론은 세 단락으로 구성한다. 결론에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거
나 결론에 대한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 한다. 서론 100자, 본론 450자, 결론 100자로 구성하고 문법, 어휘, 연결표현 등에
유의하면서 글을 쓴다. 둘째, 글의 기본 단위인 문장 만들기 연습이 필요하다. 주어진 문장 두 개 또는 세 개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든다. 이것은 문장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이때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문법을 정확히
사용함은 물론 문장을 쓰는 연습으로 문장 구성능력이 좋아질 것이다. 어휘가 모여 문장을 만들고 문장이 모여 단락이
된다. 셋째, 단락 쓰기를 연습한다. 소주제를 주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문장 세 개 이상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한다. 이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단락을 구성하고 단락과 단락을 연결하면서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단락 쓰기에서 먼저 단락 구성의 글을 보여주고 주제문을 찾게 한다. 학습자는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등의 다
양한 구성의 단락을 보며 쓰기에 응용할 수 있다. 넷째, 개요작성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빠르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한
다. 다섯째, 글을 쓴 후에 평가 기준에 맞게 썼는지 점검해야 한다. 주제와 과제를 포함한 풍부한 내용의 글이 논리적으
로 연결되었는지, 어휘나 문법의 사용이 적절한지, 문법적인 호응관계는 맞는지, 조사의 오류가 없는지, 고급 어휘와 문
법을 사용했는지, 맞춤법은 실수가 없는지, 문어와 구어를 확실히 구분하고 썼는지 등을 다시 확인한다. 여섯째, 피드백
을 받고 수정한다. 1:1 면대면 피드백을 받고 같은 주제로 2차, 3차 완벽한 글이 되도록 다시 쓰고 피드백을 받고 또 다
시 쓰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같은 유형의 문제는 형식의 틀을 익힐 수 있을 만큼 반복하여 진행한다. 혹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다시 쓰다보면 실증이 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유형의 새로운 주제로 쓸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3-10> 주장하는 글쓰기 수업 모형 (54번)
학습목표

학습
과정

➀ 단락 쓰기를 할 수 있다.
➁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도입

• 동기유발 : ➀ 인터넷이 우리에게 편리하고 좋기만 한가요? 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근거를 찾아보세요.
➁ 인터넷이 또 어떤 측면에서 안 좋은 가요? 언어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 학습 활동 안내

전개

➀ 활동 : • 다양한 단락의 글을 함께 읽고 주제를 찾는다(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이 안 좋은 점의
근거를 세 가지 이상 말한다. 친구들이 말한 내용과 내 생각을 비교하면서 듣고 단락 쓰기를 한 후에 발표한다.
➁ 활동 : • 인터넷이 안 좋은 점을 언어적인 측면에서 단락 쓰기를 한다.
•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단락쓰기를 하여 본론 3단락을 완성한다.

정리

• 단락 쓰기가 모여 한편의 글이 완성된다. 54번 한편의 글에 서론 1단락, 본론 3단락, 결론 1단락으로 구성한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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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락쓰기 읽기자료를 프린트로 준비한다.
2. 단락쓰기 쓰기연습 자료를 준비한다.

6. 결론
본고는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의 문항을 분석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픽의 문항 분석과 교수-학습을
연구하면서 토픽 시험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픽 쓰기 51번 문제는 첫째, 실용문에 대해 이해하고, 실용문의 종류를 파악하여 이메일 보내기, 초대장 쓰기, 안내문
쓰기 등의 글쓰기를 직접 써 보는 연습을 하면서 글의 목적을 파악한다. 둘째, 51번에 자주 쓰이는 어휘와 문법을 연습
한다. 글쓰기에 있어 어휘와 문법을 모르면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어휘와 문법뿐만 아니라 제시된 실용문
의 내용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므로 독해는 필수이다. 셋째,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5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넷째, 답을 쓴 후에 종결어미, 어휘와 문법의 수준, 높임법, 맞춤법 등을 다시 확인한
다.
52번 문제는 첫째, 설명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문의 설명 방법을 파악해야 독해가 쉬워진다. 설명 방법에 따른 예문
을 만들어 보고, 대조하기, 비교하기, 분류하기, 분석하기, 정의하기 등의 글쓰기 연습을 한다. 둘째, 52번에 자주 쓰이는
어휘와 문법을 연습한다. 셋째,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5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넷
째, 답을 쓴 후에 종결어미, 어휘와 문법의 수준, 맞춤법 등을 다시 확인한다.
53번 문제는 첫째, 토픽 53번과 54번의 쓰기의 평가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평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만큼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문제를 정확히 읽고 이해한 후 초점에 맞게 글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주어진 자
료를 모두 사용하여 글을 써야 하고 논리적인 순서로 글을 조직해야 하므로 개요 짜기를 해야 한다. 또한 작성된 개요로
빠르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셋째, 글을 쓴 후에 스스로 읽으면서 수정해야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반드시 다시 써 보
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어휘와 문법은 중급 이상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 다섯 째, 기출문제와 모범답안을 모방하여 베껴 써보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모범답안을 보면서 써 보는 것도 좋
다. 유사한 문제와 다양한 그래프를 제시하여 반복해서 연습한다.
54번 문제는 첫째, 글을 쓸 때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 풍부한 내용의
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다방면의 독서와 시사문제, 인문, 사회, 문화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틈틈이 쌓아 두어야 한다. 둘째, 글의 기본 단위인 문장 만들기 연습이 필요하다. 주어진 문장 두 개 또는 세
개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든다. 이것은 문장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셋째, 단락 쓰기를 연습한
다. 소주제를 주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문장 세 개 이상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한다. 이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
하여 단락을 구성하고, 단락과 단락을 연결하면서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넷째, 개요작성을 하
고 그것을 바탕으로 빠르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한다. 다섯째, 글을 쓴 후에 평가 기준에 맞게 썼는지 점검해야 한다.
본고는 토픽 쓰기 문항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교수-학습 방안이 효율적인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토픽 시험 대비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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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공개된 문제은행 읽기 문항 분석
Nguyen Thi Thom Tham(하노이대학교)

1. 들어가기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PS-TOPIK)의 읽기
문항 유형을 분석을 통하여 시험 문항은 어떠한 평가 목표 및 의도를 가지고 출제되었는지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알
아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최근에 한국어의 발전에 따라 일반 목적 학습자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 학습자의 수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인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 따라
서 취업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능력 평가하는 시험에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은 외국인 구직자의 한국어구사능력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
여 외국인 구직자명부 작성 시 객관적 선발기준으로 활용하고 한국에 대한 기본이해를 갖춘 자의 입국을 유도하여 한국
생활에서의 적응력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선발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
고 있으므로 EPS-TOPIK 시험에 대해 총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EPS-TOPIK 시험에서 출제된 문항
유형을 분석해야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여태까지 취업 목적 한국어 능력시험과 특히 EPS-TOPIK 시험에 관련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이 실시된 후에 이 시험에 대해 처음 연구하는 논문은 김유정(2008)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인 EPS-KLT1)를 2005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3년의 기간 동안 필리핀, 태
국, 스리랑카 3개국 시험을 중심으로 합격률, 난이도, 문항 분석을 통해 EPS-KLT의 개선점을 제시하여 최초의 취업 목
적인 한국어 시험을 평가하였다. 그런데 문항 분석을 할 때 문항 용이도, 문항 변별도만 통계하였고 문항 유형별 그리고
내용 분석을 하지 않았다.
1)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시행 초기에는 EPS-KLT(Employment Permit System-Korean Language Test)라는 이름하에 노동부가
주관하고 2007년 6월부터 EPS-TOPIK(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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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영(2010)에서는 EPS-KLT와 B-TOPIK 시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결과로 취업 목적 한국어 능력 평가 개선 방안
을 제시했는데 분석 자료는 2009년까지의 제출된 문항들이다.
정호진(2013)은 EPS-TOPIK 시행 현황과 관계자 요구를 분석했고 특히 설문조사를 통하여 EPS-TOPIK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봤다. 시험 현황 분석에서 문항 유형 분석도 진행했는데 상세하게 분석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조항록(2015)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입국 사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능력 평가 체계를 살펴봤을 때
EPS-TOPIK 시험을 총괄적으로 소개했으나 이 시험의 영역별 구체적인 문항을 분석하지 않았다.
최근에 이혜민(2016) EPS-TOPIK 시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의 기능과
역할, 시험 구성과 활용상의 문제 및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의 연계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EPS-TOPIK시험은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기능만 할 뿐이고 근로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지 못하
고, 근로자들의 한국어 학습을 견인하는 환류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선발에 EPS_TOPIK
만을 인정하고 공인 시험인 TOPIK과 연계하지 않는 문제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총괄적으로 EPS_TOPIK에 대해 평가
하는 연구라서 구체적으로 시험 문항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EPS-TOPIK 시험은 개편되었고 특히 2015년부터 읽기 분야에서 직무에 관련한 10문제가 추가되
었으니 문항 유형은 전체적으로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EPS-TOPIK 개관2)
2.1. EPS-TOPIK 시험의 목적 및 대상
EPS-TOPIK은 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의 약어로 외국인
들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치르게 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이다. 이 시험은 한국 취업
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능력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여 외국인 구직자명부 작성 시 공
정한 선발 기준으로 활용되어 한국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춘 자의 입국을 유도하여 한국 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도모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몽골, 중국, 동티모르, 라오스의 16개국에서 진행되어 있다. 2005년부터 도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응시자수도 끊
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EPS-TOPIK 시험의 응시자수는 약
32만 명에 달하였다.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달리 EPS-TOPIK 시험은 쓰기 영역 없이 읽기와 듣기 영역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시험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이 자료는 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http://eps.hrdkorea.or.kr)에서 인용하여 필자가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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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PS-TOPIK의 구성
구분

평가영역

총계

문항 수

검정 방법

50

배점

시간

200

70

읽기

어휘, 어법
실용 자료 정보
독해

25

4지 선택형

100

40분

듣기

소리 표기
시각 자료
대화나 이야기

25

녹음청취 4지 선택형

100

30분

일반 EPS-TOPIK시험 외에 2012년 12월부터 새로운 시험 제도인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은 시행되었다. 이 시험은 한국 기
업에서 근무하다가 취업 기간 내 자진 귀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송출 국별로 CBT(Computer
based test)시험장에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2015년 4분기부터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은 시험 구성이 변경
되며 직무문항의 10개가 추가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직무문항은 읽기 영역에만 출제되고 읽기 공통 분야는 15문제로 줄이고
총 문항수와 시험시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본인 기계, 금형; 금속; 전자, 전기; 음식료; 섬유, 봉제; 화
학; 고무, 플라스틱; 펄프, 종이, 목재 8개의 직무분야 중 1개 분야만 선택하고 시험을 본다.

<표 2>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의 구성
구분

평가영역

문항 수

총계

읽기

듣기

검정 방법

배점

시간

200

70분

4지 선택형

100

40분

녹음청취 4지 선택형

100

30분

50
어휘, 어법
실용 자료 정보
독해

15

직무 분야

10

소리 표기
시각 자료
대화나 이야기

25

EPS-TOPIK 시험의 응시 대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취업 희망자이며 응시자의 응시
자격도 다음과 같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거·출국된 경력이 없을 것
 출국에 제한 (결격사유)이 없을 것

취업 목적 한국어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EPS-TOPIK 평가 내용은 주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의 일상생활에 필요
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둘째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구사능력, 셋째는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에 관련
한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 기준으로 활용되어 있으므로 EPS-TOPIK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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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자로서, 선발 인원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된다.

2.2. EPS-TOPIK 시험의 출제기준
EPS-TOPIK 시험은 듣기와 읽기 영역만 있다. EPS-TOPIK의 읽기 영역과 듣기 영역의 내용은 한국어 능력, 한국 문화
의 이해, 산업안전 및 보건, 작업장 언어를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출제기준은 다음 표 3
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표 3> 한국어능력시험 출제기준
분야

세부 영역
주요 항목
세부 항목
- 그림, 사진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게 함으로써 사물 및 - 사물 및 상황 설명(산업안전,
- 그림, 사진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직업 관련 내용 포함)
- 문장의 내용을 이해를 전제로 하여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 어휘 및 어법(산업안전, 직업
고를 수 있는 능력과 문맥에서의 문장 및 어법 사용 능력
- 빈칸에 들어갈 어휘 및 문장 고르기
관련 내용 포함)
을 평가한다.

읽기

- 일상생활 및 작업 환경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교통 표지, 안
- 각종 표지판, 안내판에 담겨 있는 정보 이
내 표지, 산업안전 표지 등 각종 표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 실용 자료 정보(산업안전, 직
해하기
지를 평가한다.(특히 산업안전 관련 표지판의 이해를 통해
업 관련 내용 포함)
- 산업안전 표지판 이해하기
재해 방지)
- 설명문을 읽고 그림 고르기 (산업안전 관
련 그림)
- 설명문 읽고 답하기
- 단어
한국어 음운과 문장에서의 연음 관계 및 숫자를 제대로 발
- 소리와 표기
- 문장
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숫자
- 사진 및 그림에 대해 정확한 설명 고르기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가 자료를 이용하여 상황에 맞는 한 - 시각 자료(산업안전, 직업 관
(그림을 보고 맞는 설명을 고르는 문제)
국어 구사 능력 평가한다.
련 내용 포함)
- 대화 및 문장을 듣고 맞는 그림 고르기(설
명을 듣고 맞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동감이 있는 대화 상황을 응시
-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뒤에 이어질 내용
- 대화(산업언전, 직업 관련 내
자에게 들려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기초적인
고르기(인사말, 일상생활, 직업 관련 내용
용 포함)
이해력 및 대응력 평가)
등)
두 사람의 대화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세부 정보 청취 여부 - 대화나 이야기(산업안전, 직 -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그 내용 파악하기
와 전체적인 맥락 이해 여부를 평가
업 관련 내용 포함)
-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 파악하기

- 구인 광고, 기계작동법 등의 내용과 일상생활 및 한국 문화 - 독해(산업안전, 직업, 한국
등에 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문화에 관한 내용 포함)
-

듣기
-

-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2013년도부터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표준교재를 바탕으로 전면 비공개 출제되었다. EPS-TOPIK은 그동
안 읽기ꞏ듣기 각 1,000 문제씩 총 2,000문제의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출제해 왔다. 공개문제집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
험에 응시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과 한국어 학습을 촉진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자들의 소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인 ‘http://www.hrdkorea.or.kr’에서 공개된 EPS-TOPIK 시험 공개 문제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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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960 문제를 대상으로 문항 분석하고자 한다.

3.2. 자료 분석 기준
기본적으로는 각 영역별 문항 유형이 어떠한 평가 목표 및 의도를 가지고 출제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출제 기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문항 유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 목적 한국어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EPS-TOPIK 평가 내용은 한국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구사능력, 그리고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의 3가지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주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장생활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제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
제 분류는 크게 일상생활, 직장생활, 한국 문화의 3가지로 나눠서 문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읽기 문항은 학습자의 문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세 번째 기준은 텍스트에 따른 것이다. 본
고는 김지영 외(2014)에서 기출문제와 텍스트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정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취업 목적과 관계되는
텍스트를 감가하여 텍스트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분석하였다,

4. EPS-TOPIK 읽기 문항 분석
4.1. EPS-TOPIK 읽기 문항 분석 결과
1) 평가 목표에 따른 읽기 문항 분석
평가 목표는 EPS-TOPIK시험 ‘출제 기준‘의 분류를 기본적으로 따랐다. 평가 목표에 따른 EPS-TOPIK 읽기 문항 유형
과 수량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평가 목표에 따른 읽기 문항 유형
문항 유형

수량

비중

1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 고르기

200

20.8%

2

빈칸에 들어갈 어휘나 문장 고르기

280

29.2%

3

표지판, 안내판 이해하기

280

29.2%

4

설명문 읽고 그림 고르기

40

4.2%

5

설명문 읽고 답하기

160

16.6%

①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 고르기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 고르는 유형은 읽기 영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형으로 그림을 보고 어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며 이 유형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초급의 경우 그림 자료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 문제 중에 먼저 40문제는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사물의 명칭)고르는 유형은 난이도가 가장 낮
고 다음 160문제는 알맞은 문장을 고르는 유형이며 주요 숫자, 단위 명사와 사람의 동작 묘사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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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번부터 159번까지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제에 대해 묻고 160번부터 200번까지는 노동도구나 직장에서 하는 행동
에 관련한 그림을 제시하여 질문한다. 특히 난이도가 낮지만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숫자에 관련한 문항은 다음과 같이 수량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문항도 제시된다.

② 빈칸에 들어갈 어휘나 문장 고르기
이 유형도 수험자의 한국어 어휘력을 측정하는 유형이다. 빈칸에 들어갈 어휘나 문장 고르기 문항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항이다. 280 문제 중에 240 문제는 알맞은 어휘 선택을 하는 문제이고 맞은 문장 고르는 문항의 수량은 40
개이다. 그리고 문장 고르는 문항의 특징은 일상생활에서 관용표현처럼 자주 쓰이는 문장이다.

③ 표지판, 안내판 이해하기
EPS-TOPIK은 취업 목적 한국어 능력시험으로서 직장 현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표지판, 안내판이 많이 등장했
다. 직장 현장에서 나타나는 표지판, 안내판 이해 능력은 필수한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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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표지판, 안내판의 내용은 산업안전, 직업에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이나 일반 금지 표지판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한 표지판, 안내판도 많이 등장했다.

④ 설명문 읽고 그림 고르기
이 유형은 수험자의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⑤ 설명문 읽고 답하기
이 유형은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며 수험자가 전체 담화 맥락의 내용을 이해해야 이 문제
를 풀 수 있는 문제로써 읽기 영역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항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보다 한
국 문화에 대한 주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수험자의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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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문항 유형을 살펴본 결과로 문항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유형들 간의 비중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
다. 빈칸에 들어갈 어휘나 문장 고르기 및 표지판, 안내판 이해하기 유형은 각각 29.1%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설명문을 읽고 그림 고르기라는 유형은 단지 4.2%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항 유형을 확장하며 각 유형의
비중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평가 내용에 따른 읽기 문항 유형
EPS-TOPIK 시험은 취업 목적 시험으로써 일상생활 주제는 물론이고 직장생활에 관련한 주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원활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도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EPS-TOPIK 시험 읽기 문항은 대
주제로 나누면 일상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한국 문화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제별 문항 개수와 비중은 다음 <표 5>를 볼
수 있다.

<표 5> 평가 주제에 따른 읽기 문항 유형
문항 유형

개수

비중

일상생활

730

76%

직장생활

170

17.7%

한국 문화

60

6.17%

총

960

100%

읽기 문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일상생활이다. 다음에는 직장생활이고 문화에 관련한 문항이 나타나
지만 개수가 매우 적다. EPS-TOPIK은 일반 목적 시험과 달리 취업 목적을 강요하는 것으로 직장생활에 관련한 문항이
17.7%밖에 차지하지 못 한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관련한 문항 개수를 줄이고 직
장생활과 한국 문화에 관련한 문항 수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 문제는 2015년 4분기로부터 읽기 영역에서 직무 분야에
관련한 10개의 문제를 추가할 것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텍스트에 따른 읽기 문항 유형
텍스트 유형은 김지영 외(2014)에서 기출문제와 텍스트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정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텍스트
유형에 따른 EPS-TOPIK 읽기 문항 유형과 각 주제의 출제 여부는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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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텍스트에 따른 읽기 문항 유형
번호

문항 유형

개수

일상생활

직장생활

문화

1

표지

150

121

29

0

2

광고문

28

24

4

0

3

메모

2

2

0

0

4

각종 표

11

11

0

0

5

서류

2

0

2

0

6

설명문·설명서

162

38

87

37

7

안내판·안내문

63

60

1

2

8

소개문

104

83

2

19

9

편지

1

1

0

0

10

대화 읽기

183

180

1

2

11

도표/그래프

23

23

0

0

12

그림

214

170

44

0

13

신분증

2

2

0

0

14

상업문

14

14

0

0

15

기타

1

0

0

0

<표 6>과 같이 텍스트에 따른 읽기 문항 유형의 개수를 살펴보면 그림을 제시하는 유형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
음에 대화, 설명문, 표지가 이어진다. 메모, 신분증,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편지와 같은 텍스트 유형은 매우 적은 수
량으로 나타났다.
‘메일’은 직장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매우 주요하고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메일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을 평가할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EPS-TOPIK 읽기 문제은행의 960 문제 중에 메일에 관련한 문제가 출제
되지 않았다. 편지에 관련한 문제는 한 번만 등장했으나 다음과 같이 자기 나라에 있는 어머니에게 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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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 외국어로 쓰는 것은 흔한 것이고 대부분 모국어로 쓰는 것이다. 따라서 편
지에 관련한 문항은 필요하지만 편지 받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문항의 실제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메모’도 직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 읽기 영역에서 나타난 메모 텍스트는 모두 다음과 같이 일상생활 주제에
대한 문항이라는 문제가 있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대화 읽기 유형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림, 표지도 상당한 높은 빈도로 나타났
다. 직장생활 주제로 설명문 텍스트가 많이 등장했고 이것은 주요 직장 현장에 관련한 안전 규정, 작업 절차에 관련한
설명문이고 그림, 표지에 관련 문항은 대부분 공구의 명칭과 작업 현장에서 자주 접한 표지에 대한 설명문이다.
문화에 관련한 문항들은 주요 설명문과 안내문이다. 문화에 관련한 문항은 다분히 한국 문화이고 취업 희망자에게 알
아두어야 한국 기업 문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4.2. EPS-TOPIK 읽기 문항 유형의 문제점
한국어능력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어 있는 시험으로서 EPS-TOPIK 공개된 문제 은행에서 수록되는 문제들이 안
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있다.
첫 번째는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할 때 변별하기 어려운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항을 보면 그
림 안에 있는 여자가 다리미질하고 있는 것을 추측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택지에서 다리미에 관련한 것이 없다.

아니면 숫자와 단위 명사를 물어보는 문항은 응시자가 세기에 어려운 사진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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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항들이 한국어 능력 측정하기 보다는 응시자의 시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더 적절한 것 같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표를 제시하였으나 수요일에만 아무 계획이 없어 빈 칸으로
표시되어 있다. 실제 생활에서 시간표를 세우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획을 꼼꼼히 짜기 때문에 제시된 그림 같은 시
간표를 찾기가 힘들다. 사소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의 실제성을 높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한국 문화에 관련한 문제들이다. 한국 문화와 응시자의 모국 문화의 차이점으로 인해 응시자들에게 형평성
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빵과 우유를 살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이 있다. 안내 간판에서 24시간의 편의점과 한식당은 모
두 기재되어 있는데 편의점이 없는 국가에서의 응시자가 정답을 맞히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식당에 가서 빵과 우유
를 살 수 있는 나라도 있으므로 그때 한식당과 편의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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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문항에 모든 내용은 다 한글로 써 있으나 ‘Buy the way’라는 영어 안내문도 나왔다. 이것은 영어를 잘 모르고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응시자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도 약을 살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이런 나라의 응시자들이 약을 살 곳을 고를
때 약국과 병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문제에 정답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문항이 많이 있다.

위와 같이 텍스트에 ‘병원 건물’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서 응시자가 추론할 필요 없이 바로 ‘병원’이라는 답을 바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항은 표지판에서 많은 내용을 설명하지만 응시자가 ‘정리 정돈’이라는 단어를 보면
전제 표지판의 뜻을 몰라도 정답을 맞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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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항들은 문항에 답 정보가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평가도구가 갖춰야 하는 타당도가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네 번째는 상식에 관련한 문항들은 설명문을 읽지 않고 선택지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다음
문항은 긴 설명문으로 무지개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무지개는 7가지 색이라는 것은 성인이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응시자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

다섯 번째는 오답으로서의 매력이 매우 떨어짐으로써 변별력이 없는 문항이 많다. 다음과 같은 문항은 볼트와 너트의
쓸모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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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볼트와 너트의 사진만 보고 밑에 설명문을 안 읽어도 성인의 상식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여기서 터
무니없는 오답을 제시함으로써 변별력이 떨어뜨렸다.

5. EPS-TOPIK 읽기 문항 개선 방안 및 결론
취업하는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끊임없이 증가됨에 따라 취업 목적 능력시험인 허용허가제 한국
어 능력시험의 중요성은 점점 커 지고 있다. 그러나 EPS-TOPIK 시험 읽기 문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시험의 문항 유
형은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첫 번째는 읽기 영역에서 일상생활, 직장생활, 한국 문화에 관련한 문항 비중을 다시 재설정해야 한다. 일상생활 언어
능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취업 목적 한국어 능력시험으로써 직장생활과 한국 기업 문화에 관련한 문항의 비중을 증가시켜
야 한다.
두 번째는 텍스트에 따른 문항 유형의 비중도 조정할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림, 사진, 표지에 관련한 문형은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항 유형들은 한국어 능력이 낮은 초급 학습자에게 적합하지만 응시자의
언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더 다양한 문항 유형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직장생활에서 자주 접한 텍스트 유형의 비중
을 증가하고 ‘메일’, ‘메모’, ‘회의’ 등과 같은 유형을 실시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읽기 문항의 실제성, 적절성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EPS-TOPIK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의 문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여긴다.
입국 선발된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한국 기업에 대한 기본 지식은 한국 생활에 적응력과 한국에
서의 근로 활동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중요하고 직접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의 질을
제고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 시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문항 특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분석이 지속적
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EPS-TOPIK 시험의 읽기 문항 분석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 본고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 듣기 문항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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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듣기 평가 문항의 제시문 구성 방향 연구
-곤란도에 영향을 주는 단서를 중심으로이미향⋅정성헌(영남대학교)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듣는 과정에서 느끼는 듣기 곤란 요인을 토대로 TOPIK의 듣기 평가 구성을 살피고 이
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듣기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본고는 특히 듣기 평가 제시문에서 정답과 관계
된 단서에 주목하여, 듣기 평가 문항에서 제시문이 듣기의 속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급
이상 한국어 듣기 제시문 안에서 단서의 배치, 진술 방식 등이 듣기 곤란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논하고, 이를 바탕
으로 듣기 타당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제시문 구성 방향을 제언할 것이다.
듣기 이해 여부는 청자가 내용을 들은 후에 보이는 반응을 토대로 하여 판단된다. 음성 언어를 매개로 하는 듣기는 일
회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청자의 정보 처리 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듣기 과정
이 아닌 들은 후 읽고 답하기, 말하기, 쓰기 등의 행위 여부로 듣기 성과를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듣기 과정이 아니라 들은 후 내용 이해 여부를 통한 판단은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로 충분하
지 않다.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의 결과가 듣기 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해 영역인 듣
기에서 학습자의 이해 과정을 직접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듣기 교육 내용과 방법 및 평가에 한계가 자명하다. 특히 한
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은 국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듣기 교육과 평가에서 그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듣기 학습의 곤란 요인에 기반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평가 타당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
들은 이미향 외(2016), 정성헌 외(2017) 및 정성헌(2018)에서 생체 신호와 설문조사, 심층 면접을 통해 학습자의 듣기 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곤란 요인 및 곤란도를 분석한 바 있다.1) 기 연구에서 검증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고는 한국
어능력시험(TOPIK Ⅱ) 기출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듣기 학습의 곤란 요인들이 중‧고급 평가 문항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듣기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정답과 관련된 주요 정보, 즉 단서가 학습자의 듣기
능력 확인에 주는 영향을 문항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본고의 성과는 현행 듣기 평가 문항 구성을 진단하고 개선하
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듣기 교재와 듣기 교육 내용 연구의 기초 자료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1) 특히, 보이지 않는 듣기 과정을 생체신호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듣기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작용할 수 있는 친숙성, 정보의
조직 방식, 입력물의 특성, 과제 유형의 네 가지 곤란 요인들이 학습자의 숙달도별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지면의 부족으로 본 발표에서 생략하므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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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듣기의 속성으로 본 듣기 평가의 타당성
듣기와 읽기는 언어 이해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음성과 문자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듣
기 활동은 구어를 자료로 상호작용하며, 음성언어의 일회적인 속성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듣기 평가 문
항의 제시문은 듣기의 속성을 반영하여 읽기 제시문과 차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제시문의 구성 및 숙달도에 따른 구분에서 주로 고려된 것은 주제 및 어휘의 수준이었다. 이
는 비단 평가에서뿐만 아니라 듣기 교육 자료에서도 수준별 차이란 곧 문장의 길이, 주제와 어휘의 난도, 지문에 포함된
내용의 양을 주요 기준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이미향(2011)은 교수 내용 및 방법 등 듣기와 관련된 어떠한 교육
적 제안도 듣기의 본질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듣기는 이해를 목적으로, 청자가 구어로 상호작용하며
일어나는 정보 처리 과정이다.2) 듣기의 과정적 속성에 따라, 듣기 평가의 제시문이 듣기의 속성에 맞게 구성되려면, 주제
와 어휘의 수준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자들이 들어야 하는 주요 내용의 수용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듣기를 위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짧은 시간에 주어지는 음성 정보 속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
적으로 들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는 선별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청취자로서 듣기를 수행하는 존재이다. 실제로 수많은
잉여 정보 속에서 학습자가 주요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습자는 이러한 요인들을
조정함으로써 듣기 자료의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자로서의 학습자는 들은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선택적 듣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학
습자가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는 정답과 관련된 중요 내용 부분이다. 이를 단서(端緖, clue)라 한다. 학습자는 일회적
이고 순간적인 음성 언어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단서의 조합을 통해 의미를 추론하고 종합하며 이해한다. 이때 학습자의
맥락 파악 능력에 따라 초반 또는 후반에 들은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답으로 더 잘 유인될 수도
있다. 또한 단서가 제시 방법에 따라서도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듣기 능력이 다를 수 있다. 직접적으로 단서가 제시되는
것보다 유추 과정이 필요한 것에, 짧은 문장보다 긴 문장에 흩어진 단서들을 조합하여 맥락을 파악하는 데 더 높은 수준
의 듣기 이해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문제 해결의 단서가 학습자 듣기 곤란 요인으로 기능한다면, 단서를 통해 듣기 평가의 등급별 적절성도 다룰 수
있다는 가설이 설정된다. 그리고 이 가설이 입증된다면 듣기 제시문 중 단서 부분이 학습자의 듣기 곤란 요인 및 등급에
맞게 기술되었는지의 여부가 문항의 난이도와 함께 듣기 평가의 타당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단서는 듣는
과정을 이끌어가고 듣기를 성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단서의 위치와 제시 방법 등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이의 가치를 논하고자 한
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선별적으로 들어야 하는 듣기 제시문의 단서 구성이 듣기 평가의 타당도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의 듣기 평가 기출 문항의 제시문을 실제로 살펴 단서의 배치와 제시 방법을 숙달도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 그 결과를 토대로 듣기 평가 문항의 등급별 제시문 구성의 작성 원칙과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미향(2011:142)에서는 듣기를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가 화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듣는다는 것은
입말 이해를 목적으로, 화자와 의사소통 과정에 있는 청자 중심에서 이해하는 것이므로, 듣기란 본질적으로 듣는 과정을 통해 이해
할 수 있는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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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 듣기 평가 문항에서 듣기 제시문의 구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어 듣기 평가 문항의 구성을 확
인하고 이것이 등급별 듣기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응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출
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표 1>과 같이 듣기 문항의 텍스트 구성을 살폈다.3)

<표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듣기 문항의 텍스트 구성
구분

수준

텍스트 유형

구어 유형

TOPIK Ⅰ

초급
(1~2급)

개인적 대화, 사회적 대화, 실용 담화(안내 방송, 강연 등)

대화, 독백

개인적 대화, 사회적 대화, 실용 담화(뉴스, 안내 방송 등), 인터뷰

대화, 독백

TOPIK Ⅱ

중급
(3~4급)
고급
(5~6급)

개인적 대화, 인터뷰, 교양프로그램, 대담, 강연, 다큐멘터리, 토론, 축사

대화, 독백

<표 1>과 같이, 한국어능력시험에는 담화 유형에 따라 2인 대화와 1인 독백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화문은 담
화 특성상 축약이나 강세, 억양, 발화 간 또는 발화 내 휴지 등의 음성적 요인들과,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에 따른 생략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다. 본고는 듣기 제시문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1인 독백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초급 수준인 TOPIK Ⅰ은 1인 독백문이 매회차에 1개씩만
제시되고 있어 회차별 제시문 구성을 비교하기에 양적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급과 고급에 해당하는 TOPIK Ⅱ
의 문항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한 1인 독백문의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독백문은 매회 차, 문항별로 텍스트 유형이 고정적으로 출
제되고 있다. 중급 수준에서는 3개 문항, 고급 수준에서는 6개 문항이 독백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번호 및 텍스트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Ⅱ) 듣기 문항 중 독백문의 구성
수준
중급
(3~4급)

TOPIK Ⅱ
고급
(5~6급)

문항 번호

텍스트 유형

3
14

도표 보고 설명하기
안내 방송

15
34
36

뉴스
강연
연설

42
44
45

강연
다큐멘터리
강연

49

강연

듣기 과정에 끼치는 단서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 본고는 우선 기출 문항의 제시문에서 단서의 배치와 제시 방식에 대
해 분석하였다. 듣기 과정에 놓인 학습자들은 들은 내용 전체를 기억할 수 없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단서를 중심으로 내
3) 이 연구에서 분석한 듣기 평가 제시문은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홈페이지(www.topik.go.kr)에 공개된 총 여섯 회차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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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선별한다. 이때 숙달도별로 단서의 위치에 따른 곤란도가 다를 수 있다. 정성헌(2018:263)은 초ꞏ중급 학습자의 경우,
단서가 후반에 나올 경우 더 어려움을 느꼈으며,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초반에 단서가 나올 경우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숙달도에 따른 학습자의 맥락 파악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 맥락 파악 능력이 부족한 초ꞏ중
급 학습자는 중후반에 들은 내용에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쉽게 놓치게 되어 잘 듣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초반에
들은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된다. 반면에 고급 학습자는 담화 표지와 같은 맥락 파악에 용이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
는 일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중ꞏ후반에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와 기억이 가능하다. 그러나 맥락 파악
의 표지가 주어지지 않은 초반에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느낀다.
또한, 듣기 과정에서 단서를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한 담화 표지와 부연 설명, 문장 유형 변화를 통한 억양 변화, 휴지
등도 학습자의 단서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담화 표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일정한 맥락 파악 능력이
없을 경우, 부연 설명이나 휴지의 증가가 오히려 듣기 이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숙달도에 따른
영향이 다를 것이다.
이런 점에 기반하여, 본고에서는 <표 2>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문항들을 숙달도에 따라 분석하였다. 특히 제시문에
서 단서가 나타나는 위치, 단서를 제시하는 방법 등이 청자의 듣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및 교육적 적용
4.1. 단서의 배치에 대한 분석 결과
본고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듣기 제시문에서 단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우선, 중급과 고급 문항에
서 단서의 배치를 회차별로 정리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분석 결과, 중급과 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TOPIK Ⅱ 듣기 문항
에서 단서는 회차별로 다르게 배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단서는 중반 또는 후반에 나오는 경향이 많
았으나 이 경향이 회차별로 일정하지 않았다. 47회차 문제에서는 단서들이 초반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배치된
반면에, 35~37회는 단서가 초반에 등장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41~52회에서는 초반 1~3문장 이내에 단서가 등장하기도 하
였다. 이를 통해 단서가 청자의 듣기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서의 배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회차별 단서 배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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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도에 따라 단서의 배치에 따른 곤란도가 다름을 지적한 정성헌(2018)에서는 초ꞏ중급 학습자들은 후반에 배치된 내
용을 어려워했고, 고급 학습자들은 후반에 나오는 내용을 듣는 것보다 초반에 나오는 단서들을 듣는 것에 상대적으로 부
담을 더 느꼈다고 하였다.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문섭ꞏ이진석(2010)의 실험 연구에서도 주요 내용이 후
반에 나올 때 듣기 평가의 결과가 좋았다고 하였다. 이 또한 주요 내용의 배치가 듣기 곤란도에 미치는 영향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한국어 듣기 평가에서 제시문이 단서를 수준별로 배치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중급 문항의 단서 배치 분석 결과

고급 문항의 단서 배치 분석 결과

[그림 2] 수준별 단서 배치 분석 결과

본고는 중급 수준의 문항 3개를 회차별로 분석했는데, 47회와 52회차에서는 초반에 단서가 등장한 문제가 1개씩 있었
으며, 그 외에는 주로 중후반에 단서가 배치되어 있었다. 정성헌(2018)에서는 중급 학습자들은 들은 내용에 대한 맥락 파
악 능력이 부족할 경우, 중ꞏ후반에 등장하는 내용에서 주요 정보와 잉여 정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생
체신호 반응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문항 분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실은 중급 문항에서 단서가 중ꞏ후반에 배치
될 때에 단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제시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고급 수준의 문항 6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고급 문항에서도 대부분 중반 이후에 단서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
았다. 36회차에서는 대부분 문항에서 단서가 중반에 나오며, 52회에서는 6개 문항 중 5개 문항에서 중반 이후에 단서가
등장한다. 그러나 고급 문항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과 내용의 텍스트 구성이 가능하여, 중급 문항에 비해 단서가 초
중반에 등장하는 경우가 다소 많은 등 다양성을 보였다.
그러나 다음 몇 예시에서는 학습자의 듣기 과정을 고려한 단서 배치라 보기 어렵다. 다음 문항 [예 1]에서, 단서가 제
시문의 첫 문장에 나오나, 이후 이에 대한 어떠한 부가 설명도 없다. 학습자들은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맥락 파
악을 돕는 담화표지나 여타 맥락 정보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분을 선별하여 듣고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단서 구성은 듣기 이해 능력보다는 집중력 또는 기억력 평가에 준한다고 판단된다.

[예 1]

제시문

여기 보이는 이 유리구슬은 신라 시대의 지배층이 사용한 목걸이에 달려 있던 것이다. (후략)
<41회 43~44번 제시문 중>

한편, 문항 [예 2]에서는 가장 마지막 문장이 곧 단서이다. 그런데 단서의 위치로 인해 피평가자들은 이어지는 선택지
와 비교하여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문항은 6급 수준의 고급 학습자를 위한 문항이나, 학습자들은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정답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단서 배치는 고급 수준의 듣기 이해 능력을 묻는 문항
으로 보기 어렵다.

271
[예 2]

제시문
선택지

(전략) 또 바닥은 경사지게 만들어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 영하의 온도를 유지했

던 겁니다.

<47회 41~42번 제시문 중>

석빙고의 경사진 바닥은 온도 유지에 도움을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숙달도에 따라 단서의 배치로 인한 곤란도가 다르며, 숙달도별로 어려움을 느끼는 단
서의 위치도 다르다. 그러므로 듣기 이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예 1]과 [예 2]는 문항 구성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은 요
인이 문항 변별도에 영향을 준 셈이 된다. 단 몇 개의 예시만으로 단서 배치와 문항 타당도의 관계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 숙달도별로 단서의 배치에 따른 곤란도가 다르므로, 단서가 초반 또는 후반에 배치될 경우,
그에 따라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단서가 초반에 배치된다면
학습자들이 해당 내용을 놓치더라도 단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당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하거나, 단서에 주목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반 이후에 배치되더라도 선별적 듣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숙달도에
맞는 장치들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4.2. 단서의 제시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기출 문항에서 단서가 제시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시문에서 단서가 된 문장 수의 평균은 중
급 문항들에서는 회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고급 문항들은 회차별로 문장 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평균
글자 수에서는 회차별로 더 큰 차이를 보여, 35회와 47회는 약 30글자의 차이가 난다. 고급 35회와 36회는 단서가 된 문
장의 수가 거의 비슷하나, 이에 비해 두 회차의 평균 글자 수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통해 특정 회차의 문
제에서는 단서가 글자 수가 많은 긴 문장으로 제시되었다는 특징도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듣기 곤란도 요인이 되는
단서에 관한 제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

단서의 평균 문장 수

단서의 평균 어절 수

단서의 평균 글자 수

[그림 3] 회차별 단서의 구성(평균 문장, 어절 및 글자 수)

또한 37회는 다른 회차와 달리, 중급 문항이 고급에 비해 문장과 글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듣는 분량, 특
히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단서의 분량이 많으면 학습자들의 듣기 곤란도는 높아진다. 비록 분량이 길어도 학
습자에게 친숙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학습자들이 쉽게 들을 수 있으며, 학습자가 담화 표지와 같은 맥락 정보에 대
한 지식이 있으면 학습자의 선별적 듣기에 용이하다. 문항의 난이도는 단순히 분량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습
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내용이거나, 맥락 파악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라는 변인이 듣기 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문
장 수가 길어짐에 따라 휴지가 증가하고 기억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학습자들의 듣기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동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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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듣기 평가라면 회차별 문장 수, 글자 수, 문장 길이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문항별 단서 구성의 면면을 문항별로 상세히 살펴보았다. 다음 <표 3>은 회차별 독백문에서 단서 부분의 문장 및 어
절, 글자 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부분 회차에서 단서가 1개 문장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공통점에 비해, 어절 및 글자 수
에서는 회차별로 차이가 많았다. 한편 중급과 고급 문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수준별 단서 분량
에 차이가 없었다. 문항별로 단서의 구성에 대한 특이점들을 살펴보자.

<표 3> 문항별 단서의 구성
회차

35회

37회

47회

문항번호
3
14
15
34
36
42
44
45
49
3
14
15
34
36
42
44
45
49
3
14
15
34
36
42
44
45
49

문장 수
1
1
1
2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2
1
1
4
1
1

어절 수
10
12
7
16
17
15
13
9
18
31
7
7
20
17
21
14
11
11
18
18
11
29
15
14
62
20
12

글자 수
31
35
22
52
45
37
34
35
51
98
18
26
53
50
56
50
32
37
59
55
36
77
37
42
171
66
45

회차

36회

41회

52회

문항번호
3
14
15
34
36
42
44
45
49
3
14
15
34
36
42
44
45
49
3
14
15
34
36
42
44
45
49

문장 수
1
1
1
1
2
1
1
3
1
1
2
1
2
3
3
1
3
1
1
1
1
3
1
1
3
2
2

어절 수
21
14
17
7
22
22
9
48
16
13
21
11
22
28
30
12
24
21
18
6
9
19
15
11
25
22
20

글자 수
62
44
47
25
78
63
27
155
54
49
62
28
65
81
85
34
84
63
60
21
34
55
47
37
79
60
58

(1) 단서 문장의 수와 배치의 영향
정답의 단서는 한 문장으로 제시되는 것과, 2~3문장에 걸쳐서 단서가 제시되는 것으로 나뉜다. 단서의 문장 수만으로
제시문 구성의 타당성을 따질 수는 없으나 다음 몇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듣기 평가 문항 타당도에 긍정
적・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긍정적인 첫 사례로, 듣기의 본질적 속성을 고려하여 부연 문장 제시를 듣기 수월성의 장치로 활용한 것이다. 청자로
서 피평가자는 제시문에서 주요 단서들에 집중을 못하거나, 단서에 낯선 어휘가 등장할 경우 맥락을 놓치기 쉽다. 이러
한 경우에 부연 설명 등이 추가되면 듣기 수월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항 [예 3]에서 제시문에는 선택지의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부연 문장이 뒤따라, 학습자들이 단서 부분을 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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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더라도 맥락 파악에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듣기의 본질적 속성을 고려해서 제시되고 있는 단
서의 구성 사례라 할 수 있다.

제시문

(전략) 우리 몸은 적당한 세균에 노출되어야 면역력이 길러지는데요. (중략) 어렸을 때 적당히 먼지를
접촉해야 알레르기를 막아주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죠. (후략)
<36회 33~34번 제시문 중>

선택지

③ 우리 몸에는 적당한 세균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예 3]

긍정적인 사례의 두 번째로, 정답의 단서가 몇 개의 문장 또는 어절에 흩어져 있어서 학습자들의 높은 맥락 파악을 요
구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문항 [예 4]에서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선택지를 고르기 위해 제시문에서 들어야 할 내용인데,
이것이 2개의 문장에 흩어져서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들이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해당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고 흩어
진 단서들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시문

(전략) 그리고 기숙사 지하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일정이 모두 끝납니다. 돌아가실 때에는 식당
입구에서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후략)
<41회 14번 제시문 중>

선택지

③ 식사 후에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예 4]

이와 달리 단서가 듣기의 속성에 맞지 않게 제시되어 듣기 능력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단서가 한 개의 긴 문장으로 제시된 것으로, 문장 내에서 단지 몇 개의 어휘만이 단서로
기능하고 있는 사례이다. 다음 문항 [예 5]을 살펴보면, 제시문의 단서에 나열된 ‘검약, 근면, 교육, 성실’ 등 여러 내용
중 단지 일부 어휘만이 선택의 단서로 기능하는 것이다. [예 6]에서도, 선택지의 주요 어휘는 제시문에 나열된 여러 어휘
가운데 한 부분에 해당한다.

제시문

(전략)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검약, 근면, 교육, 성실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기업 운영과 자본 축적에 밑바탕이 된 것이죠. (후략)
<37회 41~42번 제시문 중>

선택지

④ 근면과 교육은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제시문

(전략) 새로 문을 연 역사 전시실은 조선 시대 역사관과 기록 절차, 보관 방법, 대표적인 역사 자
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후략)
<35회 35~36번 제시문 중>

선택지

④ 이 전시실에서 역사 기록의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다.

[예 5]

[예 6]

위 두 예에는 같은 급의 문제였던 위 [예 4]와 달리, 고급 듣기 이해 능력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있다. 듣기는 읽기와
달리 텍스트에 대한 반복이나 되새김이 본질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추가되거나, 담화 표지 등으로 해당 부분을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학습자들이 핵심 어휘의
발음에 익숙하지 않거나, 해당 부분에 집중하지 못할 경우, 문제 해결은 어렵게 된다. 특히 해당 문항들이 고급(5~6급)
수준의 한국어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항 구성은 듣기 변별도와 타당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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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부정적 사례 중 두 번째로, 일부 문항에서는 단서가 여러 문장에 걸쳐 제시되고 있지만, 과제 유형과 단서가 주는 정
보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과제 유형이 세부 내용 파악하기 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의 대부분을 단서 제시에 쓴
문항들도 있었다. 문항 [예 7]에서는 ‘많은 주요 도시가 판의 경계에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
이 여러 문장에 걸쳐 제시되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제시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항보다는 ‘중심 내용 파악하기’ 기능을 요구하는 문항에 가깝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제시문 구성 과정에서 과
제의 유형에 적절한 단서 구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제시문

(전략)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충돌이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안겨 주기도 했다. 판이 충돌하면서
지각이 바뀔 때 지구 깊숙한 곳에 있던 구리나 금, 석유 등의 자원이 지표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구리 등을 이용하여 단단한 연장을 만들었고 이것은 인류 문명을 급격하게 발달시켰다. 그래
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고대 문명 13곳 중 11곳과 현존하는 세계 최대 도시 20곳 중
10곳이 판의 경계 근처에 있다. (후략)
<47회 43~44번 제시문 중>

선택지

④ 문명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쉬웠기 때문에

[예 7]

(2) 기억력과 듣기 능력의 구별

중・고급을 대상으로 한 듣기 평가 문항에서 학습자의 추론적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듣기 문항들을 확인하였다. 문항
[예 8]은 제시문에서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야 주어진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문항이다. 선택지 내
용이 단서 문장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일정한 추론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이므로, 이는 고급 수준의 듣기 능력 확인에
적절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전략) 그 이유는 기존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는 데 심리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피
제시문

하려고만 하니까 현재의 손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지연하다가 더 큰 손해
를 보게 되는 겁니다. (후략)
<41회 41~42번 제시문 중>

선택지

② 심리적 고통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 지속된다.

[예 8]

반면에, 문항 [예 9]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난이도를 의도한 문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듣기 이
해 능력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는 것이었다. 문항 [예 9]는 제시문에 포함된 어휘나, 어휘의 어순 배치상, 선택지의 내
용을 제시문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예 9]는 [예 8]의 문항보다 뒷번호에 배치된 문항으로 난이도가 더 높은 문
항으로 판단된 듯하지만, 듣기 이해 능력만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다고 판단된다. 문항 [예 10]에서도 지문
에 등장하는 단서와 선택지 정답의 문장 구성이 어휘와 어순까지 거의 일치한다.

(전략) 그러나 한 지역에 살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제시문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 운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41회 49~50번 제시문 중>

[예 9]
선택지

① 최근 선거 운동은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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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0]

(전략)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해 냅니다.
(후략)
<35회 45~46번 제시문 중>

선택지 ③ ‘콜라보레이션’은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한다.

위 [예 9]와 [예 10]은 6급 수준의 고급 문항으로, 제시문에 등장하는 표현의 수준이 매우 높다. 그러나 단서에 포함된
어휘들과 선택지 문장이 직접적으로 일치하여, 해당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시된 어휘만을 비교해
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어휘와 표현의 수준만으로 듣기 이해 능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
조하는 바이다.

(3) 어휘력과 듣기 이해력의 구별
한국어능력시험 듣기 평가 문항에서는 단서에 포함된 어휘의 배경 지식을 묻는 문항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항에서
그 구성이 듣기 평가 문항의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제시문의 단서와 선택지 문장 구성
에 변화를 주어, 어휘의 다양성을 묻는 [예 11]과 [예 12]를 보자.

[예 11]

제시문

(전략) 듣거나 보는 것같은 간접 체험만으로도 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
니다. (후략)
<35회 41~42번 제시문 중>

선택지

③ 인간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제시문

(전략)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헛배를 부풀려 크기를 과시하기도 하지요. (후략)
<36회 43~44번 제시문 중>

선택지

③ 암컷 해마의 눈에 잘 띄려고

[예 12]

위 문항 [예 11]은 밑줄 친 제시문의 내용에 대해, 선택지에서는 같은 의미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paraphrase)을
고르는 문제이다. [예 12]는 제시문과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에서 학습자의 어휘 유창성을 묻는 문항이다. 이러한 문항들
을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휘 지식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제시문에서 들은 맥락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크다. 그러므로 한국어 청자로서의 일정한 듣기 이해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단서가 되는 특정 어휘에서 배경지식이 부족하거나 특정 어휘를 모를 경우에,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서도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문항 [예 13]은 제시문과 선택지의 ‘지배층’과 ‘상위 계층’을 모를 경우, 맥락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게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듣기 이해 능력이 아닌 특정 어휘에 대한 배경 지식만을 요
구하는 문제이므로, 듣기 평가 문항의 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문항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세부적
인 사항을 묻게 되는 것은 듣기 평가뿐만 아니라 읽기 평가 문항에서도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 지적된 바 있다. 함정식ꞏ
김명광(2014:180)에서는 읽기 평가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묻는 문항이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
를 측정하게 하므로, 맥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듣기 문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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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이 유리구슬은 신라 시대의 지배층이 사용한 목걸이에 달려 있던 것이다. (후략)
<41회 43~44번 제시문 중>

선택지

② 이 유리구슬은 상위 계층이 사용했다.

[예 13]

물론, 학습자에게 배경 지식이 없는 낯선 대상에 대한 서술이 듣기 제시문에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평가는
문제 해결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읽기와 다른 듣기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학습자들이 배경 지식이 없는 낯선
내용을 듣더라도 맥락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안되어야 한다. 듣기와 읽기는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일지라도 정
보 수집 방법 측면에서 다른 언어활동이기 때문이다.

[예

제시문

(전략) 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중적인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지요. 납세에 대한 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한 복지 정
책의 실현은 어렵습니다. (후략)
<37회 45~46번 제시문 중>

선택지

② 복지 제도를 위해 국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4]

문항 [예 14]에서는 선택지의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시문에 ‘납세에 대한 의무를 지키다.’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어휘의 다양성을 묻는 질문이다. 그러나 단서에 포함된 어휘들을 모르거나, 단서에서 ‘~는 한’의
정확한 문법적 의미를 모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이 문항에는 단서 앞부분에 해당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화자의 부연 설명 행위는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자연
스러운 행위이다. 언어 지식이 외국어로 듣기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문항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에 대해서
는 내용에 대한 청자의 맥락 이해와 집중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4.3 듣기교육과 평가를 위한 제언
본고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듣기 평가 문항을 위한 단서의 작성 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단서 제시의 중
요성에 초점을 두고 보면, 듣기 제시문 구성에서 단서로써 곤란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식별적 듣기를 넘어서기 위해, 중・고급 이상의 듣기에서는 어휘의 다양성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듣기 평가
가 단순히 기억력과 집중력 평가로 와전되지 않도록 선택지와 제시문의 단서에 포함된 어휘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어휘 유창성과 함께 듣기 이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가 해결할 과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단서 제시 방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시문에서 단서가 한 문장
에 등장하는 것은 듣기의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속성에 맞지 않다. 또한 듣기 평가 문항에서 선택지의 해당 내용을 제시
문에서 단순히 찾아 확인하는 질문보다는 일정한 추론 능력이 요구되는 질문이 난이도가 더 높다. 따라서 동일한 과제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문장에 흩어진 단서를 찾아서 유추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면 높은 듣기 이해 능력
을 물을 수 있다.
셋째, 듣기의 수월성을 높이고 평가 곤란도 조절을 위해 단서의 제시 방식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담화 표지를 넣거나
억양의 변화를 주고,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은 잉여 정보들 속에서 주요 정보를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
히 불가피하게 낯선 내용이 제시될 경우, 단서 전후에 담화표지나 부연 설명을 추가하거나 배치를 조절함으로써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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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이 가능하다. 듣기가 음성 정보를 매개로 하므로, 되새기거나 반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은
기억력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단서가 제시문에서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의 이해도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숙달도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단서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준별 문항 구성 시, 단서의 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초반 또는 후반에 배치된 내용에 집중이 요구될 경우 담화 표지나 부연 설명을 추가함으로 난이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
넷째, 단서를 포함한 문장의 양은 학습자의 듣기 곤란도에 영향을 준다. 짧은 한 문장으로 제시되는 단서와 긴 어절로
구성된 복문 또는 2~3개 문장으로 제시되는 단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요구되는 듣기 이해 능력은 다를 것이다. 따라
서 단서의 분량에 대한 검토가 숙달도별 평가 문항 제작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고는 정답의 단서 구성을 중심으로 듣기 평가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듣기 평가 문항이 듣기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한지 확인하고, 듣기 타당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논하였다. 학습자들의 단기 기억 용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
어 학습자에게는 들은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을 선별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듣기 이해 능력이 요구된다. 이때 듣기 결과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정답에 대한 단서이다. 듣기 제시문은 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학습자의
듣기 이해 능력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제시문에 포함될 단서가 피평가자의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시문에 포함된 단서의 배치와 단서의 제시 방법에 대
해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어능력시험의 듣기 평가 문항에서 단서의 배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단서들은 대체로 제시문의 중후반에 등
장하는 경향이 있으나, 회차별로 일정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가장 첫 문장 또는 마지막 문장에 단서
가 나오는 문항의 경우에 주의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단서가 학습자에게 낯선 내용으로 구성되거나, 듣기에 적합
한 맥락 정보나 부연 설명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단지 집중력 및 기억력 평가로 와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단서의 제시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우선 문장 수나, 문장 내 어절 및 글자 수 또한 일정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서가 긴 복문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짧은 문장으로 제시되거나 여러 문장에 걸쳐서 흩어져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각 경우에 따라 듣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단서가 긴 한
문장으로 제시되면서, 나열되는 어휘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들어야 하는 문항은 듣기 평가의 타당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문 대부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문항들은 과제 유형에 맞춘
제시문 구성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보는 추론적 듣기가 비슷한 소리의 어휘를 찾는 식별적 듣기와
구별되어야 하며, 어휘 유창성이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과 어휘력을 묻는 문제가 구별되어야 한다.
듣기 평가 문항의 제시문 구성 시에는 일반적으로 주제 및 어휘의 수준만이 고려되기 쉬우나, 발화속도나 휴지, 제시
문의 구성 방식 등 다양한 요인들이 난이도 조절에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고에서 확인한 단서의 배치와 제시
방법은 듣기의 본질적 속성을 반영하여,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이를 적합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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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평문 쓰기 수업 방안 모색
-비교기술 방법을 적용하여신윤경(가천대학교)⋅방혜숙(조지메이슨대학교)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평문 쓰기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
의 숫자는 늘고 있는 추세이나,1) 그들의 한국어능력은 대학 수업을 학습하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2010년에 개정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에서는 TOPIK 4급이 4년제 대학․ 대학원의 입학 조건이었던 것에서 3
급으로 낮추고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했다. 심지어 2014년에는 입학 조건을 2급으로 더 낮추고 입
학 후 1년간 250시간 이상 한국어연수 이수를 필수로 하게 했다. 이에 전국 모든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은 하향평준화 되었으며, 일반 대학생들이 듣는 교양과 전공 수업을 쫓아가지 못 해 그들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이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한국어 과정뿐만 아니라 ‘유학생 전용 교양과목’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도 많다. 사례로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가천대학교 등이 소개된 연
구들이 있다.2) 그런데 이러한 ‘한국어’ 과정과 ‘교양과목’에서 빠지지 않는 과목이 ‘쓰기’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능이 쓰기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쓰기’가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쓰기 과목에서 다시 부딪히는 문제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다. 김성수(2014:202)는 적지 않은
수의 외국인 입학생들이 읽기ꞏ쓰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입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입학하는 유학생들
이 보고서와 학술에세이 등 학문목적의 글쓰기 과정을 이수해나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경
훤 외(2014:178)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과의 개설과 운영은 학부내지는 관련 학과가 주관하여 ‘학문목적 한
국어’를 중심으로 전문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은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해 쓰기 수업을 낮출 수도, 무작정 대학 교양 쓰기 수업에 맞게 수준을 높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문목적 쓰기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쓰기
수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실제 진행했던 사례와 함께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
1)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123,858명이다. 2016년 104,262명에서 증가한 숫자이다. http://www.moe.go.kr/
sub/info.do?m=040103&s=moe
2) 김경훤․신지영(201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학습 과정- 성균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6호, 한국
교양교육학회
김성수․김현상․ 한봉환․ 도경선․유성은(2014), 유학생을 위한 기초ꞏ교양 강좌의 운영 현황과 과제- 연세대학교의 경우,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김진호(201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가천대학교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30권, 한말연구학회

280
는 교수자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왜 비평문인가?
비평문은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비평의 주체가 반응한 내용을 문자로 기록한 글이다. 즉, 다양한 텍스트를 감상한 후
평가하여 글로 완성한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집중하는 것은 이 ‘반응’과 ‘기록’이다.
‘반응’은 ‘분석’, ‘해석’,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즉, 한 필자(주체)가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어떤 텍스트를 분석하여 읽
고, 그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 일정한 준거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여 문자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박영민, 2002:82).
그리고 비평문은 읽을 때보다도 쓸 때, 정보나 지식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용이
하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비평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 중심의 시대, 지식 중심의 시대에
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할 수 있겠다(박영민, 2003:2). 따라서 비평문은 다른 글쓰기 장르보다 현실과 문제를 객관
적으로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능력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이것은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예외
는 아닐 것이다. 김유현(2015:29)은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글쓰기 교육의 목적과
더불어 학술적인 글쓰기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이 학술적인 글쓰기는 위에 언급한 비평문
쓰기의 목표와 지향하는 바가 같다. 비평문은 학문 활동에 필요한 비판적 문식성을 용이하게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지식도 크게 함양시키며, 학술적 글쓰기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학술논문과 학술설득 텍스트라는 공통성을 가지
면서도 학술논문보다 분량이나 요구되는 체계가 간략하다는 장점을 가진다고도 했다 (박나리, 2015:241). 따라서 비평문
쓰기는 학술적 글쓰기에 가장 적절한 장르 중 하나이며, 학문목적 학습자들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 비평문은 ‘기록’으로서의 특징 즉, 작문교육 과정으로서의 장점을 가진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정중
심 작문교육이 작문 상황의 구체적 성격, 작문 행위 해석적 성격, 작문과정의 무한 순환적 성격 등을 잘 보여 주지 못한
다는 점으로 비판을 받는데, 비평문이 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비평문을 쓸 때 비평 주체인
필자는 예상독자를 구체적이면서도 강하게 의식하면서 쓴다는 점에서 작문 상황의 구체적 성격이 해명될 수 있고, 대상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산출되는 비평문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작문 행위의 해석적 성격이 해명될
수 있다. 또한, 비평문이 새로운 비평 텍스트의 생산을 자극하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비평 텍스트의 산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작문 과정의 무한 순환적 성격을 해명할 수 있다 (박영민,2003:4).
결국 비평문 쓰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중요한 글쓰기 장르이며, 과정중심 작문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쓰기 과정이라 하겠다.

3. 텍스트 확장과 비교 방법
지금까지 살펴 본 비평문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 한 듯
하다. 박나리(2015:241쪽)는 학문목적 쓰기교육 분야에서는 ‘학술논문’의 장르적 특성이나 이를 고려한 학술논문 쓰기교
육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비평’의 경우는 제대로 조망되지 못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평 장르에 주목한
논문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해 준다고 했다. 실제 외국인 유학생 비평문 쓰기 관련 논문을 찾은 결
과, 비평문 쓰기 과정이나 교육 방안에 집중했다기보다는 다른 연구의 분석 자료로써 비평문이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이정민· 강현화(2009)는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보고서 담화표지’ 연구를 위한 목적에 비평하기 과제를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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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았으며, 이윤빈(2016)은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 쓰기의 ‘화제 구조’ 분석을 위해 비평문을 자료로 삼았다. 박나
리(2016)는 학문목적 한국어 비평 쓰기에 대한 분석과 제언을 했으나 ‘교재’ 분석에 그쳐 실제 수업 사례나 방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쉽다.
그런데 이정민· 강현화(2009:358)에 따르면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산한 대부분의 비평문들이 작품을 분석하고
비판하기보다 작품내용을 요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으며, 박나리(2016:259)는 학문목적 쓰기 교재를 분석한 결
과, 비평 장르의 요소를 아예 발견할 수 없는 교재가 16권 중에 무려 5권에 달해 비평 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
었다고 했다. 결국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비평문 쓰기의 정확한 목적과 과정을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학술적 글쓰기의 최종 단계라고 할 만큼 어려운 비평문을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들과 수업
을 진행하는 것은 큰 부담일 것이다. 필자도 그런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 본 연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인가?
먼저, 텍스트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비평문이라 하면 대부분 문학 작품을 읽고 분석, 비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문학을 해석 텍스트로 가장 많이 활용하기는 한다. 그러나

문학 작품 자체가 난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읽고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 그런데 박영민(2002:79)은 텍스트의 개념을 넓게 보아야 한다면서, 비평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회․문화 전반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문학 비평은 이 비평의 하위 범주이며, 문학
비평 외에 영화 비평, 연극 비평, (대중)음악 비평, 문화 비평, 교육 비평, 정치 비평 등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외
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비평문 쓰기를 꼭 문학 비평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문학에서 좀 확장
하여, 작가(윤동주)와 작품, 그리고 그 작가가 살았던 시기의 특수성을 포함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비평’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과 함께, 그들이 좀 더 비평의 개념을 이해하고 완성된 글을 쓰기 위해 ‘비교’
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H. Besse(1993)은 상호 문화적 지각을 가르치는 방식을 언어문화 교육 방식의 하나로 제시
한 바 있다. H. Besse(1993)가 제시한 상호문화 접근법(Intercultural Approach)에서 상호문화(Intercultural)란 문화 간
상호성, 교류․유대를 뜻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수용을 함의하고 있다고 한다(김은정,2011:11-12). 또
한, 박나리(2015;249)는 대중문화 비평의 예로 이야기했지만, ‘분석적, 비판적, 비교 맥락’에서 학습활동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원작소설과 패러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비교분석하여 기술해 보는 활동도 제안하고 있다. 비평을 하
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이해,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에 ‘비교’의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자기나라의 작가와 비교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윤동주와 비교할 만한 작가를 제대로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윤동주와 그 시기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두 작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기술한다면 비평문
쓰기의 첫 단계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4. 실제 수업 사례
비평문 쓰기 수업은 1차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다. 텍스트 이해부터 분석, 그리고 기술, 검토까지 단계별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박영민(2003:126)은 비평문 쓰기의 과정을, 대상 텍스트 읽기→ 조정하기→ 계획하기→ 자료 텍스트
읽기→ 초고 쓰기→ 초고 평가 활동→ 재고 쓰기→ 재고 평가 활동→ 삼고 쓰기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각 평가 활
동은 동료평가를 포함한다고 했다. 또한, 삼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글을 위해서는 끝없이 수정과정을 거칠 수
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수업 시간이 제한되고, 비평문만 한 학기 내내 다룰 수는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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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쓰기까지의 과정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대상은 G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총 27명이며 그 중에서 2학년, 4학년 1명씩을 제외하면 모두 1학년이다. 중국이
18명, 몽골 4명, 우즈베키스탄 5명이다. 1주일에 2시간짜리 ‘사고와 표현’이라는 글쓰기 수업이며, 정해진 교재 없이 교
수자의 재량에 따라 프로젝트처럼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이다.

4.1 1차 쓰기
윤동주는 많은 한국어 교재에 <서시>와 함께 소개되는 단골 작가이다. 또한, 2017년이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었으며,
2016년 영화 ‘동주’도 개봉되어 그를 이해하고 분석할 명분과 자료가 충분했다. 따라서 윤동주라는 작가가 한국에서 어
떤 의미를 가지는 작가인지 이해하고, 일제 강점기에 윤동주의 행동을 통해 작가와 사회의 영향 관계 등에 대한 문화 비
평을 쓰기로 했다.
먼저, 간단하게 윤동주의 생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영화 ‘동주’를 관람했다.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간 이후부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중요 부분만 보았다. 그리고 윤동주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어떻게 느꼈는지 소감을 이야기
해 보고, 작가이자 불행한 시기의 한 청년으로서의 삶을 이해해 보도록 했다. 작품 <서시>는 주제와 내용 정도만 확인하
고 일일이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자 자기 나라의 작가 중 윤동주와 비교할 만한 작가를 찾아오도록 했다. 그리
고 비평문의 특징에 대한 설명 시간을 가졌다. 감상문과 어떻게 다른지, 비평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도록 글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각자 자신이 찾아온 작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윤동주와 비교하면서 1차 비평문을 썼다.
다음은 1차 글쓰기 내용에 나타난 오류 및 문제점들을 살피면서 수업을 어떻게 유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방향점을 찾
아보도록 하겠다.

4.1.1 비교대상 작가의 부적합성
먼저, 윤동주와 비교하기 위해 찾아 온 작가들 중에 부적합한 인물들이 있었다. 물론 제대로 찾아 온 학생들도 많았다.
중국의 ‘루쉰’3) 몽골의 ‘나착 도르지’4) 우즈베키스탄의 ‘알리셰르 나보이’5) 등의 작가를 윤동주와 비교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부적합한 인물을 찾아 왔다는 것은 윤동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중국 학생의 경
우 ‘모택동’을 찾아 온 학생이 있었는데, 모택동이 작품 활동도 했다고는 하나 작가보다는 정치적․역사적 위인으로 알려
진 그는 비교대상으로서는 부적합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위인으로 ‘바부르’6)를 찾아 온 학생도 마찬가지 이유였다.
몽골의 칭기즈칸과 티무르의 후예이며 정치가였던 그는 시인이자 일기작가라는 이력도 있으나, 무굴제국의 창건자로 더
알려진 위인이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윤동주의 작가로서의 이력보다 위인으로서의 이력에 더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 근대 문학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으며 <아큐정전>, <광인일기> 등의 대표작을 통해 봉건적 중국사회와 유교적 도덕관을 비판
했다.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6r2242b
4) 몽골의 김소월이라 불리는 국민시인.
5) 최초로 우즈베크어로 문학을 쓴 작가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극장과 기념비가 있는 등 그를 민족의 정신적 지도
자로 여긴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5%8C%EB%A6%AC%EC%85%B0%EB%A5%B4_%EB%82%98%EB%B3%B4%EC%9D%B4
6) 몽골의 정복자 칭기즈 칸과 티무르의 후예이며 정치가일 뿐 아니라 뛰어난 군사적 모험가, 군인, 시인, 천재적인 일기작가. 인도 무
굴제국의 창건자.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8b29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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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동주에 대해 학습했던 것을 다시 환기시키고 비교할 수 있는 작가를 다시 찾아오게끔 했다.

4.1.2 비평보다 작가 소개글
두 번째로 보이는 오류는 비평문보다는 작가를 소개하는 글을 써 온 학생들이 꽤 있었다는 점이다. 비평문에 대한 수
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작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이것은 ‘분석’, ‘해석’, ‘평가’로 이루어지는 비
평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두 작가를 ‘비교’하지 못하고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은 ‘분석’과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두 작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없다는 것은 ‘평가’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비교’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는 자신
이 두 작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학생들의 오류는 먼저 교수자가 피드백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한 후에 개인별 상담을 통해 전달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교수자가 메모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별로 피드백을 주면서 학습자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 못 했고, 어떤 부분을 쓰기 어려웠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
었다. 이것은 2차 글쓰기 수업 내용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4.2 2차 쓰기
2차 글쓰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학습자들에게 비평문이라는 글은 어떤 글인지 다시 환기시켰다. ‘비평’의 부분을 강조하
며, 꼭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비판이 아니라는 점, 자신이 평가하고 생각하는 점을 쓰면 충분히 비평문이 될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윤빈(2010:279)은 부정적 논평의 비율은 텍스트 질 점수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높지 않은 상
관을 가졌다면서, 비평 대상 텍스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태도를 갖는 일이 그 자체로는 텍스트 질과 높은 상관
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즉, 논평에 대한 근거가 중요한 것이지, 부정적․긍정적인지 아닌지가 글의 질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두 작가를 ‘비교’한 내용이 비평의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박나리(2016:251)에서 비평과 같은 학술적 설득 텍스트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학술어휘로 제시한 것을 학습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어휘들은 ‘기술하다, 비교하다, 검토하다, 살펴보다, 고찰하다, 나타내다’로 의미에 대해 학습한
후, 괄호가 있는 예시문 안에 들어갈 어휘들을 친구들과 찾아보는 연습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시 2차 쓰기에 들어갔다.

4.2.1 작가 비교, 분석 내용 향상
먼저, 2차 글쓰기는 1차 글쓰기에서 지적한 부분이 많이 향상되었다. 먼저, 윤동주와 비교할 만한 작가들을 적합하게
찾아 왔으며, 작가 소개가 아니라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는 윤동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
어졌음을 의미한다.
1차 글쓰기에서 ‘모택동’을 비교 작가로 찾아왔던 학습자는 ‘루쉰’으로 수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썼다.

그들은 암흑 시대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방식으로 당시의 사회를 비판했다. 자신의 문학 실력으로 자신의 마음 속 분노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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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 있다.7) <1학년 중국 학습자 A>

그리고 윤동주가 ‘부끄러움’과 ‘성찰’의 시인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하는 글을 썼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나착 도르지는 사회에 있는 정치적인 비리나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시를 통해 솔직히 썼다. 반면에 윤동주는 자신의 부끄러운 생각
을 시로 표현했다. <1학년 몽골 학습자 A>

윤동주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표현했다. 루쉰의 주제는 그때의 사회문제, 윤동주의 주제는 자기 내면이다. <1학년 중
국 학습자 B>

격동의 시기에 윤동주는 현실을 바꾸어 나라를 위해 전력할 수 없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꼈다. 이런 부끄러운 심리 속에서 독립 운
동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반면에 루쉰이 쓴 ‘아Q정전’은 그때 중국 사람들의 약점을 그렸다. 아Q의 경력을 통해 당시 인민
의 우매함을 기록했다. 암흑 정치의 추악함을 규탄했다. <1학년 중국 학습자 C>

물론, 비교 대상으로 적절한 작가를 찾아오는 것까지는 수정되었지만, 윤동주와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부족한 글도 많
았다. 이런 학습자들에게는 다시 2차 피드백을 주고 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4.2.2 비평문의 ‘평가’ 내용 향상
두 번째로 향상된 것은 적은 양이지만 자신의 ‘평가’ 내용이 추가 되었다는 점이다. 작가를 소개하는 글에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글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점이라 하겠다.

작가가 사회에 정신적인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작품은 무기가 되고 현실 사회의 불의에 대해 항쟁하거
나 약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한다고 믿는다. 또한 작가가 사회에 주는 영향은 작품을 통해 오래 지속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작가가 바로 그런 위대한 존재라고 믿는다. <1학년 중국 학습자 D>
혁명가는 침략자를 무력으로 쫓아낼 수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 글은 무력없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
다. 그것은 문자의 매력이다. 혁명가들은 위대하지만 문자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진다. 글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 사회도 더 좋아질 수 있다. <1학년 중국 학습자 E>
독립군을 하루만 재워줘도 독립운동이고, 독립군에게 밥을 대접해도 독립운동, 역사와 글을 지키는 것도 독립운동이라
고 생각했다. 윤동주처럼 적어도 부끄러운 마음을 알고 참회하면 그것 자체도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한다. <1학년 몽골 학
습자 B>
다른 다라 다른 시대지만 두 위대한 시인은 암흑시대에 민족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을 선사한 것이다. <1학년 중국
학습자 F>
두 사람은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도 크다. 이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단합된 모습이 아닐 것이다. 나라마

7) 맞춤법이나 어색한 문장은 이해하기 쉽게 약간의 수정을 거쳤으며, 나머지 외국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색한 표현들은 그
냥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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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족혼이 있어야 한다. <1학년 중국 학습자 G>

양이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두 작가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작가라는 직업의 의미, 작가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썼다.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내렸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정적․긍정적 태도가 텍스트 질과 높은 상
관을 갖지 않는다고 했던 것에 근거한다면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작가를 비교, 분석
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 비평의 논거를 세웠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여전히 비평의 내용이 부족하고 두 작가의 비교에서 그친 내용도 있었지만 그것은 또 다시 2차 피드백을 주고
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평문 쓰기 수업 방안에 대해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다.
한국어 능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비평문 쓰기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학술적 글쓰기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비평문 쓰기를
한국어 능력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어 능력이 높지 않다고 그들의 사고 능력도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았다.
먼저, 문학 비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범주를 넓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지 않
아도 할 수 있도록 ‘문화 비평’으로 범주를 넓혀 보았다. 따라서 윤동주라는 작가로서의 삶, 작품, 그리고 그 시기의 사
회적 영향 관계 등에 대해 비평해 보기로 했다.
두 번째로 비평의 기술 방법으로 ‘비교’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윤동주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자기 나라의 작가를 비
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동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비
평의 논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실제 비평문 쓰기 수업을 시작했다. 일 회에 그치지 않고 1,2차 쓰기와 피드백 시간을 가지며 천천히
단계별로 수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단계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한계점 등이 나타나면 다음 수업에 반영하여 다시 쓰
기를 진행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의 글은 천천히 향상되었다.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았던 작가를 다시
찾아 오고, 단순히 작가를 소개하는 글에서 비교․분석의 내용을 추가하게 되고, 평가 내용이 없던 것에서 소략이나마 평
가하는 내용을 넣게 되었다.
물론, 이 수업이 완벽한 수업이고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와 같은 고민
을 했던 교수자들에게 하나의 실험적인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더 나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으리
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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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담화 능력’ 등급 기술을 위한 기초 연구
-‘거절하기 과제’의 등급 기술을 중심으로이혜용(경기대학교)⋅이향(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평가 등급은 수험자들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점수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평가 도구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가 등급은 수험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 있는 정의를 기술하여 보여
주므로 점수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score user)과 숫자로 점수화된 된 규준 지향 평가의 색인(index)을 사용하려는 사람
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Fulcher, 1996).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대부분의 외국어 평가 등급과 각각의 등급에 대한 기술(discriptor)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직관’과 ‘언어 숙달도 본질’을 사용하여 각각의 등급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응용언어학자나 언어 평가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평가 등급 개발 방식이 경험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주관적이거나 모호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편일률적임을 지적하여 왔다.
Fulcher은 Fulcher(1987)에서 이와 같은 등급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등급 기술을 위해서 ‘수행
데이터 기반 접근법(performance data-driven approach)’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며 ‘유창성 능력 등급 기술’을 그 예로 제시
하였다. 그가 제안한 수행 데이터 기반의 유창성 등급 기술은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연구 결과는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을 개발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신력 있는 등급 기술들은 전문가들의 경험에 의존하여 개발된 것들로
이들 등급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타당화 과정에 대한 연구나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평가 등급 기술의 모호
함이나 주관성은 평가 점수의 타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평가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객관적으로 검증된 등급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1) 또한 이러한 과정은 타당한 말하기 평가를 개발하기 위한 ‘타
당화’과정의 증거 중 하나로서도 중요한 단계이다.
본 연구는 Fulcher(1987)이 제안한 수행 데이터 기반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타당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 등급 기술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 능력 중 ‘담화 능력’에 초점을 맞
추어 담화 능력 평가를 위한 등급 기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탁하기’과제에서의 원형을 재구하고 이
를 바탕으로 등급 기술자와 해석 범주를 제안한 이혜용ꞏ이향(2015) 연구의 후속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이혜용 외(2015)와
동일하게 Fulcher(1987)가 제안한 등급 기술 단계 중 등급 기술자와 해석 범주 설정 단계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
1) 등급 기술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평가자(채점자)들 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평가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채점 타당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므로 등급 기술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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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와 동일한 연구 방법인 담화분석을 사용하여 ‘거절하기 과제’에서의 거절의 원형을 재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
등급 기술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자(discrioptors)와 해석 범주를 찾아내 보고자 하였다. 즉,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거절’
화행을 수행할 때 이상적으로 발화하는 거절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도출해 냄으로써 부탁하는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
지 않고,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지도 않으면서 ‘거절’이라는 비선호적 반응을 잘 전달하는 ‘거절’ 발화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이를 원형으로 활용하여 향후 한국어 담화 능력 등급 기술을 위한 기술자와 해석 범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2. 선행 연구
2.1 수행 데이터 기반의 등급 기술
수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말하기 평가 등급 기술 방법은 Fulcher(1987)가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실제 학습
자들의 수행 데이터를 등급 기술에 사용하는 것으로, 먼저 학습자에게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후
이를 녹음하고 녹음된 수행 데이터를 전사한다. 그리고 전사된 데이터를 담화분석하여 발화 코딩을 하는데 이는 다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담화분석으로 전체 발화 내용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한 수행 특성들을 찾아내는 단계
이며, 두 번째 단계는 발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발화 상황에서 관찰되는 개개의 요소들을 범주화시킬 수 있도록 해석
가능한 범주를 만드는 단계이다3). Fulcher(2010)는 이 단계의 코딩 분석을 위하여 담화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4).
담화분석은 van Lier(1989)의 연구를 시작으로 언어 평가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외국어 평가 연구들에서 이 방
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anerjee & Luoma, 1997; McNamara, 1997; Markee,
2000). 국내 영어 교육 연구에서도 김종국(2007), 김상수․권경근(2011), 강현주(2014), 신동일(2005) 등에서 담화 분석을 말
하기 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5) 한국어 교육에서도 박성원(2002), 김정숙 외(2007)에서 담화분석을 활
용하여 한국어 말하기 인터뷰 평가를 분석한 바 있다. 다음 단계는 코딩 데이터의 질적 관리(Quality control in coding)
단계이다. Fulcher는 이 단계에서 이중, 삼중의 질적 관리 시스템(double or triple blind coding)과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 등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는 질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며 ‘평가의 타당화
과정’의 일부로서 평가 전체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6)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반영하여 등급 기술을 하
게 된다. Fulcher가 제안한 데이터 기반 평가 등급 기술 개발 단계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7)

2)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후속 연구로 진행할 연구에서 등급 기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3) 이를 위하여 각각의 범주는 현상/특성들에 대한 정의와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4) 언어평가와 담화분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혜용ꞏ이향(2015) 참조할 수 있다.
5) 하지만 Fulcher(1987)는 이 단계에서 실제 발화 현상과 범주가 항상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며, 발화 현상을 해석하여 범주화
시키는 과정에 고도의 전문적인 추론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6) 외국어 평가에서의 ‘타당화 과정’에 대하여서는 이향(2017)을 참고할 수 있다.
7) 이들 각각의 단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혜용 외(2015)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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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행 데이터 기반 등급 기술 개발 단계 (Fulcher, 1987)
과거의 측정 기반 접근법(measurement-driven approach)이 전문가들의 판단과 동의를 통하여 등급 안에 능력을 순차적
으로 기술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위와 같은 수행 데이터 기반 접근법(performance data-driven approach)의 기술 방식은 실
제 언어 사용의 원 모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매우 상세하게 수행을 묘사하여 기술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등급 기술
을 일반화할 수 있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이는 실제 수행과 등급 기술 간의 연결 고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풍부한
등급 기술을 가능하게 해 주며 특정한 과제에서의 점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 줌으로써 평
가의 타당도를 높여 준다.
이처럼 일찍부터 다른 외국어 평가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 등급을 기술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
어 왔다8).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Fulcher가 제안한 데이터 기반 등급 기술 개발 단계 중 담화분석을 통한 등급 기술자 선정과 해석 범주 설정 단계까지의
연구를 진행하여 ‘부탁하기 과제’에서의 등급 기술자와 해석 범주를 찾아내 보도록 할 것이다.9)

2.2 말하기 평가와 담화 능력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이나 평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영향력 있는 의사소통 모델은 Canale & Swain이 1980년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모델이다(Fulcher & Davidson, 2007).

Canale & Swain

8) 또 다른 수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경험에 근거한 등급 기술 방식으로는 Upshur and Turner(1995; 1999), Turner(2000), Turner
and Upshur(2002)가 제안한 양자택일 방식 척도(boundary definition scales(EBBs)가 있다. 이 방식은 채점자의 인지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며, 반복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양자택일 과정이 그 특징이다(Fulcher 외, 2011). EBBs는 과제 수행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후 채점자들이
다른 인지 단계로 인식하는 수행 특징들을 찾아내어 이를 등급화 하는 방식이다. EBBs는 평가자들이 특정한 상황의 언어 수행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그 수행을 판단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보여준다.
9) 이후 단계의 연구는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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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문법 능력 혹은 문법 규칙에 대한 지식’과 ‘사회언어학적 능력 혹은 언어 사용 규칙에 대한
지식’ 두 가지 간의 상호작용 혹은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1983년 Canale(1983a, 1983b)은 이를 좀 더 확장
한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서 Canale은 담화 능력을 추가하고 전략적 능력을 확장하여 의사소통 능력이 ‘문법적 능
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전략 능력과 그것들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하는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
였다. 여기에서 Canale은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을 ‘다양한 모드에서 통일된 텍스트(unified text)를 구성하기 위
하여 의미와 형태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해석하는 능력’10)이라고 정의하였다. Canale이 제안한 이 모델은 지금까지 외국
어 교육과 평가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 모델을 기반으로 말하기 평가 범주
를 제안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 제안한 말하기 평가 범주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범주에 관한 연구들
구분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평가 범주

원진숙
(1992)

문법적 언어능력(발음, 어휘, 형태/통사)
담화구성능력(내용, 표현단위, 언어 기능, 응집 장치, 수사법, 유창성)
사회언어학적 능력(상황과 청자, 화자에 맞는 사용, 문화 지시어 사용)

김정숙 외
(1993)

문법적 언어 능력(발음, 어휘, 문법)
담화구성능력(내용, 논리성, 기능 수행, 응집 장치 및 수사법, 유창성)
사회언어학적 능력(공식비공식상황, 경어법, 문화적 지시어)

김양원
(1994)

문법적 능력(어휘, 구사력, 통사, 음운)
담화구성능력(담화유형 구사, 논리성 및 일관성, 수사적 표현, 유창성, 사회언어학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관용표현, 사회문화적 규칙 및 어휘 사용력 경어법, 상황 인식 및 처리 능력)
전략적 능력(문제 해결능력, 성취능력, 몸짓, 표정, 태도)

전은주
(1997)

문법 능력, 어휘 능력, 발음 능력, 담화구성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의사소통적 전략과 상호작용, 과제 수행력

김유정
(1999)

어휘, 문법, 수사적 조직, 구조적 긴밀성
기능 수행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발음의 정확성, 이해력

또한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컴퓨터 기반(Computer Based Test: CBT) 말하기 시험인
한국어 능력 시험(KPE)11)도

말하기 능력 평가에 ‘문법 능력(음운, 어휘, 문법), 담화적 능력, 화용적 능력(기능, 사회문

화적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담화 능력은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자들과 한국어능력시험(KPE)에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능력으로서 취급되고 있으며,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이면서 평가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다루어지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담화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평가에
서 나타나는 수험자들의 담화 능력이 어떠하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각각의 등급에서 나타나는 수험자의 담화가 기술된
바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이나 그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담화 능력을 의사소통
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보고 ‘거절하기’ 평가 과제 담화에서 나타나는 실제 모습을 담화분석을 통하여 살펴봄
으로써 ‘거절하기’의 원형을 재구하고 향후 등급 기술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10) “mastery of how to combine and interpret meanings and forms to achieve unified text in different modes (e.g., casual conversation,
argument essay or recipe)”
1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YBM에서 주관/시행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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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화 능력 등급 기술을 위한 타당화 과정12)
3.1 선행 이론 검토
한국어 거절 화행은 공손성의 관점에서 체면 손상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방법들을 논의한 연구들(강소영, 2004; 윤은
미, 2004; 이정희, 2004; 전정미, 2006 등)과 문화 규범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KLS 학습자들, 혹은 다
른 언어 사용자들과의 비교대조 분석 연구(Lyuh, 1992; 유지혜, 2015; 폴리롱ꞏ최영인, 2015; 원지은, 2005 등)이 있어왔다.
공손성의 관점에서 거절 화행의 전략적 방법들을 논의한 연구들에서는 거절 화행의 유형을 ‘협력형, 회피형, 명시형,
절충형’(강소영, 2004), ‘제압형, 회피형, 융화형’(전정미, 2006) 등으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거절의 전략들을 제시하였
다. 이 연구들에서는 거절 화행의 수행 전략 중 “협력형/융화형”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지도 않으면서 자신에게 부
딪힌 문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선행 연구들에서는 선행 발화의 화행 종류
를 다양하게 잡고 있으므로 반응 화행으로서 오는 거절 화행의 범주도 상당히 넓게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전정미(2006)
에서는 갈등상황이 유발되는 모든 상황에서 비선호 범주를 보이는 반응 화행을 거절 화행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한편 두 번째 문화 규범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대조 분석 연구의 기본 틀은 대부분 Beebe et al.(1990), Lyuh(1992)
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Beebe et al.(1990)13)은 DCT(Discourse Completion Test) 조사를 통해 영어교육에서 거절
화행을 연구한 것으로, 거절 화행의 전략을 직접 거절, 간접 거절, 부가 전략으로 나누고, 각 전략의 구성 단위를 ‘의미구
(semantic formulas)’라고 정의한 후 화자들이 사용하는 의미 전략의 다양한 거절의 표현 방법을 정리한 연구이다.14) 즉,
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거절 화행이라는 주화행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가, 간적적으로 표현하는가를 분류해 놓은 것
이다. 그런데 실제 ‘거절’ 화행이 수행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직접 거절, 간접 거절 등의 다양한 방식의 전략이 주화행
인 ‘거절’을 수행하기 위해 한 번의 대화순서(turn)에서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탁’에 대한 비선호구조인 ‘거
절’ 화행을 수행할 때 화자는 공손성을 획득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더 길고 복잡하게 발화한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15)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거절 화행 수행 유형의 분류(전략들)로는 ‘거절’이라
는 주화행을 수행할 때 어떠한 보조화행을 사용하여 주화행을 수행하는지, 상세한 발화 구조나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첫 번째 선행연구 부류와 마찬가지로 문화 관점에서 본 이 연구들에서도 거절 화행의 선행 화행으로 Searle(1979)의
기본 화행 분류 중 두 번째인 지시화행에 속하는 하위 유형들 중 ‘요청 부탁, 제안, 초대’에 해당하는 다양한 담화 상황
에 대한 비선호적인 구조를 ‘거절’ 화행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거절’ 화행의 특성과 전략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
으나 선행 화행의 미시적 수행 조건에 따라 반응 화행으로써 ‘거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상세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말하기 평가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화행의 종류에 따라 후행화행으로 ‘거절’을 주화행으로 수행하기 위

12) ‘타당화 과정’에 대한 개념은 이향(2017)을 참고할 수 있다.
13) 이와 유사한 연구로 ‘요청 화행’에 대해서는 Blum-Kulka, House & Kasper(1989)가 한국어교육, 대조언어학 연구에서 기초 연구 자
료로 쓰이고 있다. 이 연구 역시 요청 화행을 가장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단계, 관례적으로 간접적인 단계, 비관례적으로 간접적인
단계로 나누고, ‘명시적 요청, 명백한 수행문의 사용, 약화된 수행문의 사용’, ‘의미의 도출/소망의 표현, 제안성 어구의 사용, 예비
조건 언급, 강한 암시, 약한 암시’로 요청 화행의 수행 전략, 즉 표현 방식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14) 이 연구에서는 직접 거절의 방법으로는 ‘수행문 거절, 비수행문 거절’, ‘간접 거절’의 유형으로는 ‘사과 표현, 바람 표현, 이유대기,
대안 제시, 가정형 조건 제시, 미래 약속, 개인적 신념, 사회적 통념이나 철학 제시, 상대방 단념 유도, 승낙 가장, 회피’ 등이 있다
고 제시하였다.
15) 폴리롱ꞏ최영인(2015)에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는 홍콩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나 중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고 긴
구조로 거절을 수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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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떠한 보조화행들이 사용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이는 담화분석론과 텍스트위계구조 이론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16)
거절화행은 요청화행(제안/요청/부탁/초대 등)의 비선호구조 반응에 해당하므로 간접적이며 복합적인 긴 형식의 구조를
선호한다17). 그러나 시작화행이 무엇인지에 따라 거절의 세부적인 구조나 표현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시작 화행
의 적정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요청과 부탁의 경우, ‘요청 화행’과 ‘부탁 화행’은 청자의 사태에 대한
책임 여부에 따라 청자의 책임성이 있으면 ‘요청’, 청자의 책임성이 없으면 ‘부탁’ 화행으로 구분이 된다. 또한 ‘부탁’은
‘김 대리, 이건 사적으로 부탁하는 건데’는 성립하지만, ‘?김 대리, 이건 사적으로 요청하는 건데’라는 말이 어색하듯이
‘부탁’ 화행은 ‘요청’ 화행보다 두 사람 사이의 사적관계, 즉 [+친밀도]가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요청’에 대
한 ‘거절’에 비해 ‘부탁’에 대한 ‘거절’은 ‘관계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말하기의 구조
와 표현 방식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탁-거절’, ‘요청-거절’처럼 각 대화연속체에 대하여 세세한 담
화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3.2 데이터 기반 접근법 활용의 실제
3.2.1 발화 데이터 수집
1) 말하기 평가를 위한 발화 녹음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어 모어 화자는 20대 초반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3명의 대학생들이다.18) 연구 참여자들은
모의 CBT 말하기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거절’ 화행 과제를 수행하였다. 평가 과제는 실험 참가자의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여행을 가기 위하여 키우는 개를 며칠 동안 맡아 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에 대한 거절을 하는 과제이며19), 발
화 준비 시간 1분과 발화 시간 3분이 주어졌다.

2) 분석을 위한 발화 전사
전사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줄 번호, 화자, 발화 내용, 시간 4칸으로 나누어 하였다. 컴퓨터 기반 말하기 평가
라는 특성상 일방향 말하기로 화자가 1명이므로 청자 반응이나 겹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발화를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인
화행별로 구분하여 줄을 바꾸어 전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발화 내용을 중심으로 전사하였으며 억양(intonation)
이나 어조(tone)는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경우에만 기록하였다.
16) 선행 연구들은 요청 화행에 대한 거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접적, 간접적 전략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략으로 제시된 다양한 종류들의 층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은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은 거절을 하기
위한 표현 방식의 차이이다. 또한 ‘판단 유보’는 화행이 될 수 없고, ‘주장’은 화행의 종류를 말하며, ‘단언하기, 비난하기’는 화행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나, ‘되묻기’는 대화이동에서 반응화행으로 올 때를 뜻하는 것이다. ‘변명’ 역시 양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
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말 돌리기’ 또한 마찬가지로 화행이 아니다. ‘불만 최소화’는 어떠한 화행의 결과를 뜻하는 것으로 발화
효과에 해당할 것이다.
17) 말하기의 일반적인 가설은 표현이 간접적일수록 공손하다는 것이다.(Brown & Levinson, 1978).
18)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23명의 참가자를 데이터 수집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 보다 다양한 한국인 모국어 화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한국인 화자의 말뭉치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 실험 참여자의 컴퓨터 화면에 먼저 ‘여러분의 옆집 아주머니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부탁을 들어 줄 수
가 없어서 거절해야만 합니다. 다음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30초 동안 말할 내용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3분
동안 아주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십시오.’ 라는 안내가 녹음과 함께 지시문을 본 후, 부탁하는 아주머니의 발화를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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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등급 기술자 선정 및 해석 범주 설정
본 연구에서는 등급 기술자 선정 및 해석 범주 설정을 위하여 Fulcher(1987, 2003)에서 제안한 담화 분석을 실시하였
다. 특히 본고에서는 컴퓨터 기반의 말하기 평가가 지니는 독화적 성격을 고려하여 언어 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이상적
인 대화의 기능 단계를 밟아 수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대화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화행
능력 등급 기술을 위한 기술자를 수집하고 해석을 위한 범주를 설정해 보았다.
거절 화행을 수행하는 화자는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공손이론에서는 인간의 사회성을
고려해 볼 때, 화자는 보통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므로, 이는 부탁-거절을 하는 화, 청자 모
두에게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절을 하는 화자는 어떻게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현해야 되는 것
일까? 이는 거절화행을 수행할 때 구조와 언어표현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아주머니의 발화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다.

<표 2> 과제 수행을 위한 녹음 스크립트
아주머니: 아, 수진 씨! 잘 지냈죠?
내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가는데 혹시 우리집 개 좀 부탁해도 될까? 일주일 동안 친구들하고 갈 건데 개만
혼자 집에 둘 수가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어서 말이야. 부탁해도 괜찮겠지? 개가 참 순하고 착해. 그래서
아마 밥하고 물만 잘 주면 별일 없을 거야. 괜찮지?

이 스크립트에서 아주머니는 ‘부탁’이라는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부탁’ 화행의 구조를 따르고 있
다. ① 관계 형성 단계(아, 수진 씨! 잘 지냈죠?) → ② 청자 준비 단계(‘내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가는데)→ ③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혹시 우리집 개 좀 부탁해도 될까?) → ④ 의사소통 목적 강조 단계(부탁해도 괜찮겠지? 개가 참 순하고
착해.) → ⑤ 마무리 단계(아마 밥하고 물만 잘 주면 별일 없을 거야. 괜찮지?)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아주머니(sp1)은 “혹시 우리집 개 좀 부탁해도 될까?”라는 표현에서 ‘부탁하다’라는 수행동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는
있으나 언어적 구문은 ‘혹시~될까?’를 사용하여 완화된 간접 부탁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혹시 우리집
개 좀 맡아줄 수 있을까?”처럼 청자의 예비조건(능력)을 질문하는 형식에 비하면 훨씬 직접적이므로 청자(sp2)에게 부담
을 줄 수 있다.21) 또한 아주머니는 안부를 묻는 관계 형성 단계를 제외하면 모두 반말형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sp1은 sp2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확인형 종결어미 ‘-지’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목적을 강조
하며(‘부탁해도 괜찮겠지?’), 마무리 단계에서도 “괜찮지?”라는 표현을 통해 sp2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sp1이
sp2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발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아, 협력적이고 정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가정한다면22)
20) 이혜용ꞏ이향(2015)에서는 ‘부탁’ 과제를 수행한 모국어 화자의 22개의 발화에 대한 담화 분석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부탁 화행
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 단계와 부분 단계 및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발화 표현을 정리한 바 있다.
21) Blum-Kulka et al.(1989:18)의 분류에 따르면 이 표현은 ‘약화된 수행문(Hedged performative)’ 정도에 해당된다. Blum-Kulka et
al.(1989:18)는 모든 언어에 편재하는 요청 화행을 실현하기 위해 화자가 선택한 전략의 직접성(directness) 정도에 따라 요청을 직
접성이 가장 강한 ‘법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에서 직접성이 가장 약한 ‘약한 암시(mild hint)’까지 아홉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22) 비정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이라면 sp1은 sp2와 친밀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sp2에게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가정한 후 반말을 쓰고, 상대방의 체면위협행위를 일삼는 무례한 상황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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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1은 sp2와 [친밀도]가 높다고 믿고 있으며, sp2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임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sp2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보다 연령이 위이면서 친밀도가 있는 옆집 아줌마의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는
상황에 있다. sp2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sp1의 믿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 하므로 Sp2는 Sp1의 체면을 위
협하지 않도록 ‘거절’의 의도를 전달해야 하며, 친숙도가 있는 옆집 아줌마이므로 관계 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도 고
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이상적인 거절 화행의 구조를 도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말하기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20명의 데이터 수집하여 대화 구조를 분석하였다23). 주화행인 ‘거절하기’를 수행
하기 위해 어떠한 보조화행들이 앞, 뒤로 쓰이고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였다.24)
둘째, 거절 관련 선행 논문에서 FTA(face threatening acts)가 가장 약한 전략들, 한국인 모어 화자가 가장 빈번하게 사
용하는 거절 전략들을 수집하였다.
셋째, 1과 2를 통합하여 ‘부탁’ 화행의 반응쌍으로써 ‘거절 화행’의 이상적인 대화 원형을 도출하였다.

20명의 모어 화자의 거절 화행 수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절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부탁에 대한 반응쌍
으로서 ‘거절’ 화행의 이상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이 추출해 낼 수 있었다.

가. 예비공표 단계

예비공표 단계는 Sp2 발화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자가 주 화행으로 수행하게 될 ‘거절’을 바로 발화하지 않고,
비선호적인 발화를 할 것임을 sp1에게 예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sp1에게 비선호적인 발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적 여유를 주는 단계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sp2는 sp1에게 비선호적인 반응을 듣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준다. 구체적으로는, ‘사과’
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한다거나 ‘어떡하죠?’라는 말로 상대방의 사태에 대해 공감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다. 또
한 sp1의 ‘부탁’에 대해 실행하려는 의지는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거나 ‘회피하기’로 부탁 내용과는 무관한 화제를
언급한다.

1) 사과
‘사과’의 명시적 표현을 통해 거절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를 보낸다.25) (1ㄱ)처럼 ‘정말 죄송한데’로 강조 부사와 함
께 ‘죄송하다’라는 명시적 사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과 ‘-ㄴ데’ 어미가 동반된다. ‘죄송하다’는 ‘사과’ 표현은 ‘거절’의
간접화행으로도 쓰여 주화행으로 기능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sp2의 발화가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1)과 같은
23) 23명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나, 과제를 잘못 이해하여 ‘수락’의 반응을 한 2건과 녹음되지 않은 1건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4) 수집한 데이터에서 ‘거절’은 두 개 이상의 화행으로 이루어진 복합 대화이동의 구조로 구성된다. 복합 대화이동의 경우에는 화행
연속체 사이에 기능적 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화이동의 기능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화행을 주화행이라고 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
기 위해 보조적인 기능을 갖는 화행들을 보조화행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 화행은 대화이동이 갖는 기능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
하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이는 텍스트의 기능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정립된 발화수반력 위계구조
이론에서 따온 것이다. 대화이동, 발화수반력 위계구조에 대한 상세한 개념 설명은 박용익(2001)을 참고할 수 있다.
25) 원지은(2005)에서도 ‘사과’ 를 거절행위를 예고하는 역할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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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경우, 뒤에 주 화행인 ‘거절’을 수행하는 발화가 다시 명확히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예비공표 단계로 볼 수 있다.

(1) ㄱ. 아주머니 제가 정말 죄송한데
ㄴ. 아 죄송해요.

2) 공감 표명
화자도 상대방의 부탁하는 입장과 상대방에게 일어난 사태에 대해 공감하며 걱정이 된다는 표현을 한다.

(2) ㄱ. 아, 어떡하죠?26)
ㄴ. 어 여행을 가셔서 제가 혼자 집에 둘 수 없는 거는 네 음 정말 이해하는데
ㄷ. 어 개를 혼자 집에 두는 것도 걱정이 많이 되실테고 데리고 갈 여건도 안 된다니 정말 걱정이 되시겠어요.

3) 바람
화자는 ‘부탁을 들어 드리고 싶다’는 표현으로 [바람]을 표명한다.

이로써 자신이 부탁을 수락할 의지는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언급한다.

(3) ㄱ. 저도 너무 부탁을 들어 드리고 싶고 항상 저한테 잘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줘서 정말 이런 부탁 꼭 들어 드리고 싶은데
ㄴ. 강아지 저도 너무 데리고 있고 싶은데

4) 회피
Sp2는 ‘부탁’에 대한 반응 화행으로 sp1이 언급한 ‘부탁’에 대한 명제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화제를 언급함으로써,
sp1의 의사소통 목적과는 어긋난 발화를 하기도 한다. 이 연구 자료에서는 (4ㄱ), (4ㄴ-1)처럼 sp1이 가는 여행에 대한 부
러움을 표현하거나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의사소통 과제에 대한 반응을 회피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간접적인 방식으로 ‘거절’ 신호에 대한 예비공표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27)

(4) ㄱ. 여행, 어디로 가세요? 저도 여행 너무 가고 싶어요.
ㄴ.
1

다음 주에 여행을 가신다니 정말 좋겠어요.

2

어 다롱이를 어 아시다시피 저도 개를 참 좋아해서 같이: 네, 일주일 동안
다롱이를 같이 돌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R8)

[회피]
[바람]

분석 자료에서는 위의 네 가지 전략은 대개 sp2가 발화를 시작할 때 독립적으로 한 번씩 사용되었다. 그러나 ‘회피’의
경우만은 독립적으로 수행되기도 하였으나 (4ㄴ)처럼 {회피-바람}의 대화이동연속체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었다.
거절이라는 주 화행을 수행하기 전, 예비공표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주된 수행 발화형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발화 형식에서는 ‘-ㄴ데’ 어미 사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그 뒤에는 거절하기의 이유가 제시되거나 직, 간

26) 전정미(2006)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표현을 ‘동정 구하며 거절하기’ 전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7) 부탁의 주된 명제내용과는 다른 화제에 대하여 언급할 때 이를 sp2의 의도적인 행위로 보아 ‘회피’로 분석을 하고, 이 단계도 예
비공표로 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를 ‘관계형성 단계’로 보고 ‘예비공표 단계’의 전 단계로 볼 수도 있
을 것 같기 때문인데, 이는 다른 상황 맥락에서 부탁이 행해질 반응 화행의 자료가 더 검토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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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거절 화행이 수행된다. 또한 ‘정말’, ‘너무’와 같은 정도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사과’, ‘공감 표명’, ‘바람’ 화행
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자 한다.

<표 2> 예비공표단계의 등급 기술자와 해석 범주
등급 기술자
기능 단계

예비공표 단계

해석 범주

전략

주된 수행 발화 형식

사과

정말 죄송한데.../ 어 죄송해요.

공감 표명

아 어떡하죠?/ (상황을) 정말 이해하는데...

바람

(부탁 내용)을 들어 드리고 싶은데/정말 이런 부탁 꼭 들어 드리고 싶은데

회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화제 전환: 여행, 어디로 가세요? 저도 여행 너무 가고 싶어요.

나.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

이 단계는 화자가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단계로 주 화행인 ‘거절’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
화행들을 사용하며 의사소통 전략을 구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사
회적 관계를 중시하며 거절을 할 때 간접 ‘능력 부정 전략’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고 (폴리롱, 2017; 김유향 2008 등) 지
적한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주화행인 거절은 좀 더 간접적으로 수행되고, 보조화행을 사용하여 부탁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도록 발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료 분석 결과, 의사소통 목적 실현을 위하여 화자는 {‘이유 말하기’-‘거절-사과’}의 대화이동연속체로 발화한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두괄식으로 ‘간접적 거절 표현’이 먼저 오고, 그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도 자료에서 존재하였으나
상대방이 선호하지 않는 의견을 전달할 때에는 미괄식이 더 효과적이므로 본고에서는 {이유말하기-거절-사과}의 순서를
거절의 이상적인 구조로 보았다.
또한 보조화행으로는 거절에 대한 이유를 대는 ‘이유 말하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유말하기’의 하위 화행 유형으
로 ‘설명하기’, ‘이유대기’를 구분하여 제시하기로 한다.28). 거절의 이유대기를 할 때 거절 화행 수행에서 가장 이상적이
면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은 sp2가 언급한 거절의 이유에 대하여 sp1이 논란거리를 제시하기 어려운
[-논란성] 자질을 지닌 것으로 주관적 영역에서는 ‘이유대기’가, 객관적 영역에서는 ‘설명하기’가 사용된다.29)30)

28) 강창우(2002)에서 ‘이유 말하기’는 ‘이유대기, 정당화하기, 설명하기’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며, ‘이유말하
기’는 대상의 유형이 화자가 통제 가능하며 책임성이 있으면 ‘주관적 영역’으로, 반대로 화자가 통제 불가능하며 책임성이 없으면 ‘객
관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sp2의 발화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논란성] 기준으로 잡고 [+논란성]과 [논란성]의 기준으로 하위분류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설명하기’는 [+객관적 영역]이면서 [-논란성],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정당화하
기’와 ‘논증하기’, ‘이유대기’는 [-논란성]이면 ‘이유대기’로, [+논란성] 중 화자의 생각이나 입장이 참/거짓을 논하는 ‘진리치’에 관한
것이면 ‘논증하기’로 분류하였다. 한편 생각이나 입장, 행위‘가 대상이면서 [+논란성]을 지니면 ’정당화하기‘로 하위 분류하였다. 본고
에서는 거절화행의 구조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29)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의 거절 화행을 대조분석한 강미함(2016)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는 상대적으로 중국어 모어
화자에 비하여 거절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상황이나 거절 사유를 설명하여 거절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이해시키려 한
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이기보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이유, 핑계를 댄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사 대상의 연령이 20대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30) sp2의 ‘거절’ 화행 수행 후, sp1이 sp2가 말한 이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수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할 수 있다면, sp2
는 ‘거절’의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sp1의 ‘재부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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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하기-거절-사과}: 설명하기를 통한 거절
‘설명’ 화행은 화자가 통제 불가능하며 책임성이 없는 ‘객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이유말하기이다. 따라서 이
러한 ‘이유 말하기’ 방식이 제시되면 화자는 자신의 체면도 지킬 수 있고, 상대방의 체면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설명 화행의 ‘객관적 영역’이라는 속성은 발화 후 상대방에게 논란거리를 만들 수 없게 하기에 sp2의 입장에서 거절이라
는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31) 아래의 (5), (6)에서 거절의 이유는 ‘사촌 언니의 어린 아기가 방문함’, ‘자신
의 개털 알러지’로 제3자의 상황 혹은 화자 자신의 일이지만, 질환이므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거절
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2

제가 정말 정말 안타깝게 제가 개 털 알러지가 있어서 개랑 같이 있지를 못해요 정말

[설명]

3

그래서 네 저 말고 다른 분한테 부탁하는 게 어떨지여.

[거절]

4

정말 죄송합니다. (R9)

[사과]

2

다음 주에 저희 집에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다음 저희 집에 그 어 갓난아기가 갓난아기를

[설명]

(6)
낳은 사촌언니가 애기랑 같이 잠깐 들르겠다고 해서요. 네 그런데 이제 아기랑 같이 개가
있기에는 어 좀 힘들 거 같고 그리고 아기가 좀 음 털이 날린다든가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없을 거 같아서 네 아기가 좀 많이 어려서요.
3

어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 집에 맡기시기가 조금 힘들 거 같아요.

[거절]

4

네 그 개가 좀 순하고 착하고 네 잘 짖지도 않고 네 물지 않는 거는 저도 아는데요.

[칭찬]

5

아무래도 애기가 있다 보니까 어 좀 힘들 거 같습니다.(R3)

6

아 죄송해요. (R3)

[재거절]
[사과]

(6-3)에서처럼 주화행인 ‘거절’이 수행된 후, (6-5)처럼 같은 ‘거절’ 화행이 반복되어 수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
조화행인 (6-5)를 수행하여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강조하려 하기 때문이다.

2) {이유대기-거절}: 이유대기를 통한 거절
거절의 이유말하기가 ‘이유대기’로 말해질 경우 ‘이유대기’는 대상에 대해 화자가 통제 가능하며 책임성이 있는 주관적
영역에 속하지만 [-논란성]을 지녔기에 때문에 ‘설명’화행과 마찬가지로 거절의 이유말하기로 효과적이다.
(7)
11

12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솔직히 제가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집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

[이유

지 않아서요. 아 그 그래서 되게 바쁘게 일부러 생활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에 제
가 4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눈코 뜰 새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빠요.

대기]

정말 죄송해요(R18)

[거절]

31) 예컨대 상식적이고 협력적인 대화참여자들의 경우, 이러한 이유에 대해 부탁을 한 화자가 ‘왜 사촌 언니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
야 하느냐?’ 혹은 ‘어린 아이에게 개털이 꼭 나쁘냐?’, ‘왜 당신은 개 털 알러지가 있느냐?’ 등 논란의 여지를 제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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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be et al.(1990:72-73)을 비롯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화행인 거절이 수행되는 방식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간접 거절을 하고, 여기에 ‘동의, 호응 표시, 유감, 공감 표시, 뜸들이기, 감사 표현’ 등의 부가적인 표현을 더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는 직접 거절 방식 중 비수행문을 사용하는 거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ㄹ 것
같다’의 [추측] 구문을 사용하여 ‘거절’ 화행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완화하여 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화행인 ‘거절’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공손성’의 측면에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간접 거절 방식으로 수
행한 예는 단 1건이 발견되었다. (8)의 {설명-거절-사과}처럼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거절을 하는 경우인데,
이는 직접 거절 방식보다 더 완화된 표현 방식이며, Sp1과 Sp2의 체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거절 표현은 직접 거절 방식 중 비수
행문 거절 방식이었다. 주로 [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부정적 응답으로,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곤란하다’ 등의
부정적 어휘와 ‘-ㄹ 수 없을 것 같다’의 능력 부족을 의미하는 구문이 사용되었다.32)

(8) {설명-거절-사과}
2

제가 정말 정말 안타깝게 제가 개 털 알러지가 있어서 개랑 같이 있지를 못해요. 정말

[설명]

3

그래서 네 저 말고 다른 분한테 부탁하는 게 어떨지요.

[거절]

4

정말 죄송합니다. (R9)

[사과]

<표 3>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 거절 표현 방식
직접 거절 방식(비수행문 거절)

전사

1

(조금/좀) 힘들 것 같다

개를 집에 네 제가 맡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 아 그래서 저희 집에 돌보는 거는
조금 힘들 거 같아요

2

(죄송스럽게도/아무래도)-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다른 개를 우리 집에 들여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죄송스럽게도 제가 맡아드
릴 수 없을 것 같아요

3

-가 (조금) 어렵다.

그것 때문에 정말 죄송하게도 강아지를 봐줄 수가 봐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4

[부정적 응답] -기에는 곤란하다.

제가 맡기에는 좀 곤란할 거 같은데 / 어떡하죠?

32) 공손이론과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면 이상적인 ‘거절’ 화행의 대화원형은 분명 (8)과 같은 간접 화행으로 ‘거절’을 수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의 예는 단지 1건에 불과했고 19건의 경우, 20대 학생들은 <표3>에서
제시한 비수행문 거절 방식을 사용했다. 대화원형을 도출할 때, 실제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 실태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거절 화행 수행 양상에 대한 분석 자료의 양과 다양한 세대별 자료 수집을 통해 추후 결정해
야 될 일로 보인다. 일단 이 발표문에서는 20대의 경우, 거절 화행을 수행할 때 ‘직접 거절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거절
원형에 포함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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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에서의 등급 기술자와 해석 범주
등급 기술자

해석 범주

부분
단계

기능 단계

주된 수행 발화 형식
설명하기

명제내용: 제3자와 관련된 사태, 화자와 관련된 일이라도 화자의 통제권 밖에 있는 사태
예) 갓난아기를 낳은 사촌언니가 애기랑 같이 잠깐 들르겠다고 해서요.

이유대기

명제내용: 화자의 책임성, 통제권 안에 있는 일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태
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솔직히 제가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집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아 그 그래서 되게 바쁘게 일부러 생활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에 제가 4학년
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눈코 뜰 새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빠요.

이유 말하기

의사소통
목적실현
단계

간접 발화 방식:
예) 대안 제시
거절

그래서 네 저 말고 다른 분한테 부탁하는 게 어떨지요.

(조금/ 좀) 힘들 것 같다
비수행문 거절 방식: (죄송스럽게도/ 아무래도)
예) [능력 부족]을
-(으)ㄹ 수 없을 것 같다.
나타내는 부정적 응답 -기가 조금 어렵다
-기에는 곤란하다.

다. 협력적 의사소통 단계

협력적 의사소통 단계에서 sp2는 대안책을 제시한다. ‘거절하기’라는 의사소통 목적은 위의 단계에서서 모두 달성되었
으나 sp2는 후속 작업으로 대안책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sp1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는 데 협조적임을 드러낸다. 대
안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화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실행 의지를 보일수록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단계는 화자들의 관계형성 차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9) {대안 제시-약속-조건부 제안}
7
8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다른 친구 소개시켜 줘도 될까요? 그 집은 강아지를 세 마리나 키우
는데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서 아마 일주일 정도는 맡아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안

어 제가 직접 맡아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 때매 제가

([사과])

제시]

부득이하게 맡지 못하는 점 진짜 사과드릴게요.
9

아주머니께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분한테 다시 연락해서 혹시 일주일만 받아들

[약속]

일 수 있냐고 물어보도록 할게요
10 생각해 보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R3)

[제안]

(10) {대안 제시-약속-조건부 제안}
7

8
9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요새는 개를 맡길 수 있는 강아지 호텔 같은 게 되게 많더라구요.

[대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전문적인 분들이 강아지를 맡아 주시니까 그런 곳에 강아

제시]

지를 맡기신다면 강아지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른 강
아지들과 함께 놀면서 강아지가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아지 호텔에 대해서 알아 본 적이 있어서 그 괜찮은 강아지 호텔을 알고 있는
데, 혹시 어 원하신다면 그 강아지 호텔이 어딘지 문자 메시지로 알려 드릴게요.
혹시 어 원하신다면 그 강아지 호텔에 어딘지 문자 메시지로 알려 드릴게요

[약속]
[제안]

(9), (10)에서 {대안제시- (사과)33)-약속- 제안} 화행으로 이어지는 대화이동 연속체는 sp2가 sp1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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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매우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Sp2는 (9-7), (10-7)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9-9), (10-9)에서 화자 자신이 제안한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 화행을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약속]의 부분 단계는 협력적 의사소통 단계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10)의 예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11) {대안제시-사과}
9

음 혹시 어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애견 호텔에 맡겨
보시거나요.

10 제가 생각나서 말씀하신 걸텐데 어 죄송하게 되었어요(R20)

[대안 제시]
[사과]

한편 관계유지 차원에서도 (9-8), (10-8)에서는 자신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9-10), (10-9)에서는 일방적인 제안이 아니라 자신의 제안에 대하여 sp1에게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다시 넘겨줌으로써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Sp1에게는 비록 ‘부탁’이라는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
했으나 Sp2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을 도와주려는 Sp2의 적극적인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화구조라고 할 수 있
다.

<표 5> 협력적 의사소통 단계에서의 등급 기술자와 해석 범주
등급 기술자

해석 범주
부분
단계

기능 단계

대안 제시
협력적
의사소통
단계

약속
조건부 제안

주된 수행 발화 형식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다른 분께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른 분께 물어보도록 할게요.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혹시 어 원하신다면 그 강아지 호텔에 어딘지 문자 메시지로 알려 드릴게요

라. 마무리 단계

거절 화행이 수행될 때 앞의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마무리 단계가 있는 경우, 발화의 마지막 부분에
서는 ‘안부 인사’와 문제 해결에 대한 ‘기원’이나 다시 한번 부탁화행에 대해 거절하게 된 것을 ‘사과’하거나 앞에서 이
미 발화했던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반복하는 화행이 수행되었다. {안부인사-기원}은 순차적인 대화이동 연속체로 발
화되었고, ‘사과’나 ‘재약속’은 마무리 단계에서 자유로운 순서로 삽입되었다.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 화행의 수행의 의사소통 목적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 상대방과의 원활한 인간관계 유지이다.

(12) {안부인사-기원}
9

그러면은 여행 잘 다녀오시고

10

강아지 문제 꼭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R9)

33) 소괄호 ‘( )’는 필수적인 단계는 아니며 수의적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안부 인사]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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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과}
6

네 정말 죄송해요. 흐으으.(R8)

[사과]

(14)와 같이 거절 화행의 마지막을 문제 해결에 동참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약속’ 화행을 다시 반복하여 수행
함으로써 마무리하기도 한다.

(14) {사과-안부인사-재약속}
5

[약속]

음 그러면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 번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장소나 아니면 집에 직접
키울 수 있는지 한 번 조언이나 도움을 한 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

8

어 제가 키워드려야 되는데 어 죄송하고

9

여행 재밌게 잘 갔다 오세요.

10

제가 친구들한테 한번 연락해 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R11)

[사과]
[안부 인사]
[재약속]

<표 6> 마무리 단계에서의 등급 기술자와 해석 범주
등급 기술자

해석 범주
부분
단계

기능 단계

안부 인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원
마무리
단계

주된 수행 발화 형식
여행 재밌게 잘 갔다 오세요. / 잘 다녀 오세요.
강아지 문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네 정말 죄송해요. /
제가 키워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고

약속

그러면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 번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장소나 아니면 집에 직접 키울 수 있는
지 한 번 조언이나 도움을 한 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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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문 목적 학습자의 설명적 텍스트 분석
손시진⋅Bui Thi Quynh Lien(영남대학교)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학문 목적 학습자들1)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특징을 알아보고 모국어의 언어지식이 목표 언어
의 글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베트남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쓰기 교육의
방향을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 학습자들의 글을 평가할 때 어휘 문법적인 면에서는 오류가 없는 글이지만 읽을 때 어색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한 편의 글은 그 언어가 속한 집단에서 원하는 형식과 표현에 맞추어 써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렇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 문화적인 지식, 기능이나 표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유형에 맞는 글을 작성하지
못 한다. 사회문화적 지식은 하나의 사회 집단이 구성한 집단적인 지식이나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집단 속으로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개인들의 지식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때 언어 지식은 사회문화적 지식 유형의 일부이다.2)
학문목적 학습자들은 4가지 언어 기술 중 쓰기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 밝혔다.3) 학문 목적
학습자들은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여러 유형의 텍스트들을 접하게 된다.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대학 수학을 위해 필요한 글쓰
기를 장르별로 나눠보면 설명하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감상문 쓰기 등이다.4) 이 중 전공 서적이나 보고서 등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필요로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쓰기이다. 게다가 설명하는 글쓰기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정보
를 전달하고자 쓴 객관적인 글이므로 다른 장르에 비해 보편적인 텍스트의 구조와 표현 등의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는 베트남 학문목적 학습자들의 글쓰기 중 설명하는 글을 수집하여 베트남 학습자들의 글의 특징을 알아보겠다.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베트남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다. 베트남
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여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부분 주장하는 글을 중심으
로 쓰기 교육을 논하고 있다. 텍스트 분석에 관한 연구는 문법이나 어휘에 관한 연구로 언어지식에만 치중하여 그 범위
가 제한적이다. 외국어 글쓰기 교육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여 글쓰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글은 문장의 합이 아니다. 문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여야지만 목적에 맞고 장르에 맞
는 글을 쓸 수가 있다. 또한 글을 쓸 때 목표 언어의 사회문화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글을 써야지만 수용가능 할 것이다.

1) 최근 교육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 중 베트남 유학습자는 전년에 비해 85.3%나 증가
하였다.
2) 구인환(2009,201), Basic 고고생을 위한 국어 용어 사전.
3)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에서 학업을 수행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언어 기능이 쓰기이다(이덕희, 2003)
4) 이 중에서 논설적 텍스트 쓰기와 설명적 텍스트 쓰기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현국, 2007)

307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표현 오류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쓰기의 개념과 쓰기 능력
본 연구는 베트남 학문목적 학습자들의 설명적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쓰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다. 쓰기는 문자를 조합하여 만든 문장들의 합인데, 여기에서 문장들은 결속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우
리는 하나의 글로 인식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독자는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파악을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필자와 독자, 텍스트 삼각 구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쓰기는 비로소 본연의 의미를 갖게 된다.5) 또한
글을 쓰는 경우 필자와 독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규범과 관습에 어울리는
쓰기를 하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쓰기의 구성 요소들과 유기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때 글쓰기가 되는 것이다.

<그림 1> 쓰기의 의사소통 삼각형6)
쓰기는 미시적인 측면인 어휘, 문법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인 글을 구성하는 방식, 구조, 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하여
써야 한다. 쓰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쓰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 소통 능력의 구성 능력 분류에 따라 Canale와
Swain(1980)은 쓰기 능력을 문법적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나눈다.

7)

<표 1> 의사소통능력 범주별 쓰기 능력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전략적 능력

문법 규칙, 형태, 구문, 철자, 구두점 등의 사용 능력
필자가 글의 목적, 주제, 독자에 따라 표현이나 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능력
지시어와 생략, 반복 표현의 삭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결합성 있고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능력
의견 모으기, 초고 쓰기, 수정하기 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

5) 최미숙 외 7명(2016),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pp.267~268.
6) 이 모형에서 실선은 직접적이며, 점선은 간접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7) 최연희 외 6명(2009), 영어 쓰기 교육론 , 한국문화사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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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들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인 한국어로 글을 써야 하므로 쓰기가 더욱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은 언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가 지니는 수사적 조직과 문화적 사고방식, 스키마의 차이가 글을 쓰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글을 잘 쓰기 위해 위에 언급된 능력 외에 학습하는 외국어의 사회문화적인 언어요인, 모국어에서
배운 스키마까지 활용하여 글을 써야한다.

2.2. 설명적 텍스트 구조 유형
한국어와 통사적, 형태적, 의미적 차이가 있는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하는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쓰기는 매우 어려운 영
역이다. 한국어로 좋은 글을 쓰려면 문장의 나열이 아닌 글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고 텍스트 구조까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설명적 텍스트 구조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설명적 텍스트의 구조는 학자에 따라 분류 방법이나 특징이
서로 다르다. 본고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 쓰기 영역에 나타난 텍스트 구조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설명적 텍스트
구조 유형은 원인-결과, 비교-대조, 수집, 분류, 분석, 문제-해결 구조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여섯 가지 구조 유형에 대한
특징과 예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인-결과 구조
앞서 일어난 일인 원인 개념과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난 일인 결과 개념 사이의 인과적인 관련을 나타내며 시간적인
선후 개념이 원인과 결과라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 조직된다. 그러므로 설명진술 방법 중에서 시간적인 전후의 논리성이
가장 강조되므로 설명적 텍스트에 많이 사용된다. 원인-결과 구조 형태는 ‘A 때문에 B가 되었다. A의 원인으로 B가 되
었다.’로 되어 있다.

2) 비교 / 대조 구조
비교는 두 사물이나 개념들이 가지는 공통점이나 유사한 면을 밝혀서 설명하는 방식이며 대조는 두 사물이나 개념들
의 다른 점을 지적해서 차이점이나 구별되는 사항을 들어 설명하는 진술 방식이다. 설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텍스트 수
용자가 친숙하게 알고 있을 만한 내용과 관련시켜야 하며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할 때는 양쪽이 고루 균형이 잡
히도록 진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비교와 대조의 진술이 적용되려면 두 사물이나 개념들 사이에 서로 유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비교 / 대조 구조 형태는 ‘A와 B는 이런 점에서 비슷하다. A와 B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로 되어있다.

3) 수집 구조
수집구조는 대상이나 사실을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구성해 나간다든지, 일반적인 개념에 속하는 것들
을 대등하게 나열하여 진술하는 방식이다. 수집 구조 형태는 ‘A는 B,C,D,E이다. A에는 B,C,D,E가 있다.’로 되어 있다.

4) 분류 구조
대상이 되는 여러 개념이나 사물을 어떤 일관된 기준으로 묶거나 나누어 유형화하는 설명 방식으로, 임의의 기준에 따
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분류 구조 형태는 ‘A는 B,C,D,E로 나뉜다.’로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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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구조
분석이란 사물의 구조를 그 성분에 따라 나누어 밝히는 것으로 하나의 구조를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각
성분을 나누어 살펴 그 원리를 밝히는 것이다. 그 대상은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관념일 수도 있다. 분석 구조 형태는
‘가는 A+B+C로 이루어져 있다.’로 되어 있다.

6) 문제해결 구조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의미 관계를 형성하는 진술방법이다. 문제해결 구조 형태는 ‘A의 문제는
B,C,D로 풀 수 있다.’로 되어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에서는 대구 경북 소재의 A대학교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자 10명 모두 한국에 있는 어학당에서 8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설문조사, 텍스트 분석, 심층 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한
다.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베트남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베
트남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글쓰기를 분석하여 그들의 문제점을 찾고 보완할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텍스트를 받아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 심층면접까지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부에 재학 중인 10명의 베트남 학
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0명의 학습자는 여자 8명, 남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자의 나이는
19~24세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 정보
1
2
3
4
5
6
7
8
9
10

학습자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성별
여
여
남
여
여
여
여
남
여
여

나이
20
22
19
20
19
22
24
20
21
22

학습 기간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8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토픽
3
3
4
3
4
4
3
3
4
4

설문조사 결과 학습자들이 학부에 입학한 후 가장 어려운 언어 기능은 쓰기 > 읽기 > 말하기 > 듣기 순이었다. 쓰기
가 어려운 이유로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어학당에서 쓰기를 공부하였지만
학술적 글쓰기는 접해보지 못 하였고 또한 어학당에서 배운 글쓰기나 TOPIK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글쓰기와는 달라
서 어렵다고 하였다.
학문 목적 학습자라면 대학에서도 가장 많이 과제로 요구되는 것이 설명적 텍스트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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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적 텍스트로 제한하였다. 쓰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베트남의 문화, 명절 등 친숙한 주제를 제시하여
800-1000자 사이의 설명적 텍스트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글쓰기 과정 중 학습자들은 주제 선택은 비교적 쉽게 하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내용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설명문이란 장르 지식도 모국
어에서 배웠지만 한국어 쓰기를 학습할 때는 텍스트 구조나 장르 지식에 관해 배운 적은 없다고 하였다.

3.2 텍스트 분석
현재 쓰기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문장 차원에서의 오류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문장들의 합이 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문장 차원에서의 오류 분석만으로는 학습들이 작문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텍스트 내용과 구조 분석을 하고자 한다. 설명적 텍스트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 3단락으로 구성이
되며 서론에서는 주제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나 글을 쓰는 이유 등을 밝힌다. 본론은 글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설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설명적 텍스트 구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론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한다.
아래 <표 3>은 학습자들이 제출한 텍스트 정보이다. 10편의 텍스트 중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글자 수에 미치지 못 한
글이 3편인데 이들은 내용 구성에 어려움을 느껴 더 이상 쓰지 못하였다. 또한 2편의 글은 1000자를 넘었지만 주제와 관
련이 없는 단락이 있었다. 10편의 텍스트 중 절반은 명절, 3편은 문화, 2편은 베트남 소개를 주제로 글을 썼다.

<표 3> 텍스트 정보
글자 수

단어 수

문장

단락

주제 및 특징

1

787

235

20

6

명절

2

642

156

15

5

명절
명사로 끝맺음 단어 나열

3

924

291

24

8

명절

4

747

234

17

4

문화

5

1302

411

34

4

명절

6

1203

393

59

3

문화
단문중심

7

427

127

11

4

베트남 소개(남북 문화)

8

912

289

35

6

베트남 소개(여행지)

9

589

144

13

1

문화
서론에 자기소개를 함

10

956

305

28

3

명절

3.2.1. 어휘와 문장 차원에서의 오류
어휘에서의 오류는 대부분 맞춤법과 조사의 오류가 많았다. 그리고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의 학생들이어서 한자어 사용
으로 인한 오류, 초급 문법과 단어 사용을 많이 한 글도 있었다. 중급, 고급 문법을 사용한 경우 정확히 쓰지 못하는 경
우도 나타났다. 게다가 단어의 나열만으로 문장을 끝맺는 경우도 있었다. 어휘에 관해 교수를 할 때는 그 어휘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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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과 자주 같이 사용하는 어휘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문장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어미나 접속사들의 사용이 중요하다. 이과 관련하여 베트남 학습자
들의 글에서는 다양한 접속사를 사용하지 못 하였고 많은 접속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논리성이 결여된 문단이 많았
다. 또한 접속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텍스트들도 있었다. 한 가지 접속사를 반복하는 것보다 대체가능한 다양한 접속
사들을 교육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글의 문맥을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문
장 호응 오류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과 관계를 서술할 때 ‘왜냐하면’을 쓸 경우 ‘-이기 때문이다’다 와 결합하여
야 되는데 ‘-ㄴ다’로 끝맺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문제로는 ‘하지만’과 같은 구어체 접속사와 어휘들이 글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구어와 문어의 차이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10개의 글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결어미를 구어체를 사용하였다. 문어체 표현을 배웠지만
대부분 글을 쓸 때 익숙한 해요체나 합쇼체를 사용했다. 8개의 글 중 6개는 합쇼체를 사용하였고 2개는 합쇼체와 해요체
를 섞어 사용하였다.

3.2.2. 단락과 텍스트 차원에서의 오류
구조의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단락을 적절히 구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 3단락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텍스트에서는 서론과 결론이 없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단락의 구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
이 한 단락으로 글을 쓰거나 한 단락에 여러 가지 정보를 모두 나열하여 단락의 구분을 하지 않거나 두, 세 문장마다 한
단락으로 구성하여 전체 8단락이 되는 글도 있었다. 다시 말해, 단락 구성에 문제점을 보인 학습자들은 필요한 단락을
나누지 않은 경우보다 단락을 합쳐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단락 간의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도 30% 이상 나왔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중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단락을 나누는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론 부분에 주제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나 글을 쓰는 이유 등을 밝혀 구조에 맞게 쓴 글은 두 편에 불과하였다. 한 편
은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소개하였고 다른 한 편은 주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였다. 나머지 여덟 편은 주제어에 대한 설
명이나 소개 없이 바로 본론을 소개한 텍스트들이었다. 이러한 경우는 서론이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의 글은 결론 부분에서 글을 요약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여 글 전체의 통일성을 방해하였다. 글을 완성한
경우는 두 명에 불과하였다. 설명적 텍스트 구조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4편의 글에서 비교/대조 구조를 6편의 글에서는
수집 구조를 활용하였다.

3.2.3. 오류가 생기는 원인
어휘와 문장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베트남어에는 조사가 없어 대
부분 조사를 사용할 때 많은 오류가 발생하며, 문장을 만들 때어순의 차이나 베트남어를 직역하여 한국어로 만들기 때문
에 어색한 문장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베트남어에는 구어와 문어의 차이가 크게 없어서 학습자들이 문어를 써야하는 글
에서 구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 외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문장은 단문이 많이 나타났다.
복문으로 쓰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낀 학습자들은 쉬운 단어와 문법으로 문장을 구성한다고 한다.
10편의 글을 분석한 결과 서론, 본론, 결론 3단락으로 글을 작성한 학습자는 10명 중 총 2명에 불과했다. 7명은 3단락
이상 글을 작성하였고 1명은 단락을 나누지 않고 글을 구성하였다. 단락과 텍스트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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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이는 기본적으로 단락에 대한 이해와 설명문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심층
면접 결과 모국어에서도 설명문은 3단락으로 나누지만 한국어로 글을 쓰다 보니 글의 장르보다는 문장에 집중을 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었다. 베트남 학습자들은 글을 쓸 때 글의 논리성이나 구성과 같은 거시적 맥락이 아닌 문법이나
어휘들을 가지고 학습자가 알고 있는 문장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한국어를 학습해 왔다. 문단 구조, 글의 종류에 따른 담
화 표지 등은 거의 배운 적이 없었다. 또한 교사에게 피드백을 받을 때에도 문법 오류의 지적이나 문장 차원에서의 피드
백을 받은 경험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문단을 구성할 때 의미단락으로 문단이 끊어지지 않고 학습자들이 임의적으로
문단을 구성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의미단락으로
써야한다는 것 또한 강조해야 할 것이다.

Ⅳ. 나오는 말
지금까지 베트남 학습자들의 설명적 텍스트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실력이 중급 이상 되는 학습자들이지만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어휘나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였다. 한자 어
휘를 많이 사용하였고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 한 경우도 있었다.
둘째, 문어보다는 구어에 익숙한 학습자들이어서 조사의 생략이나 오류도 많이 나타났다.또한 종결 어미도 문어체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셋째, 접속어나 연결어미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하였다. 다양한 접속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익숙한 접속어들로 구성
하였고 접속어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았다.
넷째, 한 단락 안에 내용과 상관이 없는 문장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전체 글에서도 주제와 상관없는 단락이 있었다.
다섯째, 대부분의 글에 본론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단락으로 구성하기는 하였지만 본론의 내용을 나누어 쓴 경
우가 많았다. 문단 연결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쓰기를 지도할 때 베트남어와 한국어 쓰기의 차이를 이해하여 학습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는지 인
지하여야지 더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베트남어와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언어적 특성이 다르며 텍스트 구성과 기술 방법이 다르다는 것과 베
트남 설명적 텍스트의 구조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한국어로 쓸 때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국어와 베트남어
의 기술 방법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글을 쓴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쓰기 교육을 할 때 문법 어휘 차원을 넘어 학
습자의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피드백과 쓰기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들의 텍스트를 분석하였지만 교육 자료로 활용한 수업 구성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제
시하지 못하였다. 설명문의 일반적인 구조와 정형화된 표현을 교육 자료로 제시한 수업 모형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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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작문능력의 향상을 위한 학습 활동의 개발에 관한 연구
Pham Thi Tuyet⋅Hoang Thi Yen(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들어가기
그 동안 한국어 (국어) 작문지도에 관한 문헌들이 많이 나왔다. 예를 들어 초등국어 교육학회(1997: 176-323), 이재승
(1998: 285-397), 강승혜(2002: 161-190), 여순민(2002), 장진한. 후타쓰기고조(2004), 이정자(2005), 김정숙(2005), 박영목
(2008), 교육발전 연구원-전남대(2009) 등이다. 그리고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Nguyen Thi Huong Sen (2006)등도 포함되
어 있다. 본고는 베트남어권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장력의 향상을 위한 학습 활동 개발에 관한 것이다. 여기
서 작문교육에 관한 연구 업적과 그 동안 본인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쓰기 수업에는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학
습 활동들을 제시하여 논의코자 한다.

1. 이론적 배경
1.1. 의사소통을 위한 작문 교수법
1) 과제중심 교수법(Task  based approach)1)
과제중심 교수법은 쓰기가 역동적인 의미구성이라는 인식 아래 작문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의사소통 교수법
의 원리에 근거하여 실제 의사 소통을 통하여 일정한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하며 결과보다는 의사 표현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 방법이다. 과제중심 교수법을 활용하는 수업에는 학습의 대부분이 클럽 활동, 그룹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과제
중심 교수법에서 교사는 보조자(advisor) 혹은 촉진자(facilitator)로서 학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다. 학생은 학습과
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언어 학습을 종합적인 방법으로 습득된다고 본다. 한편, 과제 수행 활동 중에 발생하는 오류
는 의사소통이 미흡할 때에만 조언하여 수업시간에 한계 많은 교육과정의 진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한다.

2) 결과중심 교수법 (product-based approach)
이성은(2001)2)에 따르면, 결과 중심(Product-based approach) 작문 모형은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둠으로써 텍스트를 구
1) http://www.classroom.re.kr/23-0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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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객관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따라서 작문 학습은 과제를 제시하고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학생들도
과제 해결의 과정보다는 텍스트 구성 요소에 집중하게 한다. 문장의 의미보다는 형식이나, 문법적인 기능에 초점을 둔다.
상기와 같은 교수 방법들은 각 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쓰기 교육에는 따로 적용하는 경우가 권
장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학습자의 작문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가지 교수법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그들의
장점에 중점을 두고 두 가지의 교수법을 융합하여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한다.

1.2. 작문 교수.학습에의 영향 요소
작문 교수･학습에의 요소들이 학습자의 변수, 교육용 자료의 특징, 특정 단계의 학습 목표, 강사가

적용하는 교수법

등이라 할 수 있다.

1) 학습자의 변수
하노이 국립 외국어 대학교에서의 신규 교육과정에 따르면 예전과 달리 2년동안 한국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와 같은
외국어 기능들을 습득한 후 언어학, 번역이론, 한국문학 등과 같은 이론적인 과목들을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2학년 2학기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은 중･고급 한국어의 수준에 달해야 한다. 이것은 학습자 뿐만 아니라 강사들에게도 힘든 것이라 하겠다.

2) 교육용 자료의 특징
2학년 2학기에는 학습자들이 경희 중급2의 제5과 내지 제 8과 및 고급1의 모두를 이수한다. 중급2 교재에는 건강, 환경,
언어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다. 고급 1교재에는 대중문화, 민속과 삶, 언어학습, 개인과 가정, 운동과 오락, 기후와 풍속, 과학
과 기술, 이야기와 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를 보면 학습자들은 단순한 생활에 관한 주제의 초급 단계에서 벗어나 인간관
계, 사람들의 공동적인 관심사, 넓은 세계 등을 관찰하여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구어체, 문어체로 표현하게 한다.

3) 특정 단계의 학습 목표
본 학교에는 2학년을 이수하면 학습자들은 졸업을 위하여 필수적 조건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
다. 이 시험의 난이도는 도픽 5급에 해당하여 문장력 시험문제는 2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도표를 묘사하여 분석하는
것과 하나는 논설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에 합격하려면 학습자들은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대비에 힘쓴다.

4) 강사가 적용하는 교수법
강사가 적용하는 교수법은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를 달하면서 졸업을 위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강사들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본다. 쓰기 기능을 신장하면서 효과적인 기술을 훈련해주어야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
서 결과중심 교수법과 과정중심 교수법을 적절하게 융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재인용: 교육발전 연구원- 전남대 (2009): 조경순, 과정중심 글 쓰기 지도 방안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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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글의 작성 요령 설정
본고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인의 경험 및 이해를 활용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글의 작성 요령 몇 가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3 단계로 구성한다.
(2) 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5가지를 포함하도록 작성한다.
- 일관성: 주제/ 제목과 글의 내용;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 단락에는 논점, 논거, 예시의 내용 간에 일관성을 갖게 한다.
- 응집성: 서론, 본론, 결론은 서로 구분하면서 잘 구성한다
- 논리성: 각 단락의 내용은 글 전체의 내용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정한 핵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
해야 하며 각 입장을 충분히 살펴보고 예시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개한다.
- 설득력: 필자의 입장, 관점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정확한 단어, 적절한 문형, 알맞은 부사 등을 활용해야 한다. 자
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인용문, 실제 이야기 등을 조리있게 구성해야 한다.
- 공감성: 마음에 나오는 정은 다른 마음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 무미 건조한 태도로 쓰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한 주제에 적합한 글을 작성을 하면 좋은 글을 이룰 수 있다.

필자가 학습자의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조적인 학습활동과 쓰기 단계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학습활동
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다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2. 보조적인 학습 활동
보조적인 학습활동은 쓰기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텍스트를
읽고 요약하기, 글을 평가하기, 글을 구성하기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보조적인 학습 활동은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구성
과 내용에 관한 특징에 대하여 더 이해하며 그것을 실행하기가 더 수월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활동들은 이런 목적을 취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2.1. 텍스트를 읽고 요약하기
1) 학습 활동의 목적
텍스트를 읽고 요약하는 활동은 다음과 목적에 부합하려는 것이다.
(1) 해당 주제에 관한 지식을 수용하여 자기의 배경지식을 넓힌다.
(2) 해당 주제에 많이 활용되는 어휘 혹은 단어, 텍스트의 갈래에 따라 자주 활용하거나 새로운 문법 문형을 습득할
수 있다.
(3) 새로운 정보를 접속할 때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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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를 읽고 요약하기의 실제
독본1: 건강을 지키는 목욕 (경희. 중2, 제5 과: 건강, 86쪽)
(1) 대중목욕탕에는 많은 시설이 있는데 특히 사우나 시설이 설치된다.
(2) 목욕물의 온도에 따라 열탕, 온탕, 냉탕으로 나뉜다.
(3) 대중목욕탕은 건강에 도울 뿐만 아니라 우정을 두텁게 한다.

3) 유의 사항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한다.
(1) 일정한 글자수로 요약할 경우 그에 맞추어 요약해야 한다.
(2) 글자수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장황하게 요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주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다.
(4) 주제문을 찾아 확정한다.
(5) 뺄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을 도출한다. 글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문장을 요약해야 한다.

2.2. 텍스트를 평가하기
1) 학습 활동의 목적
교재에 나오는 해당 텍스트나 추가될 학습자료를 읽고 평가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글 작성 요령에 대하여 더
깊이 인식하면서 비판적인 사유를 훈련하게 될 수 있게 한다. 글의 전개에 따라 할 수 있으면서 글의 단점을 알아내어
앞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석이조의 장점도 있다. 또한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해보는 활동으로 창조
적으로 쓰는 능력을 육성하기도 한다.

2) 학습 활동의 각 단계
(1) 글의 구성(서론, 본론, 결론)을 확인하기
(2) 본론의 각 단락에 따라 주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기
(3) 될 수 있는 대로 글의 의미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보기
(4) 글 작성 요령에 의하여 미흡한 점을 찾아 다시 표현하기
(5) 모호한 표현. 어색한 표현. 이해가 안 가는 문구. 잘못 된 어휘 등을 찾아서 수정하기
(6) 글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더 완벽하게 작성하기

3) 텍스트를 평가하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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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본1: 건강을 지키는 목욕 (경희. 중2, 제5 과: 건강, 86쪽)
글의 각 부분에 있는 결함을 찾아내어 수정할 방안을 제시한다.
(1) 제목은 글의 내용과 그리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한다.
(2) 대중 목욕탕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충할 필요가 있다.
(3) 글의 구성은 서론, 본론으로만 작성되면 결론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글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중요한 결함을 포함하여
어색한 표현 및 수정할 필요가 있는 구절이나 어휘들은 수정한다.

4) 유의 사항
평가된 텍스트는 주로 표준한 것으로 평가되는 교재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압력을 주기도 할 수 있다.
게다가 평가는 학습자의 실력에 비하여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을 잘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학습 활동을 하기 전에 강사가 한 번 모의 평가를 실행함이 요구된다.
(2)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 단계를 작성,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경험하게 한다.
(3) 글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글의 단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2.3. 텍스트의 틀을 다시 구성하기
1) 학습 활동의 목적
주어진 텍스트를 요약하고 평가한 후 그의 틀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재구성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
이 자기의 입장 및 관점에 대하여 더 자신있게 제시할 뿐 아니라 특정 문제나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틀을 제대로 구현
할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2) 텍스트의 틀을 구성하는 실제
독본: 건강을 지키는 목욕 (경희. 중2, 제5 과: 건강, 86쪽)
제목: 건강을 지키는 목욕 → 대중목욕탕
(3) 나는 과학 기술 발전보다 자연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신세대의 언어를 싫어한다…
(5) 나는 대면의사소통보다 비대면 의사소통을 더 좋아한다…

ㄴ. 완성되지 않은 단락 혹은 글의 완료
가) 완성된지 않는 단락 (제목: 정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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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화를 많이 내지 말고 모든 일에 이해심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화를 내면 자기도 모르게 예의 없는 말과 과
격한 행동을 하기가 쉽다. 남을 욕하면 남의 체면. 명예를 손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체면과 명예도 잃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참고 답안: 자기의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면 세상에서 이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나쁜 점은 사랑으로 감싸 주면 마음이
넓게 될 것이다).
(2) 그리고, ………… 사람이라면 남의 밥에 들어있는 콩이 자기 밥에 들어있는 콩보다 크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편이
다.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히 하고 남의 것에 대해 샘을 내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
한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욕심이 너무 과하면 그 것에 집착하게 된다.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은 그 것에 집착하기
가 쉽다는 말도 있다. "무소유"의 개념이 바탕이 되어서 편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본다.
(참고 답안: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대로 만족하고 즐겁게 살면 된다).
(3)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 좋겠다.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사람들과 동료들의 정을 소중히 하고 정답
게 지내야 한다. 정을 주고 받고 서로 이해하면 외롭게 되지 않는다. "기쁨을 나누면……"는 말이 있다. 행복한 가
족. 좋은 친구들. 친절한 이웃사람들과 신의 있는 동료들이 있으면 이 세상에 더 바랄 만할 것이 없는 것 같다. 살
아가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의존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어떤 소설가가 그런 것을 "인생의 섭리"라고 불
렀다.
(참고 답안: (기쁨은 나누면)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게 된다)

나) 완성되지 않은 글
글의 제목: 정신 건강
서론: 건강은 인간의 제일 귀중한 재산이다. ……
(참고 답안: 돈이나 명예를 잃으면 일부만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건강은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이 포함된다. 건강해지기 위해 음식.
운동. 마음가짐과 같은 3대요소가 골고루 잘 관리되어야 한다. 그 중에는 정신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
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장애와 신체장애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좋은 정신
건강을 가지려면 마음이 편해야 한다. 여기에 마음을 편하게 하는 6가지의 비결을 알려보고자 한다).
본론: (가) 화를 많이 내지 말고 모든 일에 이해심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
(나)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대로 만족하고 즐겁게 살면 된다. …
(다) 슬프고 우울하게 살지 말고 힘차고 활기있게 살면 된다. …
(라)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면 좋다. …
(마)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 …
(바)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잘 웃을 수 있다면 좋다. …
결론: 요약하면 ……
(참고 답안: 요약하면이해심이 많고 만족감도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활기차게 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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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웃으면 맑은 마음이 될 것이다. 마음이 편하면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적당한 음식.
알맞은 운동. 강건한 정신이 골고루 잘 된다면 원하는 대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장수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유의 사항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수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지적면에 집중하면서 배경지
식을 총동원함으로써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글을 제대로 작성한다.
단락별로 글을 잘 완성하려면 글의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하고 글의 일관성. 논리성을 조직적으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3. 쓰기 단계에 따른 학습 활동
3.1. 쓰기 전의 단계에 활용될 학습 활동
1) 배경 지식의 마련과 글의 전개할 방향을 확정하기
ㄱ. 주제에 관한 범위를 정하는 경우
주제에 관한 범위를 정하는 경우 그 범위에만 배경지식을 마련하면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실은 정된 범위
를 포함하는 주제에 대하여 탐구한다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과제를 더 쉽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 그런 배경지식에 의하
여 자기가 다루고 싶은 관점에 따라 글을 전개할 방향을 확정할 수 있다. 주제에 관한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성형수술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글을 작성하십시오.
(2) 현재의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하여 기술해 보십시오.
(3)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여 한 단락을 작성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건강하게 살아간다. ……”
상기와 같은 (1) 문제를 살펴보면 성형수술을 반대하기 위하여 성형수술로부터 입하는 피해뿐 아니라 찬성하는 입장에
대하여 알다면 더 논리성 및 설득력을 가진 글을 이룰 수 있다.

ㄴ. 주제에 관한 범위를 안 정하는 경우
주제에 관한 범위를 안 정할 경우 그 주제에 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전개한 다음 관심많으면서 흥미있는 범위를
정한 후 그 범위속에 있는 지식을 꼼꼼하게 탐구한다. 그리고 글의 전개한 방향을 정하면 된다. 주제에 관한 범위를 안
정할 경우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건강에 관한 글을 써보십시오.
(2) 환경오염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십시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마이드맵을 먼저 그리고 각 각 소주제를 확정한 후 작성할 가능성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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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을 선정하여 글의 작성을 이행하면 좋다.

한편, 주제에 관한 지식은 표로 더 자세히 작성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표를 살펴보자.

환경 오염
환경 오염의 영향

환경 오염의 원인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심각: 해수면 상승,
공업의 매연, 교통 수단의 가스 배출
홍수. 기후의 변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소음 공해

환경 오염의 극복 방안
친환경의 교통수단의 개발. 공장은 도시들에
벗어나고 매연의 감소

산성비의 등장, 오염된 공기, 파괴된 오존증

생활 쓰레기장의 냄새, 쓰레기의 태울 때의
쓰레기 배출의 최소화, 쓰레기의 처리
매연

사람의 호흡 질환이 심각해짐

숲의 파괴

숲/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

오염된 물, 식품을 먹으면 건강이 나쁨

공업.생활의 폐수

폐수를 정화히 처리

생태계의 파괴 때문에 물고기류 멸종 위기 유조선의 침몰, 방사의 유출

사업의 이행 과정의 신중히 감독

물자원 고갈 위기

광산을 함부로 개척

계획적으로 개척하면서 숲의 보호

경작지의 파괴. 사막화. 가뭄

농약. 화학 비료의 과잉 남용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소. 유기 비료의 증가.
친환경 농산물의 경작 권장

하수물이 오염됨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의 잘못 처리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 부족

공장. 광산 개척지의 폐물과 폐수의 배출

폐물과 폐수의 처리

교통 수단과 공장에의 소음. 도시 생활의 복
인구 증가. 도시에의 공장
잡

인구 분포의 조절. 산지촌과 농촌으로 이동

2) 글의 틀을 구성하기
주제에 관한 범위를 정하지 않을 경우 소주제인 글의 제목을 정한 후 글의 틀을 구성한다. 글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
론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서론, 결론 그대로 두거나 간단하게 쓰며 본론의 각 주된 내용들만을 메모하면 된다. 윗
표에 의하면 몇가지의 예를 들 수 있다.
(1) 환경오염1: - 환경 오염의 영향/ 환경 오염의 영향/ 환경 오염의 영향
(2) 환경오염2: -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소음 공해
(3) 수질 오염: - 수질 오염의 영향/ 수질 오염의 원인/ 수질 오염의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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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쓰는 단계에 활용될 학습 활동
작문 구성: 서론, 본론, 결론
이상적인 구성 형태: 서론 = 01 문단, 본론 = 03 문단, 결론 = 01 문단으로 구성됨.

1) 서론의 작성
ㄱ. 서론에 대한 개괄
다루려는 주제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필자의 관점이나 입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본론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언급한다.
서론의 구성: 05 내지 09문장으로 구성된데 도입문 + 주제에 대한 언급하는 문 + 본론과의 연결문으로 이루어진다.

ㄴ. 서론 작성의 실제
예시1: 정신 건강
도입문: 건강은 인간의 귀중한 재산이다. 돈이나 명예를 잃으면 일부만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다.
주제에 대한 언급하는 문: 건강은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이 포함된다. 건강해지기 위하여 음식. 운동. 마음가짐과 같은 3
대요소가 골고루 잘 관리되어야 한다. 그 중에는 정신건강이 제일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사회는 스트레
스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장애와 신체장애가 생
기게 되었으므로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본론과의 연결문: 좋은 정신 건강을 가지려면 마음이 편해야 한다. 여기에 마음을 편하게 하는 6가지의 비결을 알려보
고자 한다.
혹은 상기와 같은 서론을 축약하여 간결한 서론으로 하기도 한다.
(1) 건강은 인간의 제일 귀중한 재산이다. (2) 현대사회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
신장애와 신체장애가 생기게 된다. (3) 좋은 정신 건강을 가지려면 마음이 편해야 하므로 여기에 마음을 편하게 하는 6
가지의 비결을 알려보고자 한다.

예시2: 정상적 사람들은 성형 수술이 필요없다
(1) 요즘은 성형 열풍이 급격히 늘어가다. 성형 수술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나타난 비정상적 변형과 기형을 정상에 가
깝게 수정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얼굴 생김새나 몸의 균형이 더 예뻐지기 위하여 고치거나 꾸미는 수술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3)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기 때문이다.

2) 본론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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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본론에 대한 개괄
본론의 역할은 서론에서 언급한 관점이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증명하는 부분이다. 본론은 2-3 내지 4-5 문단으로 구
성되며 한 문단에 논점의 하나에 대하여 논의한다. 문단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논점문, 논거문, 예시문, 결론문으로 이룬
다. 논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논거 및 예시문의 하나 이상을 제시하여 기술할 수 있다. 문단은 결론문으로 마무리한다면
응집성에 좋은 효력을 갖는다.
ㄴ. 본론 작성의 실제
예시1: 정신 건강
논점: 슬프고 우울하게 살지 말고 힘내고 활기차게 살면 된다.
논거1: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인생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말도 있다.
예시문1: 좋은 사람도 많고 살 맛나는 일도 무수히 존재한다.
논거2: 실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내버리고 즉시 긍적적으로 사고 전화시켜야 한다.
예시문2: 이 세상에 자신보다 불행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결론문: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갖는다. 인생은 짧아서 시간을 아껴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아야 한다.
찬성. 반대류 논설의 경우에는 각 문단의 구성은 보다 특별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살펴
보자.

예시2: 정상적 사람들은 성형 수술이 필요없다
반대된 입장의 제시: 사회 생활에는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사회를 위하여 외모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
람들이 많아졌다.
반론 의문문: 인공적. 가식적인 얼굴보다 자연스럽고 내면의 미가 찬 얼굴은 천만배로 좋지 않을까? 생로병사란 자연
규칙의 영향을 받은 외모의 미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면의 미가 없이 외모의 미만 가지면 쓸
모없는 법이라 하겠다.
변론문: 내면의 미와 진정한 능력만이 남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이다. 외모의 미 대신 내면의 미를 추구하기 위하여 시
간적, 금전적 투자를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 자
신있고 편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예시문: 키가 작은 나포레옹은 작은 거인이 되고 미운 채빈은 유명한 위인이 된다.
결론문: 가지고 있는 외모로써만 여러분들도 츨세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

3) 결론의 작성
ㄱ. 결론에 대한 개괄
결론은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에 단순히 그치지 않고 보다 더 한 층으로 올라가서 글을 통하여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핵심 부분이라 한다. 서론과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결론은 03내지 07 문장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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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식이나 폐쇄식으로 종합문 + 강조문 + 마무리문이라 할 수 있다.

ㄴ. 결론 작성의 실제
예시1: 정신 건강 (개방식 결론)
(종합부분) 요약하면 이해심이 많고 만족감도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보람있는 일을 하고 활기차게 살면서 잘 웃
으면 맑은 마음이 될 것이다. 마음이 편하면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강조부분) 그리고 적당한 음식. 알맞은 운동. 강
건한 정신을 골고루 갖춘 사람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마무리부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장수할 뿐만 아니라 행
복을 누릴 수 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시2: 정상적 사람은 성형 수술이 필요없다 (폐쇄식 결론)
(종합부분) 완벽한 미모를 가지려는 욕구가 성형수술로 해결되지 않는다. (강조부분) 더 외모가 완벽한 미모를 추구하
지 말고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살아라. 자기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정신적 결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마무리부분) 정상적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4) 전체적인 글의 작성
ㄱ. 전체적인 글의 작성에 대한 개괄
글의 각 부분을 따로 작성시키는 일이 아니라 글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말이다. 이런 활동은 시간을 많이 들
므로 일반적으로 집에서 자습으로 하는 것이다. 때때로 학습자들의 문어로 구사하는 순발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업에는
정한 시간 내에 글을 작성시키기도 좋은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인
식하고 고려한 후 글의 틀을 구성하고 작성해야 한다.
ㄴ. 전체적인 글의 작성 실제
예시1: 강사가 주제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지정하기 않는다. 전자의 경우 학습자에게 주어진 글의 주제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면 된다. 가끔 주어진 글의 틀에 의하여 작성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주제에 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
로 하여 글의 제목을 스스로 설정한 후 글을 작성한다.
예시2: 강사가 학습자에게 같은 주제나 제목이 있는 글들을 주어 학습자는 그런 글들을 읽고 평가한 후 그들을 바탕
으로 하여 자기의 글을 작성한다. 학습자들에게 주제에 관련된 새로운 글들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면서 흥미
롭다.
예시3: 학습자들이 팀을 짜서 교재 내외에의 이야기를 뽑아 연극 대본을 쓰게 하는 활동하게 하거나 또는 러브 스토리
등과 같은 주제의 작성 시 개인이나 팀과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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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쓴 후의 단계에 활용될 학습 활동
1) 쓴 후의 단계에 대한 개괄
2) 쓴 후의 단계의 실제

ㄱ) 개인 활동
글을 작성한 후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습자들이 글 작성 요령에 의하
여 자기가 쓴 것을 스스로 평가하는 단계를 병행하여야 책임감이 더 강하면서 작성된 글이 더 완벽에 접근하려는 자세
를 보여줄 수 있다.
다른 친구의 글을 읽고 평가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친구들의 글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 수록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친구들의 것도 비판적인 평가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친구들의 글을 읽음으로써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ㄴ) 팀 활동
개인이나 팀이 작성된 글이나 글의 틀에 대하여 상호평가하는 것이며 우수한 글부터 잘못 쓴 글까지 순서대로 정하는
것도 추가하면 더 신나는 활동으로 발전한다. 여기서 일등, 이등, 삼등 등을 준 것에 그치지 않고 창조적인 작품에 주는
상이나 인상적인 글에 주는 상 등도 개발하면 학습 동력을 길러 주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종합적인 글이나 글의
틀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ㄷ) 강사의 피드백
팀 활동의 결과물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목을 만들기, 글의 틀을 구성하기, 글을 작성하기 등을 들 수
있다. 강사가 그런 결과물에 대하여 의견이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학습자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 다만 독단적이면서
편파적인 태도는 피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환경 오염에 관한 표는 강사의 피드백 결과물이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작성
된 글 중에는 잘 쓴 것들을 선정하여 다시 학습자들에게 보내어 참고로 하는 일도 좋다. 같은 글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제목을 붙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것과 이용할 만한 것들도 알려주면 객관적인 평가하는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4. 시사점 및 해결 방안
4.1. 아이디어를 산출하기
학습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글을 쓸 때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튼튼하게 마련해야 한다. 중･고급 교재들에 나오는 각 주된 주제에 관한 것들을 미리 탐구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큰 주제를 분석하여 각 소주제로 도출한 후 그 밑에 있는 각 논점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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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한국어를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도 힘든 것이라 본다. 실제에는 자기가 쓴 글을 다시 읽을 때 자기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 모호한 면을 만나곤들 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해가 쉬운 문장을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한
국어는 동의어 및 유의어가 발달하였으므로 그런 특징을 잘 인식하여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도 유의하여야
한다.

4.3. 독창성 및 이심전심이 되는 글을 작성하기
독창성을 지니는 글을 이루려면 특정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작성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넣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글의 논
리성과 설득력을 보장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이심전심할 가능성이 높은 글이 되리라 믿
는다.

나가기
본고는 쓰기 교육의 이론적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베트남인 현지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쌓아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장력의 향상을 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보조적인 활동과 쓰기 활동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의사소통을
위한 교수법을 따르면서 학습과정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둔 것이다. 필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이나 앞으로도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계속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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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의 역량과 역할
-베트남 통･번역사 중심으로Vu Thi Thuan(한국외국어대학교)

I. 서론
1. 연구 목적
통계청의 결혼 이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사회에서 다민족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한국 내 외국인들의 유입이 급격히 늘면서 결혼 이민자도 급증하게 되었다.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는 다양한 외국어와 다양한 문화의 유입에 따른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차이’와 ‘다름’으로 구별되어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어오고 있다.1) 특히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한국 사
회를 이루는 구성원도 달라졌다.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2세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많은 영향
을 주고 있다. 다문화가족 속의 결혼 이민자가 한국 내에서 건강하게 정착해야 다문화가족이 건강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그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있는 다문화가족을 다문화 사회 속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현재
통･번역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통･번역 서비스 체계는 둘로 나뉜다. 첫째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이다. 현재까지 한국 내에서 이러한 통･번역 서비스
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 이민자들이며, 이들은 사회 통･번역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베트남 결혼 이민자를 위해 베트남어 통･번역 서비스를 담당
하는 전담인력들 중심으로 개인적 역량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이 한국 내 다문화 사회에서 통･번역사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내용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사회는 다문화에 대해 관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2000년대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결혼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통･번역 연구는 200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다. 강지혜(2004, 2009, 2013)
는 지역사회 통역의 정책과 일반론을 바탕으로 한국 내 지역사회의 통역 현황, 국가에 의해 시행된 지역사회 통역 서비
1) 강지혜(2013), 다문화 담론에서 통역의 역할 연구, 번역학연구, 2013년 겨울 제14권5호,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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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 방식, 통･번역사의 자격요건 및 인증제도에 대해 고찰하였고 다문화 담론에서 통역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류현주(2006)는 커뮤니티 통역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커뮤니티 전문 통역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리(2014)는 한국 내 결혼 이민자 통역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통역사로서의 잠재력과
그 한계를 검토하여 전문 직업으로서의 지역사회 통역사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지은･장애리･최문선･허지운(2014)은 국내 결혼 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수행하는 통･번역사들의 실태 조사 결
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경희･허영숙(2014)은 결혼 이민자의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한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이들의 사회적 지위, 노
동 경험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내 결혼 이민자들의 통･번역 노동이 가지는 에스닉 노동의 특징을 밝혔다.
그리고 2017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24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윤경은 <결혼 이민 통･번역사의 역량 고찰 -통･번역
인력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인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결혼 이민자들의 통･번역 현황, 통･번역 전
담인력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통해 결혼 이민자인 통･번역사의 역량을 고찰하였고, 통･번역사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현재
행하고 있는 업무역량을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구자들이 한국 내의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도 및 현황, 통･번역사로서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단일민족 사회에서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통･번역사들은 결혼 이
민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문 직업으로서의 문제점과 한계도 제기하면서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들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로서의 베트남어 통･번역사들의 역량과 역할을 살펴보고, 현재보다 더 바람
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통･번역 서비스 제도 및 현황
한국은 최근 결혼 이민자를 비롯한 외국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단일민족 사회에 대한 인식을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강지혜(2013)<다문화 담론에서 통역의 역할 연구>에서 ‘다문화’는, 한 사회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
가함으로써 인구통계학적으로 사회가 ‘다문화화’하는 현상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가 증
가하면서 이들의 문화도 한국 내에 유입되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다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 문화
도 달라지면서 가족 속의 언어와 문화가 충돌되기 때문에 갈등이나 불화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
역사회 통･번역 제도가 요구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의 현황을 아래와 같다.

<표 1> 결혼 이민자 현황
연도

국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중국(한국계 포함)
베트남

122,552
67,787
27,092

125,087
65,992
30,173

141,654
66,687
35,355

144,681
64,173
37,516

148,498
63,035
39,352

150,865
62,400
39,854

150,994
60,663
39,725

151,608
58,788
40,847

152,374
56,930
41,803

일본
필리핀
기타

5,223
5,819
16,631

5,074
6,321
17,527

10,451
7,476
21,685

11,162
8,367
23,463

11,746
9,611
24,754

12,220
10,383
26,008

12,603
11,052
26,951

12,861
11,367
27,745

13,110
11,606
2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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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에 따르면 2008년에 중국(한국계 포함) 결혼 이민자가 55,3%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였으나 2016년에 37,3%로 감
소하였다. 반면에 베트남 결혼 이민자가 2008년에 22%에서 2016년에 27,4%로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 결혼이민자가 급
증하면서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하게 되면 베트남인이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는 것으로 통계자료가 발표되었다.2) 따라서
통･번역에 대한 요청이 많아져서 국가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설립하여 이러한 법적 근거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국 내 지역사회 통･번역 서비스를 3개의 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 통･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8개소의 외국인인력지원센터,
202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개의 다누리 콜센터가 운영 중이다. 그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민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통･번역 지원서비스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결혼 이민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공식명칭은 통･번역지원사로
되어 있으며, 이들을 좀 더 세분화하면 전문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와 통･번역지원사(보)로 구분하게 된다. 전문
통･번역지원사와 통･번역지원사는 주 40시간 근무하고, 통･번역지원사(보)는 주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2> 언어별 전담인력 배정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태국어

네팔어

인니어

통번역
전담인력수

282

147

77

26

8

8

6

3

3

4

0

(비율)

100

52.13

27.30

9.22

2.84

2.84

2.13

1.06

1.06

1.42

0.0

베트남 결혼 이민자와 중국 결혼 이민자가 가장 많음으로 인해 베트남어와 중국어 통･번역 수요가 높아 다수 이용 언
어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번역 전담인력들이 주로 제공하는 언어는 베트남어와 중국
어이고, 또한 이들 언어를 제공하는 통･번역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베트남어’가 147명(52.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국어’ 75명(26.6%), ‘필리핀어’ 24명(8.51%), ‘캄보디아어’10명(3.55%), ‘일
본어’8명(2.84%), ‘몽골어’ 6명(2.13%), ‘네팔어’ 5명(1.77%), ‘태국어’ 4명(1.42%), ‘러시아어’ 3명(1.06%) 순으로 나타났
다. 2016년에는 언어권 변경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져서 <표 2>에서 제시된 언어별 전담인력 배정현황과 실제 통번역사
의 인원이 다르게 되었다.3)

<표 3> 통번역 전담인력 등급별 현황
(단위: 명/%)
기준

총계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보)

배정량

282

6

262

14

인원(비율)

275(100.00)

6(2.18)

232(84.36)

37(13.45)

2)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2007년 결혼 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 총 142,015명 중에 중국(한국계 미포함)인은
33,577명, 베트남인은 16,305명이었는데, 2016년에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가 총 159,051명 중에 중국인은 31,537명이고 베트남
인 40,24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년 통번역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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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번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202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 통･번역지원사
는 6명(2.18%)이 활동하고 있으며, 통･번역지원사는 232명(84.36%), 통･번역지원사(보)는 37명(13.45%)이 활동하고 있
다.4) 통･번역 전담인력의 등급별 현황에서는 통･번역지원사는 배정등급에 적합한 인력으로 채용하지 않고 등급을 낮춰
채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안내서에서 결혼 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채용 자격 기준은 결
혼 이민자로서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사람이고, 통･번역지원사(보) 경우
는 별도 평가도 하지만 주로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기준으로 3급 수준이 되는 사람이다. 통･번역지원사는 한국어 능
력 4급 수준이 되어야 하고, 전문 통･번역지원사는 한국어 능력 4급 수준이 되고 4년차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
무하는 동안에 중앙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 능력평가 결과 언어권별 상위 20% 이내에 드는 사람이다. 매년 통･번역
지원사와 통･번역지원사(보)는 사업의 필요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자격과 인원수도 유동적이
다. 그러나 전문 통･번역지원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6년까지 전문 통･번역지원사는 일본어 1명, 중국어 3명, 베
트남어 2명으로 총 6명이었는데, 2017년에 베트남어 전문 통･번역지원사 1명이 퇴직하여 현재 베트남어 1명, 일본어 1,
중국어 3 총5명으로 활동하고 있다.5)

III. 결혼 이민자 통･번역 전담인력의 역량
2009년부터 한국어가 서투른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들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결혼 이민자 선배로서 한국
생활 경험과 한국어를 보다 잘 하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 후배들을 돕는 통･번역 전담인력이 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후배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일상생활, 병원이나 경찰서, 법정 등등 공공기관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해주었다. 그들의 주 업무
는 아래와 같다.

* 가족생활 및 국가 간의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통･번역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가족 간의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 기관 이용 시 통･번역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 기타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통･번역사들이 신규 양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양성으로 44시간 동안, 그들은 전문
역량(통･번역), 기본역량(직무 및 행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6)

신규 양성 교육을 받고,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년 통번역결과 보고서.
5) 이는 베트남어 전문 통･번역 지원사가 제공하였다.
6)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신규 양성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전문역량(통･번역): 커뮤니티 통･번역의 이론과 실제/통역실습 I, II, III/다문화상담통역 I, II/번역실습 I, II/한국어 말하기/한국어
문법과 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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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도 받게 된다. 1년차 통･번역사들이 26시간(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받고 2년차부터는 교육시간을 점차 줄
여나간다. 2년차 20시간, 3년차 12시간, 4년차 이상 7시간을 순으로 진행된다. 보수 교육은 언어권별로 기본 및 전문 역
량강화를 하기 위해 신규 통･번역사들이 통･번역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받고, 그 후에 의료통역, 법률통역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게 된다.
위에 언급했듯이 매년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나며 통･번역 요청도 많아졌다. 그러므로 매년 베트남어 통･번역사
가 100여명 이상 채용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타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전문 통･번역 지원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번역 지원사와 통･번역 지원사(보)로 근무하며 통･번역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은 베트남 결
혼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다. 한국 내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온 결혼 이민자들이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하
고 있으며, 특히 경제나 학력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그 중에 다른 국가에서 온 결혼 이민자들보다 베트
남 결혼 이민자가 학력이 낮으며7) 그들의 61.1%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 고등학교나 대
학교 졸업자도 많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9) 또한, 베트남 결혼 이민자가 2015년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참여하며
56.9%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것으로 응답하였다.10) 학력이 낮고 배우자를 직접 만나 결혼한 것도 아니기에, 베
트남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추정하게 된다. 그
러므로 초기 입국 결혼 이민자들에게는 통･번역 서비스가 매우 필요했으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번역사의 자격과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함으로 가족간의 갈등.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문제, 취업의 문제 등등 발생하여 한국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통･번역사는 상담사로서
의 역량과 문제 해결사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통･번역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전에 ‘일상생활’ 영역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 ‘기타’, ‘법률’, ‘의료’ 영역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센터지원’ 영역의 통･번역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교육’, ‘일상생활’, ‘법률’, ‘의료’, ‘기타’
영역 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에 통･번역 서비스 건수가 총 397,258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센터사업‘ 175,159건(44,09%)이고, 그 다음으로 ’교육‘ 115,409건(29.05%), ’일상생활‘ 영역은 67,617건
(17.02%), ‘법률‘ 23,094건(5.81%), ‘의료’ 12,709건(3.3%), ‘기타’ 3,270건(0.82%)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지수를 통
해 통･번역의 영역이 달라지며 통･번역사의 역량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 위주로 통･번역 활동을 하다
가 현재에는 ‘센터사업’ 영역으로 바뀌어 통･번역사들은 한국어를 잘 모르는 초기 입국 결혼 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활
동에서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통･번역까지 수행하였다.11)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해/통･번역 전담인력 업무와 직무 윤리/ 한국 문화와 언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이해/ 긴급지원 업무
의 이해/체류 및 국적 관련 정보/ 컴퓨터 활용과 정보 검색/ 행정 실습 - 업무 서식 작성/ 센터 프로그램 홍보, 운영 및 지원/ 생
활금융･법률/ 성폭력 및 가정폭력 긴급지.
3) 기타: 오리엔테이션/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평가/주제토론 및 조별 활동 사례 공유/현장실습
7) 김현실(2008)에 따르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학력인 낮은 집단으로 밝혀졌다(재인용).
8) 주성훈(2010)에 따르면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61.1%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는 것이다.
9) 채재은(2015)에 의해 2010년 기준으로 베트남 국민의 평규 교육 기간은 5.5년이었고 후기 중등학교(고등학교) 진학률은 약 50%수준
이였으며 고등교육(대학교)진학률은 10.1%였다.
10) 정해숙. 김이선.이택면.마경희.최윤정.박건표. 동제연.황정미.이운아(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11) 통･번역사들은 결혼 이민자들이 센터에서 수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지원 및 교육 운영을 위한 통역, 번역, 정보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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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통･번역 서비스 내용별 운영 실적 현황
(단위: 명, 건, %)

IV. 통･번역 전담인력의 역할과 정책
1. 통･번역사의 역할
통역 연구자들에 의해 통역이 발화의 말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다시 표현하기’(Gile Daniel, 2004)로 이해된다.
또한, 강지혜(2013)에 의해 통역이 복합적이고 복잡한 정보처리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통역을 ‘정보처리’로 간주하기
도 한다. Katan(2004)은 지역사회통역사가 ‘문화중개자’라고 한다. 국내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결혼 이민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모국어로 홍보하고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문의 사항을 요
구할 때 그것을 해결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특히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 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모국어로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한국어를 ‘다시 표현하기’로 이해된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매년 통･번역 사업 결과에 의해 번역 업무보다 통역 업무가 늘 더 많았으며 통･번역사가 면대면 소통하는
환경 속에서 언어를 전달하여 ‘다시 표현하기’를 한다. 소통하기 위해 통･번역사가 결혼 이민자의 문화나 언어를 잘 이해
해야 하고 한국에 관련 문화나 언어를 잘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통･번역사가 많은 지식을 가져야 ‘문화중개12)’의 역할
을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서비스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번역사들이 일상생활, 센터사업 홍보 통･번역 뿐
만 아니라 의료, 법률, 교육 분야에서도 통･번역을 하였다. 일상생활 분야는 주로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의 어려움이
생길 때 통역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를 하기 위해 통･번역사가 한국의 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를 많이 알
아야 한다. 또한,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 상담 통역도 해야 하는데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지식
12) Katan (2004), 강지혜(2010)에 의해 지역사회 통･번역사들을 문화중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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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통･번역 수혜자는 결혼 이민자 외에 그 가족들인 한국인도 있기에 통･번역사에게는 유창한 한국어 능력도
요구된다. 의료나 법률, 교육 분야에서 통･번역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중개자로서의 언어 능력, 문화 지식 외에 의료, 법
률,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요구된다.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을 위한 통･번역’을 하는 사
람들을 지역사회통번역사로 부르는데, 이들은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병원,
경찰서, 법정, 출입국관리사무실 등에서 통･번역 행위를 담당한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들이 통･번
역 행위를 실행하기에 지역사회통번역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베트남 결혼 이민자가 한국 사회 속에서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대해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통･번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임선우, 윤황(2017)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의 통번역 자조모임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통･번역사로 근무하고 있는 H의 인터뷰 내용
을 보여주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우리 같은 결혼 이민자는 같이 일하면서 받은 상처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를 낮게 보는 눈길이 정말 싫었어요”. 그 이유로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은 베트남 결혼
이민자에게 통･번역사의 존재는 필수이며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들에게 통･번역사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조력자’,
‘대변인’, ‘옹호자’이다13).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이루어지기 위해 15명의 베트남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5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 사업 시작한 2009년부터 근무해 오는 통･번역사도 있고 5년 이상 하는 통･번역
사도 있는 반면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통･번역사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통･번역 전담인력으로 일을 하냐’에 대해
대답은 ‘베트남 결혼 이민자를 돕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13명이고, 2명은 ‘베트남 결혼 이민자를 돕고 통･번역사 직업
으로도 일을 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였다. 모두 결혼 이민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통･번역사의 전
문적인 직업보다는 결혼 이민자의 ‘조력자’로서의 직업을 택하는 것이다.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은 모국의 맞벌이 문화를 지니고 있기에, 한국에 와서 새로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취직하며 생활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14) 경제활동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도 없고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5) 더구나 센터 한국인 종사자들이
베트남어를 잘 못해서 직접 연락하거나 새로운 수혜자를 찾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번역 업무가 아닌데도 그런
수혜자를 발굴하여 센터와 연결해야 하는 것은 통･번역사의 역할들 중 하나이다.

2. 정책에 대한 제언
장애리(2014)는 지역사회통역은 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이민자가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혼 이민자들
이 통･번역사로 활동하지 전에 통･번역에 관련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번역사는 전문적의 일종이라
고 하는 학자들이 많다. 류현주(2006)에 의해 미국의 커뮤니티 통역사 자격증 시험 제도를 제시하면서 커뮤니티 통역이

13) 강지혜(2013), <다문화 담론에서 통역의 역할 연구>, P16 참고.
14) Viekor 신문, “베트남 여성, 결혼하면 호랑이 된다? 성장 동력이 된 ‘강한..”, 2018. 3.16
http://viekor.com/bbs/board.php?bo_table=life&wr_id=132
15) 베트남 통･번역사에 의해 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홍보 및 통･번역하는 것보다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더 어렵다. 특히
경제 형편이 없음으로 결혼이민자가 직장을 다녀야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고 자녀 양육의 문제, 시댁과 갈등, 부부 갈
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찾아오지 않고 통･번역 서비스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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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통역이라고 하였다. 장애리(2014)에 의해 지역사회통역의 내용은 예측 불가능한 일상적 내용과 반복적인 전문적 내
용을 이룬다는 것으로 지역사회 통역사도 전문직으로 본다. 황지연(2016)도 통･번역사는 전문직으로 본다. 현재까지 다문
화사회로 먼저 가는 미국, 호주 등등 많은 국가들이 통･번역사 인증시험을 제도화하며 체계적으로 통･번역사를 선발하고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자격을 검증하고 있다. 영국에서 국가가 ‘공공서비스통역사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여 커뮤니티 통
역사를 관리한다. 호주에서 국립통번역사인증기관(NAATI)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통･번역사를 양성하고 통･번역사 자격증 시험을 주관한다. NAATI에서 인증 라벨이 2급부터 5급까지 있으며 3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 법정통역이 가능하다. 그 외에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지역사회 통･번역사 인
증 제도가 운영된다.16)
그러나 한국 내에서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들은 전문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보)를 3등급으로
나눠 업무를 진행하는 방침이지만, 현실상에서 이들은 등급과는 상관없이 같은 업무와 같은 분야에서 통･번역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진행되는 통･번역 서비스와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수행하는 통･번역사는 주로 한국어
능력 기준17)으로만 채용하게 된다. 호주처럼 통･번역사들을 등급으로 나눠서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다. 한국 내에서 다
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개소가 있지만 센터마다 모두 언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한 센터에서 최대 3~4개의 언어 통･
번역사가 있다. 예컨대, 인천에는 9개소 있는데, 베트남어 통･번역사가 3명 밖에 없다는 것은 어느 센터가 베트남어 통･
번역사가 있지만 어느 센터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통･번역사가 있는 경우는 통･번역서비스의 모두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통･번역지원사(보)도 전문 통･번역지원사의 업무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로 활동하는 결혼 이민자가 업무 시작하기 전에 통･번역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지 못하
며, 신규 양성 교육으로 44시간 동안에 통･번역서비스에 관련된 업무 교육을 받았다(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서).
그 44 시간 동안에 “커뮤니티 통･번역의 이론과 실제”, “통역실습 I, II, III”, “다문화상담통역 I, II”, “번역 실습 I, II”, “한
국어 말하기”, “한국어 문법과 작문” 등등 언어별 통･번역 실습(12시간)을 비롯한 많은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많은
주제에 비해 교육시간은 상당히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전문 직업의 통･번역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통･번역대학원에 다녀서
최소한 2년 동안에 전문적 훈련을 받는 것을 선택한다. 그 후에 매년 보수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4년차 되면 통･번역사
들이 총 109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109 시간 동안에 신규 양성 교육부터 보수교육까지, 법률, 의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기에 해당 분야의 통･번역 품질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특히, 법률분야에서 통･번역사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16) 강지혜(2009),“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연구”, 번역학연구, 제10권 4호, 29-30.
17) 한국어 능력 시험 평가는 아래와 같다.
(한국어 능력시험: http://www.topik.go.kr/usr/cmm/subLocation.do?menuSeq=21101010)
3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
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급: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비교적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 ꞏ 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
회 ꞏ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ꞏ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ꞏ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6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
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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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외에 문화적 상이함, 법률 체계의 상이함 등 모두 잘 알아야 통･번역이 가능해진다(조재범, 2006)18). 현재까지 한국
내에서 법정 통･번역서비스는 번역보다 통역을 더 필요로 한다. 법정 또는 사법통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번역사들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인 검찰, 경찰이나 법원은 독자적으로 통역사를 선발하고 관리하고 있지
만 검증을 하지 않는다. 이들에 따라 결혼 이민자 아닌 통･번역사도 참여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어처럼, 한국계 중국인도 많고 한-중 통･번역학과도 있으며, 통･번역사가 경쟁하게 되지만 현재 한국과 베
트남 내에서 한국어-베트남어 통･번역학과는 없으며 정식적으로 전문 통･번역 교육을 받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한국
내에서 베트남어 통･번역은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의 통･번역사의 역할
은 유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한국에서 거주비자를 소유한 결혼 이민자만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베
트남 통･번역사들이 사법통역이나 의료통역에 참여할 비율은 높다. 또한, 대부분의 결혼 이민자 출신 베트남어 통･번역
사도 한국어를 배우는 수혜자로 존재하다가 관할 센타의 제안에 의해 통･번역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 업무를 시
작했을 때 대부분은 한국어 능력 3~4 급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고졸자가 대부분이었다. 통･번역 행위를 하면서 필요에 의
해 한국의 사이버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어 능력 시험도 자주 보러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였다.19) 따
라서 그들이 통･번역 직업의 윤리나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 내에서 국가로부터 의료나 사법 통･번역 인증시험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분야에 대한 베트남어 통･번역사들의
통･번역의 품질이 의문시 된다. 최근에 사법통역의 중요성이 인식 되어서 서울행정법원, 사법연수원, 부산지검 등에서
‘외국인 전문 사법통역 아카데미’, ‘통역인 워크샵’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법 통역인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졌지만,
재판 절차와 법률 용어와 관련된 중요한 지식에 대한 설명은 단기간에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된
다는 점이 지적된다.20) 마찬가지로 의료 분야에 결혼 이민자를 위한 통역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번역서비스 체계가
없으니 무료로 제공하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번역의 품질은 평가되지 못하고
그 품질은 의문을 갖게 만든다.
물론 두 언어를 완벽하게 사용해야 통･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임형재(2016)에 의해 이중 언어 사
용자가 자신의 언어 능력에 따라 나름의 언어 전환 능력을 활용하여 행하는 다양한 수준의 통･번역 행위라고 하였다. 같
은 이러한 관점에서 Brian Harris는 이러한 언어 전환 행위를 “자연번역”이라고 하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훌
륭한 통･번역을 하는 사람들을 “자연번역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연번역자”도 언어 능력에 따라 통･번역 행위를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통･번역 행위를 수행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어 통･번역사를 비롯한 지역사회 통･번역사들에게 통･번역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더 심도 있고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임형재, 2016). 또한, 이중 언어 능력으로 “자연번
역”을 하더라도 ‘번역 기술’이 필요하다. ‘번역 기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 받아야 얻는 것으로, 지역사회 통･번
역사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통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강지혜, 2009). 한국 내에서도 호주처럼 지
역사회 통･번역 체계를 구축하여 통･번역사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통･번역사의 인증제도 도입하여 통･번역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 조재범(2006),“법정 통역 전문 교육의 필요성”,통번역교육연구 , 2006년 가을 제4권 2호, 134.
19) 본 연구는 연구를 위해 베트남 통･번역사 15명을 인터뷰를 진행했다. 15명 중에 1명은 베트남에서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1
명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한국어 전공자 없었다. 나머지 통･번역사가 고졸자나 한국의 사이버대학교 재학 중이다.
20) 장애리(2014),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통역-지역사회통역사로서의 결혼 이민자여성: 잠재력과 한계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
15권 1호,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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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단일 민족에서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역할로 통･번역 행위를 수행하는 결혼
이민자는 중요한 존재이다. 그들은 많은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여 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의 결혼 이민자보다 학력이 낮으니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에 힘들고 자녀 양육과 시집 식구와의 문제, 취직의 문제 등을 초래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베트
남어 통･번역사들이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에게는 필요한 존재이며, ‘조력자’가 된다.
본 연구는 3장에서 베트남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한국 내에서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들의 역량을 엿보았다. 4장에서
선배 결혼 이민자들이 후배 결혼 이민자들과 한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들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는지도 살펴보며 개선 제언도 제시했다. 베트남어 통･번역사를 비롯한 한국 내에서의 통･
번역사들이 지역사회 통･번역사로 불리지 않고 결혼 이민자 통･번역지원사로 불린다. 임금도 낮고 승진도 없는 일을 하
지만 전문직으로서의 통･번역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결혼 이민자들에게
통･번역에 관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 제공, 다문화 사업 홍보 등등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결혼 이
민자 출신자로서 고학력자도 아니고 한국어 능력으로만 통･번역이라는 전문적인 직업을 시작하였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번역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 사법 통, 번역까지 수행하였다. 호주, 미국, 영국 등에서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국가로부터 지역사회 통･번역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인중 제도 도입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한다. 그러
나, 한국에는 그러한 시스템은 없으며 지역사회 통, 번역 서비스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경찰서, 법원, 검찰, 공
공기관들이 통･번역 필요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로부터 제공을 받는
다. 전문적인 통･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통･번역사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통･번역 행위를 수행하는데에는 문제와 한계가
있으며, 통･번역의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러 상황을 이유로 한국에서도 지역사회 통･번역 시스템이 필요
하며 국가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해야 한다.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를 3등급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상 그들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
그 등급은 의미 없다. 하지만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활동하게 되면 통･번역의 품질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통･번역 서비스 시스템으로 통･번역사의 능력에 따라 통･번역 분야에서 전문직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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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언어를 통한 한국언어문화교육의 현황 및 중요성에 대한 연구
Tran Thi Phuong Giang(하노이대학교)

I. 서론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1956년에 베트남 공화국과 대한민국과의 수교로 시작되었지 만 1975년에 베트남이 사회
주의로 통합되면서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 후 1992년 12월, 베트남과 한국은 재수교하였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경
제, 문화, 정치 등과 같은 분야의 교류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한국어는 베트남에서 중요한 외국어
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Bui Kim Luanꞏ이길원(2014), 양지선(2014), 웅웬 티 레나(2014)에 의하면 2015년까지 총 14개 대
학교(북부 3개, 중부 2개, 남부 9개)에서 학생들이 3천 명 이상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 대학 전공 외에 7개의 세종학당,
5개의 한국학연구소, 2개의 한국연구학회를 통해 한국학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데 비해,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은 아직 부족
한 것이다. 또한 한국어 문법 교육을 집중하고 있는데 문화교육이 미비한 것은 현실이다. 한국언어문화교육 교재는 실생
활에 사용한 표현과 형식에 있어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언어문화교육의 현황을 도출하여 광고언어를 통한
언어문화교육의 중요성 및 광고언어를 활용, 보다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
고자 한다.

II. 광고언어와 문화
언어학자 워프(Whorf, 1956)는 “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까지 지배한다”고 하였다. 언어는 인간 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단순한 의사소통의 교환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행동과 그의 삶을 지배하고 창조하며 인간성의 본질적인 영역까지
관계하는 힘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언어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고 그 문화를 보존하며 계승하기
도 한다. 이것은 언어현상 자체가 문화의 도구이자 생산의 결과이면서, 다른 문화 양식을 창조하는 바탕이 됨을 의미한
다(변정민, 2006).
이러한 언어 가운데 우리가 매체를 통해 매일 접하는 광고는 다른 언어보다 더 민감하게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3000개는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광고의 수다. 집을 나서서 길을 걷다 무심코 지나치는 간판들, 버스를 기다리는 동
안 정거장과 버스에 붙여진 광고, 그리고 손에 쥔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광고까지. ‘광고의 홍수’라고 부를 만하다.
그러면 광고 언어란 무엇일까? 광고 언어라는 말을 그대로 놓고 보면 ‘광고에서 사용된 언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광고는 본래의 경제적 기능을 넘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기존의 생활습관이나 문화양식을 바꾸게 하는 문화장치
이므로, 이러한 광고는 시대의 문화를 판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광고는 그 사회가 당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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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뿐만 아니라 삶의 지향점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언어의 분석을 통하여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함께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바꿔 나가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광고 언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의식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생생한 사회언어학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광고는 그 사회다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향하고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언어의 분석을 통하여 다각적인 사회 문화적 현상들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광고언어 분석은 그 범위와
다양성에 있어서 거의 무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나라가 다른 광고들을 제작하며 따라서 광고를 통해 광고에 반영된 각 나라의 국민적 정서, 성
향 등을 분석 할 수 있다.
광고는 경제적, 사회적, 사상적인 흐름을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앞서서 그리고 포괄적으로 담고 있음으로서 우리 시
대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어휘들은 시대정신의 결정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며 이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어휘들이 한 사회의 사고구조를 암암리에 드러내고 있으며, 현재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오늘날의 언어사
용을 인식하게 해줌으로서 시대정신과 광고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이러한 연관성을 공시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통시적 측면에서 분석할 때 한 사회의 변화과정과 그 흐름
의 방향 등을 읽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III.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언어문화교육 현황
본 연구에 한국어 중급 교재에 대해 집중한다. 한국언어문화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
대표적인 베트남 학습자가 많이 사용하는 몇 권의 교재를 선택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은 경희대 한국어 중급 Ⅰ~Ⅱ,
연세대 한국어 4,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중급 3~4이다. 문화적 검토는 각 교재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문화적 이해
로 다루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특별히 본 연구의 초점과 관련하여 현대 한국문화를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있
는지에 관심을 두고 검토하였다. 교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희대 한국어 중급 Ⅰ,Ⅱ의 문화 관련 내용 구성
단원

문화 관련 내용

I-1과
첫인상

한국인의 별명

I-2과
취미

몸과 관련된 관용 표현

I-3과
직장 생활
I-5과
날씨와 생활

주도
절기와 세시풍속

I-6과
여행

날씨와 속담

II-2과
음식과 요리

속담 속의 떡

II-3과
돌잔치

관혼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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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과
건강

한국의 전통 무예

II-7과
한글

세종대왕

II-8과
옛날 이야기

효와 속담

경희대 한국어 중급 Ⅰ,Ⅱ에서 문화적 내용은 주로 속담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날씨와 속담, 속담 속의 떡와
효와 속담등과 여러 과에 걸쳐 속담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문화로서의 문화교육은 그 내용이나 범위가
많지 않다. 중급I 1과의 한국인의 별명이 있다. 중급I 3과에 주도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술자리에 지켜야 한 예의를 알려
줄 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 한국문화교육이 더욱 보충 되어야 함을 판단할 수 있다.

2. 연세대 한국어 중급 4의 문화 관련 내용 구성
단원
제34과
건강이 제일이다
제37과
명절과 풍습
제38과
그건 다 옛날 이야기지요
제39과
신문 보고 알았어요
제40과
생활과 날씨

문화 관련 내용
오복이야기
한국의 명절들에 대한 이야기
한국인이 홀수를 좋아한다?
인간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윤리
한글의 글자 모양은?
24절기

본 연구의 대상 중에 문화교육 내용은 제일 적는 편이다. 또한, 오복, 명절, 윤리 등과 같은 의식 소개에 치우쳐 있고
현대 한국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없음을 볼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본 교재로 현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

3.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중급 3,4의 문화 관련 내용 구성
단원
3-2과
대인 관계

문화 관련 내용
부탁할 때와 거절할 때의 언어 예절

3-7과
성격

한국인의 성격 특성

3-10과
여행

한국인의 여행 패턴

3-14과
영화와 드라마
3-15과
예절과 규칙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와 드라마
한국의 생활 예절

4-1과
유행

신조어에 나타난 사고의 변화

4-3과
감정

한국인의 감정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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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과
명절
4-8과
여가 생활
4-11과
결혼
4-15과
옛날 이야기

한국의 설날
한국인의 여가 생활의 변화
한국 젊은이의 결혼관
옛날이야기 속의 주요 인물

살펴본 교재 중에 현재 문화에 대한 내용은 가장 많은 교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은 텍스트
적으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문화적 이해나 해설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언어교욱은 부촉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토한 교재들은 문화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나 전통 문화이해와 현대 문화이해가 그 균형
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재들에 많은 부분 전통 문화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교재도 있고 많은 부분 현
재 문화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교재도 있었다. 또한 현대 문화이해에서는 문화이해라기 보다 단순한 읽기 텍스트
에 그치는 내용들이 많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좀더 재밌고 흥미 있게 현대 한국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어 현대 한국
문화 이해와 동시에 언어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천현숙, 마정미(2014)에 따라 광고언어는 통계적으로도 사회의 변화와 변화 양태와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광고에 사용
되는 어휘들은 현실적 추세와 유행현상 및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같은 언어집단으로서의 문화공동체의 사고
가 광고어휘를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광고언어를 활용하여 언어문화 교육 내용을 개발하면 학습자에게 재미있는 교육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광고
언어를 활용하여 주제별 광고들, 시대별 광고들을 통해 사용된 표현, 주제, 시대별 변화 그 표현의 의미, 유행어등과 같
은 내용을 분석하면 어떤 시대에서 한국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선호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 교육을 집중
하고 있는데 문화교육이 미비한 사실을 극복할 수 있다. 새로운 언어 학습자에게 문법은 기본이지 만 문화도 중요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항상 변화된 사회에서 문화 흐름의 이해도 매우 중심적 역할한다. 항상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화
한 광고언어를 통해 재미있는 교재로 언어문화를 교육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베트남 학습자에게 현대 한국문화 교육은 아직 미흡함을 볼 수 있다. 나와 있는 교재
들을 통해 주로 전통 문화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현대 문화는 단순히 텍스트적으로는 내용이 있어 학습자는 흥미를
못 느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사회 변화를 잘 표현해주는 광고언어를 통해 재미있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광고언어가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여과없이 담고 있는 만큼 살아있는 언어문화교육의
자료로 높은 가치가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국적불명의 언어, 억지 표현 등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즉 사회교육적
효과의 측면에서 부정적 면모 또한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고언어를 통해 언어문화
교육 내용을 개발할 때 그런 문제를 고려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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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베트남어 단모음 대조를 통한 난이도 위계 설정
권기현(경희대학교)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단모음 대조 및 학습자의 단모음 지각과 산출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통해 한국
어 단모음의 학습 난이도 위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
대조 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CAH)은 두 언어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직면할 학습의 난이
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학습자가 제2언어인 목표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제1언어인 모국어의 전이가
일어나는데 두 언어가 서로 유사하면 긍정적 전이인 촉진이 일어나지만 다르면 부정적 전이인 간섭이 일어나며, 간섭이
많을수록 목표어를 습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조분석 가설은 발음 교육에서 특히 유용한데 이는 발음이 근육의
운동지각적 영역이므로 대조분석 가설에 의해 오류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서정목 2002).
Prator(1967)가 제시한 6단계의 난이도 위계(hierarchy of difficulty)는 대조분석의 예측 단계를 공식화, 객관화하려는 시
도로 제2언어의 특정한 측면에서의 난점을 예측할 수 있어 여러 선행연구에서 대조분석 가설을 활용하여 한국어 발음의
난이도 위계를 설정하거나 학습 순서를 제시해 왔다(이중진 2010, 김은경 2012, 박시균‧김지영 2017, 장선미‧김선정 2017
등). Prator(1967)의 난이도 위계는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 순인 6단계로 구성된다(Brown, 2007;268).

<표 1> Prator(1967)의 난이도 위계
단계

명칭

0단계

전이
(transfer)

1단계

합체
(coalescence)

2단계

구별 부족
(underdifferentiation)

3단계

재해석
(reinterpretation)

4단계

과잉 구별
(overdifferentiation)

5단계

분리
(split)

내용
두 언어 간 서로 다르거나 대조되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 단계
모국어의 두 항목이 목표어에서 본질적으로 한 항목으로 합쳐지는 것
모국어에 있는 항목이 목표어에는 없는 경우
모국어의 어떤 항목이 목표어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거나 분포가 다른 경우
모국어에 없거나 만일 있다 해도 전혀 비슷하지 않은 항목이 목표어에 있어서 배워야 하는 경우
모국어의 한 항목이 목표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으로 분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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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단계인 합체는 두 언어의 요소가 1:1 대응 관계를 이룸으로써 긍정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단계인 반면 5단계는 간섭
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1단계인 합체는 모국어의 두 개 항목이 목표어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학습자는
모국어에서 해 오던 구별을 무시하고 두 체계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 반대로 2단계는 모국어에 있는 항목이 목표어에는
없는 단계로 학습자는 이 항목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단계인 재해석 단계에서는 모국어의 항목이 목표어에서는 그
유형 또는 역할이 달라지는 것으로 학습자는 이를 새로운 분포를 학습해야 한다. 4단계인 과잉 구별은 모국어에 없거나
전혀 다른 항목을 목표어에서 새로 학습해아 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가진 정보가 전혀 없어 학습 부담량이 크다. 5단계인
분리는 모국어의 한 항목이 목표어에서는 여러 개의 항목으로 분리되므로 학습자는 모국어에 있는 요소의 의미도 분리해
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발화와 지각의 관계에 대해 운동 이론(Motor theory)에서는 학습자는 자신이 산출할 수 있는 발음을 지각할 수 있으며,
언어 처리 과정에서 음성 지각은 화자의 비연속적인 음성 신호에서 화자의 언어적 의도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배문정, 2003). 즉 정확한 발음이 가능해야 음가에 대한 정확한 지각이 가능해지며, 학습 초반에 정확한 음가를 익
히지 못하면 잘못된 발음이 화석화되어 교정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아 발음 교육에서 정확한 음가의 산출은 여전히 중요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Trubetzkoy는 해당 외국어 화자가 어떤 음을 발음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개별 음을 정확
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청취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대립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지각과 산출의 관계가 서
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음운의 난이도 위계를 설계할 때는 지각과 산출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베트남인 학습자의 단모음과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ㅓ/, /ㅗ/, /ㅜ/를 어렵게 느낀다는 점은 밝혀
진 바 있다(신정애 2005, 강정희 2009, 민상희 2011, 도 옥 루이엔 2015, 김춘학 2016 , 정환민ꞏ이나라 2017, 박시균ꞏ김지
영 2017). 이들은 청지각, 음소 대조, 실험음성학적 분석 과정 등을 통해 베트남인들이 후설 단모음의 산출과 지각을 어
려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출 실험과 지각 실험을 통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가를 대조하고 지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오류를 유형화하여 베트남인 학습자가 느끼는 한국어 단모음의 난이도 위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단모음 학습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객관화하고 학습 과정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단모음 대조
한국어 교육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단모음 체계는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나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표준발음법은
10단모음 체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모음은 ‘ㅣ/i/’, ‘ㅔ/e/’, ‘ㅐ/ɛ/’, ‘ㅟ/ø/’, ‘ㅚ/œ/’, ‘ㅡ/ɯ/’, ‘ㅓ/ʌ/’, ‘ㅏ/a/’. ‘ㅜ/u/’, ‘ㅗ
/o/’로 이중 /ㅟ/와 /ㅚ/는 이중모음으로 복귀하여 많은 연구에서는 이들을 단모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ㅔ/와 /ㅐ/
는 사실상 어휘적으로만 대립하고 있으며 60대 이하에서는 음성학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장향실 2002, 조성문
2003, 문승재 2007, 장혜진ꞏ신지영 2007, 신지영 2011, 오은진 2013, 윤태진‧강윤정 2014, V.Berrjod 2014, 한정임‧김주연
2014 등)으로 여겨져 7단모음 체계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어 교재에서 10모음 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단
모음을 제시하고 있으며(이주희 외, 2016:980)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의 입장은 ‘ㅐ’와 ‘ㅔ’의 구분에 대해 유보적이다.(허
용ꞏ김선정 2006, 신지영 외 2015)1) /ㅗ/ 역시 상승이 일어나 연구에 따라서는 /ㅜ/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위치에서 발음
1) 두 연구 모두 현대 한국어에서 /ㅔ/-/ㅐ/가 통합되어 발음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나 허용ꞏ김선정(2006; 107)에서는 /ㅔ/와 /ㅐ/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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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장혜진 외 2015, 이주희 외 2016 등).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단모음의 음성적 실
현과 지각 양상을 고려하여 V.Berrjod(2014)의 7 단모음 체계를 따르기로 한다.

<표 2> 한국어의 7단모음 체계(V.Berrjod, 2014)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평순모음

고모음

i(ㅣ)

ɯ(ㅡ)

중모음

e(ㅔ/ㅐ)

ʌ(ㅓ)

원순모음
u(ㅜ)

o(ㅗ)

ɑ(ㅏ)

저모음

베트남어의 단모음은 기본 모음이라 불린다. 이들은 총 12개로 ‘a’, ‘â’, ‘ǎ’, ‘e’, ‘ê’, ‘o’, ‘ô’, ‘ơ’, ‘u’, ‘ư’, ‘i’, ‘y’가 있
다. 이중 ‘a’-‘ǎ’, ‘i’-‘y’, ‘â’-‘ơ’는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장단의 대립 관계에 있으며 ‘ǎ’, ‘y’, ‘ơ’는 반드시 후행
하는 음운을 동반하므로 독립된 단모음으로 보지 않는다.2) 따라서 한국어 단모음에 대응하는 음가는 9개라 할 수 있다.
다음은 Phạm, B., & McLeod, S.(2016)을 따라 표준 베트남어의 단모음 체계3)를 제시한 것이다.

<표 3> 표준 베트남어 단모음 체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i/(i, y)

/ɯ/(ư)

/u/(u)

중고모음

/e/(ê)

/ɤ/(ơ, â)

/o/(ô)

중저모음

/ɛ/(e)

저모음

/ɔ/(o)
/a, ɑ/(a, ǎ)

베트남어에서의 단모음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전-후의 2단계로 나뉜다. 전설 모음은 ‘ㅣ’에 대응되는 ‘i’와 ‘ㅔ/ㅐ’에
대응되는 ‘ê’, ‘e’이고 나머지 모음은 모두 후설에 해당된다. 후설에 해당하는 모음은 5개로 해당하는 모음은 원순 모음인
‘ư’와 ‘ȏ’, ‘o’와 평순 모음인 ‘ư’, ‘ơ/‘â’가 있다. 두 언어 단모음의 음소만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단모음 난이도의 위계
를 잠정적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분하는 것이 표준 발음법임을 명시하여 두 발음을 변별하여 발음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신지영 외(2015; 61)에서는 ‘외국인을 위
한 한국어 교육에서 /ㅔ/와 /ㅐ/를 변별하여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단모음을 나열한 서술에서도 ‘ㅔ
(ㅐ)’로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ㅔ’와 ‘ㅐ’를 변별하지 않은 곳에서는 ‘ㅔ’로 기술하였다.
2) 모음 체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Clotjers 1978, Maddieson 1984, Lindblom 1986)에서는 장모음과 비모음을 제외하고 단모음만을 대
상으로 모음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허용, 2015:459)
3) Phạm, B., & McLeod, S.(2016)은 베트남의 단모음은 ‘ȇ’가 남부 방언에서 /e/와 /ɤ/의 두 가지 음소를 갖고 ‘a’가 중부 방언에서 /a/,
/ɑ/ 또는 /ɔ/의 음소를 갖는 외에는 세 지역의 단모음 음소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중모음과 단모음은 남부 방언에서 차이
가 크며, 자음은 오히려 중부 방언이 표준어와 일치했고 북부, 남부 순으로 차이가 났다. 일반적으로 북부 방언이 표준어라고 알려
져 있으나 음소적으로는 오히려 중부 방언이 표준어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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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PA를 기준으로 설정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단모음 위계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전이
(transfer)
합체
(coalescence)
구별 부족
(underdifferentiation)
재해석
(reinterpretation)
과잉 구별
(overdifferentiation)
분리
(split)

베트남어→한국어
[i]‘i/y’-‘ㅣ’, [ɯ]‘ư’-‘ㅡ’, [a]‘a/ǎ’, [u]‘u’-ㅜ, [o]‘ô’-‘ㅗ’
[e]’ê’/[ɛ]‘e’-‘ㅔ’

[ɔ]‘o’-[ʌ]‘ㅓ’, [ɤ]‘ơ’-[ʌ]‘ㅓ’

음소 대조상 두 언어의 단모음이 대부분 일치하여 0단계의 전이(transfer)에 해당한다. 한국어의 7단모음 체계에서 ‘ㅔ’
와‘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베트남어에서 두 개의 모음이 하나로 합쳐져 난이도 위계의 1단계인 합체(coalescence)로 볼
수 있다. ‘ㅓ’는 3단계인 재해석(reinterpretation)에 해당하는데 1:1로 대응하는 음가가 없으며 ‘o’와 ‘ơ’가 비교적 유사한
음가이다. 세 음소의 관계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ㅓ’, ‘o’, ‘ơ’ 모음 음소의 관계

베트남어의 ‘ơ’의 음소 /ɤ/은 평순 후설 고중모음이고 ‘o’의 음소 /ɔ/은 원순 후설 고중모음이다. 한국어 ‘ㅓ’에 해당하
는 ‘ʌ’은 후설 평순 중저모음으로 ‘o’보다는 낮고 ‘ơ’보다는 평순에서 발음된다.4) 따라서 ‘ㅓ’와 ‘o’, ‘ㅓ와 ‘ơ’는 각각 3단
계인 ‘재해석’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5)

4) 필자는 각각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다른 시기에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2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베트남인 교사들이 한국어의
8 모음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 과 베트남어 모음 ‘ i, ê, e, ư, o, a, u, ô’를 대응시켜서 단모음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익숙
해진 후에 조금씩 교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학습자들은 후설모음인 한국어 ‘ㅓ’, ‘ㅗ’, ‘ㅜ’, ‘ㅡ’, ‘ㅏ’와 ‘â’, ‘ô’, ‘a’, ‘o’,
‘ơ/â’, ‘ư’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게 생각한다. 가장 혼란이 많은 한국어의 ‘ㅓ’는 ‘o’ 또는 ‘ơ’로 제시되었는데 학습자들은 한국인의
‘ㅓ’를 ‘o’와 비슷한 음운으로 인지하였으나 일부 방언 화자의 발음에서는 ‘ơ’로 인지하기도 했다. 또한 ‘ㅗ’와 ‘ㅡ’는 베트남어의
대응되는 모음이 있으나 똑같이 발음하지는 않도록 제시된다고 설명했다.
5) Plator의 난이도위계는 Oller & Ziahosseiny에 의해 비판받는데, 이들은 목표어와 모국어 간 또는 목표어 내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
는 요소 역시 잠재적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즉 난이도 위계의 4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요소’보다 3단계에 해당하
는 ‘재해석’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 간’ 요소 못지않게 ‘언어 내’ 요소 역시 목표어 오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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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소의 일치 여부가 난이도 위계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음운 대조에서 학습자들이 어렵다고
여길 수 있는 모음은 /ㅓ/뿐이지만 선행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후설 모음인 /ㅓ/, /ㅗ/, /ㅜ/를 어렵다고 여겼으며 학습자의
발음보다 현저히 낮고 뒤쪽에서 발음되는 /ㅏ/ 역시 학습자들의 산출과는 거리가 멀어 오류가 예상된다(정환민ꞏ이나라
2017). 다음은 박시균ꞏ김지영(2017)에서 제시한 한국어 단모음과 베트남어 단모음의 F1, F2를 비교한 그림과 정환민ꞏ이나
라(2017)에서 제시한 베트남 학습자와 한국인 모국어화자의 한국어 단모음 산출에서의 F1, F2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2> 한국어와 베트남어 단순모음의 F1-F2 평균값 분포도
(박시균‧김지영 :2017, 697)

<그림 3> 한국인‧베트남인 화자의 단모음 포만트 비교
(정환민‧이나라 :2017, 295)

박시균‧김지영(2017)은 음소 대조과 실험을 통해 한국어 단모음 7개와 베트남어 단모음 8개를 실험을 통해 대조했다.
그리고 정환민ꞏ이나라(2017)은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한국어 단모음 산출을 비교했다.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박시균ꞏ김지
영(2017)에서의 베트남 학습자의 베트남어 단모음 포만트의 분포 형태와 정환민ꞏ이나라(2017)의 베트남인 한국어 단모음
포만트의 분포 형태는 유사하다. 두 집단의 한국어 단모음을 비교할 때 베트남인 단모음 학습자의 ‘ㅓ’, ‘ㅗ’는 한국인 학
습자의 그것보다 낮은 위치에서 발음된다. 그리고 ‘ㅡ’는 한국인보다 뒤쪽에서, ‘ㅏ’는 한국인보다 높고 앞선 위치에서 발
음된다. /ơ/는 실험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평순 후설 중고모음으로서 학습자가 인지하는 음소이기 때문에 한국어 단모음
을 국어에 1:1로 대응하는 단모음이 없어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단모음이라 생각하는 베트남어 단모음의 음가를 발음하는 음간섭(phonetic interference,
Weinerich, 1968:14) 현상이 일어난 발음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음간섭은 화자가 목표어의 음을 인지하고 재생산하는
과정과 관련되는데 학습자가 목표어의 음소를 모국어의 음소와 동일시하여 그것을 다시 발음할 때 모국어의 음성학적 규
칙을 따르게 되는 현상이다. 즉 학습자들은 각 음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잘못된 산출 또는 지각을 할 것이 예상
된다. 다음은 각각 남부와 북부 지역의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모음을 학습한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복원한 내용
이다.6)

“먼저 한국어 모음의 수가 많지 않고 베트남어 모음과 다르지만 완전 낯선 소리가 아니라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베
트남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원어민선생님과 베트남 현지인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그 분들은 주로 한국어의 8 모음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 과 베트남어 모음 ‘ i, ê, e, ư, o, a, u, ô’를 대응시켜서 발음 유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학생
들이 처음에 한국어를 접촉할 때의 어려움을 덜 겪게 하고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 익숙했던 베트남어 모음으로 발음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인터뷰는 이메일로 진행하되 중급 이하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경험을 설명하기 어려워하여 배제했다. 이메일의 내용은 오탈자
와 문맥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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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국어를 익숙해질 때 조금씩 수정해주셨습니다.
‘ㅓ, ㅗ, ㅡ’ 세 가지 모음 중에 가장 인상이 강했던 모음은 ‘ㅓ’ 모음입니다. 이 소리는 베트남어 ‘o’ 발음도 가깝고
‘ơ’ 발음도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신 선생님이 ‘ㅓ’ 발음이 베트남어 모음 ‘ơ’ 발음과 가깝지만 똑같이 발
음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때 저희 학교에서 경상도에서 오신 한국 선생님도 계셨는데 저희(저와 같은 반
친구들)가 그분이 발음하신 ‘ㅓ’가 베트남어 ‘ơ’와 똑같이 들려서 ‘ơ’로 발음하면 사투리이라서 ‘o’로 발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한국어 ‘ㅓ’발음이 ‘o’로 발음하게 되었습니다.
‘ㅗ, ㅡ’ 모음들은 베트남어 ‘ô, ư’와 비슷하게 발음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사람의 발음을 직접 듣
고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NTQA, 여, 호치민 인문사회대학교 한국어과 전공, 한국어 학습 10년차)
“전에 제가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 /ㅓ/는 베트남어에서 /o/처럼 발음되고 한국사람과 접촉하고 일하다 보면
/ㅓ/는 진짜 베트남어에서 /o/처럼 발음되었어요. 근데 햇갈리는게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ㅓ/를 /ơ/로 발음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ㅓ/를 /ơ/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주로 오래 예전에 한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해요.
저희 한국어학과장님도 /ㅓ/를 /ơ/로 발음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ㅓ/를 /ơ/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발음하게 된 것은 가르치는 교사에 달려 있고 학습자들이 어떻게 발음하게 되는지
그 교사가 가르치는 방법으로 일부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첨부터 /ㅓ/는 /o/로 발음되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 지금까지 그대로 발음하고 있어요.”
(PTL, 남,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 전공, 한국어 학습 6년차)

인터뷰에서와 같이 학습자들은 후설모음인 한국어 ‘ㅓ’, ‘ㅗ’, ‘ㅜ’, ‘ㅡ’, ‘ㅏ’와 ‘â’, ‘ô’, ‘a’, ‘o’, ‘ơ/â’, ‘ư’의 관계는 다
소 복잡하게 생각한다. 가장 혼란이 많은 한국어의 ‘ㅓ’는 ‘o’ 또는 ‘ơ’로 인식했으며, ‘ㅗ’와 ‘ㅡ’는 베트남어의 대응되는
모음이 있으나 똑같이 발음하지는 않도록 제시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현지인 교사들은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단모음 차이
를 지각하도록 교수학습하고 있으나 한국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학습자들은 교사의 설명을 막연하게 이해하여 음가
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실험은 산출 실험과 지각 실험으로 나뉜다. 실험의 목표는 박시균ꞏ김지영(2017)의 단모음의 유사성 정도와
2장에서 설정한 한국어 단모음의 난이도 위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학습자의 오류를 유형화하는 데 있다.
실험군은 북부 출신의 20대 여성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9명으로 한국에서의 학습 기간이 1개월 미만인 1급 학습자
들이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이미 한국어를 3개월 이상 학습했으나 한국인 교사를 제외하고는 한국인과의 접촉 기회가 적
어 음운의 지각적 조정을 겪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윤은경, 2010). 대조군은 서울, 경기 출신의 30대 중반 연령대의
여성 한국어 교사 7명이다.7)
베트남어 실험 단어는 V구조의 단일음절8)로 구성했다. 성조는 Thanh không dau를 배치하여 목표 단모음이 성조나 종
성의 영향을 받아 길이 또는 음가가 변하지 않도록 했다. 실험 단어는 다음과 같다.

7) 대조군 피실험자를 한국어 교사로 한 것은 학습자들이 발음 학습의 모델로 삼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학습자들이 가장 변별하기
쉬운 발음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 베트남어는 단일음절이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고립어로 한 단어가 둘 이상의 음절로 구성되더라도 두 음절 사이에 적용되는 음
운 규칙이 없이 각각 발음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 구조가 베트남어와 비슷한 중국어 실험 자료를 단일 음절로 구성한 김은경
(2012)을 참고하여 베트남어 실험 단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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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실험 단어는 목표 음운이 포함된 음절을 1음절 초성에 배치한 3음절 무의미단어로 ‘X나미’의 형태로 구성했다.
실험 단어를 무의미어로 구성한 것은 학습자가 사전에 해당 단어를 학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며, 단어를 3음절
로 구성한 것은 하나의 강세구를 구성하는 음절의 갯수로 3음절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신지영, 2011;252) 그리고 강세
구를 ‘X나미’의 형태로 구성하면 목표 음절 자리에 어떤 단모음이 오더라도 유의미단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장혜진‧신
지영, 2008) 실험 단어는 다음과 같다.

이나미

으나미

우나미

어나미

오나미

아나미

에나미

산출 실험에서는 베트남어와 한국어 단모음의 산출에서 각각 나타나는 F1, F2값을 확인하고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
했다. 이 때 실험군은 베트남어와 한국어 단어를, 대조군은 한국어 단어만을 각각 두 번씩 낭독했다. 녹음은 Zoom사의
H1n을 사용하여 소음이 차단된 강의실 안에서 이루어졌다. 결과 분석은 개별 모음의 포만트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여 베트남인의 베트남어 단모음-한국어 단모음과 베트남인의 한국어 단모음-한국인의 한국어 단모음, 베트남인의 베트
남어 단모음-한국인의 한국어 단모음을 대조하여 각 단모음의 포만트와 분포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했다.
지각 실험에서는 산출 실험에서 확보한 대조군 화자의 발화를 듣고 실험군이 지각한 모음을 각 문항의 괄호 안에 수
기하도록 하여 학습자들이 해당 음성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오류의 빈도와 유형을 확인했다. 이 때 대조군 화자의 발화
는 35개 토큰을 무작위로 섞어 2초 간격을 두고 전체를 두 번씩 실험군에게 들려주었다. 목표 모음을 잘못 기입한 경우
는 오류로 규정하여 유형화했으며 선행 자음을 잘못 기입하거나 종성을 기입한 경우는 모음을 바르게 기입했다면 정답으
로 간주했다. 결과 분석은 각 단모음의 오답률을 구한 다음 유형화한 오답이 가진 음운의 자질을 분석하여 학습자가 목
표 단모음에서 지각한 자질과 그렇지 못한 자질을 확인했다.

4. 실험 결과
(1) 산출 실험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단모음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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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어-베트남어의 단모음 분포

베트남어 단모음은 한국어 단모음에 비해 개구도가 작은 편이며 고모음이라 하더라도 한국어보다 낮은 위치에서 나타
난다. /i/를 제외한 고모음인 /ư/, /u/ 역시 평균값이 400Hz를 넘지 않는다. 중모음에 해당하는 단모음의 위치는 비교적 일
정하지 않은 편인데 /ȏ/와 /ȇ/는 한국어에 비해 높은 위치에서 실현되었고 /ơ/와 /o/는 한국어의 /ㅓ/보다 낮은 위치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a/는 한국어의 /ㅏ/보다 높은 위치에서 조음되고 있다. 또한 /i/와 /ư/를 제외한 나머지 단모음은 전반
적으로 한국어보다 앞쪽 위치에서 실현됨으로써 베트남어의 단모음은 한국어에 견주어 베트남어의 단모음 공간은 협소한
공간에 더 많은 단모음이 조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한국어 단모음 산출, 베트남어 단모음 산출의 평균에 따른 단모음의 F1-F2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한국인-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베트남어 단모음 분포
(범례 : ◆ 한국인, ■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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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한 지 1개월 미만의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제2언어인 한국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베트남어의 음간섭이 일
어난 단모음을 산출한다. /ㅓ/를 제외한 단모음들은 베트남어의 대응 단모음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조음되고 있다. 그
러나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평균 조음 위치와는 다소 떨어진 위치에서 조음되고 있다.
두 언어의 후설 중, 고모음 위치에 여러 개의 단모음이 밀집되어 있어 서로 인접 모음으로서 산출과 지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ㅡ/, /ㅜ/, /ㅗ/, /ㅓ/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산출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특히 /ㅓ/는 대응되는 단모음과도 멀리 떨어
져 있어 실제로 대응 모음과의 관계는 대응 모음이라기보다는 인접 모음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ㅗ/와 /ㅜ/는 베트남어 대응
모음과는 동일한 위치이나 한국어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조음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인 학습자의 /ㅜ/가 실제로 /ㅗ/의
위치에 더 가까우므로 산출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지각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즉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대응 관계는 실험음
성학적으로 1:1의 관계라 보기 어려우며 인접 모음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출 실험 결과에 따른 음성적 차원에서의
한국어-베트남어 대응 모음과 인접 모음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어-베트남어의 대응 모음과 인접 모음
대응 모음
한국어

베트남어

인접 모음

/ㅣ/

/i/

/ㅔ/

/ȇ/

/e/

/ㅏ/

/a/

/a/

/ㅡ/

/ư/

/ơ/, /u/

/ㅓ/

/o/

/ơ/, /ȏ/

/ㅜ/

/u/

/ư/, /ㅗ/

/ㅗ/

/ȏ/

/u/, /o/, /ơ/

(2) 지각 실험
지각 실험의 목적은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에 대한 청지각적 난이도를 판단하는 데 있다. 지각 실험의 문항
은 총 35개로 실험 대상자는 산출 실험에 참여한 20대 여성 학습자 9명이었다. 전체 토큰의 개수는 총 315개이고 각 모
음 당 토큰은 45개이다. 이중 오답 토큰은 ‘ㅐ’-‘ㅔ’를 제외하고는 모두 41개로 전체의 13%로 나타났다. 오류의 유형은
후설 중, 고모음에 집중되었으며 ‘ㅣ’와 ‘ㅏ’에서는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고 ‘ㅣ’-‘ㅔ/ㅐ’ 관계에서도 오류가 나타나지 않
았다. 각 단모음별 지각 유형 빈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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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단모음별 지각 유형 빈도
문항
지각
ㅣ

ㅣ

ㅡ

ㅜ9)

43
(95.6%)
2
(4.4%)

2
(4.4%)
35
(77.8%)

ㅔ

ㅓ

ㅗ

ㅏ

45
(100%)

ㅡ
ㅜ

24
(53.3%)
21
(46.7%)

ㅔ
ㅐ
ㅓ
ㅗ

27
(60%)

7
(15.6%)

44
(97.8%)
1
(2.2%)

18
(40%)

ㅏ

45
(100%)

‘ㅜ’와 ‘ㅗ’간 관계는 전체 오류 중에서도 가장 오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ㅗ’를 ‘ㅜ’로 잘못 쓴 오류는 27건
으로 전체 오류의 43.5%를 차지한다. 그리고 ‘ㅜ’를 ‘ㅗ’로 잘못 쓴 오류도 7건으로 나타났다.
‘ㅜ’는 오류 빈도는 높지 않으나 오류 유형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ㅜ’를 ‘ㅗ’로 잘못 쓴 오류는 7건으로 ‘ㅜ’를
‘ㅗ’로 잘못 쓴 오류의 11.3%에 불과하다. ‘ㅜ’는 ‘ㅗ’보다 높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모음으로 음높이는 학습자들에게 두
모음을 변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ㅜ’와 ‘ㅡ’ 간의 오류는 2건이고 ‘ㅡ’를 ‘ㅜ’로 지각한 오류는 없다. ‘ㅓ’와 ‘ㅗ’의 변별 역시 원순성에 대한 판단 문제
로서 이들 오류는 각각 다른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 원순성이 학습자들에게 판단하기 어려운 요인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모국어 화자의 발화에서 충분한 원순성이 나타나지 않았는가의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산출 실험을 할 때 ‘ㅐ’와 ‘ㅔ’는 ‘ㅔ’로 통합하여 제시하였으나 해당 토큰 90개 중 28개는 ‘ㅐ’를 ‘ㅔ’로 쓴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어에서 ‘ㅐ’와 ‘ㅔ’가 완전히 합류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발음을 듣고 대체로 ‘ㅔ’로
지각하고 있으나 일부 답안은 ‘ㅐ’로 지각하고 있다.

9) /ㅜ/를 /ㅢ/로 지각한 답안도 1건(2.2%) 있었으나 이는 단모음 지각 오류로 판단하기 어려워 분석에서는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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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모음별 음운 대조
1) /ㅣ/

3077

3076

3075

3074

3073

3072

3071

3070

베트남인
학습자

한국인

3069
350
355
360
365
370

베트남어

375
380

F1(Hz)

F2(Hz)

평균

평균

한국인 모국어 화자 /ㅣ/

353.04

3066.317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ㅣ/

353.2987

3070.071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i/

374.8687

3076.481

<그림 6> 한국어 /ㅣ/와 베트남어 인접모음
두 집단의 /ㅣ/는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조음된다. 베트남인 학습자의 F1 평균값은 353.04Hz이고 F2는 3070.07Hz로 이
들 값은 한국인의 F1, F2 평균값과 거의 동일하다. 선행 연구와 지각 실험에서도 /ㅣ/와 관련한 오류는 제시되지 않았다.
‘ㅣ’가 어려운 모음으로 제시된 연구는 없는 바, 난이도 위계는 0단계이며 후속 교정은 필요 없는 모음으로 간주된다.

2)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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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Hz)

F2(Hz)

평균

평균

한국인 모국어 화자 /ㅡ/

373.7131

1777.096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ㅡ/

452.7258

1635.375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ư/

475.8687

1506.551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ơ/

645.77

1426.9

<그림 7> 한국어 /ㅡ/와 베트남어 인접모음
베트남인 학습자 집단의 /ㅡ/ 모음 F1 평균은 452.7Hz로 이는 한국인의 F1 평균인 373.7Hz보다 평균 80Hz가량 낮은
위치에서 발음된다. 베트남인 학습자의 /ㅡ/ 모음과 베트남어 /ư/의 F1 평균값은 근접하다. 베트남인의 /ㅡ/의 F2 평균은
한국인의 F2 평균값과 132Hz 후진해 있고 베트남어 /ư/의 F2보다는 100Hz 전진한 위치에서 발음된다.
정환민ꞏ이나라(2017)은 학습자들이 /ㅡ/를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는 이유는 혀의 전후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는데, 베트
남 현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박시균ꞏ김지영(2017)에서는 학습자의 F2값은 1285H로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보다 350Hz 뒤에서 발음되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목표어 언어 경험에 의하여 학습자들
의 /ㅡ/ 모음 수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각 실험에서는 ‘ㅡ’를 ‘ㅜ’로 잘못 인지한 경우가 1건 있었는데 학습자의 ‘ㅜ’와 ‘ㅡ’ 산출과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ㅡ’, ‘ㅜ’ 산출의 F2 평균을 비교해 본 바 이들은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단순히 쓰기의 오류로 볼 것인
가, 지각 오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박시균ꞏ김지영(2017)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한
국어 단모음 /ㅡ/를 베트남어 단모음으로 지각할 때 97.5%가 /ư/로 지각했으나 2.5%가 /ơ/[ә:]로 지각했다. 추론하건대 선
행연구에서의 지각 오류는 한국어의 후설 평순 모음을 중설 중고모음으로 지각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ㅡ/를 /ㅜ/로 지각
한 것은 /ㅡ/중 다소 낮은 위치에서 조음된 소리에서 약간의 개구도를 인식하고, 개구도를 가진 후설 고모음인 베트남어
/u/로 지각하여 이를 /ㅜ/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ㅡ/모음은 산출상 난이도 위계에서 0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인접한 학습자 모국어의 모음인 /ơ/로 인해
지각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난이도 위계에서는 1단계인 합체로 간주할 수 있다.

3) /ㅜ/와 /ㅗ/
/ㅜ/와 /ㅗ/는 실험 기반 선행연구에서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음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본 연구의 지각 실험에서
도 오류 빈도가 높고 오류 유형 또한 다양했다. 한국어 단모음 산출의 결과는 무의미 단어로 실험한 정환민ꞏ이나라(2017)
의 한국어 화자의 단모음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ㅜ/와 /ㅗ/의 관계로 이미 여러 선행연구(윤규철ꞏ김순옥, 2015; 장혜진
외 2015;, 이주희 외 2015;, 강지은ꞏ공은정, 2016; 하영우ꞏ오재혁, 2017 등)에서 /ㅜ/와 /ㅗ/가 전후대립을 나타낸다고 지적
한 바 있다. 따라서 /ㅗ/와 /ㅜ/의 난이도 위계를 설정할 때는 이 두 모음의 음가가 이동하고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시균ꞏ김지영(2017)에서도 한국어와 베트남어 산출 실험에서 한국어의 /ㅗ/와 베트남어의 /u/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오히려 /ㅗ/와 가까운 것으로 간주되는 /ȏ/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ㅜ/와 /ㅗ/, 베트남어 단모음 /u/와 /ȏ/를 함께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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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Hz)

F2(Hz)

한국인 모국어 화자 /ㅜ/

359.38

858.07

베트남인 학습자 한국어 /ㅜ/

463.6056

906.4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u/

475.8968

1506.551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ư/

374.8687

1506.551

한국인 모국어 화자 /ㅗ/

405.8101

795.3433

<그림 8> 한국어 /ㅜ/와 한국어, 베트남어 인접 모음
한국인 모국어 화자와 베트남 학습자의 /ㅜ/ 모음 F1은 약 100Hz, F2는 50Hz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한국어 /ㅗ/ 역시
/ȏ/보다 /u/와 F1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트남인 학습자는 /ㅗ/와 /ㅜ/를 둘 다 /ㅜ/로 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균ꞏ김지영(2017)에서 /ㅜ/는 /ȏ/, /ơ/, /ư/, /u/ 등 지각 범위가 넓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ㅜ의 지
각 오류 빈도는 높지 않으나 유형이 /ㅗ/, /ㅡ/, /ㅢ/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ㅜ/ 모음이 갖는 원순성, 후설성, 개
구도 등 /ㅜ/의 음성적 자질이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각되는데 개구도를 지각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경우 /ㅗ
/로 혼동했을 수 있으며 원순성을 지각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ㅡ/로 지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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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모국어 화자 /ㅗ/

F1(Hz)

F2(Hz)

405.8101

795.3433

베트남인 학습자 한국어 /ㅗ/

510.226

1018.61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ȏ/

529.4671

1024.329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u/

453.54

902.67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ơ/

645.77

1426.9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o/

710.367

1233.898

<그림 9> 한국어 /ㅗ/와 인접모음
/ㅗ/의 경우, 한국인 모국어 화자와 베트남인 학습자의 F1 평균값은 거의 120Hz, F2 평균값은 200Hz정도 차이가 났다.
그리고 베트남인 학습자의 /ㅗ/는 베트남어의 /ȏ/에 가깝다는 점에서 박시균ꞏ김지영(2017)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각 실험에서 /ㅗ/를 /ㅜ/로 지각한 오류는 27건으로 해당 문항 토큰의 거의 절반을 넘는다. 이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
의 발음에서 /ㅗ/의 고모음화로 /ㅜ/와의 조음 높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두 모음을 거의 변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발음에서도 제2언어로의 교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ㅗ/와 /ㅜ/의 대한 난이도 위계는 단순히 음운 대조만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 /ㅗ/와 /ㅜ/는 동일한 개구도와 후
설 원순 모음 내에서 에서 전후설 위치에 따라 구분해야 하므로 5단계인 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ㅔ/와 /ㅐ/의 문제
한국어에서는 두 단모음이 완전히 합류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베트남어에서는 두 단모음이 뚜렷이 변별되며, 학습자들
은 두 단모음이 베트남어의 /ȇ/와 /e/로 1:1 대응되는 것으로 학습한다. 그러나 정환민ꞏ이나라(2017)에서는 ‘ㅔ’의 F1은 한
국인 모국어 화자의 조음 위치에 비해 학습자 집단의 조음 위치가 낮고, F2는 보다 앞에서 나타났다. 박시균ꞏ김지영
(2017)에서는 한국어의 /E/와 베트남어의 /ȇ/가 차이가 없으며, 지각 실험에서는 /E/가 /i/로 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지각하지 못하는 변별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 /ㅔ/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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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Hz)

F2(Hz)

한국인 모국어 화자 /ㅔ/

565.147

2408.235

베트남인 학습자 한국어 /ㅔ/

496.7901

2725.264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ȇ/

518.79

2697.9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e/

629.14

2879.5

<그림 10> 한국어 /ㅔ/와 베트남어 인접 모음
본 연구에서 베트남어 학습자의 /ㅔ/는 한국어 화자의 산출보다 약 69Hz 높고 317Hz 앞에서 발음된다. 그리고 /ȇ/보다
22Hz 높고 28Hz 앞쪽에서, /e/보다는 133Hz 높고 154Hz 뒤에서 발음되었다. 특이한 것은 베트남인 학습자의 단모음 산
출이 베트남어 단모음 산출보다 오히려 모국어 화자의 산출에서 더 멀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ㅐ/와의 관련성을 통해 이
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어에서는 /ㅔ/와 /ㅐ/가 변별되는 단모음이나 한국어에서는 이들 단모음이 별개로 존
재하면서도 모국어 화자의 발음에서는 변별되지는 않는다. 이에 학습자들이 /ㅔ/의 자질을 과잉해석하여 /ㅐ/와 변별하여
발음하기 위해 보다 /e/에서 먼 위치에서 발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ㅔ/와 /ㅐ/의 문제는 지각한 음소의 표기에서도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 /ㅐ/는 실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험에서 /
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45개 토큰 중 21개의 토큰에서 /ㅔ/를 /ㅐ/로 표시했다. 이러한 지각 오류는 모든 학습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ㅐ’로 답변한 문항이 학습자 간 유의미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즉 학습자들 역시 한국어의 /ㅔ/
와 /ㅐ/를 변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 난이도 위계는 3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산출과 지각에 의한 표기의 문제에서 학습
자의 재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ㅓ/
여러 선행 연구에서 /ㅓ/는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음으로 기술하고 있다(민상희 2010; 도 옥 루이이엔 2015;, 김
춘학 2016;. 정환민ꞏ이나라 2017;) 도 옥 루이엔(2015)에서는 베트남어에서 /ㅓ/는 없는 모음이라고 하였으며 학습자들과
의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은 이를 /o/로 학습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 한국어 화자들은
/ㅓ/를 /ơ/처럼 발음하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o/와 /ơ/를 모두 확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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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Hz)

F2(Hz)

한국인 모국어 화자 /ㅓ/

630.4126

1004.107

베트남인 학습자 한국어 /ㅓ/

781.904

1411.7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o/

710.37

1233.9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ơ/

645.77

1426.9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ȏ/

529.4671

1024.329

<그림 11> 한국어 /ㅓ/와 인접모음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인 모국어 화자와 베트남인 학습자의 /ㅓ/, 베트남어의 /o/ 음가는 모두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정환민ꞏ이나라(2017)은 베트남인 학습자의 /ㅓ/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보다 더 낮은 위치의 앞쪽에서 발음되
어 /ㅏ/와 혼동될 가능성도 있음을 제시했다. 박시균ꞏ김지영(2017)에서는 /ㅓ/와 /o/의 분포가 대부분 일치하는데 한국어 /
ㅓ/는 베트남어 /o/보다 높고 보다 후설 위치에서 조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를 통해 베트남인들이 /ㅓ/를 /o/의
음가로 발음한다는 학습자 인터뷰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인 학습자의 /ㅓ/는 대응 모음과 반대 위치에서 나타났다.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ㅓ/에 비해 /o/가 80Hz
낮고 229Hz 전설 위치에서 발음되는 반면 학습자 집단의 /ㅓ/는 151Hz 아래, 307Hz 후설 위치에서 발음되었다.
지각 실험에서 /ㅓ/모음에 대한 오류는 단 1건으로 /ㅓ/를 /ㅗ/로 지각하는 오류였다. 학습자의 조음 위치를 고려할 때
학습자는 자신의 모음 산출을 기준으로 보다 높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단모음을 /ㅗ/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학습
자는 /ㅓ/가 가진 평순성을 간과했거나 해당 음가를 원순모음으로 해석했을 수 있다. 성철재(2004, 2005)에 제시된 △
[F2-F1]은 해당 단모음의 원순성을 파악하였으며, 원순성이 강할수록 그 값은 적어지게 된다고 했다.(성철재 2005;191)

<표 7> /ㅓ/와 /o/의 △F2-F1
△[F2-F1]
한국인 모국어 화자 /ㅓ/

373.6994

베트남인 학습자 한국어 /ㅓ/

629.796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o/

523.53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ȏ/

494.862

공식에 따른 원순성 정도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ㅓ/>베트남인 학습자의 베트남어 ȏ>베트남인 학습자의 베트남어
/o/>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ㅓ/ 순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ㅓ/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ㅓ/나 /o/보다
높은 원순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원순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 /ㅓ/를 /ㅗ/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ㅓ/의 단모음 위계는 베트남어의 대응 모음인 /o/와 인접 모음인 /ȏ/, /ơ/ 등이 지각의 혼동 요소로 작용함을 고
려하여 3단계인 재해석으로 설정할 수 있다.

6) /ㅏ/
/ㅏ/는 모든 언어에서 기본 모음이며 주변에 다른 단모음이 없어 혼동의 가능성이 낮은 모음이다. 그러나 정환민ꞏ이나
라(2017)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ㅏ/는 한국어보다 더 후설에서,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서 발음되어 /ㅓ/와 변별이 어
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춘학(2016)에서도 학습자들이 /ㅏ/ 모음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진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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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시균ꞏ김지영(2017)은 베트남어의 /a/가 더 낮은 위치의 후설에서 조음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상이하나
중요한 것은 베트남 학습자가 발음하는 /ㅏ/ 또는 /a/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ㅏ/와는 다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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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Hz)

F2(Hz)

한국인 모국어 화자/ㅏ/

1008.017

1593.084

베트남인 학습자 한국어/ㅏ/

943.7229

1884.179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a/

963.1511

1857.749

베트남인 학습자 베트남어 /o/

710.37

1233.9

<그림 12> 한국어 /ㅏ/와 베트남어 인접 모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ㅏ/와 /a/가 보다 위쪽에서, 그리고 전설에서 발음됨으로써 선행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출 실험의 결과는 /ㅏ/ 외에 다른 어떤 단모음과도 겹쳐지지 않는다. 지각 실험
에서도 학습자는 100%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박시균ꞏ김지영(201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ㅏ/의 난이도 위계는 0단계인 전이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발음에 대하여 느끼는 어려움은 심리적인

문제이므로 별도의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량을 늘리기보다는 심리적 지지를 통해 발음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산출 실험과 지각 실험을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의 단모음 산출과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단모음 산
출, 베트남어의 단모음 산출을 각각 실험음성학적 관점에서 비교하고 지각 실험과의 교차 분석을 통해 단모음 난이도의
위계를 설정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한국에서 각각 단모음을 학습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산
출은 베트남어 단모음에 가까우나 한국에서 단모음을 학습하면서 단모음의 자질이 먼저 이동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한국어
단모음에 가까운 산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급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단모음을 지각할 때는 해당 단모음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학습자의 머릿속에
있는 음운의 자질을 단서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지각 오류는 상호 인접한 학습자가 지각 또는 인지하고 있는 단모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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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질의 조합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지각 오류와 산출 오류가 절대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출 및 지각 실험의 결과에 따른 단모음의 난이도 위계는 다음과 같다.

<표 8> IPA를 기준으로 설정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단모음 위계
단계

명칭

베트남어→한국어

0단계

전이
(transfer)

[i]‘i/y’-‘ㅣ’, [a]‘a/ǎ’,

1단계

합체
(coalescence)

[ɯ]‘ư’-‘ㅡ’,

2단계

구별 부족
(underdifferentiation)

3단계

재해석
(reinterpretation)

[e]’ê’/[ɛ]‘e’-‘ㅔ’

4단계

과잉 구별
(overdifferentiation)

[ɤ]‘ơ’/[ɔ]’o’-[ʌ]‘ㅓ’

5단계

분리
(split)

[u]‘u’-ㅜ, [o]‘ô’-‘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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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더라’의 교육 방안
Nguyen Thi Quynh Anh(경희대학교)

1. 서론
1.1 연구목적
시간표현은 시제(tense), 상(aspect), 양태(modality)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말을 하는 시간과
문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발생한 시간의 선호 관계를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시제에만 집중해 왔으나 시간적 내적 구조를 표
현하는 상이나 화자가 명제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태도를 표현하는 양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
서 배치된 중요한 어법중의 하나인 ‘-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국인 학습자들을 비롯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의 제시는 중요하다. 한편, 모어 화자와의 오해 없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고급학자일수록 문법의 정확성,
유창성뿐만 아니라 대화의 상황맥락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거나 담화 유형에 따라 대화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에서 이러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할 때 대표적인 문법 범주가 양태다. 양태(modality)
는 명제 및 사건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이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1). 한국어에서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더-’는 ‘었-’과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지며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어미다. 선어말어미 ‘-더-’
는 종결형 어미, 연결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등으로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통사ꞏ의미의 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고에
서는 종결어미 ‘-더라’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2). 지금까지 국어학과 한국어 연구에서 ‘-더-’에 대하여 얻어낸 결과에서
드러난 (1)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1) 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었-’과 ‘-더-’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ㄴ. 베트남 학습자들이 ‘-더-’를 사용하기를 피하거나 잘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베트남 학습자에게 ‘-더-’
를 교육할 때 시제와 양태 중 어떤 범주에 초점을 맞춰서 유도하면 좋은가?

(1)에 나열된 문제점들은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에서 이미 찾아낸 ‘-더-’의 의미 기능을 재설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1) ‘Modality’에 대응하는 ‘양상’이라는 한국어 용어가 있지만 장경희(1985:14)은 ‘양상’을 ‘양태’로 지칭하여 정의하였다. (양정석, 2017
재인용)
2) 박선희(2002)는 연세대 표준말뭉치에 따른 고빈도수인 ‘-더구나’계열(669)과 ‘-더라’계열(601) 추출하였는데 ‘-더라’와 관계를 가진 다
른 형태구조는 ‘-더라고’, ‘-더라고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구조의 차이는 ‘-더-’의 의미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담화맥락에
따른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에서 기인함으로 화용적인 것이다. 한편, 설명법어미 ‘-라’와 감정법어미 ‘-구나’는 정보를 전달할 때
‘-라’가 무표성을 가짐으로 ‘-더라’계열을 교수의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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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1)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학습자가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더-’의 의
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현대국어에서 얻어진 ‘-더-’의 모든 의미 기능을 수용하되, 시제와 양태 관점에
서 ‘-더-’가 가지는 의미 기능을 검토하며 ‘과거직접관찰’이라는 증거성3) 표지와 ‘감각적 지각’을 ‘-더-’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더-’의 형태ꞏ의미 기능, 화용적 정보를 베트남어의 지각동사 ‘thấy’와 대
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더-’를 효과적인 교육 방안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2. 선행연구
‘-더-’ 관련 항목들에 대한 국어연구는 크게 시제체계에 속한 ‘-더-’와 양태 범주에 속한 ‘-더-’의 의미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한재영(1986,2003)에서는 국어 時制體系를 時點時制體系와 視點時制體系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는 ‘-더-’가 視點時制
體系에 속하며 완료되지 않은 지나간 사건이나 인지된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위치가 현재임을 나타내는 형태소
로 보았다. 다만 여기에서 제시한 시제체계는 中世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사람의 인식과 언어가 변화함으로써 ‘더-’에 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더-’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인칭제약을 설명할 수 없었다.
장경희(1983)에서는 ‘-더-’에 대한 양태 의미를 분석하며 ‘지각’의 의미 기능을 강조하였다. ‘-더-’의 의미는 ‘지각자’의
과거 지각행위이라고 하며 ‘-더-’의 용법에 나타나는 인칭 제약 현상들을 파악하며 이러한 의미를 밝혔다. 박재연(2004)에
서는 ‘-더-’가 나타내는 것이 ‘감정적 지각’, ‘새롭게 안 것’, ‘미지가정’이라는 논의를 참고하여 연결형 어미의 ‘-더니’, ‘었더니’, 관사형의 ‘-던’, ‘-었던’, 종결형 어미의 ‘-더라, ‘-었더라’ 등과 같은 결합된 복잡 형태들의 ‘-더-’의 양태 의미를
논의하였다.
‘-더-’ 관련 한국어 교육연구는 한국어 교재에서 ‘-더-’ 결합 문법형태의 선정, 문법 항목 배열 및 의미 기능을 제시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강원경(2007)은 ‘-더-’ 관련 한국어교육용 문법항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문법항목을 교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국어 사전과 한국어 교재에서의 중복도를 조사하고 말뭉치에서의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문법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항목들 중 ‘-더-’관련 항목들을 묶어서 논의한 연
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더-’ 관련으로 묶은 항목들의 공통점과 특징을 제시하지 않아서 항목들
사이와 관련성이 설명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임채훈(2008)에서는 ‘감각적 증거’ 양태성으로 ‘-네’, ‘-더라’, ‘-더니’, ‘-길래’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였다. ‘감각적 증거’
의미 기능은 다른 유사한 문법 항목들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의미 범주이라고 하며 이를 한국어 문법 교육에 적용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재에서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네’, ‘-더라’, ‘-더니’ ‘-길래’의 의미 기능 상관관계를 밝히고 교수 모
형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어 문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문법항목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해주(2009)에서는 현재 발간되는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서 문어와 구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 근거가 있는 모든 ‘더-’결합형 어미를 설명 및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기존의 ‘-더-’결합형

3) ‘증거성’ 또는 증거양태(evidentiality)’이란 발화 시에 화자의 정보의 출처, 근원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Palmer 1986/2001;
Aikhenvald 2004:3) 진관초(2015) 재인용
‘과거직접관찰’에 대해서는 송재목(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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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의 제시 및 설명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학습 단계와 수준에 맞는 각각의 개별 문법표현의 의미, 용법, 제시 형
태의 범주로 나눈 상위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복잡한 수많은 결합형으로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상위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데에 ‘-더-’의 제약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활용단계에서 학습자들에 혼돈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
그 외에는 왕아남(2010), 박근영(2012)에서는 ‘-더-’의 의미 기능을 정리하여 의미가 유사한 다른 문법 항목과 비교해서
교수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이 논문들은 주로 기존 연구에서 이미 논의해 왔던 ‘회상’, ‘경험’, ‘증거성 표지’ 등의
의미 기능을 정리하고 재배치한 정도이다.
성지연(2014)은 ‘-더-’에 대한 형태초점 교수에 기반으로 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적용해 온 ‘경험’과 ‘회상’으로 ‘-더-’의 의미 기능을 학습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고 증거성 표지 기능
을 ‘-더-’관련 항목에서 나타내는 공통된 의미 기능이라고 보았다. 이는 다른 유사 문법항목과 구별되는 특징이므로 이것
을 형태 초점 교수에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의 ‘회상, 경험’ 의미를 정리하거나 재정리하는 기존 방법에
비하면 ‘-더-’ 관련 문법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증거성 표지’ 의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더-’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더-’에 대한 교육 방안을
새롭게 마련한 연구라고 하겠다.
한편, 현재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시간 표현, 또한 ‘-더-’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대부분 시제 교
육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시제를 대조하는 것이었다. Nghiem.T.T.Huong(2005)에는 서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국어와 베트남어의 시제를 대조하며 베트남 학습자들이 흔히 범하는 한국어 시제의 오류 분석을 통해 교수ꞏ학습 방안을
제시한 유일한 연구였다.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최초로 시간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나 의사소통상
에서 구어체를 사용하는 데에 학습자가 어떤 오류나 오용을 쓰는지 관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더-’의 쓰임
‘-더-’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시제’, ‘상’, ‘양태’의 세 가지 범주로, 그간 ‘-더-’의 의미 기능은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되
어 왔다. 본고에서는 ‘-더-’에 대한 의미 기능은 주로 양태범주에 속한 ‘증거성 양태’로 보고 있으나 먼저 시제범주 속에
‘-더-’의 위치를 살핀 다음에 양태범주 속에서의 ‘-더-’의 의미 기능을 다시 정리하겠다.
시제체계 속에서의 ‘-더-’에 대해서는 한재영(1986, 2003)은 ‘-더-’의 의미 기능을 ‘視點(thị điểm)’으로 설명하여 ‘-더-’는
완료되지 않은 지나간 사건이나 인지된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위치가 현재임을 나타내는 視點형태소라는 정의를 내렸
다4). 즉, 화자가 현재 위치에서 과거의 명제 내용을 돌아보는 것임이 부각된다. 한재영(1986)에서 제시한 ‘視點’은 ‘-더-’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완료되지 않은 지나간’ 명제내용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결합해서 ‘-었더-’형태가
산출된 것이다. 둘째, 시제체계에서는 ‘-더-’는 화자의 의식이 명제내용 장면으로 이동한 것임을 표현하는 요소로 명령, 청
유, 약속, 허락 등을 나타내는 어미와 호응하지 못한다. 이는 ‘-더-’가 과거의 사건이나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현재적인
4) 한재영(1986)에 따르면 인간의 시간에 대한 인식과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
간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時點(thời điểm)의 문제’라 하기로 한다. 다른 하나는 시간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視點(thị điểm)의 문제’라고 하기로 한다.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시제체계가 다른 언어와는 달리 ‘時點時制體系’와 ‘視點時制體系’
의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더-’는 화자의 의식은 명제내용 장면으로 이동한 것임을 표현하는
요소임으로 ‘視點時制體系’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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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위치를 나타낸다는 기능을 지님으로써 미래적인 속성을 가지는 명령, 청유, 약속, 허락 등과 함께 나타나지 못함을 이
해할 수 있다(한재영 1986:276). 셋째, ‘-더-’에 연결되는 어미가 제한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가덤, *가더기, *갔덤,
*가겠덤, *가겠더기’ 등이 설립되지 않는 이유가 視點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제와 관련되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점은 시간 축에서 위치하며 ‘-었-’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화자
가 현실위치에서 지나간 명제가 발생한 時制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었-’과 ‘-더-’의 차이를 설명하게 된다.

(2) ㄱ.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내 책이더라. (한재영 1986:269) 11a
ㄴ.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내 책이었다. (한재영 1986:269) 11b

(2)의 예들은 책의 소유권에 대해 현실세계에서 화자의 의식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2ㄱ)예시는 화자의
의식이 절대적인 현재위치에서 책의 소유 장면을 바라보는 것을 나타내며 (2ㄴ)예시는 화자의 의식이 책의 소유 장면으
로 이동함으로써 현재위치에서 책의 소유권이 이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한재영,
1986:269). 즉, (2ㄴ)의 ‘-었-’은 현재와 단절된 상태를 나타내는데 (2ㄱ)의 ‘-더-’는 과거에서 발생해서 현재까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더-’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인칭 제약은 時制體系속에 있는 ‘-더-’의 視點의 문제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
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세계에서의 화자의 위치에서 과거에 지나간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그 명제
내용의 출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화자의 태도는 양태범주라고 하며 화자가 발화할 때 명제 내용에서 산출된 정보나
지식의 출처를 가리키는 문법적 범주를 ‘증거성 양태’라고 칭한다. 선어말어미 ‘-더-’는 문장에서의 명제나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화자가 과거에 직접 획득했음을 나타내는 직접 증거 표지로 파악되었다5). 다음에는 ‘-더-’와 ‘thấy’를 증거성 양태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더-’의 의미는 화자의 과거 지각행위이라고 하며 ‘-더-’가 쓰인 문장에서 사실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
실에 대한 ‘화자의 과거의 지각행위’이며 화자가 전달하는 명제 내용의 출처는 과거에 지각한 것이다6). 그러한 지각행위
를 나타내는 ‘-더-’는 화자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과 같은 감정기관을 통해 느끼게 되는 사건들을 발화시 이
전에 직접 관찰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베트남어 ‘thấy(보다/보이다)’는 형태적으로 문장에서 서술어로서 주어 뒤에 위치
하며 의미적으로는 자기가 직접 본 것과 자기가 생각 또는 판단하거나 느낀 것을 표현하는 동사다7). 먼저 종결형어미 ‘더-’는 베트남어의 ‘thấy’와 대응하며 다음 예시들을 살펴보겠다.

(3) ㄱ. 가보니 아무도 없더라.(시각)
Đi thì thấy không có ai cả.
ㄴ. 만져 보니 말랑말랑하더라. (촉각)
Chạm vào thì thấy mềm mềm.
ㄷ. 그 집의 냉면이 맛있더라.(미각)
Tôi thấy mì lạnh ở quán đó ngon.
5) 임재훈(2008)에서 참조
6) 송재목(2011)에서는 ‘-더-’는 화자가 기술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하여 발화시점 이전에 직접 관찰한 증거가 있다는 ‘직접지식(direct
knowlegde)’의 증거성의미라고 정의한 바 있다.
7) Cao.X.Hao(1991)에서는 모든 발화의 내용에 양태 의미가 존재하며 명제의 양태(modalit de la phrase)와 용언의 양태(modalité de la
prédicaion)으로 나누며 ‘thấy’를 명제 양태를 나타내는 지각동사라고 칭한다. 또한, ‘thấy’는 서술동사가 주체(화자)가 시각으로 지각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경험서술동사(experience), 인지동사(cognitive perception), 상태동사(stat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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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나는 슬프더라.
Tôi thấy buồn.
ㄴ. *너는 슬프더라.
*Bạn thấy vui.
(5) * 먹어 본 적이 없지만 새로 나온 석류 음료가 맛있더라.(박재연 2006)
* Chưa uống bao giờ nhưng tôi thấy nước lựu mới ra này ngon.

(3)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지각행위라는 의미자질은 ‘시각, 촉각, 미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 획득한 정보를 근거
로 화자의 지각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더라’가 쓰인다. 이러한 ‘지각’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4ㄴ)이 비문이 되는 이유는
화자가 아무 근거 없이 상대방의 내적인 마음을 알거나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가 청자가 될 수 없다.8) 마
찬가지로 (5*)는 화자가 직접 지각한 증거가 없기에 ‘-더라’가 사용되며, 이는 성립되지 않는 문장이다. 이 제약은 베트남
어의 ‘thấy’에서도 적용되어 번역된 문장도 어색한 문장이다. 이 경우는 ‘thấy’를 대신할 판단이나 추정을 나타내는 ‘nghĩ
(생각하다)’로 바꿔 쓰면 더 적절한 베트남어 표현이 된다. 따라서 ‘thấy’는 화자의 느낌, 경험을 나타내는 지각동사이므
로 화자의 지각행위를 표현하는 ‘-더-’의 기능과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더-’가 통합된 문장들이 ‘더-’가 통합되지 않은 문장과 어떻게 구별되어 사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6) ㄱ. 어제 영이가 학교에 갔다.
Hôm qua, Yeong I đã đến trường.
ㄴ. 어제 영이가 학교에 가더라.
Hôm qua, tôi thấy Yeong I đến trường.

(6)의 (ㄱ,ㄴ)를 다르게 쓰는 것은 (6ㄴ)은 ‘어제 영이가 학교에 가는 것’은 내가 본 것이라는 점을 함께 전달할 때 쓰
이고 (6ㄱ)는 단순히 어제 영이가 학교에 간 사실을 전달할 때 쓰인다9). (6ㄴ)의 문장은 주어가 화자가 아니며 전달된 명
제 내용은 화자에 의해 발생한 사태가 아니다. 화자가 발생한 사태의 내용과 화자가 과거에 그 사태를 직접 관찰한 의미
를 청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6ㄴ)의 베트남어로 번역된 문장을 보면 명제 내용 앞에서 위치하는 ‘tôi thấy~(내가 ~봤다)’
어절이 쓰이면 화자가 사태를 지각한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베트남어에서 ‘tôi thấy~’는 이미 발생했던 일을 자기가 직접
본 것과 같이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주장을 표현할 때도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tôi thấy~’는 직접 관찰한
명제 내용에 대해 화자의 의견이나 주관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0).
8) 장경희(1983)에서는 ‘지각’에 관련된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 화자의 내적인 사태와 화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태가 있다. 다른 말
로, 화자 자신이 일으킨 작위적 사태와 화자 이외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지각적 사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더-’가
통합된 문장에는 감정적인 표현이 화자와 주어가 동일할 가능이 있으나 외부에 의한 지각적인 사태를 표현하는 ‘-더-’가 통합된 문
장에서는 1인칭 제약이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9) 장경희(1983:209)는 ‘-더-’가 통합된 문장들은 모두 ‘-더-’가 없이도 쓰일 수 있다. 화자가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과 화자가 문장의
사태를 보았다는 지각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나눠 ‘-더-’를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언급과 화자의 지각행위에 대
한 언급은 별개의 사태를 전달하는 것이며 동일한 사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실 자체와 화자의 지각행위라는 것이 서로
다른 사태다. 따라서 화자가 단순히 사실을 알리려 하면 ‘-더-’가 통합되지 않은 문장이 쓰이고 화자가 자기의 지각행위를 전달할
목적일 경우는 ‘-더-’가 통합된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실 자체를 중대할 경우는 화자의 지각행위보다 사실이
초점이 되어 ‘-더-’가 쓰이면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신문, 뉴스, 일기문 등에서는 ‘-더-’가 통합된 문장이 사용되지 않는다. ‘뉴스’
와 ‘신문기사’ 등의 문장은 신문기자가 그 기사를 알게 된 경우가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자체가 관심거리이며 사건 자
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글이다.
10) 말하 예를 들어 ‘Tôi thấy cô ấy rất thông minh.’라는 문장의 ‘Tôi thấy’어절은 한국어로 ‘내가 보기에는’로 해석됨으로 문장 전체
를 ‘내가 보기에는 그녀가 정말 똑똑하다.’로 번역할 수 있다. 한편, 화자가 그녀(cô ấy)를 직접 이야기하고 여러 일을 통해서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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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서 많이 인용하는 의미는 ‘回想’이다. ‘회상’ 의미를 나타내는 ‘-더-’는 화자가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자신이 본 과거 장면을 머리에 다시 떠올리며 청자에게 전달할 때 쓰인다. 그러나 ‘회상’으로 ‘-더-’의 의미 기능을 설명
하면 인칭제약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한국어 학습자들이 모국어 간섭으로 인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베
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더-’의 의미 기능을 ‘회상’으로 전달할 때 학습자가 ‘-더-’와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혼돈할 우려가 있다. 베트남어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세 가지 어휘 요소 ‘đã, đang, sẽ’로 표현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간 축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학습자가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자신이 본
장면을 전달하는 ‘회상’은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회상’이라는 의미는 베트남 학
습자들이 다음과 같은 인칭제약에 관련된 오류를 범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7) *내가 어제 학교에 갔을 때 마이 씨를 만나서 이야기하더라.
Hôm qua khi đến trường, mình đã gặp và nói chuyện với Mai.

한편, (7)의 예시는 화자가 과거에 마이 씨를 만나고 이야기한 것을 회상할 수 있으나 회상을 표현한 문장이 비문이
된다. ‘-더-’는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더라’가 사용된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가 사용
되지 못하는 인칭 주어제약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 (8)과 (9)예시를 보면 평서문에서 지각 행위를 행하는 주체가 ‘화
자’이고, 의문문에서 지각 행위의 주체는 ‘청자’이다. 일반적으로 화자 혹은 청자가 자신의 일을 지각을 통해 새롭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라’가 사용된 문장에서 화자 혹은 청자가 동일한 주어를 가질 경우 문장은 어색해진다. 그리고
‘지각행위’를 나타내는 ‘-더라’를 통합한 문장을 지각동사인 ‘thấy’로 번역한 문장도 비문이 된다.

(8) *나는 옷을 입더라.
*Tôi thấy tôi mặc quần áo.
(9) *네가 밥을 먹더냐?
*Anh thấy anh ăn cơm à?

그러나 ‘-더-’의 이러한 인칭제약은 엄격한 통사적 제약이 아니라고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임채훈(2008)에서는 ‘-더-’는
화자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과거에 직접 관찰하거나 지각된 정보에 기초하는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로 본다고 하였
다. 여기서 ‘관찰’이라는 것은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환경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사건을 주시한다는 것을 의미함으
로써 관찰의 중심에 있는 화자의 행위는 관찰의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더-’는 다른 사람이 행한 행위를 관찰을 통
해서 화자가 무엇을 지각하게 되는 의미를 전달할 때 쓰인다. 따라서 ‘지각’이나 ‘관찰’의미가 일어나는 조건은 자신만
관찰할 수 있는 심리행위를 제외하고 일반 행위를 행하는 대상은 화자가 아닌 제3자여야 한다. 이로 인해 ‘-더-’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3인칭주어와 같이 사용된다. 다음 (10), (11)예시는 ‘-더라’는 1인칭과 2인칭 주어와 함께 사
용되는 문장들이다. 담화에서는 2인칭주어와 함께 사용한다면 화자가 청자에게 과거에 청자가 했던 행동을 직접 목격한
것을 인지하게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11)의 예시는 화자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는데 화자가 자기가 한 행위를 제3자
의 행위처럼 관찰할 수 있는 객관화시키는 환경에서 ‘-더-’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10) 지난주에 네가 술을 많이 마시더라. 기억 안 나?(임채훈 2008)

의 똑똑한 것을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한 증거가 있으면 ‘그녀가 정말 똑똑하더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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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ôi thấy tuần trước anh uống nhiều rượu lắm, anh không nhớ à?
(11) ㄱ.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병원에 있더라.
Tỉnh lại thì tôi thấy tôi đã ở trong bệnh viện.
ㄴ. 꿈속에서 예쁜 여자와 결혼하더라.
Trong giấc mơ tôi thấy mình đã kết hôn với một cô gái đẹp.

종결형어미 ‘-더-’의 의미 기능은 화자가 과거에 직접 목격하거나 관찰했던 일, 또는 관찰을 통해 새로 지각했다는 것
을 사실 전체와 함께 청자에게 전달할 때 쓰인다. 직접 목격하고 지각한다는 것은 화자만 알 수 있는 심리상태와, 화자
가 다른 사람이 행하는 사태를 관찰할 수 있는 주위환경의 위치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더-’의 주어제약 현상
을 설명해주고 심리형용사와 같이 쓰는 경우에 1인칭 주어제약이 해소되는 기인이 된다. 2인칭과 3인칭 주어가 취한 (6),
(10)의 문장들과 대응한 베트남어 문장에서는 ‘Tôi thấy’어절로 제3자인 화자가 과거에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직접 관찰
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동작동사일 경우, ‘과거 직접 관찰’의 증거성 양태를 나타내는 ‘-더라’를 ‘Tôi thấy’와 일
치하게 대응시킬 수 있다.
한편, ‘-더-’는 ‘-었-’과 ‘-겠-’ 등과 결합해서 ‘-었더라’, ‘-겠더라’의 형태들을 형성할 수 있다11). ‘-었더라’의 ‘-더-’는 ‘지
각’과 ‘관찰’의 양태 의미를 유지하면서 완료된 사태를 나타내는 ‘-었-’과 결합함으로써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태가 발생한
후 화자가 그 사태의 결과 혹은 흔적을 지각하였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더-’와 ‘-었-’의 결합형 ‘-었더라’은 화자가 지각하
거나 직접 관찰한 사태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 추가적인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12).

(12) ㄱ. 철수가 서둘러서 나가더라.
(Tôi thấy) Cheolsu đã vội vã đi ra ngoài.
ㄴ. 철수가 서둘러서 나갔더라.
(Tôi thấy) Cheolsu đã vội vã đi ra ngoài.

(12ㄱ)는 철수가 급하게 나간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다시 말하는 문장이며 (12ㄴ)는 철수가 급하게 나가면서 지갑을
챙기지 않은 흔적을 본 상황을 부각한 문장이다. ‘-었더-’ 연쇄는 대상사태가 이미 완료된 사태라는 의미와 화자가 그 사
태가 발생한 후의 결과 혹은 흔적을 지각하였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ㄱ)를 번역한 베트남어 문
장은 ‘tôi thấy’어절로, 흔적의 관찰을 통해 새로 지각한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한국어 문장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한 것이
다. 그러나 위에 보이듯이 (12ㄱ,ㄴ)를 번역한 베트남어 문장이 다른 점이 없으므로 베트남 학습자들이 ‘-더라’와 ‘-었더
라’의 차이점을 구별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13). 따라서 베트남어는 한국어와 달리 화자가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직접 보고 행위의 사태를 다시 전달하는 표현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행한 결과나 흔적을 통해 지각된 의미를 전
11)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겠-’은 ‘-더-’, ‘-네-’, ‘-지-’ 등의 선어말어미들은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양
정석, 2017). 같은 주관적인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겠-’과 ‘-더-’를 동시에 교육하면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으로 본고의
교육 방안에서 ‘-더라’와 ‘-겠-’의 연결형 ‘-겠더라’를 교육 대상으로 삼지 않다.
12) 박재연(2013)은 ‘-더라’의 ‘-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시제 의미가 아니라 양태 의미의 일부로 보므로 ‘-더라-’는 현대 한국어에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었-’과 결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 증거성 요소와 과거 시제 요소의 결합은 ‘흔적 지각’이라는 의미를
산출할 수 있다. 즉, 화자가 과거 사태가 지속 되는 모습, 또는 과거 사건이 완료된 후의 흔적을 지각하고 그 지각한 근거로 추론
하는 것을 말한다.
13) 있 연구자가 ‘-더-’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
중에 ‘철수가 운동장에서 체조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본 후 친구에게 다시 말하는 상황’ 먼저 제시하고 설문 대상자들로 하여금 ‘-더라’
를 사용하게 한 문항이 있었다. 조사의 결과는 ‘체조를 하더라’의 비율은 40%, ‘체조를 했더라’의 비율은 52%이므로 ‘-더라’와 ‘-었더
라’를 구별하지 못해서 오용한 학습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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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었더라’와 대응할 표현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종결형 어미의 ‘-더라’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고 베트남어 지각동사 ‘thấy’와 대조해보았다. ‘-더라’와 ‘thấy’
는 지각 행위를 나타내는데 지각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화자가 자기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것을 발화시 이전에 직접 관찰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가 어떤 사태가 발생한 후의 결과 혹은 흔적을 지각하
였다는 의미다. ‘-더-’는 화자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과거에 직접 관찰하는 요구를 형성한 것이다. ‘관찰’이라는 역할을
하는 화자가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한 행위를 관찰을 통해 어떤 것을 지각하게 되는 증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양태의미의 ‘지각’과 ‘관찰’은 ‘-더-’의 인칭제약을 설명할 수 있으며 ‘thấy’와 대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회상이나
시제보다 증거성 양태 표지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교육에 적용하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더-’와 베트남어 지각
동사 ‘thấy’와 대조한 결과로 증거성 양태의 의미를 가진 한국어의 ‘-더-’와 베트남어의 ‘thấy’는 감각기관을 통해 감각적
으로 지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또한 ‘-더라’와 ‘thấy’는 화자가 제3자이므로 다른 사람이 행한 행위를
직접 관찰한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사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각 언어에서 양태 의미를 실현하는 문법요소가 다름으로 서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감각기관을 통해
화자의 지각행위를 표현하는 ‘thấy’와 통합된 베트남어 문장에서는 ‘thấy’가 부동사로 주동사 앞에 위치하는데 제3자로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문장에서는 ‘tôi thấy’어절이 명제 내용 앞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고정적인 위치에서 취하는
종결어미 ‘-더라’와 차이가 보인다. 한편, ‘-더-’는 선행하는 선어말어미인 ‘-었-’이나 ‘-겠-’과 결합해서 사태의 성격을 다
르게 만들 수 있는데 베트남어의 지각동사 ‘thấy’는 어휘 요소로서 그러한 기능을 나타내지 않는다. ‘-더-’는 다른 연결어
미와 결합하여 연결형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로 쓰일 수 있으며 ‘thấy’는 어떤 사태에 대해 자기의 사고에 의해서 판단을
내린 것을 나타내는 어휘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더라’와 ‘thấy’의 대조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정
리하였다.

<표> 종결어미 ‘-더라’와 ‘thấy’의 대응 결과
‘-더라’

thấy

양태 의미 실현 양상

종결형 어미

어휘적 요소

지각 행위 요구

화자가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화자의
지각행위를 표현함.

1) (감각기관을 통해) 화자의 느낌, 경험을 나타냄.
* 부동사로 주동사 앞에 위치함(thấy lạnh, thấy mềm, thấy
buồn, thấy vui 등)

화자의 증거 요구
(관찰)

화자가 다른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의
위치를 처하는 의미를 포함함.

2) 화자가 제3자로서 다른 사람이 행한 행위를 직접 관찰한
내용을 전달함 (객관적인 관찰)
* ‘tôi thấy’어절이 명제 내용 앞에 쓰임.

제약 및 제약 해소

- 평서문의 1인칭주어제약, 의문문의 2인칭 제약
- 화자의 내성 지각을 표현할 경우 제약이 해소됨

화자가 직접 관찰한 사태를 전달함으로써 주어와 화자가 동
일할 수 없음.

문법적 특성

종결형 어미로 용언에서 활용됨

주동사 및 부동사의 역할에 따라 문장에서 위치가 바뀜

다른 형태 및 용법

연결형 어미의 ‘-더니’, ‘-었더니’
관형사형 어미 ‘-던’, ‘-었던’

‘tôi thấy’어절은 자기의 사고에 의한 지각된 사태, 사물에 대
한 판단을 전달함(주관적인 판단)

요컨대 ‘-더-’와 관련된 용법 제약은 ‘-더-’의 의미 기능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더-’와 통합된 성분의 의미적
특징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에 관련된 문법항목을 한국어 교육에서 실시할 때 ‘-더-’가 통합된 문장의 이른바 ‘인
칭제약’은 술어와 문장 주어의 절대적인 관계로 설명하기보다 화자의 ‘지각’ 및 ‘직접 관찰’ 사태를 나타내는 것을 전달
해주면 더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더-’의 상위범주인 ‘지각’, ‘과거직접관찰’을 ‘-더-’에 관련된 문법 항목들의
공통적인 의미 기능으로 설정해서 ‘-더라’, ‘-었더라’, ‘-더니’, ‘-었더니’ 등의 각각 개별 문법표현의 의미, 용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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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14).

3.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더라’의 교육 방안
3.1. 교육 방안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수함에 있어 양태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자에게 단
순히 내용만 전달하기보다 화자가 말하는 명제 내용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나타내는 -더-’와 같은 선어말어미들을 활용
하여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수 방법의 제시는 아주 중요하다. 실제 ‘-더-’와 같은 양태
표현에 대해 용법과 의미에 대한 어려움으로 사용을 꺼리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대다수다. 그러므로 복잡한 형태와 인
칭제약을 가지고 있는 ‘-더-’를 교육할 때 상위범주인 ‘지각’과 ‘과거직접 관찰’을 ‘-더-’에 관련된 문법 항목들의 공통적
인 의미 기능으로 먼저 설정한다. 아울러 수업시간에 ‘-더-’와 결합하는 모든 어미들을 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어 종결형 어미의 ‘-더라’에 초점을 두고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증거성 양
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널리 알려진 의사소통 중심(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교수법은 한국어 교육에서 다양하게 적용되
고 있다. 의사소통 교수법은 언어적 기술 능력보다는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담화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 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의 4개의 차원으로 학습자
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15). 담화 맥락에 따라 잘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 교
수법은 ‘-더라’의 교육법으로 적절하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CLT교수법과 관련된 문법 교육에서 보통 ‘도입→제시→연습
→활용→마무리’의 5단계로 수업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16). 한편, 엄녀(2010)에서는 한국어 양태 교육과 관련하여 상향식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교수 모형인 제시 훈련 모형(PPP 모형)과 비알리스토크(1982)에서 제시한 ‘분석-자동 학습 모형’을
결합한 후 발견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표 문법의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적 사고를 거쳐 발견 학습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에서는 ‘-더라’와 ‘thấy’의 대응 결과를 활용하여 베트남학습자들이 모국어의 간
섭에 대한 장애를 ‘-더라’를 학습할 때의 장점으로 활용시키기 위해, ‘-더라’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thấy’와 비교하는
발견단계를 추가하여 수업 구성을 하고자 한다. 본고에는 5단계(문법도입→문법발견→문법 이해 및 확인→문법 연습→
문법 사용)의 구성으로 학습자 중심과 상호작용 학습에 초점을 맞춰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더라’의 의미 기능을 이해하
고 담화상황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최해주(2009)를 따른 상위 문법 항목 재고 방법을 적용해서 한국어 교육에서 실시하는 것을 동감해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더-’에
대한 교육을 적용하기가 적절하다고 본다.
15) 리처드 외 저(2003)에서 참고하였다.
16)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과 관련된 문법 교육을 실시하는 연구로는 이해영(1998), 박선희(2001)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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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도입 단계
(warm-up)

•담화 상황에서 목표 문법 ‘-더라’ 노출 + ‘-었-’에 대한 선수 학습 유도
•심리, 감정 형용사 제시
교사 역할

문법 발견 단계
(find out)

•목표 문법 ‘-더라’의 형태·의미적 규칙 찾기
•목표 문법 ‘-더라’와 ‘thấy’ 대조를 통해 ‘-더라’의 제약 발견
학습자 역할

문법 이해 및
확인 단계
(presentation)

•발견 단계에서 학습자가 발견한 정보를 보완 및 확인
•목표 문법 ‘-더라’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 제시
교사의 주요 역할

문법 연습 단계
(practice)

교재 자료를 활용한 문제 해결 활동
학습자 역할

문법 사용 단계
(production)

•짧은 문장 만들기
•‘-더라’를 활용한 실제적인 담화상황 만들기
학습자의 역할

<그림> ‘-더라’의 단계별 수업 구성
위의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각 단계에서 ‘-더라’의 의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베트
남 학습자에게 선어말어미 ‘-더-’가 쓰인 문장에서 나타내는 사태가 화자가 목격자로서 관찰하고 지각하게 되는 것이지만
‘목격자’라고 해서 화자가 직접 하는 행위가 아닌 화자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태나 다른 사람이 행한 행위를 직접 관찰
해서 전달하는 것임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목격자’의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더라’의 ‘-더-’와 결합하는 문장의 술어가 동
작동사일 때 문장의 주어가 1인칭 화자가 아닌 2.3인칭이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 때 학습자는 본인이 행위를
관찰하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더라’의 ‘-더-’와 결합하는 문장의 술어가 화자의 ‘심리’, ‘감각’, 등을 표현하는 심리형용사일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만 관찰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특성으로 문장의 주어는 화자와 일치하는 1인칭이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또한, 화
자가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위를 제3자의 행위처럼 관찰할 수 있는 객관화시키는 환경에서 ‘-더-’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이해 및 확인 단계와 연습 단계에서 심리형용사를 먼저 제시하여 ‘-더라’의 의미 기능을 화자의 ‘지각’이
나 ‘과거직접관찰’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전달하도록 한다.
둘째, 문법 발견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더라’의 ‘지각’과 ‘과거직접관찰’의 양태 의미를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베트남
의 지각동사 ‘thấy’와 메타언어로 대응시켜 설명해줄 수 있다. ‘-더-’는 화자가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위를 관찰해서 전달
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어서 ‘-더-’의 의미 기능과 제약을 설명할 때도 ‘thấy’를 적용할 수 있다. 다음 확인 단계로 넘어
가서는 사람이 행한 행동이며 자기가 관찰하여 다시 전달하는 것임을 표현하는 ‘-더라’와 ‘thấy’의 기본적인 기능을 확인
해줄 수 있다.
셋째, 학습자들이 ‘-더-’가 통합된 문장들이 ‘-더-’가 통합되지 않은 문장과 어떻게 구별되어 사용되는가의 문제를 학습
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회상(retrospective)’ 의미를 나타내는 설명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핵심의미를 화
자의 ‘과거관찰’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켜 교수하는 것이 좋다. 즉, 과거에 발생한 사건 자체를 전달할 때 ‘-었-’을 쓰고, 사
태 자체보다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태도를 더 중시하는 상황이거나 과거시점에 나타났던 사태의 내용보다는 화자가 과거
에 일어난 것을 직접 관찰한 내용을 강조할 경우에는 ‘-더-’가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정보는 이해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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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짧은 대화 상황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더-’에 선행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더라’를 ‘-었더라’와 구별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라’의 경우는 ‘-더-’의 기본적인 ‘지각’, ‘과거직접관찰’
이라는 의미를 나타냄으로 인칭제약현상도 같이 보여주는 것인 반면에, ‘-었더라’는 ‘-더-’의 의미 기능뿐만 아니라 시제
형태소인 ‘-었-’의 의미도 융합되어 어떤 사태가 과거에 완료되었고 현재에 흔적을 보고 사태를 지각함을 표현한 것을 학
습자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었더라’와 ‘-더라’의 차이가 이해 및 확인 단계에서 간단한 과제
로 제시한다.

3.2 수업 모형
•학습자 대상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언어 수준

중·고급
종결형 어미 ‘-더라’

•목표 문법

담화 상황에서 자기가 과거에 직접 관찰하거나 관찰을 통해 지각하는 사태를 청자에게 전달할 때 쓰인다.

•학습 시간

60분

3.2.1 문법 도입 단계
도입 단계는 교사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표 문법의 형태를 사고할 수 있게끔 흥미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담화로 시작
한다. 목표 문법의 구체적인 의미 기능이나 용법을 설명하지 않고 모범 예시만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학습자는 기존에 학
습했던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었-’을 사용하여 교사와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다. 교사가 베트남사람인 경우 교재
나 교수 자료를 이용해서 [자료 1]과 같이 ‘-더라’를 노출하는 모범 대화를 제시하여 도입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자료 1]
- 교사: 어제 한국 문화 축제가 있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재미있게 참석했지요?
- 학생 모두: 네 재미있게 참석했어요.
- 교사: 축제는 어땠어요?
- 학생 1: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 교사: 사람이 많았군요. 음식 축제도 있었는데 여러분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 학생 2: 한국 음식은 다양하고 맛있어요.
- 학생 3: 저는 김치를 먹었어요. 생각보다 매워요.
- 교사: 그렇군요. 선생님도 김치를 먹어 봤는데 진짜 맵더라고요. 그리고 마이 씨가 축제 무대에 나와 한국 노
래를 부른 것도 봤어요.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교사: 그럼 여러분! 대화에서 ‘-더라’ 문법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더라’는 무슨 의미이고 언제 사용합니까?
<칠판-1>
‘-더라’, ‘-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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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문법 발견 단계
문법 발견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도입 단계에서 나온 대화와 비슷한 상황을 과제로 제시한다. 이 단계
의 목표는 학습자가 제시한 과제를 풀면서 노출된 목표문법을 반복해서 목표문법의 형태와 의미를 추측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가 ‘thấy’와 통합한 베트남문장을 제시해서 학습자가 ‘-더라’의 ‘지각’이나 ‘과거직접 관찰’의미
를 유추하도록 도와준다. 교사가 다음 자료를 배분해서 학습자들이 조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이도록 도와준다.

[자료 2]
상황 (1)
방학 때 롱 씨가 봉사활동 했어요. 롱 씨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롱 씨가 친구에게 봉사 활동
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 베트남어 모범 대답: Nhìn thấy những người khốn khổ tôi thấy đau lòng.
- 한국어 모범 대답: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

상황 (2)
마이 씨가 선봤어요. 마이 씨는 선본 남자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마이 씨에게 선본 남자가 어땠냐고 물
어보면 마이 씨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 베트남어 문장으로 모범 대답: Tôi thấy anh ấy rất phong độ.
- 한국어 대답 : 선본 남자가 (멋있다)

.

상황 (3)
여러분이 축제를 참석했어요. 축제에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직접 봤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축제가 어땠냐
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 베트남어 모범 대답 : Tôi thấy lễ hội thật đông người.
- 한국어 대답: 축제에는 사람이 정말 (많다)

.

상황 (1)에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제시해서 지각 의미를 부각시킨다. 상황 (2),(3)번의 과제는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행한 행위를 직접 관찰해서 무엇을 지각하게 된 태도와 전달하고자 한 명제 내용을 같이 말할
때 ‘-더라’가 쓰인 것을 부각시킨다. 이를 위해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의 지각동사 ‘thấy’를 활용해서 과제를
수행하게 유도한다.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더라’와 ‘thấy’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고 ‘-더라’의 문법적 의미를 추측
한 후 교사가 학습자가 추측한 ‘-더-’의 의미 기능을 확인해준다.

3.2.3 문법 이해 및 확인 단계
이해 및 확인 단계에서는 심리형용사를 먼저 제시하여 ‘-더라’의 의미 기능은 화자의 ‘지각’이나 ‘과거직접관찰’이라는
것을 전달하도록 한다. ‘지각’과 ‘과거직접관찰’의 의미 기능으로 심리형용사나 감각형용사가 선행하는 ‘-더라’와 통합한
문장에서 화자가 1인칭주어와 동일한 경우를 먼저 제시한다. 학습자가 목표 문법의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설
명하면서 질문이나 간단한 문제를 풀이게 하는 것은 더 효과적인 수업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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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여러분 아까 대화에서 나온 표현을 다시 볼게요.
- 도입 단계의 대화 내용 中 : “선생님도 김치를 먹었는데 진짜 맵더라고요.”
- 발견 단계의 과제 상황 中 :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칠판-2>
선생님도 김치를 먹었는데 진짜 맵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교사: 우리가 어떤 것을 직접 관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우리말 ‘thấy’로 표현하지요? 자기만 느낄 수 있는
것을 주관적으로 표현할 때 그 느낌을 표현하는 형용사의 앞에 thấy를 붙여서 thấy lạnh, thấy nóng, thấy
buồn, thấy vui 등 말하는 거지요? 그 경우들을 ‘-더라’로 표현할 수 있어요.(칠판-3)
교사: 과거에 어떤 것을 직접 보거나 자기의 감각기관을 통해 알게 된 감각사태를 전달할 때 ‘-더라’를 사용해요. 자
기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만 관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감각을 관찰할 수 없
어요. 그래서 ‘-더라’에 선행하는 동사가 심리형용사일 때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이어야 해요. 그럼 다음 형용사
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료-3]
아래의 동사들과 ‘-더라’를 활용해서 과거에 자기가 느낀 것을 말해 보세요.
아프다

→

아프더라고요.

→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춥다

→

→

덥다

→

→

맵다

→

→

맛있다

→

→

학습자가 문장을 만든 후 <칠판-4>와 같이 모범 답안을 제공해준다.

<칠판 3>

<칠판 4>

아프다

→

아프더라고요.

→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춥다

→

춥더라고요.

→ 어제 걷옷을 두고 나가보니 춥더라고요.

덥다

→

덥더라고요.

→ 여름에 제주에 여행을 갔는데 덥더라고요.

맵다

→

맵더라고요.

→ 김치를 먹어봤는데 맵더라고요.

맛있다

→

맛있더라.

→ 그 집의 냉면을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더라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이 행한 행동을 관찰한 것과 행동의 내용을 같이 전달하는 의미 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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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은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시점 전에 직접 관찰했
던 내용들이 있지요. 직접 관찰하는 내용이라서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행위이어야 되지요.
그래서 ‘-더라’에 붙이는 동사가 동작동사일 때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일 수 없고 보통 3인칭이어야지요. 아까
축제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리고 마이 씨가 축제 무대에 나와 한국 노래를 부른 것도
봤어요.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라는 말을 했지요. 선생님이 마이 씨가 노래를 잘 부른 것을 직접 봤어요. 자기
가 ‘마이 씨가 잘 부른 것을 직접 본 것을 강조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하면 ‘마이 씨가 노래를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마이 씨가 노래를 부른 것을 못 봤어요. 다른 사람한테서 이야
기를 들었을 때 ‘마이 씨가 노래를 잘 불렀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칠판-5>
- 마이 씨가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 마이 씨가 노래를 잘 불렀어요.

다음에 다음 <자료-4>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었-’과 ‘-더라’의 차이를 구별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자가 아직 ‘-더라’와
‘-었-’을 구별하지 못한 경우, ‘tôi thấy’어절로 다시 설명해줄 수 있다.

[자료 4: 읽기 활동]
대화를 읽고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황 1
- 롱: 어제 마이 씨가 아주 예쁘게 입고 나가더라. 어디 간지 알아?
- 흐엉: 선보러 갔어요.
- 롱: 어떻게 알아?
- 흐엉: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지만 아까 마이 씨의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동창 친구를 소개시켰다고 했어요.
- 롱: 아, 그렇구나.
상황 2
흐엉 : 마이 씨의 남자친구를 봤어요?
롱: 아니, 못 봤는데. 너 봤니?
흐엉: 네, 어제 마이 씨하고 남자 친구가 한국 식당에서 식사한 걸 봤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울러 위에서 지적했듯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었더라’와 ‘-더라’를 구별하지 못해 오용한 경우가 많다. 따라
서 교육 방안에서 두 형태의 차이를 잘 반영하여 연습 과제 단계의 과제 수행을 통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었더라’와
‘-더라’를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5]에서는 완료된 과거사태를 말하는 시점에 흔적을
통해 지각됨을 전달하는 ‘-었더라’가 쓰인 상황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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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다음 문장들을 맞은 문장에 (0)로 표시해 보십시오.
1) 롱 씨가 어지 마이 씨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내가 직접 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요.
-> 롱 씨가 어제 마이 씨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더라고요. (
-> 롱 씨가 어제 마이 씨하고 저녁을 같이 먹더라고요. (

)
)

2) 도서관에서 흐엉 씨와 한국어 숙제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흐엉 씨가 어디에 갔어요. 흐엉 씨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놓은 공책을 봤어요. 내가 흐엉 씨가 숙제를 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흐엉 씨가 숙제를 다 했더라. (

)

-> 흐엉 씨가 숙제를 다 하더라. (

)

3) 마이 씨가 한국 회사에서 흐엉 씨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장면(신문, 텔레비전)을 봤어요. 마이 씨는 롱 씨에게 알려줘요.
-> 흐엉 씨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

)

-> 흐엉 씨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

)

3.2.4 문법 연습 단계
앞 단계에서는 목표 문법의 의미 기능의 이해하고 확인한 후 간단한 형태나 문장을 완성한 과제로 마치었다. 연습 단계
에서는 학습자들이 ‘-더-’가 다른 선어말어미와 결합해서 ‘-었더라’, ‘-겠더라’의 형태들이 형성되어 화자의 다양한 지각 사
태를 전달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연습과제는 한국어 교재의 워크북이나 교사가 따로 준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연습 단계에서 고급 학습자에게는 상호작용의 유형에 초점을 맞춰서 짝활동을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학습
자들이 지난 학기에 여러 선생님들하고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인터뷰하기와 같은 대화를 구성하였다(활용-1).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 선생님을 직접 보았
고 선생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관찰을 통해서 지각하게 되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다. 짝활동을 수행한 후
학습자들 간에 반 친구들에게 같은 대화로 ‘가장 남는 선생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활동-2).

[자료 6: 말하기 활동]
<활동-1> 인터뷰를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여러 선생님들하고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더라’를 사용해서 친구에게 이야기 해 보세요.
가: 지금까지 한국어 공부를 해 오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세요?
나: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 선생님이세요. ○○○ 선생님은
. 그래서 저는 ○○○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경희대 한국어 문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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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위의 인터뷰하기를 통해서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한 조사를 완성하십시오.
롱
마이
흐엉
-

3.2.5 문법 사용 단계
문법 사용 단계는 학습자가 실생활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적절성과 유창성을 초
점을 두고 목표 문법의 언어 기능적인 측면을 학습하도록 유도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목표 문법의 산출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경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방성원,2003:165). 특히,
학습자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실생활의 ‘-더라’를 사용하는 기회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학습
자가 한국 친구하고 맛집을 소개하는 대화로 이루는 장면이나, 한국에 가서 맛있는 식당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는 장면을
‘-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6]은 베트남 학습자가 자기가 직접 가서 먹어보았던 쌀국수 집
에 대한 대화를 한국 친구하고 이루도록 구성한 과제이다.

[자료 7: 말하기 활동]

본인: 쌀국수 집에 가서 쌀국수를 먹었어요. 다음 정보를 참고하고 ‘-더라’를 활용해서 친구에게 먹어본 쌀국수 집을 이야
기해 보세요.
1) 쌀국수의 맛
2) 쌀국수 집에 찾아온 사람이
3) 쌀국수 집의 위치: 여기에서 멀다/멀지 않다.
친구: 맛집 쌀국수를 찾고 있어요. 맛집 정보를 얻기 위해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단어: 맛있다, 맛없다, 이상하다, 밍밍하다, 짜다, 한산하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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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는 이상 종결형 어미‘-더라’를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교수하기 위해 ‘-더라’의 ‘지각’과 ‘과거직접관찰’의 의
미 기능은 증거성 양태 범주에 초점을 맞춰 베트남어 지각동사 ‘thấy’와 대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수업의
각 단계인 ‘문법 도입 단계-문법 발견 단계-문법 이해 및 확인 단계- 문법 연습 단계- 문법 사용 단계’에 따라 제시하였
다.
한국어 종결형 어미 ‘-더라’의 양태의미의 ‘지각’과 ‘관찰’은 ‘-더-’의 인칭제약을 설명할 수 있으며 ‘thấy’와 대응시킬
수 있어 회상이나 시제보다 증거성 양태 표지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교육에 적용하면 효과적인 교육을 이룰 수 있다
고 확인하였다. 한편, 다른 사람이 행한 결과나 흔적을 통해 지각된 의미를 전달하는 ‘-었더라’와 베트남어의 대응할 표
현이 없으므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었더라’와 ‘-더라’를 구별하기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베트남 학
습자들이 ‘-더라’에 대한 이해를 ‘thấy’로 인지하도록 돕고 상호작용 유형에 맞춘 과제 수행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
상할 수 있는 교수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더라’의 차이, 사태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 ‘-었더라’를 언급했는데 이를 실제적
인 담화맥락이나 학습자의 개인화가 용이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반영되어 과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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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해영․임명걸․왕청청․필신연․정란․최수진 / 한국어-한국학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사례 163
10. 하세가와 유키코 / 일본의 한류 189
■ 4권 2호 ■
1. 김성희 / 한국어 교수법과 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통섭적 관계 1
2. 김 염 /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교육 방법 연구 21
3. 남 연 / 중국 대학에서의 효율적인 한국문화 지도 방안 43
4. 박건숙 / 일기예보에 나타난 한국 문화 59
5. 오지혜 /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83
6. 왕 단 / 한국어 학습 사전의 형용사의 의미 정보 기술 방법 연구 121
7. 이지영 / 초기 한국어 교재의 내용 분석 159
8. 임 상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183
9. 전태현 / 인도네시아 하사누딘대학교의 한국이해 교육 215
10. 최권진 / 한국어 읽기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37
■ 5권 1호 ■
1. 김대행 /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1
2. 김창원 / 한국어 문화교육과 차이의 문화학 63
3. 한상미 /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적 능력의 평가 83
4. 최권진 / 쿠레레(Currere) 방법을 적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113
5. 권종분 / 비언어적 요소를 고려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135
6. 김의진 ＆ 김혜진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휴대폰(일본)에서의 한국어 입/출력에 관한 연구 177
7. 김인규 / 대학 사회에서의 한국어 사과 화행 연구 195
8. 김혜련 / 식민지기 국어과 교육과 ‘조선, 조선 문화, 조선인’의 재구성 기획 235
9. 이수미 / 텍스트 읽기를 통한 한국 문화 이해의 제 양상 연구 273
10. 이호형 / 문화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 방안 연구 293
11. 조수진 / 대학생 교류를 통한 언어문화 교육의 방향 321
12. 황정민 / 성별 담화표지어의 사용 양상 비교 연구 347
■ 5권 2호 ■
1.
2.
3.
4.

성기철 /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의 과제 1
강 영 / 김학철 소설 격정시대의 해학과 풍자 27
곡 로 / 중국 관련 뉴스 보도에 대한 담화 분석 45
Do-young, Kim / Teaching Korean with Three Language Formula of Phonetic and Semantic Application in Multicultural
Environment 69
5. 마쯔자키, 나카가와 / 일본어 모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87
6. 민현식 / 한국어교육에서 소위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115
7. 오지혜, 박안또니나, 임결, 축명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표현 교육 연구 151
8. 윤윤진 /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자어 어휘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과 그 대안 177
9. 이지영 / 한국어 교재 구성 연구 195
10. Florian / 인도네시아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제 문제 225
■ 6권 1호 ■
1.
2.
3.
4.
5.

박정은
유영미
윤여탁
윤영 /
이홍매

/ 캐나다의 언어정책과 다문화주의 1
/ ‘외국어교육표준’에서의 간 문화적인 이해 29
/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대문학 교육 방법 53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문학수업 방안 71
/ 부사 ‘자칫’과 ‘하마터면’의 의미, 통사, 화용 대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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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미순, 이병운 / 초급 단계 문화 어휘 선정과 문화 교육 방안 119
7. 전월매 / 윤동주와 심연수 시에 나타난 만주 인식 고찰 145
8. 최권진, 황주원 / 마케팅 전공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165
9. Nguyen Thi Phuong Mai / 베트남 학습자들의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언어 · 문화 교육 연구 191
10. 베. 히식자르갈 /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문화교육 연구 213
■ 6권 2호 ■
1. 김정우 /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 개발 방향 1
2. 김지민 / 교수·학습 관점에서 본 오류 판정과 해석의 조건 33
3. 김혜진 / ‘-(어)지-’에 관한 의미적 특징에 대하여 (1) 59
4. 노금송 / ‘가다’와 ‘去’의 인지 의미 대조 연구 77
5. 리광일 / 연변 조선족 중학교 조선말 교육의 실태 고찰 101
6. 문영자 /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류를 막기 위한 한국어교육 115
7. 이홍매 / 이해 변인에 의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읽기 수업의 구성 방안 133
8. 전태현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식물 이름 사전기술과 교육의 문제점 163
9. 조수진 / 한국어교육의 간문화 교육 연구 185
10. 홍혜련 / 간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209
■ 7권 1호 ■
1.
2.
3.
4.
5.

강현화 / 문화교수의 쟁점을 통해서 본 문화교수의 방향성 모색 1
권성미 /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학습자 참여적 한국어 문화 교수‧학습모형 연구 31
김염 / TV뉴스를 활용한 문화적 리터러시 교육 연구 59
김중순 / 다문화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사교육의 방향 81
Rou Seung Yoan, Kim Keum Hyun / Role and Importance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A Case Study of Malaysian Universities 117
6. 민현식 / 미국의 한국어 학습자 의식 조사 연구 145
7. 박수경 / 인지언어학과 TPR교수법에 의한 한국어교육 활용방안 고찰 173
8. 석주연 / 한국어 문자 언어문화의 제도화와 훈민정음: 문자 ‘훈민정음’ 의 창제와 해례본 훈민정음의 간행을 중심으로 197
9. 신윤경 / 문학을 활용한 일제강점기 역사문화 교육-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219
10. 조흥욱 / <서동요 배경설화의 구성방식 연구 239
11. 지현숙 /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과정 연구의 새로운 탐색-소위 ‘다문화교육’을 넘어 261
■ 7권 2호 ■
1. 근보강 / 한·중 분류사 대조와 한국어 분류사 교육 1
2. 김미혜 / 다문화 교육을 위한 문학 제재 선정 원리 탐색 23
3. 김윤희, 최혜실 / <미녀들의 수다>에 나타난 외국 여성 이미지 연구 47
4. 송명진 / 혼혈의 서사화 양상에 대한 사적 고찰 71
5. Shin, Seong-Chul / Strategic Direction and Tasks for the Global Expans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93
6. 신현숙, 박건숙 / 매체 환경에 따른 언어·문화 비교 연구 121
7. 이홍매 / ‘남’의 의미적 특성 연구 149
8. 전태현 / 인도네시아의 언어정책 171
9. 조수진 /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선정에 대한 연구 195
10. 최권진, 정혜령 / 매체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신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221
■ 8권 1호 ■
1.
2.
3.
4.
5.
6.

마금선 / 한국어 교재 발음정보에 대한 고찰 -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1
박인기 / 학교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커리큘럼 상호성 23
송현정, 양정실 /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45
심상민 / 호주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의 현황 65
Oh, Hyeon-ah / A Study on the Important Values of Contemporary Korean Human Relations in TV Commercials 83
이선웅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방송언어 활용사 - 거시적 관점의 서술을 중심으로 109

386
7. 정다운 / 내용 중심 교육과 장르 중심 교육을 통합한 한국어 쓰기 구성 방안 연구 -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131
8. 조경덕 / 다문화 가정 아동 대상의 인지심리학적 미술 치료 사례 연구 159
9. 주월랑, 양명희 /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요구조사 175
10. 최은경 / 한국어교육을 위한 준말 종결어미에 대하여 - 종결어미와 종결어미의 통합형을 중심으로 205
11. 축취영 / 중국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양반전>교육 연구 - <범진 향시 급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31
■ 8권 2호 ■
1. 김용 / 논항구조 인식을 통한 한국어 동사 교육 방안1
2. 서승아 / 한국어교육학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1 - 미시구조를 중심으로 27
3. 신명선, 권순희 /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57
4. 신현단 / 한국어 문화에 대한 태도 교육 연구 91
5. 이미향 / 한국어 교수 설계를 위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의 언어문화 考 113
6. 이수미 / 한국어교육학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1 - 거시구조를 중심으로 143
7. 이정란 / 외국인 유학생의 구두 발표와 보고서에 나타난 응결 장치 비교 165
8. 이홍매 / ‘말(을/도) 마라’의 의미 화용적 기능 연구 185
9. 정미진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반론하기’의 전략과 언어 표현 연구 205
10. 최경희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225
11. 최권진 / 이슬람권 학습자의 한국언어문화 적응 연구 253
12. 최열 / 인터넷 활용능력이 한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277
■ 9권 1호 ■
1. 강승혜 / 한국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 1
2. 카가와 아키오 / {명사+동사 ‘부리다ㆍ떨다ㆍ피우다‘} 연어에 대한 연구 39
3. 석주연 /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의 비언어적 신체 한국어의 습득 양상 연구 79
4. 신영지 / 한국어 문학교육을 통한 문화적응 가능성의 모색 101
5. 양지선 / 외국인 학습자에 따른 한국문화 인식 조사 129
6. 오정미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교육과 문화적응 153
7. 오지혜 /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간 리터러시 교육 연구 173
8.오현아, 박민신 /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상 조선어 교재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 199
9. 이효신 / 일지 연구 방법을 사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에 관한 연구 221
10. 진강려 / 한국어 강독 수업에서의 문화 교육 연구 247
11. 최준식 /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271
■ 9권 2호 ■
1. 김대행 / 한국 언어문화교육 연구의 내용학적 지평 3
2. 장소원 /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와 문화의 연계 27
3. 박준언 / 외국어교육의 문화교육 49
4. 김정숙 /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소고 75
5. 김가람 / 한국어 학습자의 페이스북(Facebook)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95
6. 남애리 / 미국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 및 태도 연구 119
7. 신현단 / 한국어 문법 교수에서의 교사 코드 전환 양상 연구 145
8. 엄나영, 성은주 /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한 ‘자기 문화 스토리텔링’ 활용 한국어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179
9. 이기영 / 한국어교사의 교수 행동과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상관관계 연구 211
10. 이미향 / 한국어 언어문화교육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고찰 235
11. 정대현 / 한국어교육에서 입력 처리 교수 연구에 관한 통시적 고찰 265
■ 10권 1호 ■
1.
2.
3.
4.

권성미
김승연
오재혁
오지혜

/
/
/
/

한국어 교재 대화 텍스트의 문화 항목 분석 1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의성어․의태어의 시각화 연구 2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성 유형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의 변별 지각 양상 57
문화 능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연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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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지원 / 한국어 쓰기 수업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연구 99
6. 이은미 / 체험담 내러티브에서의 문말표현 ‘-것이다’에 대하여 131
7. 전은주 / 한국어교육과 로컬리티 153
8. 조형일 / 교육용 외래어․외국어 표현 선정과 표기 방안 연구 183
9. 최은경 / 한국어교육을 위한 ‘듯’ 연구 207
10. 최주희 /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상대 높임의 등급 전환 양상 연구 229
11. 황설운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항목 선정 연구 253
12. 황정민 / ‘거절하기’에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 연구 275
■ 10권 2호 ■
1. 김은희, 이미향 / 한(韓)-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언어문화교육 연구 1
2. 김충실 / 한국어어휘 교육에서 원형이론의 적용 -서술성명사와 의존동사를 중심으로- 31
3. 노복동 /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이 자율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49
4. 박민신 / 텍스트 응집성 중심의 한국어 쓰기 피드백 방안 연구 71
5. 박은하 /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양상 99
6. 번웨이샤 / 한국어 조사 {로}와 관련되는 중국어 개사(介飼) 대조 연구 123
7. 윤여탁 /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149
8. 이경애 / 결혼이민자의 학습양식이 한국어 학습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 177
9. 이기영 / 외래어 의미 변형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외래어 의미에 대한 인식 203
10. 이성희 / ‘화성인류학자’를 활용한 예비 한국어교사의 상호 문화 능력 교육 방안 -‘정의적 능력’을 중심으로- 225
11. 임칠성, 서혁, 정영아, 신혜영, 최진희 / 재미 한국학교의 교수자 여건 및 전문성 확보 방안 연구 247
12. 주월랑 / 문화어휘 ‘우리’의 사용 양상과 ‘우리+명사’ 구조의 의미 인식 연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275
13. 최윤곤, 허유리 / 한국어교사의 채점자 훈련 모형 개발 295
14. 최주열, 김명권 / 한국 문화 교육 항목 선정에 대한 고찰 -외국인 단기 연수생을 중심으로- 317
15. 타니자키 미쯔코 / 자연을 통한 감정 표현 연구 -‘해’와 ‘달’의 한ㆍ일 감정 표현 대조- 345
■ 11권 1호 ■
1. 김성주 / 터키의 한국문화 교재에 대한 분석과 활용 및 개선 방안 - KORE’Yİ TANIYARAK KORECE ÖĞRENELİM(한
국을 알아가면서 한국어를 배웁시다)를 대상으로 - 1
2. 변정민 /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 - ‘-어서’와 ‘-니까’를 중심으로 - 23
3. 신윤경 / 한국문학 읽기를 위한 어휘 주석 연구 -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및 맥락 이해 추가 설명을 중심으로 - 43
4. 양지선 / 베트남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 모색 - 교사요구와 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과제 중심으로 - 63
5. 엄나영 / 역할극을 활용한 무역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91
6. 예경순 / 다문화 문식성 향상을 위한 독서 지도 방안 - 문학 텍스트 활용을 중심으로 - 113
7. 이준영 / 교육 이념의 전환을 위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137
8. 정지현, 김영순, 홍정훈 /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유레카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미 165
9. 최정혜 / 한국어 속담에 나타난 과장 표현 연구 - 의미 양상을 중심으로 - 195
■ 11권 2호 ■
1.
2.
3.
4.
5.
6.
7.
8.

강남욱 /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 1
김규훈, 김건우, 김혜숙 / 상호문화적 국어교육 관점의 국어 교과서 제재 분석 27
LIU YING / 한‧중 고사성어 대조 연구 53
Bui Kim Luan, 이길원 / 베트남의 한국 언어ㆍ문화 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79
우인혜 / 다문화가정의 정체성문제 해결방안 연구 -다문화자녀의 2중 언어‧문화교육을 중심으로- 107
임형재 / 해외한국학에 대한 접근방법 연구 -한국학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135
장국화 / 중국인 여성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의 발음 습득 양상 -초‧중‧고급 학습자의 음성산출 결과를 중심으로- 161
한하림 / 한국 심층 문화 교육을 위한 다중 텍스트 구성 방안 연구 187

■ 11권 3호 ■
1. 구민지, 김원경 /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대면 피드백 사례 연구 - 초급 학습자의 작문을 중심으로 - 1
2. 김선영 /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적 특징 연구 -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 23

388
3. 김은희 / 읽기-쓰기 통합 수업에서 학습자 글쓰기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의 실현 양상 연구 47
4. 남은영 / 아제르바이잔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과제 71
5. 민정호, 전한성 /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개별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의 실천 방향 탐색 93
6. 박선영 / 며느리 설화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 121
7. 배고운 /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사례 -탄뎀 수업을 중심으로 - 151
8. 유나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담화표지 교육 내용에 대한 일고찰 171
9. 이수미, 윤여탁 / 한국어교육학 사전 텍스트의 특성 연구 - 어휘 사용을 중심으로 - 199
10. 장향실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음운의 제시 순서 연구 221
11. 최권진, 송경옥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재와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 247
12. 홍승아 / 한국어 학습자의 주체 높임법 습득 연구 - 중ㆍ고급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통하여 - 271
13. 황미혜 / 결혼여성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291
■ 12권 1호 ■
1. 윤여탁 /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 1
2. 김규훈 / 서사적 의미 소통의 스토리텔링 분석틀 : 한국어교육을 위한 서사표현교육 담론 탐색 - 23
3. 김혜진 / 한글능력검정시험의 문항 유형과 중급단계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관한 연구 : 3급 필기시험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53
4. 김혜진·김종철 / 상호 문화적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의 ‘흥’ 이해 교육 연구 : 고전 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 79
5. 신윤경 / 한국어 쓰기를 위한 문학 텍스트의 내용 지식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검증 연구 - 113
6. 유민애 / 장르-텍스트 기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 논리적 응결 장치를 중심으로 - 139
7. 최주열 /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실태 연구 - 167
■ 12권 2호 ■
1.
2.
3.
4.
5.
6.
7.
8.
9.

기준성
김민수
김승연
김현민
민현식
박수진
이수정
이준영
황사윤

/
/
/
/
/
/
/
/
/

한국어교육실습 내용과 방법에 관한 학습자 인식 연구 : 모의 수업‧강의 실습을 중심으로 - 1
국어기본법 상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연구 : 현황 및 발전 방향 - 23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NIE 연구 : 텍스트 시각화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 45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 75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 - 97
한국어 학습자 서사의 담화적 특성 : 조사, 시제 선택을 중심으로 - 125
한국어교육에서 쓰기 지식 교육에 대한 연구 :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 155
상호문화성에 기반 한 문학 독서교육 - 183
한국어교육에서 교수 자료로 활용된 문학 작품 연구 : 초기 교재를 중심으로 - 221

■ 12권 3호 ■
1. 김윤주 / 귀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1
2. 신윤경·방혜숙·성지연 / 학습 환경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의 쓰기 상위인지 전략사용 연구 25
3. 이경애 / 중국 내 한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 언어 51
4. 이미향 / KFL과 KSL의 학습요인별로 본 한국어 교재의 담화 연구 –1950~1980년 중반의 자료를 대상으로– 79
5. 이훈호·신카 조피아 / 일반적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석사 과정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을
중심으로- 111
6. 정서영 / 스리랑카 중고등학교 한국어교사 양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145
7. 정지현·최희·김영순 / 한국 언어문화 리터러시에 나타난 북한이탈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 183
8. 최수정 / 한국어교육에서의 화용적 특성 기반 문법 교육 연구 -‘(이)나’와 ‘(이)라도’를 바탕으로– 211
9. 최유정 / 한국어교육에서의 명사절 ‘-기가’ 내포문 교육 연구 239
■ 13권 1호 ■
1. 김금숙 /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 사례 연구 1
2. 류경애 / 한국어교육목적과 학습동기 변인에 따른 상관성 분석 31
3. 배재원 /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57
4. 이명봉 / 정경론에서의 동일성을 활용한 서정시 교육 연구 –학문 목적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79
5. 장미미 / ‘부탁’ 관련 표현에 대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 차이 분석 –드라마 말뭉치를 기반으로- 111
6. 전미화·윤지원 /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내용 피드백 제시 방안 연구 137

389
7. 황인교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분석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과 ‘문화예술교수요목’을 중심으로- 163
■ 13권 2호 ■
1. 기준성 / 한국어교육실습 수업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강의 참관을 중심으로2. 김승환 /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의 문제와 개선 방안 연구
3. 박소연 /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단기 교육 과정 내용 개선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일본인 대상 단기 과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9
4. 이설연 / ‘어휘-구문 상호 학습’ 교육 방안 -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 85
5. 정지현・오세경 / 학교 밖 다문화교육 전문가의 교수경험에 나타난 타자지향성의 의미 109
6. 폴리롱 / 홍콩 한국어 입문기 교육에 관한 고찰 -문법 및 문화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135
■ 14권 1호 ■
1. 고은선·김성훈 / 교수자의 학습자 모어 사용이 제2 언어 텍스트에 미치는 영향-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1
2. 곽수진·강현화 / 문학·언어 수업의 병행 프로그램연구 27
3. 김규훈 / 생태언어학 기반 언어문화교육의 내용 재개념화 방향 51
4. 김호정·김가람 /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한국어교육과정 연구 동향 분석 75
5. 박성 / 다문화교실에서 역할극을 통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 상호문화성을 중심으로 - 111
6. 이정현 / 코퍼스를 활용한 피동사 연어 구성의 통계적 분석 - 한국어교육을 위한 ‘보이다’ 용례 분석을 중심으로 - 143
7. 이지양·박소연·구민지 한국어교육 기관 한국어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사례 연구 171
8. 전미화·황설운 /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내용 구조 분석 연구 - ‘선행연구 검토’ 부분을 중심으로 - 197
9. 최은숙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적응 현황 및 학습자 요구 분석 223
■ 14권 2호 ■
1. 김강희 / 청문회 담화의 종결어미 ‘-고요’ 사용 양상 연구 1
2. 박 환 / 동영상 제작 과제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연구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27
3. 신범숙 / 한국어교육과정 학습 한국어의 언어 재료 탐구 –역사 교과를 중심으로- 51
4. 안한나·임호용 / 카타르 한국어교육 교육과정 개발 방향 및 실행에 대한 소고 –카타르 A학교를 중심으로- 81
5. 안화현 / 태국 대학교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정과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109
6. 오지혜 / 다문화교육을 위한 문화 내용 연구 –다문화예비학교와 다문화중점학교 교재 사례를 중심으로- 145
7. 이경희 / 한국어 어휘 ‘우리’ 교육을 위한 고찰 -｢한국어기초사전｣의 풀이말 검토를 중심으로- 179
8. 이명화 / 한국어 학습자의 토픽(TOPIK) 쓰기 오류 양상 –53번 설명문 쓰기 중심으로- 231
9. 이미향 / 의사소통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재의 학습활동 고찰 255
10. 전태현 / 인도네이사어-한국어 문학 번역의 오역 283
11. 한윤정 / 외국군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플립러닝 활용 언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311
■ 14권 3호 ■
1. 강신희 / 이주 노동자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Curriculum Development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for an Immigrant Worker)
2. 구민지 / 유학생 대상 한국어 스토리텔링 기반 수업 사례 연구
(Korean Storytelling-based Classes for Foreign Students)
3. 김경령 /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국 한글학교의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A Study of Resource Development targeted to Preschoolers for Korean Schools in the U. S)
4. 김기성 /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피동 대조 연구
(A Contrastive Study between the Passive Form of Modern Mongolian and Korean [For Korean Learners of
Mongolian])
5. 김혜진 / 신문 텍스트의 주제 영역별 장르성에 따른 연결어미 사용 양상 분석
(A Study of the Use of Connective Endings Based on Genre Factors Thematically Expressed in Newspaper Text)
6. 나채근 / A Pedagogical Study on Understanding of ‘Shinmyoung’(神明) in Modern Korean Novels for Foreign Learners
- Based on A. N. Whitehead’s Creativity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명 이해 교육 연구)
7. 마심리 레일라, 정지현 / 한국 정부초청 아제르바이잔 장학생의 학업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Case Study on the Academic Experiences of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from Azerbaijan)
8. 박성 /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반응양상 연구 - 독자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f Learner’s Response Patterns in Modern Korean Poetry - With a focus on reader-response theory -)
9. 서혁 / 학교교육과 한국언어문화 교육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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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s and Tasks of School Education and Teach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0. 오선영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지역어 교육 연구 -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수업 사례를 통해 (Study of Local Language Learning by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 A Case Study of Listening Classes with
Korean TV Drama -)
11. 이용희 /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성 및 거절 화행 연구
(A Study on Politeness and Refusal Speech Act Realization by Russ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12. 주월랑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중간언어 연구 - 통사 복잡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language of Married Immigrant Women - A Focus on syntactic complexity -)
13. 최권진 /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대한 연구 - 대한민국 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arning style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 A Focus on Korean Government Postgraduate
Scholarship Recipients -)
■ 15권 1호 ■
1. 김규훈 / 한국어 어휘 수업에서 ‘생태학적 언어 교수 전략’의 활용 가능성
(A Possibility of Using “Ecological Language Teaching Strategy” in Korean Vocabulary Instruction)
2. 김승연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시각적 요소의 변화 경향성 연구* -1990년대부터 2010년대 교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fferent Trends of Visual Elements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focusing on the textbooks from
1990’s to 2010’s)
3. 김윤주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계 방안
(Designing Parental Capacity Enhancement Programs of Married Women Immigrants)
4. 박봉수, 김영순 / 중국계 결혼이주민의 자녀 이중언어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nese Immigrant Women's Experience of Bilingual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5. 신윤경, 성지연 /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방향 고찰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ultural Experience Program for Cultivating Identity of Overseas Koreans)
6. 이미향, 윤영, 최은지, 박진욱 / 특수 목적 교육으로서의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선 방향 연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A Study on Improving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s Korean Curriculum and Textbook for
Immigrants as a Specific Purposes)
7. 이스라 하산 / 요르단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내 말마디 경계 장음화 현상 고찰
(Study on utterance-final lengthening in sentence medial position in the Korean speech of Jordanian learners)
8. 정효민 / 자기주도학습이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on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Learners)
9. 조현용 / 한일 교류사 활용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A Study on the Usage of Korea-Japan Exchange Histor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10. 홍승아 / 한국 유학 대학생들의 학문적 요약문 글쓰기 -한국인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한 실태 분석(A study on Summary Writing in Academic Korean Language for Foreign Students -Compared with Korea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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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8. 6. 1.
개정 2009. 9. 1.
개정 2014. 1.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학술 연구 활동에 관한 연구 윤리의 지침을 제시하고, 윤리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
자 표시 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
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
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2.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는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한 자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연구 윤리 수칙)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본 학회의 모든 회원과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아래의 연구 윤리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 활동 및 연구 결과 발표 시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2. 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새로운 성과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하지 않는다.
3.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존중한다. 선행 연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이고, 어떤 부분이 본
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4.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데이터는 게재 후 2년 간 보관한다.
5. 논문 및 연구 관련 심사를 맡은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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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 (목적)
본 학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 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설치 및 구성)
1. 위원회는 학회 내에 회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2.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장, 연구위원장, 총무이사(선임자 1인)를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
해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7조 (위원장)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이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심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심의 사안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위원회 위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
1. 위원은 진실에 기초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심의 사안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사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위원은 심의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9조 (간사)
1.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위원장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제1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 일시는 정해진 학술지 발간일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기타 다른 과정을 통한 인지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
원회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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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문위원)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그 의견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한국언어문화학을 포함하여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 저작물(이하 ‘학회지'
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기타 공식적인 학술 담론들(이하 ‘학술 행사'라 한다.)의 발표 내용이 지
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가 주관․후원․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 회원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의 연구와 관련된 중요 사항
제14조 (운영 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구 윤리의 검증
제15조 (검증 시효)
1. 연구 윤리성 및 진실성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하
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
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회적으로 본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증 절차)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확대할 수 있다.
2.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
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거나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17조 (예비조사)
1. 위원회는 본 학회 차원에서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 접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
여 예비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피조사자가 예비조사 결과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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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8조 (본조사)
1.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하도록 한다.
1) 위원 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2)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
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3.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판정)
1.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후 조사 결과
를 확정하고, 확정된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
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재조사)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요청 사유를 중심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조사는 18조 본
조사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되, 조사와 판정 일정은 60일 이내로 한다.
제21조 (결과 조치)
1. 검증 절차를 통해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 연구 부정행위에 의해 작성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 학회 홈페이지
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2조 1항의 1), 2), 3)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 위를 행한 자의 경우에는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3년 간 박탈한다.
4) 제2조 1항의 4), 5)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행한 자,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를 행한 자, 제
18조 2, 3항을 위배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자의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1년 간 박탈한다.
2.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본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4. 예비조사 및 본 조사, 판정, 재조사에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윤리위원회가 보관한다.
제4장 연구 관련 부정 행위 제보
제22조 (제보 및 접수)
1. 제2조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본 학회는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 관련 제보 및 접수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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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
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2항의 제보 내용은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3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제보자가 본 학회의 회원인 경우, 본 학회는 제보자가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2.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본 학회와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검증 사안은 본조사위원회를 거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
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연구 윤리 규정의 개정
제25조
연구 윤리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 윤리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4. 본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후원사: (주)박이정

후원사: (주)시사북스

와
함께 준비하세요!
HOT TOPIKⅠ·Ⅱ [ACTUAL
[
TEST]]

문제 유형 완석 분석! 실전 모의고사 5회분으로 시험 완벽 대비!

저 한국어평가연구소
저자
구 교재+해설집+
구성
MP3 CD
가 Ⅰ- 각 21,000원
가격
Ⅱ- 27,000원

TOPIKⅠ영어판

TOPIKⅠ중국어판

TOPIKⅠ일본어판

기 / 읽기Ⅰ
읽기 •Ⅱ
HOT TOPIK 쓰기Ⅱ/

TOPIKⅡ

딱!! 3주
딱
주 완성
완성 TOPIKⅠ•Ⅱ

영역별 심화
영역
화학
학습으로 TOPIK 실력 다지기!

TOPIKⅠ
TOPIKⅡ쓰기

TOPIKⅠ읽기

저자 현빈, 최재찬
구성 교재+해설집 가격 16,000원

필수문법
New TOPIKⅠ
필수문법 101 중국어

TOPIKⅡ읽기

TOPIKⅡ

저자 오윤정, 윤새롬
구성 본책+모의고사 문제집+MP3 CD
가격 Ⅰ-17,000원 / Ⅱ-20,000원

저자 김순례, 김애라, 김하나, 임수진
구성 교재+포켓북 가격 Ⅰ-14,800원 / Ⅱ-15,800원

기출 문제 분석, 출제 빈도별 문법 정리로 문법 공부를 철저하게!

New TOPIKⅠ
필수문법 101 영어

New TOPIKⅠ
필수문법 101 일본어

저자 김주연, 문선미, 유재선, 이지욱, 최유하 구성 교재+포켓북 가격 각 17,000원

New TOPIK Ⅱ
필수문법 150 중국어

New TOPIKⅡ
필수문법 150 영어

New TOPIKⅡ
필수문법 150 일본어

저자 김주연, 문선미, 유재선, 이지욱, 최유하 구성 교재+포켓북 가격 각 21,000원

ͦͦͧͩͩͨͨͩͩ͡͡͞͞

ΙΥΥΡͫ͠͠ΗΠΣΖΚΘΟ͞ΚΟΤΦΣΒΟΔΖ͟ΜΣ
ΙΥΥΡͫ͠͠显沔圊庲͟穢剳

ΚΟΤΦΣΒΟΔΖ͟ΗΠΣΖΚΘΟͱΘΞΒΚΝ͟ΔΠΞ

͑ΔΙΚΟΖΤΖ͑ͫ͑ͦͦͥͪͪͨͨͩͩ͡͡͞͞
͑ͶΟΘΝΚΤΙ͑ͫ͑ͦͦͧͧͨͨͩͩ͢͡͡͞͞

懺竞斲͑砯枪憎笾

筎碞決滆͑渂暒

基埿沖͑決彚沂

基埿沖͑洊筚憎笾͑

͑͢͟懾汾抆基
滊巒捊͑滆匏

͑͢͟洊熺͑滊巒捊͑滆匏

廿沫欂櫖͑兾崪͑懗毖櫖昢͑沋毖穞櫲͑廿沫朞
朦汊͑穞欆汒͑͑͠滎懗

犛割穞埪͑埪燖昢͑殶猧͑ͦ渗朞͑凮儊抆凮洎͑͑͑汞
懗律求嵢͑沋毖͑愕͑朞朦獞巒͑穞欆汒͑͑͠旇空

爣͑滊巒捊͑檃͑ͪ͢͝͡͡͝͡͡͡毖͑渗
ͦͣ͢͝͡͝͡͡͡毖͑滆毖͑愡汒͙檃͖͑ͩ͡懺旇͚

檗猧͑処分洎͑凮刺斲溣͑͑求嵢͑汾穞櫲͑懗毖櫖昢
沋毖͑愕͑朞朦獞巒͑穞欆汒͑͑͠滎懗

爣͑滊巒捊͑檃͑ͥ͢͝͡͡͡͝͡͡͡毖͑渗
ͣ͢͝͡͡͡͝͡͡͡毖͑滆毖͑愡汒͙͑檃͖͑ͩͦ͑懺旇͚

爣͑滊巒捊͑檃͑ͣͨ͡͝͡͡͡毖͑渗
ͣͦ͡͝͡͡͡毖͑滆毖͑愡汒͙͑檃͖͑ͪͤ͑懺旇͚

瑯砫͑冶昣求嵢͑汾空͑懗毖櫖昢͑獞巒͑愡橞汒
͠皻毖

欪幾濃͑暖儆岃͑凮洎

殶猧͑ͦ渗朞͑凮儊抆凮洎

凮愞刂͑竎憋滆͑搎儆͑憒檺滆冒͑夞檺͑兽垚冉決
抎碾穞冒͑夞垚͑滎懗

爣͑滊巒捊͑檃͑ͦͨ͢͝͡͡͡毖
洊橧͑懾沊͑抆基

匾儆埪͑嘞檺派昢͑怺应抆把欂涒͑愕͑暖儆岃汞
櫶浶滇欂͑͑͑求嵢͑汾空͑獞巒愡橞汒͑͑͠皻毖

斲嵆͑ͤ

爣͑滊巒捊͑檃͑ͣͧ͝͡͡͝͡͡͡毖
洊橧͑懾汾͑抆基

斲嵆͑͢

檗猧͑処分洎͑凮刺斲溣

懗毖

懺竞斲

怺应͑͗͑暖儆岃͑洗滎床͙搎廎娚儆͑檺匑單͚

怺应抆把欂涒͑愕͑暖儆岃汞͑櫶浶滇欂

暖儆岃͑壟廫͑砒櫺

殶猧朞滆͑壟廫砒櫺

爣͑滊巒捊͑檃͑ͦͣ͢͝͡͝͡͡͡毖
洊橧͑懾沊͑抆基

汒柣汊͑殚庲穞埪͑殶猧朞滆͑壟廫砒櫺͑͑嵢͑汾空
沋毖͑愕͑朞朦͑獞巒͑穞欆汒͑͑͠旇空

斲嵆͑ͣ

显沔圊庲͙斲懺竞͚

沖壟焮斲処͑愕͑空歾櫖昢͑獞巒愡汆͑抆把
洛柦刂滎筞͑愕͑窏壟沫橦͙ͷͥ͡ίͷ͚ͪͪ͑͝昦熳昷͑囒滎筞͙͡͡ί͚ͥ͡
捊囮匶凊͑沫橦͙Ϳ͚͙ͤͪͤͣ͑͝欎͑ͫ͑昷懗͚

獞刂獞巒͑穢愯獞巒͑渗͑沂抆
剳愂兺儛懺竞憛旇͑殚檗匏櫲櫖͑空埿穞滆͑橐汆͑捊匏櫲͑汞巒捊

懺竞儢柢沂͑決洊櫖͑獞巒渗汾͑滎懗決喞͑斲処
沊柦͝犢斶͙沲歛洎儢庂͑磲穮穯城埪͚͑͟͝斶篊匶嵢͑獞巒͑͝汾击氦斶͝
抎沊獞巒

洛匶兺儛円滊͑͑͠欎愯洗涋
汞獞͝汞朞海͝汞橎͝橎凃͝瑞癖猦崒溎͝懺熳匶͝徯愢͑姷͑懺浶匶͑割沋
滊巒歆͑怺分穢͑捊殯͙欎͑ͫ͑汞斲滊埮昢͑愢匏捊͑姷͚

懺竞儆沋沖汞͑処汞嵢͑汾穢斲処

懺旇決͑橎夞垚͑凃殶

捊殯ͫ͑檃͑ͧ͡͡͝͡͡͡毖͑͑͢͠噊

剳愂兺儛懺竞͙击懺竞͚

懺竞͑涋幞͑暒儢

ͤ͑͟懺竞匎͑滆匏͙͑ͣίͧ沂͑暒殚͚

懺竞斲

捊殯ͫ͑檃͑ͤ͢͡͝͡͡͡毖͑͑͢͠噊
͙͑͑櫶崿͑͝昷懊櫖͑娶岂͑旇決͚

ͣ͑͟懺竞巒͑熳割͙懺旇昢幞͑愢暧͚

懺竞櫖͑儆沋穞滆͑橐橊昢͑懺旇愡滆͑忁穢͑凃殶

懾汾

斲嵆͑ͣ

斲嵆͑ͤ

ͣ͑͟懺竞巒͑滆匏

ͣ͑͟懺竞巒͑熳割

͑͑͞懗毖͑滊巒͑篊͑懺旇昢幞庂͑懺竞斲櫖͑愢暧
͑͑͞昢幞͑愢暧͑愯憛͑ͫ͑筎碞決滆͑櫋嵢姢͑͝Ͷ͞ΞΒΚΝ愢暧͑͝懺竞斲͑穟剖͑愯怾͑柢͑滇洗͑洊埲
͑͑͞洢犢͑昢幞͑ͫ͑爎滊焮瞾͝欇朞溣͝歾剳汾姷嵣溣͑斲懾͝皻沫斲懾

ͣ͑͟勾͑歾͑懗毖͑滊巒柢

懾汾

懗毖

͑͑͞懊壊͑懺旇͑熳割͑洎焮͑櫌決͑滆洛懗毖櫖昢͑滊巒͑柢͑懺旇匎͑滆匏

͑͢͟滆洛懗毖͑滊巒͑柢

懺竞斲͑熳割͑愯憛

斲嵆͑͢

懺竞櫖͑儆沋空昢͑懺旇愡汆͑凃殶

ͤͤͥͩͣͣͧ͑ͣͣͧͤ͢͢͡͞͞͝

洢儎勢壟͑͝洢儎壟籲͑͝噾匶洛

显沔圊庲

懺竞斲͑洊筚憎笾

基埿沖

懺竞斲律

懺竞斲͑櫶岃洛懺

후원사: (주)세잎누리

